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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8주간의 비대면 홈 필라테스 운동이 출산 후 

여성의 신체조성, 복부비만, 골반 기울기 및 근력, 요통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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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8 Weeks Un-tact Pilates Home Training on Body Composition, Abdominal 
Obesity, Pelvic Tilt and Strength, Back Pain in Overweight Women after Childbirth
Ah-Hyun Hyun PhD, Joon-yong Cho PhD
Korea National Sports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is study aims to observe the effects of at home Pilates exercise, using a real-time web program in postpartum women 
where measurements of body composition, abdominal obesity, pelvic tilt, back pain and Oswestry Disability Index will be taken. 

METHODS: Subjects included postpartum women under the age of 45 that were registered at the C Cultural Women’s Center in Bun-
dang, Gyeonggi-do. All subjects were within 1 year of childbirth, had no medical opinion and were not receiving medication. A total of 
16 people were enrolled in this experiment, which consisted of a Pilates Exercise group (EX, n=8) and a control group (CON, n=8). 
Measurements of body composition, abdominal subcutaneous fat thickness and circumference, pelvic tilt, pelvic strength, and back 
pain index were all assessed prior to being exposed to experimental measures. After 8 weeks of un-tact home Pilates exercise, a follow-
up examination was conducted to observe the group-specific changes.  

RESULTS: The group that participated in the un-tact home Pilates exercise showed a decrease in body fat, BMI, and visceral fat postpar-
tum. Abdominal obesity tests showed a significant reduction in subcutaneous fat thickness, abdominal and hip circumference. The pel-
vic tilt test showed a reduction in the pelvic slope of the EX-group. Finally, the Oswestry Disabililty Index test showed the total score of 
the EX-group had decreased, confirming that Pilates exercise in this study was effective for back pain. 

CONCLUSIONS: Thus, un-tact home Pilates exercise using a real time web program is an effective intervention that can be used to pre-
vent postpartum obesity by reducing abdominal and total body adiposity postpartum, assisting pelvic function, and improving muscle 
strength while also reducing back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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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19년 12월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대하

여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발병을 대유행이라고 규정하고 바이러스 확

산을 늦추기 위한 국가적 조치를 시행하라고 권고했다[1]. 장기화된 펜

데믹 현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계와 일상을 잃었고 급변한 환경에 

대한 적응은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야기했다[2,3]. 사회적 거리두기와 

여행, 취미 등의 여가활동, 문화체육시설 이용 등이 제한되면서 주변인

과의 유대관계 및 교류가 끊기며 삶의 질은 현저히 감소하였다[4,5]. 재

택근무와 국, 공립 학교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으로의 전환, 보육시설 

및 돌봄 서비스의 패쇄는 가족 구성원의 피로를 누적시켰고[4], 특히 

육아 노동이 가중된 여성들의 스트레스 증가는 식이장애, 불안,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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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우울증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였다. 활동 반경 축소로 인한 여성

의 신체활동 감소는 비만, 만성피로, 요통을 유발하였고 이것은 대사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방이 필요해 보인다

[5,6].

출산 후 여성의 경우 산욕기인 6개월에서 1년 내에 정상 체중으로 

복귀하지 못하면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비만이 유발되고, 임신으로 

인한 골반의 전방경사가 코어 안정화 및 골반 주변 근육을 약화시켜 

요통을 초래한다[7]. 복직근과 골반저근의 약화는 내장지방 축적의 원

인이며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은 산후 여성의 복부비만을 가속

화시킨다[8]. 또한 체형의 변화와 육아 스트레스는 식이 조절 호르몬 

및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산후우울증, 불면증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8,9], 그 수치는 코로나 이후 비만율과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0]. 이와 같은 사회적 혼란 속 심신의 문제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

여 많은 전문가들은 운동참여 또는 신체 활동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신진대사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제시하였지만[10-13], 출산 후 여성의 

비만, 요통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는 매우 미미하다. 또한 최근 온라인 

운동에 참여하려는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이지만, 대체 프로그램의 안

전성과 미디어 운동 효과에 대한 검증은 부족한 실정이다. 

필라테스는 무, 유산소 운동의 복합 형태로 조셉 필라테스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출산 후 여성의 회복 및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알려

져 있다. 신체 중심부인 코어 근육과 심부 호흡근의 발달은 신체 정렬

을 바로잡아 체간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 이것은 요통에 효과적이다[7]. 

또한 호흡 운동을 통한 심폐기능의 발달은 천식과 같은 전염병을 회복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14]. 하지만 코로나 이후 실내 운동이 

금지되고 좁은 공간에서 실시하는 집단 운동을 꺼리게 되면서 여성의 

과체중, 근력 약화가 유발되고 스마트 기기 과사용으로 인한 근골격계 

문제가 발생하였다[15]. 이와 같이 신체활동의 제한된 요소는 면역력 

향상과 건강을 위한 투자 공간을 집으로 옮기게 하였고 홈 트레이닝 

인구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16]. 하지만 일부 비전공자들이 무분별

한 정보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여 실제로 치료적 운동이 필요

한 사람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무리한 운동으로 부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따라서 코로나 환경에서도 전문가와 적극적인 피드

백이 이루어지는 실시간 프로그램이 보급되어야 하며 근골격계 질환

자, 비만, 임산부, 노인,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컨텐츠 개발이 필

요하다[17]. 

언택트(Un-tact)는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소비 행태를 일컫

는 신조어로[18], 기존의 구독 서비스와 다른 IT 플랫폼 기반의 웹 서비

스로 소프트웨어 기술 발전과 함께 글로벌하게 확장하였다. 운동관련 

영상은 주로 동영상 구독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유되

고 있고[16], 스포츠의학 분야의 원격 재활은 1990년대 미국과 유럽에

서 시작하여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현재는 가상현실(AV), 웨어러블 기

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17].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온라인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무릎 관절염 환자의 관절가

동범위와 균형감이 향상되고 뇌졸중 환자의 작업능력을 증가시켰으

며 모션 인식 기능을 활용한 가정용 운동프로그램은 신체 기능 향상

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19-21]. 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연구가 

근골격계, 신경계, 호흡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출산 후 여성의 비대면 운동 효과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시간 쌍방항 소통이 가능한 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필라테스 홈 트레이닝이 출산 후 여성의 신체조

성, 복부비만, 골반 기울기 및 근력, 요통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분당에 소재한 C 문화센터에 등록한 여

성으로 사전 설명을 충분히 숙지하여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 

참여 및 동의서를 작성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실험대상은 만 45세 

미만의 출산 후 6개월에서 8개월 내에 해당되는 여성으로 의학적 소견

이 있거나 약물 치료를 받지 않는 여성을 선정하였다. 대상자는 총 16

명으로 집단은 운동군(EX, n = 8), 통제군(CON, n = 8)으로 구분하였으

며,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절차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두 집단 모두에게 사전 검사로 신체조성, 복부 피하지방 

두께와 둘레, 골반 기울기 및 근력, 요통장애지수 검사를 시행하였으

며 8주간의 비대면 홈 필라테스 운동 후에 사전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

로 측정하고 집단 별 변화 여부를 관찰하였다.

2) 실시간 비대면 홈 필라테스 운동프로그램

본 연구의 필라테스 운동 프로그램은 준비운동, 본 운동, 정리운동

으로 1일 50분, 주 2회, 8주간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은 주 2회 정해진 

시간에 자신의 집에서 PC 또는 미디어 장비에 접속 후 실시간 원격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운동에 참여하였다. 지도자와 참여자는 쌍방향 소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CON (n=8) EX (n=8) F p

Age (yr) 36.87±3.35 35.62±3.42 0.502 .490
Height (cm) 163.25±4.43 164.00±3.16 0.428 .714
Weight (kg) 67.97±8.41 66.88±4.57 2.072 .17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n=8 per group). 
EX, Pilates exercise; CON, non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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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Un-tact home pilates program

Modes Contents Time (min) Reps, Set, and Rest RPE

Warm-up Breathing, Total body stretching 10 11
Main Exercise Level 1: 1-2 week 30 12-15 reps ×3 set. 12-14

Cat cow, Knee push-up, Bridge, clam, Crunch, Leg circles, Side kick, Spine twist, Squat 10 sec rest between sets
Level 2: 3-6 week

Roll down, Band-lunges, Leg side up, Saw, Donkey kick, Down dog, Side steps
Level 3: 7-8 week

Ball squat, Plank, Lunge-twist, Push-up, Squat Jump, 100 breathing, 
Crunch Deep breathing, Neck & arm stretching

Cool-down 10 11

통이 가능한 화상 채팅창을 통하여 동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의사

항을 숙지한 뒤에 운동을 실시하였다. 운동 중 신체적 불편감이나 통

증이 있을 경우 동작을 중단하고 휴식할 수 있게 조치하였으며, 동작 

간의 휴식은 10초로 하고 운동 강도는 Borg’s scale을 이용하여 자각적 

운동지수(RPE) 12-14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2주마다 대상자의 자각적 

운동지수를 평가하여(RPE) 체력 수준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운동 

강도를 증가시켰다. 비대면 홈 필라테스 프로그램은 Table 2와 같다.

3) 측정항목 및 방법

(1) 신체조성 검사

신체조성 검사는 측정 전 피험자에게 공복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몸

에 부착된 금속을 제거한 뒤 자동신장계 DS-103M (Jenix Co., Korea)를 

이용하여 신장을 측정하였고, 체성분 분석기 InBodoy 770 (Biospace 

Co., Korea)을 사용하여 체중(kg), 체지방량(kg), 골격근량(kg), Body 

mass index (BMI, kg/m2), 내장지방레벨, BMR (기초대사량: kcal), 체지

방률(%)을 측정하였다.

(2) 복부 피하지방 두께와 둘레 검사

복부비만도 검사는 스킨폴드 캘리퍼 Harpenden HSK-BI (Skinfold 

Caliper, British Indicators, UK)를 이용하여 복부 피하지방 두께를 측

정하였다. 측정 방법은 대상자를 바로 서게 한 뒤 검사자가 배꼽 바깥

쪽 3 cm 피부를 손으로 잡아 피하지방의 두께(mm)를 측정하였고, 총 

2번 측정한 뒤 평균을 내었다. 복부와 엉덩이 둘레(cm)는 줄자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고 배꼽둘레와 엉덩이의 가장 넓은 부분을 측정하고, 

각 2번씩 측정한 뒤 평균을 내어 기록하였다.

(3) 골반 기울기 검사

골반 기울기 검사는 근 골격 계측기 Posturemeter (Posturemeter, Spo-

medic Healthcare Service,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Posturemeter

는 기초 신체계측 장비로 척추와 사지의 관절가동범위와 경사도를 측

정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골반면의 좌, 우 기울기와 시

상면의 전, 후방 기울기를 측정하였다. 측정 방법은 피험자를 바르게 

서서 팔을 편안히 내리게 하고 정면을 응시하게 한 뒤 검사자는 골반 

전면의 전상 장골극과 후면의 후상 장골극을 스티커로 마커 하였다. 

골반면의 양쪽 기울기 측정을 위하여 표시된 전상 장골극에 포스쳐메

터를 대고 각도를 측정하였고, 골반의 전, 후방 기울기는 오른쪽 시상

면의 전상 장골극과 후상 장골극에 대고 각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전 

포스쳐메터 각도기를 0 점에 맞추고, 총 2회 측정값의 평균을 내어 기

록하였다.

(4) 골반 근력 검사

골반 근력 검사는 도수 근력 측정기 micro FET2 (Hoggan Scientific, 

LLC,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근력 측정은 2회 연습을 한 뒤 측

정하였으며, 부위별 휴식시간은 30초로 하고 체간이 고정된 상태에서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 최대 범위를 측정하였다. 측정은 Active straight 

leg raising (ASLR, Groot) 방법을 이용하여 피험자를 바로 눕힌 자세에

서 실시하였다[22]. 골반의 굴곡 측정은 피험자의 오른쪽 발목 위에 도

수 근력 측정기를 고정시키고 발을 천장 방면으로 최대한 들어올리게 

하여 근력을 측정하였다. 외전 측정은 피험자를 옆으로 눕힌 자세에서 

한 팔은 편안히 머리를 놓게 하고 무릎을 구부려 두 발은 포갠 상태에

서 검사자는 위쪽에 위치한 발목에 도수 근력 측정기를 고정시킨 후 

피험자의 발을 고관절 측면 천장 위로 최대한 들어올리게 하여 근력을 

측정하였다. 신전 측정은 피험자의 머리가 바닥으로 향하게 엎으려 누

운 상태에서 양손은 포개어 이마에 대고 다리는 어깨 너비로 넓히게 

한 뒤 측정자는 오른쪽 발목에 도수 근력 측정기를 고정시키고 이후 

피험자가 오른발을 천장 쪽으로 최대한 들어올리게 하여 근력을 측정

하였다. 왼쪽 골반 근력 또한 오른쪽과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하고 모

든 측정은 총 2회씩 반복 측정한 뒤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기기의 단위

는 1lb로 측정의 오차 범위는 ±1%이다.

(5) 요통장애지수 검사(오스웨스트리 Oswestry Disability Index, ODI)

요통장애지수 검사는 오스웨스트리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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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웨스트리(ODI) 검사는 Fairbank, Couper, Cavies & O’Brien (1980)에 

의해 요통 환자의 증상 완화와 증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설문지

로 통증으로 인한 기능 장애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23]. 평가항목

은 통증관리, 개인관리, 걷기, 서기, 앉기, 수면, 사회생활 등에 대한 10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당 0점에서 5점으로 평가한다. 각 

항목별로 점수를 더해서 총점을 구하면 50으로 나눈 후에 100을 곱해

서 백분율로 환산한다. 0-20%는 minimal disability, 21-40%는 moderate 

disability, 41-60%는 severe disability, 61-80%는 crippled, 81-100%는 침

상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이고, 평가 시 환자가 증상을 과장하고 있는

지를 고려해야 한다. 사전, 사후 총 2회 측정하고 총점을 내어 기록하

였다.

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의 모든 자료처리는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필

라테스 운동 전후 신체조성, 복부 피하지방 두께와 둘레, 엉덩이 둘레, 

골반 기울기 및 근력, 요통장애지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측정된 변인들의 사례수가 작아 정규분포를 가정한다고 신뢰할 수 없

기 때문에 모든 통계는 비모수 검정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집

단 간의 차이는 점수 차이 분석방법(Change-score analysis)에서 얻어진 

평균 차이(사후평균-사전평균)를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집단 내 시기 간 차이는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적 수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으

며 통계학적 검증을 위한 유의도 수준은 α< 0.0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1. 비대면 홈 필라테스가 신체조성의 미치는 결과

본 연구에서 신체조성 수준의 변화량 차이를 확인한 결과 CON 그룹

과 비교하여 EX 그룹에서 체지방량, BMI, 내장지방레벨 수준이 유의하

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체지방량: p=.010, BMI: p=.050, 내

장지방레벨: p=.010). 또한 집단 내 시기간의 차이에서는 EX 그룹의 체

중, 체지방량, BMI, 내장지방레벨, 기초대사량, 체지방률에서 사후 유의

하게 감소하였고(체중: p=.012, 체지방량: p=.012, BMI: p=.012, 내장지방

레벨: p=.011, 기초대사량: p=.017, 체지방률: p=.012), 반면 CON 그룹의 

체중, 체지방량, 체지방률, BMI, 내장지방레벨, 기초대사량에서 사후 유

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체중: p=.021, 체지방량: p=.012, BMI: 

p=.012, 내장지방레벨: p=.023, 기초대사량: p=.012, 체지방률: p=.011).

2.  비대면 홈 필라테스가 복부 피하지방 두께 및 엉덩이 둘레에 

미치는 결과

본 연구에서 복부 피하지방 두께, 복부 둘레, 엉덩이 둘레 수준의 변

화량 차이를 확인한 결과 CON 그룹과 비교하여 EX 그룹에서 피하지

방 두께, 복부 둘레, 엉덩이 둘레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4) (피하지방 두께: p=.003, 복부 둘레: p=.000, 엉덩이 둘레: 

p=.028). 집단 내 시기간의 차이에서는 EX 그룹의 복부 피하지방 두께, 

복부 둘레, 엉덩이 둘레 수준이 사후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피하지방 

두께: p=.011, 복부 둘레: p=.012, 엉덩이 둘레: p=.011), CON 그룹에서

는 사후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피하지방 두께: p =.017, 복부 둘레

p=.011, 엉덩이 둘레: p=.017).

3. 비대면 홈 필라테스가 골반 기울기에 미치는 결과 

본 연구에서 골반면의 좌, 우 기울기와 시상면의 앞, 뒤 기울기 수준

의 변화량 차이를 확인한 결과 CON 그룹과 비교하여 EX 그룹에서 골

반면의 좌우 및 시상면의 전후방 기울기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된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5) (골반 좌우: p=.010, 골반 전후: p=.015). 또한 집

단 내 시기간의 차이에서는 EX 그룹의 골반면의 좌우 및 시상면의 전

후방 기울기 수준이 사후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골반 좌우: p=.011, 골

반 전후: p=.011), CON 그룹에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 Effect of un-tact home pilates on body composition

CON (n=8) EX (n=8) Diff

Pre Post Pre Post z p

BW (kg) 67.97±8.41 69.40± 8.69* 66.88±4.57 64.51±4.30* −0.105 .442
BFM (kg)## 28.71±7.11 30.01±7.92* 24.92±2.77 22.98±2.91* −2.522 .010
SMM (kg) 23.25±2.05 22.78±2.44 22.66±1.87 22.58±1.42 −0.053 .959
BMI (kg/m2)# 26.85±3.85 27.75±4.08* 25.36±2.34 23.96±1.78* −1.944 .050
VFL## 13.13±2.35 14.13±2.41* 12.75±1.87 10.75±2.05* −2.541 .010
BMR (kcal) 1,272.38±72.92 1,262.13±77.38* 1,235.75±65.68 1,277.88±42.32* −1.155 .279
PBF (%) 36.47±5.34 37.51±5.36* 37.51±2.29 35.56±2.57* −1.104 .27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n=8 per group). 
BW, body weight; BFM, body fat mass; SMM, skeletal muscle mass; BMI, Body Mass Index; VFL, visceral fat level; BMR, basal metabolic rate; PBF, percentage 
of body fat.
*p<.05, **p<.01 from Pre and Post. #p<.05, ##p<.01 betwee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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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 of un-tact home pilates on Abdominal Obesity

CON (n=8) EX (n=8) Diff

Pre Post Pre Post z p

SFC (mm)## 37.63±4.65 40.38±5.99* 33.25±4.13 31.50±3.96* −2.816 .003
WC (cm)## 92.38±7.44 95.25±8.32* 92.19±5.04 84.25±2.12* −3.328 .000
HC (cm)# 101.00±5.65 103.50±7.67* 101.75±2.81 97.75±3.05* −2.164 .02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n=8 per group). 
SFC: skin fold caliper, WC: waist circumference, HC: hip circumference.
*p<.05, **p<.01 from Pre and Post. #p<.05, ##p<.01 between groups.

Table 5. Effect of un-tact home pilates on pelvic tilt

CON (n=8) EX (n=8) Diff

Pre Post Pre Post z p

CPT## 3.37±0.91 3.50±0.92 4.00±1.06 2.00±0.00* −3.000 .010
SPT# 16.75±4.52 17.25±3.99 15.75±3.19 10.75±3.19* −2.413 .01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n=8 per group). 
CPT, coronal plane tilt; SPT, sagittal plane tilt.
*p<.05, **p<.01 from Pre and Post. #p<.05, ##p<.01 between groups.

Table 6. Effect of un-tact home pilates on pelvic muscular strength

CON (n=8) EX (n=8) Diff

Pre Post Pre Post z p

RFLX## 5.26±0.82 4.90±0.70* 5.22±1.38 7.70±1.21* −0.105 .442
REXT# 4.37±0.67 3.58±1.52* 4.62±1.33 7.55±1.29* −2.522 .010
RABD## 4.73±0.85 4.42±0.69* 4.91±1.29 7.38±0.44* −0.053 .959
LFLX## 4.58±0.72 4.26±0.66* 4.55±1.10 7.96±0.97* −1.944 .050
LEXT## 3.95±0.80 3.48±0.40* 4.33±0.88 7.25±1.25* −2.541 .010
LABD## 4.23±0.96 3.93±0.73* 4.25±1.15 7.37±0.45* −2.541 .01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n=8 per group). 
RFLX, right flexion; REXT, right extension; RABD, right abduction; LFLX, left flexion; LEXT, left extension; L ABD, left abduction.
*p<.05, **p<.01 from Pre and Post. #p<.05, ##p<.01 between groups. 

4. 비대면 홈 필라테스가 골반 근력에 미치는 결과

본 연구에서 골반 근력 변화량 차이를 확인한 결과 CON 그룹과 비

교하여 EX 그룹의 오른발과 왼발 모두에서 굴곡, 신전, 외전의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Fig. 1). (오른발 굴곡: 

p=.000, 신전: p=.000, 외전: p=.000, 왼발 굴곡: p=.000, 신전: p=.00, 외

전: p=.000). 집단 내 시기간의 차이에서는 EX 그룹의 오른발과 왼발 모

두 굴곡, 신전, 외전에서 사후 유의하게 증가하였고(오른발 굴곡: 

p=.012, 신전: p=.012, 외전: p=.012, 왼발 굴곡: p=.012, 신전: p=.012, 외

전: p=.012), CON 그룹의 오른발과 왼발 모두 굴곡, 신전, 외전에서 사

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냈다(오른발 굴곡: p=.017, 신전: p=.011, 외전: 

p=.017, 왼발 굴곡: p=.017, 신전: p=.039, 외전: p=.041).

5. 비대면 홈 필라테스가 요통장애지수에 미치는 결과

본 연구에서 요통장애지수 수준의 변화량 차이를 확인한 결과 CON 

그룹과 비교하여 EX 그룹에서 ODI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7, Fig. 2) (ODI: p=.007). 집단 내 시기간의 차이에서는 EX 

그룹의 ODI 수준이 사후 유의하게 감소하였고(ODI: p=.011), CON 그룹

의 수준에는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ODI: p=.017).

논  의

1. 비대면 필라테스가 신체조성 및 복부비만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신체조성 변화를 살펴보면 필라테스 운동 집단의 체지방

량, BMI, 내장지방레벨에서 집단과 시기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

났다. 이러한 집단 간의 결과는 비만인을 대상으로 한 필라테스 운동

이 체중, BMI, 체지방률 및 내장지방을 감소시키고[24,25], 엉덩이 및 

허리둘레, 체지방량, 혈청 지질 수준이 감소하여 체중감량 효과가 있

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26,27]. 집단 내 시기간의 변화는 EX 집단

의 사후 체중, 체지방량, BMI, 내장지방레벨, BMR, 체지방률에서 유의

미한 효과가 나타난 반면, 골격근의 양은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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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이것은 단백질 합성 및 분해의 동적 평형에 의존하는 근육량 

유지를 위한 영양 공급의 중요성을 시사한다[28]. 즉, 모유 수유로 인한 

에너지 손실과 육아로 인한 불규칙한 식습관이 출산 후 여성의 영양 

결핍 및 근육 생성 아나볼릭 반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29], 본 

연구의 대상자가 일반인이 아닌 산후 회복기에 해당하는 특정 집단이

었기에 선행 연구들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Anna et al. [30]의 연구진(2020)은 모성의 영양 실조가 수축

Table 7. Effect of un-tact home pilates on ODI

CON (n=8) EX (n=8) Diff

Pre Post Pre Post z p

ODI## 30.25±5.28 38.75± 6.49* 38.25±4.20 5.50±3.16* −2.657 .00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n=8 per group). 
ODI, Oswestry Disability Index.
*p<.05, **p<.01 from Pre and Post. #p<.05, ##p<.01 between groups. 

Fig. 1. pelvic muscular strength in the postpartum women. (A) RFLX (B) REXT (C) RABD (E) LFLX (F) LEXT (G) LABD (n=8 per group). Error bars represent 
mean±SD. *p<.05 from pre and post, ##p<.01 change (Post-pre) between groups. CON: non treatment, EX: Pilates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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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DI score in the postpartum women. (n=8 per group). Error bars 
represent mean±SD. *p<.05 from pre and post, ##p<.01 change (Post-pre) 
between groups. CON: non treatment, EX: Pilates exercise.

성 근섬유 수 및 구성, 근육 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출산 후 여

성의 근력 유지를 위한 트레이닝 강도, 빈도, 시간의 적절한 처치와 영

양 중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복부비만 결과를 살

펴보면 EX 그룹의 복부 피하지방 두께, 복부둘레, 엉덩이둘레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필라테스 운동이 WHR 감

소와 비만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24], 본 연구의 필라테

스 운동 참여가 출산 후 여성의 복부 사이즈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

이다.

2. 비대면 필라테스가 골반 정렬과 근력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골반 기울기 변화를 살펴보면, 골반면의 좌, 우 기울기와 

시상면의 전, 후방 기울기에서 집단과 시기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

타났다. 특히, EX 그룹의 골반면과 시상면의 기울기 수준의 감소는 필

라테스 운동 프로그램이 골반의 전방경사를 완화하고 고관절의 기능 

향상 및 신체 정렬에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7,31]. 또한 

본 연구의 골반 근력 변화는 집단과 시기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

타났다. 이것은 출산 후 필라테스 운동에 참여한 그룹에서 코어 안정

성과 하지 근력이 증가한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고[32], 특히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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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EX 그룹 양쪽 발의 굴곡, 신전, 외전 근력의 유의한 증가는 하체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

에서 나타난 골반 기울기와 근력의 향상은 필라테스 운동이 단축된 

장요근과 햄스트링 근육을 이완시키고 고관절의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둔근 및 복횡근을 활성화하여 골반 정렬을 바로잡아 신체 교정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출산 후 여성의 홈 필라테스 

운동은 체형 회복에 도움이 되어 코로나 19 전염병 확산 이후 증가한 

신체적 불편감을 해소할 것이다.

3. 비대면 필라테스가 요통장애지수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요통장애지수는 집단과 시기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필라테스가 척추를 지지하는 심부 근육을 자

극하고 골반 안정화에 도움이 되어 요통을 감소시키는 안전한 운동이

며, 임산부의 신체적 불편감, 경부통, 골반통에 효과적이라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7,11]. 또한 출산 후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필라테스 

운동은 빠른 회복과 허리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 요통에 효과적이

라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33].

따라서 본 연구의 비대면 필라테스 운동 프로그램이 출산 후 여성

의 복부 지방 감소, 골반 정렬, 근력 강화, 요통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것은 8주간의 중

재 기간 동안 나타난 피험자들의 자각적 요통 감소가 EX 그룹의 운동 

참여율을 증가시키고 동기를 부여한 것이다. 이것은 실시간 원격 수업

의 원활한 쌍방향 소통이 운동 중 바른 자세와 정확한 동작을 유도하

여, 결과적으로 요통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운동 컨텐츠를 개발 및 보급하고,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에 국민 건강 유지를 위한 방법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8주간의 비대면 홈 필라테스 운동이 출산 후 여성의 신체

조성, 복부비만, 골반 기울기 및 근력, 요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비

교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8주간의 필라테스 운동을 

실시한 집단에서 출산 후 여성의 체지방량, BMI, 내장지방레벨 수치의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고 복부 비만 검사에서는 피하지방 두께, 복부 

및 엉덩이 둘레의 수치가 감소하였다. 골반 기울기 검사에서는 EX 그

룹 골반면의 좌, 우 기울기와 시상면의 전, 후방 기울기가 감소하였고 

골반 근력 검사에서는 EX 그룹의 양쪽 발 모두 굴곡, 신전, 외전 근력

의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오스웨스트리 요통장애지수 

검사에서는 EX 그룹의 총점이 현저히 감소하여 본 연구의 비대면 필

라테스 운동이 요통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실시간 원격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대면 홈 필라테스 운

동은 출산 후 여성의 복부지방 및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고관절의 기능

회복과 근력향상, 요통에 도움이 되어 산후 비만을 예방하는데 효과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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