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Sport Biomechanics ISSN 1226-2226(Print), ISSN 2093-9752(Online)
Vol. 25, No. 3, 2015, 265-274 http://dx.doi.org/10.5103/KJSB.2015.25.3.265

http://www.kssb.or.kr

Copyright@ 2015 by Korean Society of Sport Biomechanics

탄성밴드 사용유무에 따른 발레 아라베스크 동작의 운동 역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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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elastic band on ballet arabesque based on kinematics analysis.

Methods : To observe the effect of the elastic band, the availability of the elastic band during movement was set as the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set by using factors from two different categories such as motor mechanics and kinematics
variables. For motor mechanics variable, the muscle activity and the center of pressure(COP)’s trajectory and velocity were used.
Furthermore, the physical angle was used for kinematic variables. Data samples from the experiment was used to understand the correlation
between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while using paired samples t-test as a data analysis tool.

Results : After analyzing the result of experiment, the usage of the Elastic band on ballet arabesque movement seemed to increase the activity
of the agonistic muscle, which is mainly used for movement, and to improve the stability of the supporting leg by decreasing the trajectory
and velocity of the center of pressure(COP). Moreover, the elastic band increased the level of elevation of the stretching leg with reducing
the angle of the hip joint that resulted into a more stable movement and furthermore providing more beauty while standing on it.

Conclusion : The movement training program while the using elastic band are expected to lead to appropriate muscular development and
reduce the muscle imbalance, which usually occurs to dancers, during training with unfamiliar specific movements or strengthening
muscular strength for a specific movement. In addition, this work is expected to be used as a training reference to understand and learn
the fundamentals of movements of ballet and other dance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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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용은 인간의 미적인 정서를 자신의 신체를 통해 표현하

는 예술이다. 그중 발레는 고도의 과학화된 예술 중 한 분야

로 정확한 동작 표현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신체활동 중 해부학적 변화의 가능성이 큰 무용의 한 

분야이다(Park, 2011). 무용수는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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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고난이도 의 다양한 동작들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서

는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및 근력 등의 수준 높은 체력이 

요구된다(Golomer & Fery, 2001).
무용 동작은 규칙과 고도의 연습을 통해 비로소 습득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숙련자가 되기 전까지는 올바른 동작의 

이해도 및 수행력이 낮아 지도교사의 경험에서 비롯된 도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Miller, Schnerder, Bronson

과 Mclain(1975)는 많은 무용수들이 신체의 생리학적, 생체 역

학적 기초지식 없이 무용을 수행함으로써 무릎, 발목, 발가락

의 상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낮은 이해도 

속에서 잘못된 방법의 미숙련자 개인연습은 자신의 능력보다 

과한 동작을 수행하여 불필요한 근육의 사용 및 나쁜 습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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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게 하고, 신체 부위들이 잘못 정렬되어 동작의 미적 요소

를 헤치게 된다. 나아가 해부학 적인 관점에서 잘못된 방법과 

바르지 못한 신체에서의 무용 수행은 근육긴장을 초래하여 상

해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게 된다(Suh, 2008).

훌륭한 무용지도자는 신체 동작을 역학적으로 분석하고, 이

해함으로써 각기 다른 체형과 특성을 가진 무용수 혹은 학생

들에게 신체구조에 맞는 효율적인 훈련과 지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아름답고, 기능적인 동작을 표현하기 

위해 무용수 및 무용 전공 학생들은 주 전공 외에도 다양한 

장르의 움직임을 접하고, 필라테스나 기구를 이용한 운동 치

료 등 신체능력을 향상해주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발레에서 신체훈련은 자세와 균형, 그리고 조

화된 움직임 이 세 가지 사이의 상호 의존도를 발달시키는 것

으로 미학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 되는 요인이다(Lee, 2000;

Shim, 2004). Song(2010)의 연구에서 필라테스는 무용수의 요

통완화에 효과적이었으며, Shin과 Lee(2015)는 탄성지면을 이

용한 필라테스 동작은 무용전공자의 코어와 근육의 균형을 발

달시키는데 효과적이었음을 보고 하였다. 특히 탄성도구를 이

용한 저항성 운동은 일정한 부하를 신체에 줌으로 써 지방 연

소 및 근육의 발달을 제공하며, 근 기능을 증가시키고 결합조

직과 심혈관계 및 내분비계 등 골격근과 대사 작용에 영향을 

주어 신체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건강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

(Baecle & Earle, 2004). 일반적인 저항운동과 달리 탄성밴드 

운동은 단단하고 무거운 아령, 역기 등의 부하가 인위적으로 

제어되는 훈련과는 다르게 신축성이 있어 360도 모든 방면에

서의 부하가 가능하다. 또한 다른 트레이닝과 유사하게 탄성

밴드와 튜빙을 사용한 운동방법은 근력을 10~20% 까지 증가 

시킨다(Mikesky, Topp, Wigglesworth, , Harsha & Edwards,

1994). Lee et al.(2007)은 8주간 PNF와 탄성밴드 복합훈련을 

테니스 선수들에게 훈련시킨 결과 순간적인 강한 힘이 필요한 

서비스 속도와 등속성 근 기능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

났으며, Lim(2006)은 VRT기구와 탄성밴드를 사용하여 상지근

육 활동을 비교한 결과 탄성밴드는 VRT기구의 장점인 균등한 

부하를 관절범위에 부여함과 동시에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Lee(2014)는 상지에 탄성밴드를 착용한 후 8주간 발

레수업을 진행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밸런스 유지시간이 

길어지고, 신체중심이 낮아지고 몸통의 신체정렬이 바르게 변

하였다 보고한 바 있다. 스포츠 분야의 다양한 연구와는 달리 

무용과 탄성도구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근전도(EMG)의 연구 

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탄성밴드가 무용동작을 하는 데 있어 

얼마나 근육의 사용을 증가시키는지, 밴드의 사용이 올바른 

발레동작을 수행함에 있어 과연 효과적인지 객관적으로 확인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어려운 실정이다.

아라베스크 동작은 발레에서 발끝으로 이루는 가장 긴 선으

로 이루어지는 자세로 한발로 서며, 반대 측 발을 뒤쪽으로 

최대한 신전시켜 들어 올리고 팔은 곧게 펴고 손바닥은 바닥

을 향해 평형을 유지하여 손끝에서 발끝까지 대칭을 이루는 

동작이다(Lee, 2010). 아라베스크는 체중이동의 과정을 통해 

나중에는 한발로 체중을 지지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동작

으로 기저면이 작고 신체의 중심이 높아 안정성이 없는 자세

이지만, 기능적으로 동적인 행동에서 정적인 동작으로 이어지

면서 신체에 작용되는 힘의 평형상태를 유지시키고, 상체의 

움직임은 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큰 움직임이 없이 하지를 

이용하여 발끝과 드는 발의 위치에 따라 짧은 시간 안에 안정

되게 균형을 유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Park, 1999). 가볍

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중심이동과 순간

적인 힘 조절, 그리고 균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고난이도의 동작을 무리 없이 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용

현장에서의 신체 훈련법 및 도구 개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탄성밴드 사용유무에 따른 발레 아라베스크

(Arabesque) 동작 시 운동역학적 변인을 분석해 그 차이를 규

명하는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탄성밴드 사용유무에 따른 발레 아라베스크 동

작의 근 활성도, 무게중심 이동 곡선 및 속도, 그리고 신체 각

도의 차이에 대한 분석이다. 피험자는 20대 여성 8명으로 무

용경력 10년 이상의 발레 전공자이며 현재까지 무용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 3개월간 신체질환의 병력이 없는 

자들로 선정하였으며, 피험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Age(yr)
M±SD

Hight(cm)
M±SD

Weight(kg)
M±SD

Carrer(yr)
M±SD

25.3±2.54 163.2±3.4 48.9±3.57 13.4±3.5

Table 1. Subjects

2. 동작측정방법 

올바른 아라베스크 동작 수행을 위하여 간단한 스트레칭을 

실시한 후 실험에 들어갔다. 동작의 일관성을 위해 메트로놈 

2/4박 90템포에 맞춰 Phase1 2박, Phase2 2박, Phase3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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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끝이 지면에 닿는 순간, Phase4 5박으로 동일하게 적용

하여 탄성밴드 사용 전, 후 로 나누어 각 3회씩 측정하였다.

실험 중 피험자는 동작마다 10초의 간격을 두고 반복하였으

며, 3회중 최상의 동작을 선출해 분석하였다.

3. 동작 Phase 정의

Phase 1은 발은 1번 포지션으로 두발이 지면에 닿아있는 

기본자세 구간이다. Phase 2는 아라베스크를 하기 위해 이동

을 위한 동작 톰베(tombe)를 취하는데, 뒤로 신전시키기 위한 

다리는 지면에 지지하기 위한 다리는 지면에서 떨어진 형태의 

준비 자세이다. Phase 3은 Phase 4인 완성구간으로 가기 전 

지지하는 다리의 발끝이 지면에 닿는 순간이다. Phase 4는 동

작 완성 단계로 지지하는 오른다리는 발바닥이 모두 지면에 

닿는 ‘아떼르(à terre)’를 취한다. 왼발은 뒤로 신전시키며 다리

를 최대한 펴고 포인(point)을 하며 아라베스크를 위한 폴드 

브라(port de bras) 형태를 취한다.

Phase Band X Band O

Phase
1

Phase
2

Phase
3

Phase
4

Note. Band O: used Elastic band. Band X: unused Elastic band.

Figure 1. Phase mean

4. 측정항목 및 측정방법 

1) 근 활성도(EMG)

아라베스크 동작 시 지지하는 다리의 대퇴직근, 내측광근, 외

측광근의 근활성도 및 뒤로 신전시키는 다리의 척추기립근을 측

정 하기위해 근전도기기(Myotrace 400, Noraxon)와 전극(MT100,

Taco)을 사용하였다. 최대값인 MVC를 측정 후 탄성도구 사용유

무에 따라 아라베스크 동작을 각 3회씩 측정하였다. 근전도 분

석은 100 mV로 하여 컴퓨터 소프트 웨어로 분석하였다. 전극 

부착부위 및 측정기기는 <Figure 2>로 제시 하였다.

Figure 2. EMG Measurement Part(posterior and anterior in
frontal plane), EMG Machine

2) 무게중심 (Force Platform)

아라베스크 동작 시 무게중심 이동곡선은 지면 반력기

(TYPE9181B, Kistier)를 사용하여 압력중심의 x, y방향의 궤적

과 이동범위를 측정하였고, 좌우 방향의 균형 능력을 측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률(sampling rate)은 1,000 HZ, 표

집시간은 7 sec로 설정 후 실험하였으며, 피험자의 동작은 지

면반력 측정판에서 나오는 신호는 증폭기와 AD변환기를 통해 

변하여 컴퓨터에 입력되게 된다.

3) 카메라 (Camera)

본 실험 상황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피험자들의 동작을 측

정하고 분석하였다. 8명의 피험자들은 지면반력기위에서 탄성

① Upper body angle ② Hip joint angle ③ Lower body angle

Figure 3. Body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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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사용유무에 따라 각 3번씩 아라베스크 동작을 실시하였

다. 촬영한 영상을 통해 Phase 4 구간에서 탄성도구 사용유무

에 따른 신체각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Figure 3).

4) 탄성밴드 (Elastic band)

본 실험에서는 The hygenic Corp사의 테라 밴드(Thera band)

를 사용하였다. 2 m의 탄성밴드 양끝을 묶어 피험자의 뒤꿈

치부터 골반 관절뼈 아래 부분까지의 길이에 맞춰 조절하였는

데, 강한 탄성력은 동작 측정에 방해가 될 수 있어 노란

(yellow) 색상의 저 강도 밴드를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2

m 길이의 밴드를 묶어 2겹의 1 m가 되는 상태로 사용하였는

데, 최대 동작 수행 시 60 cm 까지 늘어났으므로 저항력은 2

kg 이었다. 탄성밴드 착용법은 <Figure 4>와 같다.

Figure 4. Using elastic band

4.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IBM SPSS 21.0을 사용하였다. 탄성밴드 사용

유무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test

(paired samples t-test)를 실시하였으며 탄성밴드 사용유무에 

따라 동작의 근 활성도, 무게 중심 이동곡선, 중심이동 속도,

신체 각도를 분석하였다. 이 중 무게중심이동 곡선은 질적, 양

적으로 분석하였다.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여 검정하였다

Ⅲ. 결  과

1. 근 활성도 분석

1) 전체동작

탄성밴드의 사용유무에 따른 아라베스크 동작 시 근 활성

도의 차이를 보면, 대퇴직근(RF_RT) (t=–3.822, p≤.007), 외

측광근(VL_RT) (t=–4.357, p≤.003), 내측광근(VM_RT) (t=

–2.821, p.≤026), 척추기립근(LUM_LT) t=-5.325, p≤.001)

모두에서 탄성밴드를 사용한 것이 사용하지 않을 때 보다 통

Variable M SD t p

RF_RT Band X 13.5483 5.2938
-3.822 .007*

Band O 15.0495 5.7336

VL_RT Band X 19.1706 4.9590
-4.357 .003*

Band O 22.7480 6.5629

VM_RT Band X 15.4729 2.4903
-2.821 .026*

Band O 17.7997 3.6708

LUM_LT Band X 18.4530 3.6423
-5.325 .001*

Band O 22.2114 3.9607

Note.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Band 0
and Band X groups.
RF_RT: Right of rectus femoris, VL_RT: Right of vastus lateralis
oblique, VM_RT: Right of vastus medialis oblioque, LUM_LT: Left
of lumbar.
Band O: Used Elastic band, Band X: Unused Elastic band.

Table 2. EMG all phase (unit: %MVC)

Figure 5. The result graph of all phase in EMG

계적으로 유의하게 근 활성도가 높았다. 이는 아라베스크 동

작을 했을 때 탄성 밴드를 사용하는 것이 지지다리의 대퇴직

근, 외측광근, 내측광근, 척추 기립근의 활성도를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Figure 5>는 탄성밴

드 사용유무에 대한 전체구간의 근 활성도 차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이다.

2) 국면별 분석 - Phase 1

Phase 1의 탄성밴드의 사용유무에 따른 아라베스크 동작 

시 근 활성도의 차이를 보면, 대퇴직근(RF_RT) (t=-3.757, p
≤.007), 외측광근(VL_RT) (t=-3.259, p≤.014), 내측광근

(VM_RT) (t=-2.522, p.≤.040), 척추기립근(LUM_LT) t=-1.768,

p≤.120) 으로 대퇴직근과 외측광근, 내측광근에서 탄성밴드

를 사용한 것이 사용하지 않을 때 보다 유의하게 근 활성도가 

높았다. 반면 척추기립근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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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 SD t p

RF_RT
Band X 2.7560 2.2553

-3.757 .007*
Band O 4.0142 2.1200

VL_RT
Band X 6.9056 6.4846

-3.259 .014*
Band O 11.1515 8.4713

VM_RT
Band X 4.2747 4.1001

-2.522 .040*
Band O 6.4800 4.3210

LUM_LT
Band X 2.3053 1.4603

-1.768 .120
Band O 3.3156 1.9429

Note.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Band
0 and Band X groups.
RF_RT: Right of rectus femoris, VL_RT: Right of vastus
lateralis oblique, VM_RT: Right of vastus medialis oblioque,
LUM_LT: Left of lumbar.
Band O: Used Elastic band, Band X: Unused Elastic band.

Table 3. Phase 1 EMG (unit: %MVC)

Figure 6. The result graph of phase 1 in EMG

<Figure 6>를 보면 탄성밴드 사용시 척추기립근의 근 활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라베스크 동작을 하기 위한 기

본자세 준비동작 시 탄성 밴드를 사용하는 것이 지지다리의 

대퇴직근, 외측광근, 내측광근 및 뒤로 신전시키는 척추 기립

근의 활성도를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

다. <Figure 6>는 탄성도구 사용유무에 대한 Phase 1의 근 활

성도 차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이다.

3) 국면별 분석 - Phase 2

Phase 2의 탄성밴드의 사용유무에 따른 아라베스크 동작 

시 근 활성도의 차이를 보면, 대퇴직근(RF_RT) (t=-3.841, p
≤.006), 외측광근(VL_RT) (t=-3.541, p≤.009), 내측광근

(VM_RT) (t=-2.925, p.≤.022), 척추기립근(LUM_LT) (t=-.715,

p≤.498)으로 대퇴직근과 외측광근, 내측광근에서 탄성밴드를 

사용한 것이 사용하지 않을 때 보다 근 활성도가 유의하게 높

았다. 반면 척추기립근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평균

값의 차이가 미세하게 났다. 이는 아라베스크 동작을 하기 위

Variable M SD t p

RF_RT
Band X 18.2804 7.6766

-3.841 .006*
Band O 21.2499 8.6432

VL_RT
Band X 22.1075 9.1862

-3.541 .009*
Band O 26.0265 9.0892

VM_RT
Band X 22.6730 12.0150

-2.925 .022*
Band O 26.5187 11.9906

LUM_ LT
Band X 4.8252 3.1519

-.715 .498
Band O 5.5541 1.6242

* p<.05
Note.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Band 0
and Band X groups.
RF_RT: Right of rectus femoris, VL_RT: Right of vastus lateralis
oblique, VM_RT: Right of vastus medialis oblioque, LUM_LT: Left
of lumbar.
Band O: Used Elastic band, Band X: Unused Elastic band.

Table 4. Phase 2 EMG (unit: %MVC)

Figure 7. The result graph of phase 2 in EMG

한 준비동작을 했을 때 탄성 밴드를 사용하는 것이 지지다리

의 대퇴직근, 외측광근, 내측광근의 활성도를 증가시키는데 효

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Figure 7>는 탄성밴드 사

용유무에 대한 Phase 2의 근 활성도 차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이다.

4) 국면별 분석 - Phase 3

Phase 3의 탄성밴드의 사용유무에 따른 아라베스크 동작 

시 근 활성도의 차이를 보면, 대퇴직근(RF_RT) (t=-2.891, p
≤.023), 외측광근(VL_RT) (t=-2.627, p≤.034), 내측광근

(VM_RT) (t=-2.681, p.≤.032), 척추기립근(LUM_LT) t=-1.704,

p≤.132)으로 대퇴직근과 외측광근, 내측광근에서 탄성밴드를 

사용한 것이 사용하지 않을 때 보다 유의하게 근 활성도가 높

았다. 반면 척추기립근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척추

기립근의 활성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Figure 8>. 결과적으

로 아라베스크 동작을 하기 위해 발끝이 지면에 닿는 Ph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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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 SD t p

RF_RT
Band X 24.5262 10.0659

-2.891 .023*
Band O 28.6067 9.5750

VL_RT
Band X 26.5138 11.6916

-2.627 .034*
Band O 31.3779 10.6035

VM_RT
Band X 19.6565 8.7964

-2.681 .032*
Band O 23.8354 9.3753

LUM_LT
Band X 26.7909 11.5048

-1.704 .132
Band O 33.1422 9.3180

Note.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Band 0
and Band X groups.
RF_RT: Right of rectus femoris, VL_RT: Right of vastus lateralis
oblique, VM_RT: Right of vastus medialis oblioque, LUM_LT:
Left of lumbar.
Band O: Used Elastic band, Band X: Unused Elastic band.

Table 5. Phase 3 EMG (unit: %MVC)

Figure 8. The result graph of phase 3 in EMG

국면에서 탄성밴드의 사용은 지지다리의 대퇴직근, 외측광근,

내측광근 및 뒤로 신전시키는 척추기립근의 활성도를 증가시

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Figure 8>는 탄

성밴드 사용유무에 대한 Phase 3의 근 활성도 차이를 그래프

로 나타낸 결과이다.

5) 국면별 분석 - Phase 4

Phase 4의 탄성밴드의 사용유무에 따른 아라베스크 동작 

시 근 활성도의 차이를 보면, 대퇴직근(RF_RT) (t=-2.437, p
≤.045), 외측광근(VL_RT) (t=-2.527, p≤.039), 내측광근

(VM_RT) (t=-2.414, p.≤.047), 척추기립근(LUM_LT) t=-2.517,

p≤.040)으로 대퇴직근과 외측광근, 내측광근, 척추기립근 모

두 탄성밴드를 사용한 것이 사용하지 않을 때 보다 유의하게 

근 활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라베스크 완성 동작 을 

할 시 탄성 밴드를 사용하는 것이 지지다리의 대퇴직근, 외측

광근, 내측광근과 뒤로 신전시키는 다리의 척추 기립근 활성

도를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Variable M SD t p

RF_RT
Band X 13.9570 6.0783

-2.437 .045*
Band O 17.8770 8.7406

VL_RT
Band X 23.3550 8.5172

-2.527 .039*
Band O 27.3994 9.8464

VM_RT
Band X 17.1459 7.1403

-2.414 .047*
Band O 19.7195 7.7482

LUM_LT
Band X 32.3479 6.1422

-2.517 .040*
Band O 38.0508 4.3242

Note.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Band 0
and Band X groups.
RF_RT: Right of rectus femoris, VL_RT: Right of vastus lateralis
oblique, VM_RT: Right of vastus medialis oblioque, LUM_LT: Left
of lumbar.
Band O: Used Elastic band, Band X: Unused Elastic band.

Table 6. Phase 4 EMG (unit: %MVC)

Figure 9. The result graph of phase 4 in EMG

<Figure 9>는 탄성밴드 사용유무에 대한 Phase 4의 근 활성도 

차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이다.

2. 무게중심이동 분석

1) 무게중심 이동 곡선

Variable M SD t p

Ax
Band X 2.14 3.4936

1.519 .172
Band O .2950 .15761

Ay
Band X 1.706 2.8803

1.468 .186
Band O .2070 .12270

Note. Band O: Used eastic band, Band X: Unused eastic band.

Table 7. COP (unit: m)

2) 무게중심 이동 속도

탄성밴드의 사용유무에 따른 아라베스크 동작의 무게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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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곡선은 지면에 발이 닿는 Phase 3, 4의 단계에서 측정한 

것이다. 이동 곡선 차이를 살펴 보기위해 측정값의 평균간 차

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살펴본 결과, Ax(좌우) (t=1.519, p
≤.172), Ay(전후) (t=1.468, p≤.186) 으로 좌우, 전후의 움직

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탄성 밴드를 사용했을 때 

이동거리가 짧은 것을 볼 수 있었다.

Variable M SD t p

Ax
Band X .4882 .73062

1.634 .146
Band O .0697 .03758

Ay
Band X .3871 .60782

1.560 .163
Band O .0498 .02929

Note. Band O: Used eastic band, Band X: Unused eastic band.

Table 8. Center of velocity (unit: m/sec)

Figure 10. The result graph of phase 3 and 4 in COP

Figure 11. The result graph of phase 3 and 4 in COV

탄성밴드 사용유무에 따른 아라베스크 동작의 무게중심 이

동곡선의 속도 차이는 Ax(좌우) (t=1.634, p≤146), Ay(전후)

(t=1.560, p≤.16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Ax(좌

우) 움직임 속도가 .4882에서 .0697로, Ay(전후) 움직임 속도

가 .3871에서 .0498로 밴드를 사용했을 때 이동속도가 줄어들

었음을 볼 수 있었다. <Figure 10>은 탄성밴드 사용유무에 따

른 무게중심이동 곡선의 차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이고,

<Figure 11>은 무게중심이동 속도의 차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이다.

3. 신체각도 분석

탄성밴드 사용유무에 따른 아라베스크 동작 완성구간인 

Phase 4의 신체각도 차이를 보면 상지 각 (t=–2.839, p
≤.025)은 탄성밴드를 사용한 것이 사용하지 않을 때 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각도가 커졌다. 그러나 하지 각 (t=4.630, p
≤.002), 고관절 각 (t=4.630, p≤.048)은 탄성밴드를 사용한 

것이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각도가 작아

졌다. 각도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살펴 보기위한 그래프는 

<Figure 12>와 같다.

Variable M SD t p

Upper
Bady

Band X 22.0000 5.58058
-2.839 .025*

Band O 24.6250 4.30739

Hip
Joint

Band X 20.2500 2.43487
2.393 .048*

Band O 19.5000 2.32993

Lower
Body

Band X 40.6250 2.61520
4.630 .002*

Band O 36.0000 4.00000

Note. *I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band
0 and Band X groups.
Band O: Used Elastic band, Band X: Unused Elastic band.

Table 9. Physical angle (unit: deg)

Figure 12. The result graph of phase 4 in physical angle

Ⅳ. 논  의

발레의 대표적인 동작인 아라베스크 동작을 훈련할 때 탄

성밴드의 사용유무가 동작을 수행 시 사용하는 근육의 활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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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무게중심, 신체각도의 차이를 운동 역학적 접근에서 규명

하고자 하였다.

1. 근 활성도

아라베스크 동작 시 전체적인 근 활성도는 지지하는 다리

의 대퇴직근, 내측광근, 외측광근과 신전시키는 다리의 척추 

기립근 모든 부위에서 탄성밴드 사용 시 높은 값을 나타내었

다. 국면별 분석 결과 Phase 1, Phase 2, Phase 3 국면에서는 

탄성밴드를 사용하였을 때 사용하지 않은 동작보다 대퇴직근,

외측광근, 내측광근이 통계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낸 반면 척

추기립근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평균값의 차이가 미

세하게 존재하였다. 하지만 Phase 4인 동작 완성 국면에서는 

대퇴직근, 내측광근, 외측광근과 신전시키는 다리의 척추 기립

근 모든 부위에서 탄성밴드 사용 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실험결과 탄성밴드를 사용한 아라베스크 동작 

시 뒤로 신전시키는 다리에 착용한 밴드의 영향력이 지지하는 

다리의 근 활동과 신전시키는 다리의 척추 기립근을 함께 촉

진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퇴 사두근에 속하는 대퇴직근과 내측광근, 외측광근의 주 

기능은 무릎을 신전시키는 것이다. 부드러운 무릎만곡은 정통 

발레 선(line)의 특유한 특징이고 바에서 발레훈련을 할 때 강

조된다(Quirk, Ryan & Stephens, 1987). Kwon(2011)은 발레 

삐루엣(Pirouette) 동작 수행정도에 따라 각도, 중심변인 및 근 

활성도 분석에서 안정된 삐루엣 동작을 위해서 대퇴직근을 이

용해 균형을 유지하면서 압력중심 이동거리를 최소화 해야함

을 보고하였다. 무릎의 신전시키되 pulled-up을 하여 대퇴근의 

에너지 흐름이 위쪽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은 발레의 기본자세 

이다. 탄성밴드를 사용한 동작은 비록 한 다리에만 착용 하였

을 지라도 전체적인 하지근 움직임에 영향력을 줄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대퇴근의 훈련은 안정적인 동작 수행에 필수적이

라고 사료된다.

Lee(2010)는 에티튜드 뒤 동작을 할 때의 근 활성도를 숙

련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숙련자가 비숙련자에 비해 척추 기

립근의 사용이 더 활발하다고 보고한바 있다. 척추는 신체를 

지지해주며 발레 동작 수행 시 상지와 하지의 중심점이 된다.

이러한 척추를 지탱하는 척추 기립근의 힘은 다양한 동작을 

표현하고, 동작을 유지하며 균형을 잡는 무용수에게는 필수적

인 요소이다.

본 연구의 실험결과 탄성밴드를 사용한 아라베스크 동작 

시 뒤로 신전시키는 다리에 착용한 밴드의 영향력이 지지하는 

다리의 근 활동과 신전시키는 다리의 척추 기립근을 함께 촉

진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무게중심이동

1) 무게중심이동 곡선

Ax(좌우) 방향과 Ay(전후) 방향의 이동거리는 탄성도구를 

사용하여 동작을 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

만 지면에 발이 닿는 순간인 Phase 3 구간과 동작을 완성한 

후 중심(Balance)을 잡는 Phase 4인 동작 완성 구간에서 발바

닥의 좌우(Ax)거리 뿐만 아니라 발을 지면에 디디고 동작을 

완성 후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까지 중심이동 범위가 탄성도

구 사용 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Shim(2004)은 숙련자

의 아라베스크 아떼르(à terre), 드미-쁘앙뜨(demi-pointé) 동작

이 미숙련자에 비해 신체중심의 움직임이 작게 나왔음을 보고

하였고, Yoe(2001)의 연구에서 숙련된 남자 무용수의 Pique

arabesque 동작의 중심이동거리가 비숙련자보다 짧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볼 때 탄성밴드를 사용

한 동작은 좀 더 숙련된 양상을 띄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Son과 Yi(2015)는 탄성밴드를 이용한 코어 안정화 운동

이 좋은 자세 유지와 정상보행을 위한 중간 볼기근의 발달에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이처럼 탄성밴드의 사용은 안정적인 

동작수행을 위한 신체움직임을 돕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무게중심이동 속도

Phase 3, 4 구간의 Ax(좌우) 방향과 Ay(전후) 방향의 이동

속도는 탄성밴드를 사용하여 동작을 하였을 때 더 줄어들었지

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무게중심이 기저면을 

벗어나서 움직이거나 무게중심이 기저면 안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 균형을 잃을 수 있다(Pai & Patton, 1997). 실험에

서 Ax ,Ay의 중심이동 속도의 차이를 나타낸 <Figure 10>을 

보면 Ax(좌우), Ay(전후)의 이동속도가 탄성밴드를 사용한 후

에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탄성밴드의 사용은 

발레 동작에 있어서 중심이동의 속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형성

하도록 돕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신체각도

Phase 4인 완성자세 구간의 신체 각도에서 탄성밴드 사용 

후 상지 각은 커진 반면 고관절각과 하지 각은 작아졌으며 이 

모두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상지 각의 증가는 아라베스크 동작 시 어깨 견봉과 골반이 

같은 수직선상에 있지 않고 멀어짐을 뜻한다. 발레에서 특징

적인 동작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어깨에서 골반, 엉덩이는 

최대한 수직과 가깝게 유지해야 한다. 다리를 뒤로 신전시키

는 아라베스크(arabesque)나 에티튜드(attitude)를 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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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관절의 각도를 연장함과 동시에 요추 및 경추의 연장을 

실천해야 하며, 다리를 뒤로 잘 이동하려면 척추의 회전도 어

느 정도 요구된다(Suh, 2008). 본 연구에서는 동작의 특성상 

뒤로 신전시키는 다리높이의 증가로 인해 신체 관절 구조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 어깨와 골반사이의 상체 기울기가 발

생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고관절은 우리 몸의 모든 관절 중에서 가장 안정된 관절이

며 몸무게를 가장 많이 지탱하는 부위 중 하나이다.

본 실험의 측정방법에서 고관절 각의 감소는 반대로 지면

과의 평행선에서 바라본다면 지면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고관절이 신전된다는 결과를 가질 수 있다. 고관절 각의 증가

는 몸통 신전에 의한 것으로 몸통의 신전에서 발생한 신체중

심의 위쪽 상승은 하지 관절의 부하를 줄일 수 있다(Lee,

2009). Kwon(2005)은 아라베스크의 지지하는 다리의 고관절을 

완전히 신전시키고 뒤로 뻗어든 다리의 수평상태에서의 풀업 

동작이 아라베스크 회전동작의 균형감을 높여준다고 하여 본

연구의 고관절 각의 감소 현상을 뒷받침 해준다고 볼 수 있

다. 결과적으로 뒤로 신전시킨 다리와 지지하는 다리의 어깨

에 연결된 탄성밴드의 사용이 골반부터 시작되는 상지를 아래

로 기울지 않게 도움을 주었고, 지지하는 하지의 근육을 위로 

pulled-up하도록 도운 것이라 사료된다.

하지 각의 감소는 뒤로 신전시키는 다리의 높이가 올라감

을 뜻한다. 피험자들은 탄성밴드를 사용하여 동작을 수행하였

을 때 사용하지 않았을 시 보다 하지 각이 감소하였다. 이는 

탄성밴드의 장력이 관절의 가동범위(ROM)를 크게 해 다리를 

높이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그에 따라 척추 기립근의 

근수축이 활성되어 신전하는 다리가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또한 탄성밴드를 사용하여 동작을 수행했을 때 다리높이

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고관절각을 최소로 유지한 채 동작을 

수행하는 형태를 보인 것은 그만큼 탄성밴드를 이용하는 것이 

난이도 있는 동작을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돕고, 심미적

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라인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훈련 하

는데 효과적이라고 사료된다.

Ⅴ. 결  론

탄성밴드를 사용한 아라베스크 동작의 표현은 아라베스크

를 하기 위해 필요한 주동근의 활성을 증가시켰고, 기저면에 

한발로 지지하는 다리의 무게중심을 균형적으로 잡아 동작을 

심미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하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아라베스크를 응용한 심화동작뿐 아니라 발레의 고난이도 동

작 훈련에 탄성밴드를 이용한 저항성운동을 응용한다면 동작 

교정에 있어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나 발레는 토슈즈를 이용

해 좁은 기저면 위에서 중심을 잡으며 동작을 표현하기 때문

에 세밀하고, 정확한 근육 사용의 훈련은 필수적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발레뿐 아니라 다양한 무용 교육 현장에

서 동작의 원리를 이해하고, 습득하기 위한 훈련 자료로 이용

될 것이며, 나아가 무용수를 위한 밴드 훈련프로그램, 보조기

구의 개발은 추후 연구개발 과제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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