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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무용 아라베스크 동작 시 팔의 사용 유․무에 따라 아라베스크 동작 바로직후의 턴으로 이어지는 

동작에 향을 미치는 운동역학  변인을 분석하여 무용 동작에 한 과학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 이 
있다. 상지를 이용하지 않은 아라베스크 턴 동작이 상지를 이용한 아라베스크 턴 동작 보다 머리의 회 력과 몸통의 
회 력을 더 사용 하 고, 오른쪽 어깨를 이용한 회 력을 얻었다. 상지를 이용한 아라베스크 턴 동작은 왼쪽의 고

 범 와 왼쪽 발끝의 치변화가 수직축으로 크게 상승되어 있고, 상지를 이용하지 않는 아라베스크 턴 동작은 발
끝의 치가 이벤트별 아래로 떨어졌다. 신체 심 변 에서는 상지를 이용한 아라베스크 턴 동작이 회 하는 축으로 
더 크게 이동하 고, 상지를 이용하지 않은 아라베스크 턴 동작의 신체 심이 낮게 치하 다. 한 최  수직지면반

력의 결과 상지를 이용한 아라베스크 턴 동작이 상지를 이용하지 않은 동작보다 낮은 값으로 나타나, 상지를 이용하
지 않은 아라베스크 턴 동작이 상지를 이용한 동작보다 하지의 체 부하를 더 사용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Y. S. PARK, and J. H. KIM, The Kinetic Analysis of Arabesque Turn Motion in Modern Dance by Upper 
Extremity Usage. Korean Journal of Sport Biomechanics, Vol. 19, No. 3, pp. 457-466, 2009. This study puts the 
purpose in providing the scientific basis of dance motion as an artistic expression by analyzing the kinematic variable 
and the distribution factor of power affecting the motion, which is connected to the turn, right after the arabesque 
motion according to the existence and non existence of using the arm in the arabesque motion of modern dance. 

As a result of this study, arabesque turn motion, not using the upper limbs, used more turning force of head 
and body than the arabesque turn motion, using the upper limbs, and arabesque turn using the upper limbs 
obtained the turning force, using the right shoulder. The range of the hip joint on the left and the position 
change of left tiptoe in the Arabesque turn motion using the upper limbs is largely ascended to the vertical 
axis, while, the position of tiptoe in the Arabesque turn motion, not using the upper limbs is dropped to the 
lower part of each event. In the replacement of body center, Arabesque turn motion using the upper limbs is 
moved more to the turning axis than arabesque turn motion not using the upper limbs. As a result of 
maximum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 Arabesque turn motion using the upper limbs appeared to be a lower 
value than the Arabesque turn motion not using the upper lim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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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무용은 신체운동으로 사상과 감정을 일정한 법칙 하

에서 표 하는 술의 한 형태이며, 무용 술은 신체를 

도구로 하고 동작을 매체로 하고 있다(Arnheim, 1979; 

Kraus, 1969). 

아라베스크의 동작의 정의는 한쪽다리로 신체 균형

을 잡고 한 손은 방으로 신 하고 다른 한 손과 다리

는 뒤쪽으로 완 히 신 한 자세로 정의된다(김 아, 

1987; 두산 백과사 , 2002; 리태니커백과사 , 2003). 

무용은 짧은 시간에 순간 인 동작을 통해 그 술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완벽한 동작을 행하기 해서는 자세

의 안정감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손재 , 1986). 특히 

아라베스크 동작은 한쪽 다리로 신체의 심을 지지하여

야 하므로 무용 동작 시 평형성을 많이 요하는 동작이라 

할 수 있다. 무용수는 갖가지 신체표  동작에 따라 유연

성, 심이동  평형성유지, 그리고 폭발 인 힘과 같은 

여러 체력요인의 발달을 필요로 한다(문치빈, 박수연, 박

철빈, 1997). 완벽한 동작을 한 자세의 안정감은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으로서 곧 평형성이라 할 수 있으

며(나정선, 1996), 평형성은 신체의 안 과 원활한 동작수

행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나정선, 1996; 옥정석, 

1997). 평형성을 유지하기 해서는 감각계와 신경계뿐만 

아니라 의 가동범 , 척추의 유연성, 근육의 기능 등

을 포함한 근골격계의 기능이 요하게 작용한다(김 주, 

최종환, 2004; Wernick-Robinson, Kreb & Giorgetti, 

1999). 정 평형은 머리와 몸이 정지됨 상태에서 이루는 

자세  균형을 말하며, 동  평형성은 머리와 몸이 갑작

스럽게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루는 자세와 균형을 말한다

(Elaine, 1999). 특히, 하지 움직임의 평형성은 동 인 행

동에서 정 인 동작으로 이어지면서 신체에 작용되는 힘

의 평형상태를 유지시키는 과정이다(박기자, 2004). 

무용에서는 과도한 골반의 외   과격한 표

의 동작으로 인한 신체 상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외

은 발의 외 뿐만이 아니라 다리 체의 외 을 의미

하며, 한 골반(pelvis)의 수평을 유지하고, 복부를 

로 들어올리며, 힙의 근육을 단단하게 조인 상태에서 

힙 부 의 퇴 근육을 외  하는 기본자세가 통합

된 결과이다(Rowe & White, 1996). 무용수들은 개인

으로 습 이나 완벽하지 못한 하지의 턴-아웃으로 인해 

지지다리의 안정성을 잃게 된다. 이러한 동작의 연속성

은 표  동작의 미 요소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해부학 인 측면에서도 상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Gelabert, 1963). 한 잘못된 훈련은 무용수로서의 무용

수명을 짧게 만들 수 있다(Fuchs, Hess & Kunz, 2003). 

아라베스크에 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경희

(1980)는 아라베스크 회  동작에 한 상분석으로 

숙련자와 미숙련자의 신체 각 부 의 총 회  궤  시

간과 각 부의의 회  궤  변화에 따른 비교분석에서 

숙련자가 고른 분포를 나타내는 반면 미숙련자는 속도

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 지미란(1984)

은 아라베스크 동작 수행의 효율성을 규명하기 해 숙

련자와 미숙련자를 상으로 3차원 상분석을 하 는

데, 아라베스크동작을 수행할 때 앞 팔과 상체가 이루

는 각도는 숙련자가 16° 정도 넓은 것으로 나타나 미숙

련자에 허리를 제치고 시선을 고정시키며 다리를 높이 

들었다고 보고하 고, 박기자(1999)는 아라베스크 토·밸

런스 동작 수행시간이 맨발의 경우 빠르게 나타났고 하

지분  질량 심의 이동거리가 짧고 속도는 빠른 것이 

밸런스를 오래 유지하고, 무릎 각은 클수록 밸런스 유

지가 유리하다고 보고하 다. 여은경(2001)은 남자 숙련

자와 미숙련자의 피  아라베스크(Pique Arabesque) 발

동작을 상 분석을 하 는데 체 동작 소요시간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각 단계별 이동속도는 빠른 것이 

유리하고 심 이동거리는 짧은 것이 더 효과 이며 발

목 각은 숙련자가 더 크다고 보고하 다. 

회  동작을 역학 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김 아

(1978)는 한국 무용의 회 에 한 분석을, 김혜 (1982)

은  무용의 턴 립(turn leap)동작을 사진으로 분석

하여 왔고, 최기형(1997), 김은희(1998)는 발  삐루엣 

앙드올 동작을 3차원으로 분석하여 회 을 효과 으로 

하기 해서는 동작 시작 시 신체 심을 높게 유지시

키고, 정면 자세 시 팔을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

는 것이 바람직하며 마무리 단계에서는 팔꿈치 각도를 

넓 서 안정된 착지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

시하 다. 박양선(2006)은 회 훈련을 통한 회 동작이 

정기 과 운동학  변인에 향을 미치며 회 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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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훈련의 향이 5주 이상  있다는 것으로 

보고하 고, 박양선과 임 태(2007)는 상지이용 유무가 

무용 회 동작의 기능학  변인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하 다. 

아라베스크의 턴 동작은 외국무용에서 흔하게 사용

되는 인기 있는 동작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무용

의 표 은 매우 자유스럽기 때문에, 안무자의 의도에 

따라 동작에 규제를 두지 않고 팔을 사용하지 않는 움

직임의 표 을 자주 사용한다. 그러므로 무용수들의 팔

을 사용하지 않는 과격한 회 이 하지의 부담과 부상을 

유발한다는 경험에 따라 본 연구의 필요성을 갖는다. 

한 상지를 이용하는 회 과 이용하지 않는 회 의 회

을 일으키는 힘과 요인이 다를 것으로 상된다. 기

존의 연구에서는 아라베스크 자체에 한 연구와 회  

형태에 따른 동작의 연구는 진행되어 왔지만, 팔의 사

용 유무에 따른 회 량과 회 능력에 한 세부  연구

는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라베스크 동작 시 팔의 사용 유무

에 따라 아라베스크 동작 바로직후의 턴으로 이어지는 

동작에 향을 미치는 운동학  변인과 힘의 분배요인

을 분석하여 술  표 으로서의 무용 동작에 한 과

학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자는 신체  조건이 유사하며, 무

용 문 경력이 5년 이상인 여성 무용수 10명을 상으

로 하 다. 상자의 신체  특성은 <표 1>과 같다.

나이(years) 신장(cm) 체 (Kg) 경력(years)

21.9±0.74 161.9±4.6 52.8±7.9 5.3±0.6

표 1. 신체  특성

2. 실험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되어진 실험도구는 다음에 제시한 

<표 2>와 같다.

기기 모델 제조사

Camera
MX13 1.3 Motion
Capture Camera

Vicon(UK)

Hardware MX Control / MX Net Vicon(UK)

Software Nexus Vicon(UK)

Control Object L-Frame Wand T-bar Vicon(UK)

Force Plate 
Form

BP400600 AMTI(USA)

표 2. 실험도구

3. 실험 내용

아라베스크 턴의 동작은 <그림 1>과 같이 상지이용 

유․무 형태에 따른 2가지 방법으로 구분한다.

1) 팔을 사용하지 않은 아라베스크턴 (Motion 1) 

상자는 팔을 사용하지 않은 채 아라베스크 동작 

실행 바로 직후, 오른쪽으로 4/4박자 66 Tempo 2카운

트 동안 180° 턴을 실행한다. 아라베스크 동작은 지면반

력  에서 실시된다. 

2) 팔을 사용한 아라베스크턴 (Motion 2)

상자는 팔을 사용하여 아라베스크 동작 실행 바로 

직후, 오른쪽으로 4/4박자 66 Tempo 2카운트 동안 

180° 턴을 실행한다. 아라베스크 동작은 지면반력  

에서 실시된다. 

실험 시 <그림 3>과 같이 회  동작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받지 않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후 리

얼타임 외선 비디오카메라(Vicon, Strobe & Pus, 

MX13) 7 를 앞․뒤․좌․우에 45°의 치에서 아라베

스크 턴 동작이 측정될 수 있도록 설치하 다. 상자

의 진행방향을 심으로 X축은 후방향, Y축은 좌우방

향, Z축은 상하방향으로 설정하고, 카메라 속도는 당 

120 field/sec로 설정하 다. 실험에 임하기  피험자

에게 부착한 랜드 마크<그림2>의 치 값을 최 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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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상지 이용에 따른 아라베스크 턴 동작 구분

그림 2. 랜드 마크

그림 3. 실험실 세

비자세     Event 1       Event 2      Event 3

그림 4. 이벤트 설정 

얻기 해 T-wand를 사용하여 1분 정도 공간의 좌표 

값을 촬 하 다.

모든 실험세 이 끝난 후, 실험에 실시하기  피험

자들은 충분히 비운동을 한 다음, 신체의 각  

심 에 볼 마크를 부착한 후, 카메라 7 에서 녹화를 1

분 에 시작하도록 설정하 다.

Motion Capture 용 소 트웨어로 실시간 동작 데

이터를 Capturing 할 수 있으며, 편집기능이 있는 

NEXUS 로그램을 사용하 다.

연구에서는 상지 이용 유·무에 따른 아라베스크 턴의 

운동역학  변인을 분석하기 해 <그림 4>와 같이 동

작을 3개의 분석구간으로 세분화하여 구성하 다. 

Event 1은 아라베스크 동작을 완성 후 움직임이 지 .

Event 2는 아라베스크 상태를 유지한 채 오른쪽으로 

90° 턴한 지 .

Event 3은 아라베스크 상태를 유지한 채 오른쪽으로 

180° 턴한 지 .

4. 자료처리  분석

본 연구는 각 상지이용 유·무에 따른 아라베스크 턴 

동작을 동작별 운동학 , 운동역학  변인의 차이 을 

살펴보기 해 Paired-t test를 실시하고, 유의수 은 α

=.05로 설정하 다. 이를 해 통계분석 로그램은 

SPSS 17.0 for Window을 이용하 다.

Ⅲ. 결과  논의

1. 아라베스크 턴 동작의 운동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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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의 이동변

머리의 회  속도는 회  동작 시 발생하는 회 력

과 직 인 연 이 있는 운동학  변인이기 때문에 팔

의 이용 유무에 따른 머리의 이벤트별 구간 회  속도

를 비교함으로서 회 동작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상지 이용 유무에 따른 머리의 치변  결과는 <표 

3>과 같다.

     Event
Motion

Event1 Event2 Event3

M SD M SD M SD

좌
우

Motion1 0.32 0.05 0.39 0.04 0.14 0.09

Motion2 0.32 0.01 0.342 0.04 0.09 0.02

 t-value 0.756 5.052** 1.402

후

Motion1 0.32 0.04 0.39 0.04 0.13 0.09

Motion2 0.32 0.01 0.35 0.04 0.1 0.02

 t-value 0.756 5.052** 1.402

수
직

Motion1 1.54 0.05 1.55 0.04 1.54 0.05

Motion2 1.54 0.04 1.56 0.04 1.55 0.04

 t-value 0.756 2.092 1.201

*p<.05  **p<.01 ***p<.001

표 3. 머리의 이동변                   (unit: m)

 

본 연구 결과, 아라베스크 턴 수행 시 머리의 치 

변 는 상지를 이용하지 않은 아라베스크 턴이 상지를 

이용한 아라베스크 턴 보다 동작수행이 시작되는 

event1에서는 후축으로 DM 0.035m(p<.01), 몸통이 오

른쪽으로 90° 회 된 event2에서는 좌우축으로 DM 

0.05m의 유의한 차이(p<.01)가 나타났고, 후축으로 

DM 0.07m의 유의한 차이로(p<.01) 더 이동되었다. 

동  움직임에서는 정계와 시각계가 머리에 있기 

때문에 머리의 움직임이 요하다 하 는데(Pozzo, 

Levik & Berthoz, 1995), 본 연구에서는 상지를 이용한 

아라베스크 턴 동작에서 회 이 시작되는 event1과 회

이 진행되고 있는 event2에서 머리의 회 이 상지를 

이용한 동작보다 더 큰 진성을 나타냈으며, 우측으로 

더 많은 회 력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상지를 이용하

지 않는 아라베스크 턴 동작이 상지를 이용한 아라베스

크 턴 동작 보다 더 큰 머리의 회 력을 얻어 회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흉부 심의 이동변

<표 4>는 2가지의 아라베스크 동작 동안 각 event의 

흉부 심 이동 변  값을 보여주고 있다. 

     Event
Motion

Event1 Event2 Event3

M SD M SD M SD

좌
우

Motion1 0.23 0.01 0.44 0.01 0.22 0.07

Motion2 0.2 0.02 0.43 0.02 0.23 0.03

 t-value 3.811** 2.022 0.308

후

Motion1 0.53 0.04 0.33 0.05 0.13 0.05

Motion2 0.51 0.04 0.31 0.04 0.14 0.05

 t-value 1.847 2.693* 0.403

수
직

Motion1 1.08 0.04 1.10 0.04 1.08 0.04

Motion2 1.07 0.04 1.09 0.04 1.08 0.04

 t-value 3.124* 0.171 0.876

*p<.05  **p<.01 

표 4. 흉부 심의 이동변              (unit: m) 

흉부 심 변 에서 몸통이 오른쪽으로 90° 회 된 

event2에서 후축으로 DM 21.19cm(p<.01)로 상지를 

이용하지 않은 아라베스크 턴이 더 이동한 경로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에서 언 한 머리의 회

력을 상지를 이용하지 않는 턴에서 더욱 이용하는 것으

로 보는 결과와 같이 머리와 몸통의 회 력을 회 인 

진행되는 event2에서 얻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 수직축에서, 상지를 이용하지 않은 아라베스크 

턴이 DM 9.89cm 더 높은 것으로 보아, 아라베스크 동

작이 완성되는 event1에서 상지를 이용하지 않는 아라

베스크 동작의 흉부 심 치가 상지를 이용하는 아라

베스크 동작보다 쪽에 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ssiante, McKinley와 Amblard(1997)는 공간에서의 

머리 안정화는 과제 특수 인 반면, 체간 안정화는 과

제의 독립 이라 하 고, 상체 안정화는  상 

치지정(focal target location)과 경로계획(trajectory 

planning)에 도움이 된다(Andersen, Snyder, Li & 

Stricanne, 1993; Hodges, Cresswell & Thortensso, 

1999)고 하 다. 

본 연구의 결과 상지를 이용하지 않은 동작이 상지를 

이용한 동작보다 체간의 움직임이 더욱 독립 인 움직

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의 선행연구과 더불어  시야

의 안정화와 방향의 정확성을 체간으로 움직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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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사료되며, 팔을 사용한 움직임은 팔이 주로 동

작의 정확성을 잡아주는 역학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오른쪽 어깨 이동변

<표 5>는 2가지의 아라베스크 동작 동안 각 event의 

오른쪽 어깨의 이동 변  값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오른쪽 어깨의 이동변                  (unit: m)

     Event
Motion

Event1 Event2 Event3

M SD M SD M SD

좌
우

Motion1 0.40 0.02 0.34 0.03 0.04 0.04

Motion2 0.37 0.02 0.36 0.03 0.06 0.03

 t-value 3.985** 2.621* 0.588

후

Motion1 0.45 0.05 0.16 0.04 0.20 0.05

Motion2 0.48 0.03 0.14 0.04 0.17 0.07

 t-value 3.200* 3.273* 0.998

수
직

Motion1 1.29 0.04 1.31 0.04 1.30 0.04

Motion2 1.30 0.04 1.32 0.04 1.30 0.04

 t-value 2.425* 2.100 2.032

*p<.05  **p<.01 

오른쪽 어깨의 변 를 보면, 좌우축으로 아라베스크 

동작이 완성되는 event1에서 상지를 이용하지 않은 아

라베스크 턴 동작이 DM 0.03m(p<.01)더 이동을 하 고, 

오른쪽으로 90° 회 되는 event2에서는 상지를 이용한 

아라베스크 턴 동작이 0.02m(p<.05) 더 이동하 으며, 

후축으로 event1에서 상지를 이용한 아라베스크 턴 

동작이 DM 0.03m(p<.05) 더 이동하 고, event2에서는 

상지를 이용하지 않은 아라베스크 턴 동작이 DM 

0.02cm(p<.05) 더 이동하 다. 수직축으로는 event1에서 

상지를 이용한 아라베스크 턴이 DM 0.007m(p<.05) 더 

높게 나타났고, event2에서는 DM 0.01m, event3에서는 

DM 0.007m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상지를 이용한 아라베스크 턴

이 오른쪽 어깨의 움직임에 있어 아라베스크 동작 완성 

시에는 진성이 크나 90°로 회 된 시 에서는 진성

이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회 하는 회 력이 커지며, 수

직축으로는 상지를 이용하지 않는 아라베스크 동작보다 

에 치하는 이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Peter(1984)는 회 동작의 발생은 회 을 일으키는 

힘과 모멘트 암과의 계로 성립되어질 수 있으며 보다 

완벽한 회 동작을 수행하기 해서는 회 을 일으키는 

힘을 크게 하거나 성모멘트를 여 각운동량을 증가

시킬 수 있다고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상지를 

이용하지 않은 아라베스크 턴은 머리와 몸통을 사용하

여 회 력을 조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상지를 이

용한 아라베스크 턴은 어깨를 이용하여 회 력을 얻는 

것으로 알 수 있다.

4) 왼쪽 고  이동변

<표 6>은 2가지의 아라베스크 동작 동안 각 event의 

왼쪽 고 의 이동 변  값을 보여주고 있다. 

Event
Motion

Event1 Event2 Event3

M SD M SD M SD

좌
우

Motion1 0.09 0.02 0.29 0.02 0.36 0.05

Motion2 0.09 0.02 0.27 0.02 0.35 0.01

 t-value 1.416 2.163 0.279

후

Motion1 0.35 0.04 0.47 0.05 0.30 0.07

Motion2 0.32 0.04 0.45 0.04 0.32 0.04

 t-value 3.801** 2.721* 0.952

수
직

Motion1 0.91 0.03 0.91 0.02 0.90 0.02

Motion2 0.91 0.03 0.92 0.04 0.92 0.03

 t-value 1.057 2.339* 2.706*

*p<.05  **p<.01 

표 6. 왼쪽 고 의 이동변                   (unit: m)

왼쪽 고  변 는 후축으로 event1에서 DM 

0.03m(p<.01), event2에서 DM 0.02m(p<.05) 상지를 이

용한 아라베스크 턴 동작이 더 이동하 고, 수직축으로

는 event2에서 DM 0.02m(p<.05), event3에서 DM 

0.01m(p<.05), 상지를 이용한 아라베스크 턴 동작이 더 

이동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Mouchnino, Aurenty, 

Massion과 Pedotti(1992)는 훈련받은 무용수는 바깥방

향으로 다리 들어올리기(lateral leg lift)를 하는 동안 골

반 회 (pelvis rotation)에 의해 체간의 수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 다. 유명수와 박 미(2003)는 골반

질량 심의 이동변 를 조사한 결과 완 한 아라베스

크 동작 시 지지 다리인 오른쪽과 앞쪽, 그리고 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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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동하는 것이 밸런스에 유리하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결과도 왼쪽 고  결과에서 아라베스크 동

작 시 다리를 로 올리고 있는 쪽의 고  이동변

가 수직축으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상지를 이용한 아라

베스크 턴 동작이 오른쪽으로 90° 회 하는 시 과 

180° 회 하는 시 에서 상지를 이용하지 않은 아라베

스크 턴 동작 보다 쪽으로 상승하는 이동범 를 나타

내고 있는 결과가 나타나 선행연구와 같이 상지를 이용

한 아라베스크 동작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5) 왼쪽 발끝 이동변

<표 7>은 2가지의 아라베스크 동작 동안 각 event의 

왼쪽 발끝의 이동 변  값을 보여주고 있다. 

표 7. 왼쪽 발끝의 이동변                      (unit: m)

Event
Motion

Event1 Event2 Event3

M SD M SD M SD

좌
우

Motion1 0.10 0.04 -0.55 0.04 0.37 0.05

Motion2 0.11 0.07 -0.59 0.03 0.35 0.06

 t-value 1.12 2.340* 0.642

후

Motion1 -0.56 0.05 0.62 0.08 1.17 0.07

Motion2 -0.59 0.05 0.62 0.11 1.22 0.05

 t-value 3.033* 0.161 2.367*

수
직

Motion1 0.55 0.15 0.44 0.10 0.45 0.07

Motion2 0.57 0.151 0.50 0.10 0.54 0.10

 t-value 0.991 2.258* 3.359**

*p<.05  **p<.01 

그림 5. 왼쪽 발끝 이동변

왼쪽 발끝의 변 에서도 상지를 이용한 아라베스크 

턴 동작이 event2에서 DM 59.23cm(p<.05), event3에서 

DM 84.4cm(p<.01)이 차이로 수직축으로 상승되어 있는 

것을 보아, 왼쪽 고  이동의 유의한 차이에 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즉, 상지를 이용하지 않는 아라베스크 

턴 동작은 회 의 증가에 따라 아라베스크 동작의 발끝 

치가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시사하며, 이

에 반해 상지를 이용한 아라베스크 턴 동작은 회 의 

증가에 따라 발끝이 아래로 처지는 상이 덜하며 첫 

아라베스크 동작 후 회  시에 아라베스크 동작의 유지

가 잘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6) 신체 심의 이동변

<표 8>은 2가지의 아라베스크 동작 동안 각 event의 

신체 심의 이동 변  값을 보여주고 있다. 

Event
Motion

Event1 Event2 Event3

M SD M SD M SD

좌
우

Motion1 0.23 0.01 0.21 0.01 224.84 49.10

Motion2 0.20 0.02 0.22 0.02 232.75 10.75

 t-value 3.904** 1.143 0.511

후

Motion1 0.29 0.04 0.35 0.04 354.63 47.95

Motion2 0.30 0.04 0.34 0.04 348.34 42.87

 t-value 0.711 1.587 0.267

수
직

Motion1 0.95 0.02 0.95 0.023.18 941.38 24.51

Motion2 0.99 0.02 0.10 27.55 989.72 26.46

 t-value 18.037*** 8.547*** 14.100***

*p<.05  **p<.01 ***p<.001

표 8. 신체 심의 이동변                       (unit: m)

그림 6. 신체 심의 이동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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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심의 변 는 아라베스크 동작이 완성된 

event1에서 좌우 축으로 DM 27.2cm(p<.01), 상지를 이

용하지 않은 아라베스크 턴 동작이 더 이동하 고, 수

직축으로 event1에서 DM 39.1cm(p<.001), event2에서 

DM 48.6cm(p<.001), event3에서 DM 48.34cm(p<.001) 

상지를 이용한 아라베스크 턴 동작이 쪽으로 상승한 

이동범 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상지를 이용한 아라베

스크 턴 동작이 좌우, 수직축으로 더 많은 이동범 를 

나타내 신체 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7) 왼쪽 고  각 변

<표 9>는 아라베스크 다리를 실행한 고 의 각변

 결과이다.

아라베스크 회 이 이루어지는 동안 왼쪽 고 의 

각 변 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vent
Motion

Event1 Event2 Event3

M SD M SD M SD

좌
우

Motion1 -21.67 7.98 -18.73 6.56 -18.19 6.13

Motion2 -20.84 8.18 -18.22 7.53 -19.31 7.21

 t-value 0.623 0.390 0.868

후

Motion1 -14.93 4.32 -14.53 4.38 -12.60 2.85

Motion2 -13.87 4.68 -15.22 3.61 -13.54 3.68

 t-value 1.078 0.656 1.019

표 9. 왼쪽 고  각 변                 (unit: deg)

2. 아라베스크 턴 동작의 역학  분석

1) 지면반력 결과

<표 10>은 2가지의 아라베스크 동작 동안 각 최 수

직 지면반력 값과 최소 수직 지면반력 값을 산출한 것

이다. 

상지를 이용하지 않은 아라베스크 턴 동작의 최 수

직지면반력 결과 764.75N, 상지를 이용한 아라베스크 

턴 동작이 714.31N로 유의한 차이(p<.05)가 나타나, 동

작이 최소값에 향을 미치지 않지만 최 값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vent
Motion

Minimum Maximal DM
(Max-Min)M SD M SD

Motion1 340.48 79.78 764.75 119.33 424.27

Motion2 369.85 81.45 714.31 43.54 344.46

 t-value 0.815 1.251*

*p<.05 

표 10. 지면반력 결과                      (unit: m) 

권안숙과 이건범(2005)의 연구에서는 아라베스크 턴

의 서기 동작은 발목과 무릎 신 력을 통해 수직지면반

력 값을 크게 만드는 노력이 요하며 이는 빠르고 큰 

신 력에 의한 수직반력으로 동작을 활동 으로 보이게 

하며 쉽게 toe on 자세를 취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

문이라고 하 다. 

박기자(1999)는 무용 공자의 드미-쁘앙뜨 동작

과 발  공자의 토-밸런스 동작에서 숙련자일수록 처

음에는 수직지면력이 높은 것이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유리하지만 차 으로 발란스를 유지하면서도는 체

비율이 어진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상

지를 이용한 아라베스크 턴 동작이 상지를 이용하지 않

은 동작보다 수직지면반력이 낮은 값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으며, 상지를 이용하지 않은 

아라베스크 턴 동작이 상지를 이용한 동작보다 하지의 

체 부하를 더 사용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발란스를 유

지하는데 상지를 이용하지 않은 아라베스크 턴이 더 어

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무용 아라베스크 동작 시 팔의 사용 

유․무에 따라 아라베스크 동작 바로직후의 턴으로 이

어지는 동작에 향을 미치는 운동학  변인을 분석하

여 술  표 으로서의 무용 동작에 한 과학  근거

를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 이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상지를 이용하지 않은 아라베스크 

턴 동작이 상지를 이용한 아라베스크 턴 동작 보다 머

리의 회 력과 몸통의 회 력을 더 사용 하 고, 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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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아라베스크 턴은 오른쪽 어깨를 이용한 회

력을 얻었으며, 상지를 이용하지 않은 아라베스크 턴은 

몸통을 이용한 방향 환을 하 다.

상지를 이용한 아라베스크 턴 동작은 왼쪽의 고  

범 와 왼쪽 발끝의 치변화가 수직축으로 크게 상승

되어 있고, 상지를 이용하지 않는 아라베스크 턴 동작

은 발끝의 치가 이벤트별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상지를 이용한 아라베스크 턴 동작이 

상지를 이용하지 않은 동작보다 아라베스크 동작의 유

지가 턴 동작 수행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체 심 변 에서는 상지를 이용한 아라베스크 턴 

동작이 회 하는 축으로 더 크게 이동하 고, 수직축으

로 에 있는 결과로 보아 상지를 이용하지 않은 아라

베스크 턴 동작의 신체 심이 낮게 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최  수직지면반력의 결과 상지를 이용한 아라

베스크 턴 동작이 상지를 이용하지 않은 동작보다 낮은 

값으로 나타나, 상지를 이용하지 않은 아라베스크 턴 

동작이 상지를 이용한 동작보다 하지의 체 부하를 더 

사용한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무용 동작 시 상지의 이용 유무는 자세의 심

유지  정렬에 있어 요한 요소이며, 과격한 무

용 표 과 몸의 과도한 신  등 신체 부상의 원인과 

련이 있다고 본다. 앞으로 상지 이용 유․무 뿐 아니라 

근육의 사용에 따른 무용 동작의 수행 능력을 개선

하는 연구 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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