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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년여성을 상으로 소도구 필라테스 매트 운동 로그램을 8주간 주 3회의 빈도로 비운동 

10분, 주 운동 40분, 정리운동 10분을 실시하 다. 필라테스 운동 로그램 수행 시 운동강도는 ACSM(2010)의 지침

을 기 으로 삼아 1-4주는 50-60%HRR, 5-8주는 61-70%HRR로 50-70%의 강도로 유지 시켰고, 4주마다 소도구 

필라테스 운동 로그램의 강도를 증가시켰으며 무선심박수 측정기(Polar Analyzer, Polar Electro of Finland)를 

이용하여 Karvonen(1979) 방법으로 얻어진 개인별 목표 심박수와 운동자각도를 이용하여 운동강도를 체크하 다. 

8주간 소도구 필라테스 매트 운동을 통해 면역 로불린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 다. 이와 같은 목 과 차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8주간 소도구 필라테스 매트 운동 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면역 로불린 

IgA에서 증가하 으며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8주간 소도구 필라테스 매트 운동 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면역 로불린 IgG에서 증가하 으며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8주간 소도구 필라테스 매트 운동 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면역 로불린 IgM에서 증가하 으며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소도구를 

이용한 필라테스 매트 운동이 면역기능에 정 인 호르몬 변화를 보 으며 사  질환을 방할 수 있는 효과

인 운동방법이라고 사료된다. 

• Key Words : 필라테스 매트 운동 로그램, 면역 로블린, 소도구, 년여성, 융복합

Abstract   In this study, Pilates mat exercise program three times a week for 8 weeks, 10 minutes for 
a warm up, 40 minutes of main exercise, and 10-minute cool down exercise using gadgetry to the middle 
aged women. Pilates exercise program when exercise intensity based on the instructions of the ACSM 
(2010) as 1-4 weeks 50-60% HRR, 5-8 weeks 61-70% HRR to give 50-70%, maintaining the strength of 
4 weeks. Pilates exercise program by gadgetry has increased the strength of wireless heart rate meter 
(Polar Analyzer, Polar Electro of Finland) Karvonen (1979), proceed individual target heart exercise 
obtained as a way now to check your strength workout through individual conciousness. We estimated 
immunoglobulin change for Pilates mat exercise by gadgetry during 8-week. It show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mmunoglobulin IgA has been increased and Interaction effects has been showed 
thruough Pilates mat exercise programs for 8 weeks. Second, immunoglobulin IgG has been increased and 
showed Interaction effects has been showed thruough Pilates mat exercise programs for 8 weeks. Third, 
immunoglobulin IgM has been increased and showed Interaction has been showed effects thruough Pilates 
mat exercise programs for 8 weeks.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on a Pilates mat exercise using 
props immune function are positive hormonal changes, can prevent private for the disease and effective 
exercises that are the fodder.

• Key Words : Pilates mat exercise program, immunoglobulin, Prop, Middle-aged women, Convergence

*교신저자 : 백순기(bsg@jwu.ac.kr)
접수일 2015년 7월 13일   수정일 2015년 8월 21일   게재확정일 2015년 10월 20일

http://dx.doi.org/10.15207/JKCS.2015.6.5.329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6권 제5호330

1. 서론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15년

에는 우리나라 여성인구가 2531만 명으로 2,530만 명인 

남성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망하고 있으며 여성인구가 

남성을 추월한 이유  하나가 여성의 기 수명이 늘어

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의  2013년도 기 수명과 건강수명을 살펴보

면, 여성의 기 수명은 83.66세, 남성은 77.20세이나 건강

수명은 여성이 72.06세, 남성은 68.26세로 나타나 한국여

성의 기 수명과 건강수명은 남성보다 긴 것으로 보고되

었으나 이러한 결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만성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가 더 많다는 것을 의

미한다[1].

여성에게 년기는 노화단계로 어들어 내 으로는 

노화의 징후로 호르몬의 변화 등 신체기  기능이 하

되면서 신체 , 정신  스트 스가 수반되어 년기는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 많은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되고 

외 으로도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는 시기이다[2].

년여성이란 지난 삶을 재평가하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정신 인 요소들을 통합시켜 나감으로  성숙해

지고 자신의 역이 넓어지는 시기이지만[3], 폐경을 겪

음으로써 심리 , 신체 , 사회 으로 여러 가지 만성질

환의 증가 등 건강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4], 체력의 

하와 노화 징후가 에 띄게 발 되고 모든 기 의 기

능이 히 감퇴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5], 정신  

불안에 한 충분한 이해와 이에 따른 한 운동  치

료 등이 요구된다[6].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함에 따라 면역기능의 변화에 

의해 질병이나 외부 스트 스에 한 항력이 떨어지게 

되어 특히 노화함에 따라 면역기능  생산이  감소

되고 년여성의 스트 스는 면역반응에 부정 인 향

으로 인하여 면역기능의 하로 인한 당뇨병  심

계 질환의 사성 질환의 발병이 크게 증가한다[7].

년기는 건강에 한 심이 요한 만큼 건강증진

을 한 효과 인 방법은 규칙 인 운동이며[8], 근골격

계와 심폐기능을 향상시켜 폐경이후 에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질병을 방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는

데 매우 효과 인 방법이다[9]. 

필라테스는 건강증진과 동시에 미  몸매를 유지시켜 

여성들에게 합한 운동으로 인식되고 있으며[10, 11], 아

름다운 몸매 리나 피부미용, 노화방지 뿐 아니라 건강

유지나 상해 방 등에도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

력강화, 통증감소, 강화, 유연성 증가, 균형감각의 향

상 등에 효과 인 운동이라고 보고되었다[12,13,14].

한, 필라테스는 다양한 운동 동작을 기능 이면서도 

쉽게 변형시켜 보다 쉽고 안 하게 용할 수 있도록 디

자인 되었으며, 짐볼, 폼롤러 그리고 튜빙의 소도구를 활

용하여 신체 움직임을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함으로

써 신체안정성을 효과 으로 향상시킨다[15].

신체활동이 면역기능에 정 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규칙 인 운동은 면역증진과 함께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

고하 다[16].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8주간의 폼롤러와 튜빙의 소

도구를 이용한 필라테스 매트운동이 면역기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운동처방의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 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A에 거주하는 년여성 20명을 

상으로 본 연구의 목 에 동의하고 자발 인 참여를 희

망하며 최근 3개월 동안 규칙 인 운동 참여 경험이 없는

자로 선정하 으며, 연구에 앞서 연구 차와 목 을 설

명하 으며 검사 동의서를 받고 연구에 참여시켰다. 피

험자는 소도구 필라테스 매트 운동군(Pilates met Group: 

PG) 10명과 통제군(Control Group: CG) 10명으로 구성

하 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에 한 일반 인 특

징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Group N Age
(year)

Height
(cm)

Weight
(kg)

BMI
(kg/m2)

PG 10
52.60
±4.78

156.47
±4.40

66.86
±7.32

27.30
±2.74

CG 10
50.20
±3.93

156.71
±3.99

64.21
±4.96

26.17
±2.42

* TG(Pilates Group), CG(Control Group)
* M±SD(Mean±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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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Props Exercise List Frequency Position Time

Warm-Up Gym Ball

Bounce
Clapping Over Head
Shoulder Circles
Lateral Flexion
Flying

Bounce Series 10 min

Main 
Exercise

Foam 
Roller

Breathing
Neck Release 
Shoulder Slaps
Arms Circles 
Chest Stretching
Pulling Elbows
Spine Twist

Thoracic Release
Side Thigh Massage
Quadriceps Massage 

Gastrocnemius  Massage 

x 4times
x 8times
x 8times
x 4times
x 8times
x 4times
x 4times
x 4times
x 4times
x 4times
x 4times

30 min

Tubing 
Band

Hip Flexion ＆ Extension
 Leg Circles
Scissor
Bicycles

Leg Pull(Side Lying)

x 8times
x 8times
x 8times
x 8times
x 4times

Supine Position 10 min

Cool Down Deep Breathing 10 min

<Table 2> Prop Pilates Mat Exercise Program

3. 실험절차
본 연구는 A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운동 로그램으

로 40-50  년여성을 상으로 소도구 필라테스 매트

운동 로그램에 자발 이고 극 으로 참여의사를 밝

힌 상자를 우선 으로 선발하여 실시하 다. 소도구 

필라테스 매트운동 로그램을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재구성 하 으며 주 3회의 빈도로 60분간 8주간 실시하

다. 액 검사는 운동 로그램 시작 과 8주가 지난 

후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총 

2차례의 검사를 실시하 다.

3.1 폼롤러와 튜빙을 이용한 필라테스 매트 운

동 프로그램

폼롤러와 튜빙을 이용한 필라테스 매트 운동방법은 

[17]의 운동 로그램을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소도구 필

라테스에 사용되는 기본 동작을 응용하여 폼롤러와 튜빙

을 이용한 필라테스 운동 로그램을 구성하 으며 8주

간 주 3회의 빈도로 비운동 10분, 주 운동(소도구 필라

테스 매트 운동) 40분, 정리운동 10분을 실시하 다. 

필라테스 운동 로그램 수행 시 운동강도는 [18]의 지

침을 기 으로 삼아 1-4주는 50-60%HRR, 5-8주는 

61-70%HRR로 50-70%의 강도로 유지 시켰고, 4주마다 

폼롤러와 튜빙을 이용한 필라테스 운동 로그램의 강도

를 증가시켰으며 무선심박수 측정기(Polar Analyzer, 

Polar Electro of Finland)를 이용하여 [19]방법으로 얻어

진 개인별 목표 심박수와 운동자각도를 이용하여 운동강

도를 체크하 다. 소도구 필라테스 매트 운동 로그램

은 <Table 2>에서 제시하 다.

3.2 혈액분석

피험자들은 채  48시간 부터 격렬한 신체활동 등

의 격한 생활습 의 변화를 래하지 않도록 하 으며, 

12시간 이상의 공복상태에서 완정맥(antebrachial 

vein)을 통해 약 10㎖의 액을 채  하 으며 이후 원심

분리를 이용하여 3000rpm으로 10분간 분리한 후 장을 

-73℃의 온도에서 보 하 으며 액분성은 N 임상의학

연구소에 의뢰하여 분석하 다. 분석항목은 IgA, IgG, 

IgM을 측정하 다.   

3.3 자료처리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PASW 19.0 program을 이용하

여 소도구 필라테스 매트 운동 로그램 사 , 사후 검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6권 제5호332

Item Group
Pre Post Factor SS df MS F p

M±SD M±SD group 1809.025 1 1809.025 1.375 .256

IgA
(㎎/㎗)

PG 262.40±24.06 288.30±40.50
error 23675.850 18 1315.325

period 1703.025 1 1703.025 4.900 .040*

CG 261.80±24.43 262.00±22.55
period×group 1651.225 1 1651.225 4.751 .043*

error 6256.250 18 347.569

<Table 3> Repeated measure two-way ANOVA result of IgA    

Mean±SD; * p<.05
CG: Control group, PG: Pilates group

Item Group
Pre Post Factor SS df MS F p

M±SD M±SD group 25200.400 1 25200.400 .435 .518

IgG
(㎎/㎗)

PG 1251.70±101.49 1396.10±118.95
error 1043378.000 18 57965.444

period 80820.100 1 80820.100 13.670 .002**

CG 1256.00±228.39 1291.40±226.13
period×group 29702.500 1 29702.500 4.751 .038*

error 106423.400 18 5912.411

<Table 4> Repeated measure two-way ANOVA result of IgG     

Mean±SD; * p<.05, ** p<.01
CG: Control group, PG: Pilates group

에 한 평균(Mean)과 표 편차(SD)를 산출하 고, 처

치 로그램에 한 상호작용효과  주효과 검증을 해 

two-way (2*2)RGRM ANOVA를 실시하 으며, 자료의 

유의 수 은  α=.05로 설정하 다.

4. 연구결과
4.1 혈면역글로블린 IgA의 변화

8주간의 폼롤러와 튜빙을 이용한 필라테스 매트 운동

에 따른 면역 로불린 IgA의 변화를 보기 해 기술통계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필라테

스 매트 운동군에 한 면역 로불린 IgA의 기술통계 결

과를 살펴보면, 사  262.40±24.06㎎/㎗, 사후 288.30±40.50

㎎/㎗로 증가하 으며, 통제군은 사  261.80±24.43㎎/㎗, 

사후 262.00±22.55㎎/㎗로 증가하 다. 변량분석결과 시

기(F=4.900, p<.05), 시기×집단(F=4.751, p<.05)에서 상호

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혈면역글로블린 IgG의 변화

8주간의 폼롤러와 튜빙을 이용한 필라테스 매트 운동

에 따른 면역 로불린 IgG의 변화를 보기 해 기술통계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과 같다. 필라테

스 매트 운동군에 한 면역 로불린 IgG의 기술통계 결

과를 살펴보면, 사  1251.70±101.49㎎/㎗, 사후 1396.10±118.95

㎎/㎗로 증가하 으며, 통제군은 사  1256.00±228.39㎎/

㎗, 사후 1291.40±226.13㎎/㎗로 증가하 다. 변량분석결

과 시기(F=13.670, p<.01), 시기×집단(F=4.751, p<.05)에

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혈면역글로블린 IgM의 변화

8주간의 폼롤러와 튜빙을 이용한 필라테스 매트 운동

에 따른 면역 로불린 IgM의 변화를 보기 해 기술통계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과 같다. 필라테

스 매트 운동군에 한 면역 로불린 IgM의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사  134.40±19.07㎎/㎗, 사후 154.50±22.41

㎎/㎗로 증가하 으며, 통제군은 사  135.40±14.97㎎/㎗, 

사후 136.50±17.14㎎/㎗로 증가하 다. 변량분석결과 시

기(F=6.943, p<.01), 시기×집단(F=5.577, p<.05)에서 상호

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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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Group
Pre Post Factor SS df MS F p

M±SD M±SD group 722.500 1 722.500 1.362 .258

IgM
(㎎/㎗)

PG 134.40±19.07 154.50±22.41
error 9546.900 18 530.383

period 1123.600 1 1123.600 6.943 .017*

CG 135.40±14.97 136.50±17.14
period×group 902.500 1 902.500 5.577 .030*

error 2912.900 18 161.828

<Table 5> Repeated measure two-way ANOVA result of IgM     

Mean±SD; * p<.05
CG: Control group, PG: Pilates group

5. 논의
운동수행 시 면역기능은 건강과 신체활동에 요한 

역할을 하며, 면역 로불린은 인체를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하며[20], B세포  장세포에서 생성되는 당단백

질을 말하고, 감염원에 한 방어역할을 한다[21].

규칙 인 운동과 · 강도 운동은 면역력에 정

인 향과[22, 23],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면역체

계를 증가시키지만[24], 격렬한 고강도 운동은 인체보호

능력 하와 면역감시체계의 장애를 일으켜 면역기능을 

하시킨다[25]. 

운동과 년여성을 상으로 면역 로블린에 한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26]은 비만 년여성을 상으로 12

주간 걷기와 달리기 운동을 실시한 결과 IgA, IgG, IgM

은 집단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시기 별로 유의한 

감소를 보고하 으며, [27]은 5년 이상 헬스운동을 한 

년여성을 상으로 일반여성과 비교한 연구에서 IgA, 

IgG, IgM 그룹간 모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 하 으며, [28]는 복부비만여성을 상으로 12주간 

트 드  운동과 근 항 운동을 병행한 복합운동을 실

시한 결과 IgA, IgG, IgM에서 모두 증가하 으나 IgA에

서만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

[29]은 년여성을 상으로 10주간 보통 걷기와 빠르

게 걷기 운동을 실시한 결과 두 그룹 모두에서 IgA, IgG, 

IgM의 유의한 감소를 보고하 으며, [30]은 년여성을 

상으로 15주간 최 산소섭취량의 60%의 운동강도로 

걷기운동을 실시한 결과 IgA, IgG, IgM이 증가하 다고 

보고 하 으며, [31]는 년여성을 상으로 12주간 항

운동을 실시한 결과 면역 로불린의 증가를 보이지 않았

다고 보고하 다.

필라테스와 면역 로블린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32]은 년여성을 상으로 12주간 합기도와 필라테

스를 실시한 결과 IgM의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고 보

고하 으며, [33]은 20  여 생을 상으로 10주간 필라

테스를 실시한 결과 필라테스를 실시한 집단에서 면역

로블린의 유의한 증가를 보 다고 하 다.

강도의 운동을 규칙 으로 실시하면 면역력을 증가 

시키며 암의 발생을 감소시킨다고 하 으며[34, 35, 36], 

장기간 운동[37]과 항운동[38,39]이 면역력을 증가시킨

다고 하 다.

하지만, 강도 높은 운동은 면역 로불린이나 다른 면

역의 감소를 래한다고 하 으며[40], 매우 격렬한 운동

[41]과 장시간의 고강도 운동은 면역 로불린의 농도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하 다[42].

본 연구에서도 년여성을 상으로 8주간 폼롤러와 

튜빙을 이용한 필라테스 매트 운동을 실시한 결과 면역

로블린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신

체에 운동을 부하하면 사가 항진되며, 체내 항상성을 

하여 여러 가지 생리  조 이 일어나고 그 결과 인체

의 면역기능을 강화시킨다고 보고한 [43]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 액 내 단핵세포와 조직 내 

식세포에 의한 인터루킨-1의 생산이 증가하여 보조 T 림

구의 기능을 자극하고, 따라서 인터루킨-2의 분비와 B 

세포 성장요소를 증가시킴으로써 B 림 구 증식과 항체

의 생산이 향상되는 과정에 의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

다고 사료된다[44,45].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8주간 폼롤러와 튜빙을 이

용한 필라테스 매트운동은 개인에게 한 강도의 운동

을 규칙 으로 꾸 히 실시한 결과 면역 로블린의 증가

를 보여 년여성들에게 효과 인 운동 방법이라고 생각

하며 면역기능에 정 인 향을 미쳤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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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년여성을 상으로 8주간 폼롤러와 튜빙

을 이용한 필라테스 매트 운동을 통해 면역 로불린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주 3회 빈도와 50-70%HRR의 운동강

도로 폼롤러와 튜빙을 이용한 필라테스 매트 운동 60분

을 실시하 다. 이와 같은 목 과 차를 통해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8주간 폼롤러와 튜빙을 이용한 필라테스 매트 운동 

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면역 로불린 IgA, IgG, IgM에서 

증가하 으며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실시한 폼롤러와 튜빙을 이용한 필라테스 매트 운

동이 면역기능에 정 인 향을 미쳤으며 사  질환

을 방할 수 있는 효과 인 운동방법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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