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dx.doi.org/10.5392/JKCA.2014.14.0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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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한국무용 동작 시 호흡사용의 숙련도에 따른 운동역학  분석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

국무용  처용무 낙화유수동작을 실시하게 하 다. 상자는 호흡사용의 숙련자 5명과 비숙련자 5명으로 

선정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 다.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소요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신체 심 수직변 는 유의한 차이

가 났다(p<.05). 그리고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신체 심 ·후 속도는 이벤트1과 이벤트4에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고(p<.05), 신체 심 수직속도는 이벤트 3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숙련자와 비 숙

련자의 지면반력 성분에서 좌·우 반력은 이벤트2와 이벤트4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후 

반력은 이벤트 1과 이벤트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그리고 수직반력은 이벤트4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 중심어 :∣한국무용∣운동역학∣호흡∣지면반력∣낙화유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kinetic analysis of using the skill of breathing korean dance 

movement will be to perform.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cheoyongmu Nakhwayousu 

the operation was performed. The selection of subjects like the following: Five people were 

skilled use of breathing and five unskilled pers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skilled and the unskilled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uration time. And the 

skilled and the unskilled z-axis position of the center of mas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p<.05). The skilled and the unskilled y-axis velocity of the center of mas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event 1 and event 4 (p<.05). And z-axis velocity of the center of mas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event 3 (p<.05). And the skilled and the unskilled Fx of 

GRF,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event 2 and event 4 (p<.05). And Fy of GRF,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event 1 and event 5 (p<.05). And Fz of GRF,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event 4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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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무용을 공연하는 무용수들의 장 하고 아름다운 

표 은 하지에서 발 되어 상지로 이어지는 힘의 뻗침

과 조용하지만 섬세하게 그려지는 동선의 조화로 이루

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무용의 표 은 호흡에 기인

한다고 말 할 수 있다. 정인귀와 정철수[1]에 의하면 한

국무용 동작의 완성도는 호흡과 련되어 체 인 무

게를 지니며 부드럽게 표 되어야한다고 했으며, 김

경[2], 박양선, 정지 [3], 정병호[4]는 정 동의 아름다

움을 표 하는 한국무용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미묘

한 움직임으로 부드러움과 역동성이 같이 표 되는 조

화로움을 요시 한다고 하 다. 김의정[5], 김미 [6]

은 호흡이 사용방법에 따라 다양한 생명력을 제공하며, 

서로 다른 형태의 선을 창조하기도 한다고 하 다. 그

리고 심혜경[7]은 한국무용에서 호흡의 쓰임을 요시

하는  다른 이유는 궁 무용부터 단 의 호흡을 요

시해 호흡을 통한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라 하 다. 

즉, 한국무용에서 호흡의 쓰임은 표 되는 동작과 직

인 연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박양선과 장지 [3]은 

무  의 무용수가 깊은 의식  호흡을 하는 것은 무

용수의 자세와 동작의 내면에 아름다움과 안정된 표

을 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하

다. 권 후[8]는 무용수의 아름답고 역동 인 동작은 신

체 운동의 종합  효과로 볼 수 있다고 하 으며, 

Chafield, Sveistrup와 Woollacott[9]는 인체의 움직임

을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각 신체분 의 움직

임과 근 도 등 운동학 , 운동역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요하다고 하 다. 그러므로 무용수가 신체

운동의 원활한 수행을 해서는 운동학 , 운동역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요하다 할 수 있겠다.

궁 무용  처용무는 1971년 국가지정 요무형문

화재 제39호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

형문화유산 표목록으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통사상

이 내재되어있는 요유산이다[10]. 이러한 한국무용 

처용무  낙화유수 동작은 처용무의 가장 특징  춤사

이다[11].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호흡과 동작의 

요성이 강조된 낙화유수 동작 시 호흡의 유·무에 따라 

운동역학  변인인 소요시간, 신체 심변 와 속도, 지

면반력을 비교분석하여 무용수의 과학  지도에 필요

한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은 한국무용을 지도하며 호흡의 사용

이 숙련된 숙련자 5명과 한국무용을 공하지만 호흡

의 사용이 미숙한 학생 5명을 비 숙련자로 선정 하

다. 상자의 개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숙련정도
Age
(yrs)

Height
(m)

weight
(kg)

숙련 M 28.7 164.8 64.7
SD 3.6 4.6 3.8

비숙련 M 21.5 166.7 62.5
SD 0.8 4.5 4.8

2. 실험장비 및 방법
2.1 실험장비
본 연구에서 운동역학  분석을 해 사용한 실험장

비는 [표 2]와 같다.

모델명 제조사

영상촬영장비
Motion master 100 Visol(KOR) 

Control object 
(1m×2m×2m) Visol(KOR)

지면반력장비 AMTI 4005
AMTI 5145 AMTI(USA)

분석프로그램 Kwon 3D XP Visol(KOR)
자료분석장비 NT450R5E-K24S Samsung(KOR)　

표 2. 실험장비

2.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실험은 실험장비가 배치된 실험실에서 실

시하 으며, 실험  충분한 비운동을 통해 상자가 

원활한 동작을 수행하게 하 다. 실험 시 상자의 복

장은 정확한 인체 의 디지타이징을 해 검정색 

반바지 타이즈를 착용시켰다. 상촬 은 고속 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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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1 이벤트 2 이벤트 3 이벤트 4 이벤트 5
1 구간 2구간 3  구간 4 구간

그림 1. 이벤트 및 구간

카메라 6 를 사용 하 으며, 처용무 낙화유수 동작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공간좌표의 설정을 해 직사각형

의 가변형 통제 틀을 높이 2m, 폭 1 m, 길이 2 m로 설

치하 다. 한 인체 의 좌표화를 해 인체 

에 랜드마크(land marks)를 부착하고 실험을 실시하

다.

촬  시 카메라는 1.8∼2 m높이에 치시키고, 상

자와 약 3∼4 m의 거리를 두고, 6 의 카메라가 서로 

간섭하지 않는 치에서 촬 할 수 있도록 하 다. 카

메라는 촬 속도 100 frames/s, 노출은 1/500 s로 설정

하 다. 한 동조용  Sync LED를 사용하여 디지타이

징 시 카메라 6 를 동조시켰다. 그리고 동작의 수행 시 

스텝의 지면반력을 분석하기 해 상자의 스텝이 지

면에 착지하는 치에 지면반력기를 설치하 다. 처용

무 낙화유수 동작 시 상자의 안 과 심리  안정감을 

고려하여 보조 을 지면반력기 주변에 치시켰다. 그

리고 상자들에게 실험에 한 충분한 사 설명 후 실

험을 진행하 으며, 실험 시 불쾌함을 느끼거나 안 에 

을 느끼는 경우 언제든 그만둘 수 있도록 하 고 

실험 후 데이터를 요구할 경우 언제든 받아볼 수 있다

는 사실을 인지시켰다. 상자들은 각각 5회의 동작을 

수행하 으며 그  가장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단된 

1회의 동작을 분석에 사용하 다. 

3. 이벤트와 구간설정
한국무용 처용무 낙화유수 동작 시 호흡사용의 숙련

도에 따른 운동역학  분석을 해 5개의 이벤트

(event)와 4개의 구간(phase)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

다.

3.1 이벤트
이벤트 1은 양무릎이 최소각을 이루는 순간이며, 이

벤트 2는 왼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벤트 3는 

왼무릎이 최고지 에 이르는 순간, 이벤트 4는 왼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 이벤트 5는 왼발이 지면에 완 히 착

지하여 수직반력이 최고가 되는 순간으로 설정하 다.

3.2 구간
1 구간은 이벤트 1∼이벤트 2, 2 구간은 이벤트 2∼이

벤트 3, 2 구간은 이벤트 3∼이벤트 4, 3 구간은 이벤트 

4∼이벤트 5, 4구간은 이벤트 4∼이벤트 5 로 설정하

다.

4. 각도의 정의
한국무용 처용무 낙화유수 동작 시 호흡사용의 숙련

도에 따른 운동역학  분석을 한 각도의 정의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엉덩 의 각도는 몸통과 퇴의 상 각도

둘째, 무릎 의 각도는 퇴와 하퇴의 상 각도

셋째, 발목 의 각도는 하퇴와 발의 상 각도

5. 자료 분석 방법
공간좌표를 산출하기 한 36개의 통제 을 정해진 

순서에 의해 6번씩 좌표화한 후 공간좌표를 용하

으며, 넘어지는 방향을 Y축, 지면과의 수직 방향을 Z축, 

Y축과 Z축의 벡터의 외 을 X축으로 설정 하 다. 인

체 의 좌표화는 인체를 19개의 으로 연결

된 강체구조(linked rigid body system)로 정의하 고, 

인체분 지수자료[12]를 이용하 다. 인체분  자료

(body segment paramenters)와 통제  좌표화, 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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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1 구간 2 구간 3 구간 4 구간 Total

숙련 M 0.57 0.37 0.59 0.47 1.99 
SD 0.13 0.02 0.16 0.16 0.15 

비숙련 M 0.55 0.41 0.51 0.38 1.85 
SD 0.22 0.09 0.20 0.26 0.23 

t-value .196 -.957 .582 .599 1.079
p-value .851 .376 .582 .571 .332

*p<.05

집단 이벤트1 이벤트2 이벤트3 이벤트4 이벤트5

숙련 M 0.49 0.51 0.53 0.52 0.49 
SD 0.05 0.04 0.03 0.02 0.03 

비숙련 M 0.51 0.51 0.52 0.51 0.50 
SD 0.03 0.03 0.03 0.01 0.01 

t-value -.539 .098 .234 .635 -.933
p-value .609 .925 .823 .549 .387

*p<.05

 심 의 좌표화, DTL방법에 의한 3차원 좌표 계

산[13]과 자료의 평활화(smoothing)를 해 Kwon3D 

XP 로그램을 사용하 다. 지면반력의 분석은 6개 채

(Fx, Fy, Fz, Mx, My, Mz)에서 발생한 미세한 신호

를 증폭하기 해 MiniAMP를 사용하 다. 충 분한 증

폭결과를 얻기 하여 Gain값은 4000으로 설정하 으

며, 증폭된 신호를 digital신호로 변환시키기 하여 

A/D Sync. box를 사용 하고 샘 링 주 수는 1000Hz

로 설정하 다. 그리고 호흡의 숙련정도에 따른 처용무 

낙화유수동작 시 운동역학  변인에 한 평균과 표

편차는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로 산출하 으

며, 독립 t-test를 통해 집단 간 차이검증을 제시하 고 

이때 SPSS 21 로그램을 이용하 다.

Ⅲ. 연구결과

1. 구간별 소요시간
낙화유수 동작 시 호흡사용의 숙련도에 따른 상자

들의 평균 소요시간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그림 2]와 

같다.

표 3. 소요시간(단위 : s)

그림 2. 소요시간

[표 3]에 의하면 처용무 낙화유수동작 시 호흡사용의 

숙련도에 따른 구간별 동작의 소요시간과 총소요시간

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2]와 

같이 2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과 총소요시간의 평균

은 숙련자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2. 신체중심 변위
낙화유수 동작 시 호흡사용의 숙련도에 따른 상자

들의 평균 신체 심 변 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1 신체중심 좌·우 변위
낙화유수 동작 시 호흡사용의 숙련도에 따른 상자

들의 평균 신체 심 좌·우 변 는 [표 4][그림 3]과 같다.

표 4. 신체중심 좌·우 변위(단위 : m)

그림 3. 신체중심 좌·우 변위

[표 4]에 의하면 처용무 낙화유수동작 시 호흡사용의 

숙련도에 따른 이벤트 별 신체 심 좌·우 변 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나 [그림 3]에서와 같이 숙련자가 좌·

우 이동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2 신체중심 전·후 변위
낙화유수 동작 시 호흡사용의 숙련도에 따른 상자

들의 평균 신체 심 ·후 변 는 [표 5][그림 4]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처용무 낙화유수동작 시 호흡사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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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이벤트1 이벤트2 이벤트3 이벤트4 이벤트5

숙련 M 0.60 0.83 0.98 0.88 0.94 
SD 0.05 0.04 0.06 0.06 0.04 

비숙련 M 0.68 0.87 0.94 0.89 0.92 
SD 0.05 0.03 0.03 0.03 0.01 

t-value -3.309 -1.860 1.118 .078 1.206
p-value .042* .112 .306 .940 .273

*p<.05

숙련도에 따른 이벤트 별 신체 심 ·후 변 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나 [그림 4]에서와 같이 숙련자가 ·

후 이동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신체중심 전·후 변위(단위 : m)
집단 이벤트1 이벤트2 이벤트3 이벤트4 이벤트5

숙련 M 0.83 0.77 0.81 1.00 1.24 
SD 0.09 0.10 0.10 0.13 0.15 

비숙련 M 0.82 0.80 0.83 0.93 1.13 
SD 0.02 0.02 0.03 0.04 0.10 

t-value .166 -.627 -.334 1.000 1.208
p-value .874 .554 .750 .356 .273

*p<.05

그림 4. 신체중심 전·후 변위

2.3 신체중심 수직 변위
낙화유수 동작 시 호흡사용의 숙련도에 따른 상자

들의 평균 신체 심 수직 변 는 [표 6][그림 5]와 같다.

표 6. 신체중심 수직 변위(단위 : m)

그림 5. 신체중심 수직 변위

[표 6]에 의하면 처용무 낙화유수동작 시 호흡사용의 

숙련도에 따른 이벤트 별 신체 심 수직 변 는 이벤트 

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p<.05), [그림 5]에서와 

같이 숙련자가 수직 이동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신체중심 속도
낙화유수 동작 시 호흡사용의 숙련도에 따른 상자

들의 평균 신체 심 속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신체중심 좌·우 속도
낙화유수 동작 시 호흡사용의 숙련도에 따른 상자

들의 평균 신체 심 좌·우 속도는 [표 7][그림 6]과 같다.

표 7. 신체중심 좌·우 변위(단위 : m/s)
집단 이벤트1 이벤트2 이벤트3 이벤트4 이벤트5

숙련 M -0.09 0.07 0.04 -0.13 -0.03 
SD 0.07 0.04 0.02 0.04 0.06 

비숙련 M -0.01 0.03 0.00 -0.06 -0.01 
SD 0.05 0.04 0.03 0.04 0.08 

t-value -2.017 1.664 1.665 -2.149 -.414
p-value .090 .147 .147 .075 .693

*p<.05

그림 6. 신체중심 좌·우 속도

[표 7]에 의하면 처용무 낙화유수동작 시 호흡사용의 

숙련도에 따른 이벤트 별 신체 심 좌·우 속도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나 [그림 6]에서와 같이 숙련자가 좌·

우 속도의 경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2 신체중심 전·후 속도
낙화유수 동작 시 호흡사용의 숙련도에 따른 상자

들의 평균 신체 심 ·후 속도는 [표 8][그림 7]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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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이벤트1 이벤트2 이벤트3 이벤트4 이벤트5

숙련 M 0.05 0.67 0.03 0.14 0.00 
SD 0.16 0.21 0.06 0.12 0.12 

비숙련 M 0.03 0.41 -0.07 0.08 -0.03 
SD 0.08 0.31 0.04 0.12 0.09 

t-value .222 1.343 2.766 .757 .465
p-value .832 .228 .033* .478 .659

*p<.05

표 8. 신체중심 전·후 속도(단위 : m/s)
집단 이벤트1 이벤트2 이벤트3 이벤트4 이벤트5

숙련 M -0.11 0.07 0.18 0.59 0.38 
SD 0.03 0.04 0.05 0.12 0.18 

비숙련 M -0.02 0.02 0.18 0.37 0.60 
SD 0.04 0.10 0.12 0.10 0.08 

t-value -4.006 1.041 .039 2.886 -2.328
p-value .007* .338 .971 .028* .059

*p<.05

그림 7. 신체중심 전·후 속도

[표 8]에 의하면 처용무 낙화유수동작 시 호흡사용의 

숙련도에 따른 이벤트 별 신체 심 ·후 속도는 이벤

트 1과 이벤트 4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p<.05), 

[그림 7]에서와 같이 숙련자가 ·후 경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벤트 5에서 숙련자는 크게 감속되는 

반면 비 숙련자는 계속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3.3 신체중심 수직 변위
낙화유수 동작 시 호흡사용의 숙련도에 따른 상자

들의 평균 신체 심 수직 변 는 [표 9][그림 8]와 같다.

[표 9]에 의하면 처용무 낙화유수동작 시 호흡사용의 

숙련도에 따른 이벤트 별 신체 심 수직 속도는 이벤트 

3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p<.05), [그림 8]에서와 

같이 이벤트 1을 제외한 모든 이벤트에서 숙련자가 빠

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신체중심 수직 속도(단위 : m/s)

 

그림 8. 신체중심 수직 속도

4. 지면반력
낙화유수 동작 시 호흡사용의 숙련도에 따른 상자

들의 지면반력 성분인 Fx, Fy, Fz는 다음과 같다.

4.1 좌·우 반력(Fx)
낙화유수 동작 시 호흡사용의 숙련도에 따른 상자

들의 좌·우 반력은 [표 10][그림 9]와 같다.

표 10. 좌·우 반력(단위 : N)
집단 이벤트1 이벤트2 이벤트3 이벤트4 이벤트5
숙련 M 31.33 -14.23 11.58 -29.12 10.50 

SD 12.70 2.80 12.20 18.35 15.21 
비숙련 M 25.44 5.11 9.07 -1.38 3.62 

SD 5.40 9.72 6.40 7.18 7.63 
t-value .855 -3.824 .365 -2.815 .809
p-value .425 .009* .728 .031* .449

*p<.05

그림 9. 좌·우 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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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에 의하면 처용무 낙화유수동작 시 호흡사용

의 숙련도에 따른 이벤트 별 좌·우 반력은 이벤트 2와 

이벤트 4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p<.05), [그림 9]

에서와 같이 숙련자의 좌·우 반력은 이벤트에 따라 큰 

폭으로 힘의 발 이 증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전·후 반력(Fy)
낙화유수 동작 시 호흡사용의 숙련도에 따른 상자

들의 ·후 반력은 [표 11][그림 10]와 같다.

표 11. 전·후 반력(단위 : N)
집단 이벤트1 이벤트2 이벤트3 이벤트4 이벤트5

숙련 M 15.03 34.71 26.99 69.59 -64.62
SD 4.92 2.66 21.97 92.74 9.21

비숙련 M -1.58 36.48 26.93 76.23 -8.55 
SD 7.50 3.65 23.92 28.23 44.64 

t-value 3.703 -.784 .004 -.137 -2.460
p-value .010* .463 .997 .895 .049*

*p<.05

그림 10. 전·후 반력

[표 11]에 의하면 처용무 낙화유수동작 시 호흡사용

의 숙련도에 따른 이벤트 별 ·후 반력은 이벤트 1과 

이벤트 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p<.05), [그림 

10]에서와 같이 숙련자는 비 숙련자에 비해 이벤트 1에

서  방향으로 높은 힘을 발 했으며, 이벤트 5에서 후 

방향으로 높은 힘을 발 했다.  

4.3 수직 반력(Fz)
낙화유수 동작 시 호흡사용의 숙련도에 따른 상자

들의 수직 반력은 [표 12][그림 11]과 같다.

표 12. 수직 반력(단위 : N)
집단 이벤트1 이벤트2 이벤트3 이벤트4 이벤트5

숙련 M 688.97 545.52 489.13 804.02 527.78 
SD 121.42 206.21 75.48 83.36 83.95 

비숙련 M 621.93 483.85 498.36 604.64 487.62 
SD 86.21 93.45 95.17 45.49 65.78 

t-value .900 .545 -.152 4.199 .753
p-value .403 .606 .884 .006* .480

*p<.05

그림 11. 수직 반력

[표 12]에 의하면 처용무 낙화유수동작 시 호흡사용

의 숙련도에 따른 이벤트 별 수직 반력은 이벤트 4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p<.05), [그림 11]에서와 같이 

숙련자는 비 숙련자에 비해 이벤트 3을 제외한 모든 이

벤트에서 높은 힘을 발 했다.

Ⅳ. 논의

무 에서 공연하는 무용수의 술 이며 역동 인 

춤은 호흡과 인체 의 움직임이 이루어낸 조화로운 

작품이며, 원활한 무용을 수행하기 해서는 운동역학

 메커니즘의 이해가 선행되어져야할 것이다. 이러한 

무용의 과학  이해는 무용의 발 에 큰 공헌을 할 것

으로 사료되며, 한국무용의 완성도는 호흡의 숙련된 사

용이 필수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호흡사용의 숙련도에 따라 운동역학  변인

인 소요시간, 신체 심 변 와 속도 지면반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 으며, 각각의 변인들에서 차이

가 나타나는가를 규명하는데 목 이 있다. 이에 호흡사

용의 숙련도에 따른 각 변인의 분석결과를 토 로 다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 Vol. 14 No. 9138

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낙화유수동작 시 소요시간은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원인은 기본

으로 박자에 맞추어 수행하는 동작이므로 소요시간에

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신체 심 좌·우 변 는 이벤트 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숙련자의 변  폭이 큰 것으로 나타

났다. 김말복[14]에 의하면 한국무용 처용무의 보법은 

다리와 함께 신체무게 심의 이동이 함께 하는 것으로 

발을 내딛을 때 무게 심이 발에 실린다는 것을 의미한

다고 하 다. 이러한 움직임은 결연하며 힘 있는 표

을 해서인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숙련자의 보

법은 호흡의 사용과 함께 신체 심의 이동이 이루어졌

으며, 숙련자는 양발을 한발씩 내딛을 때마다 신체 심

이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숙련자의 신체 심 

좌·우 폭이 크게 나타난 것은 호흡사용과 함께 신체

심의 이동이 보법에 실려 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게 폭이 큰 신체 심의 이동은 무

 에서 동작을 힘 있고 장 하게 표 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사료된다.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신체 심 ·후 

변  역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숙련자의 이

동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에서 

논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 한

삼을 힘차게 던지며 힘 있는 보법을 개하는 낙화유수 

동작의 표 에 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강란희

[15], 이 순[16], 황화자[17]는 호흡의 사용을 체득하기 

해서는 올바른 동작아 선행되어야 하며, 호흡과 근육

의 움직임은 의도 으로 조 되어야 한다고 하 다. 즉 

의도 인 호흡사용으로 만들어진 동작이기 때문에 올

바른 움직임이 선행되어야 안정 으로 수행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본 연구의 숙련자는 비 숙련자에 비해 올바

른 동작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동작

은 호흡사용과 동작의 움직임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것

으로 사료된다.

신체 심 수직 변 는 이벤트 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p<.05), 비 숙련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마지막 이벤트 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는 않았으나 약간 높은 변 를 보 다. 선행연구에서

는  호흡훈련을 통해 복압의 증가로 척추의 신 과 밸

런스 유지 시 수직호흡과 올림호흡에 의해 신체 심의 

상승을 보고했다[18]. 이 용에 의하면 처용무 낙화유

수 동작의 특징은 힘 있고 강하지만 장 한 스텝으로 

뻗어 올라 손끝까지 이어져 한삼으로 뻗쳐야 한다고 하

으며, 이를 해 신체 심은 낮은 치에서 높은 

치로 힘차게 뻗쳐올라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숙련자는 

호흡의 사용과 함께 신체 심을  방향으로 하여 역동

인 신체 심 변 를 보여  것으로 이 용[19]의 연

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무용 보법의 안

정성과 힘의 발 은 지면반력변인과 요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호흡사용의 숙련도에 따

라 지면반력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했다. 숙련자와 비숙

련자의 좌·우 반력은 이벤트 2와 이벤트 4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숙련자가 좌 방향으로 힘의 발 을 크

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숙련자는 낙화유수 동

작 시 좌·우 방향으로 힘의 발 이 역동성 있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좌·우 방향으로 힘의 발 이 역동성 

있게 나타났다는 것은 동작의 표 이 크고 장 하다는 

것으로 낙화유수동작의 특성[19]을 잘 살린 것으로 사

료된다.

본 연구에서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후 반력은 이벤

트 1과 이벤트 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5). 이

벤트 1에서 숙련자는 비 숙련자에 비해  방향으로 큰 

힘을 발  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에 유리한 추진력

을 사용하 고, 이벤트 5에서 후 방향으로 큰 힘을 발

해 제동력을 크게 한 것으로 보이며 한삼을 뿌리는 동

작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삼을 뿌리는 

동작에서 제동력을 크게 해 한삼이 빠르게 힘차게 앞으

로 뻗치게 하는 동작은 분 의 순서이론[20]과 연 하

여 볼 수 있으며, 하지의 제동을 통해 근 분 을 감속

해 원 분 의 끝부분인 한삼의 가속을 증가시키는 방

법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날숨에 의해 요추의 안정성과 

동력 발생에 정  향을  수 있다[21]. 

지면반력 성분  수직반력은 이벤트 4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p<.05), 큰 힘을 발 하 다. 이벤트 4

는 들었던 발을 힘차게 딛고 한삼을 뿌리기 해 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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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 하는 동작이므로 호흡을 내뱉는 방법을 사용한

다. 호흡을 내뱉는 동작과 발의 디딤이 조화를 이룰 때 

더욱 큰 힘을 발 하게 되므로[21] 숙련자의 호흡과 동

작이 잘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큰 힘

이 손끝으로 뻗쳐 한삼이 힘차게 나아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숙련자는 들숨과 날숨을 동

작에 맞추어 히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힘찬 

동작 시에는 호흡을 내뱉어 무겁게 하고 부드럽고 힘을 

모으는 동작에서는 호흡을 들이마시어 몸을 가볍고 경

쾌하게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호흡의 사용을 

효율 으로 조 하는 것이 숙련되면 한국무용의 표

이 안정 이며 힘차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호흡사용의 숙련도에 따른 한국무용 동작

의 운동역학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 으며 한국무용

의 특징이 두드러진 처용무 낙화유수 동작을 호흡사용 

숙련자와 비 숙련자를 상으로 비교분석하 으며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 한국무용 처용무 낙화유수 동작 시 호흡사용의 

숙련자와 비숙련자간 구간별 소요시간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무용 처용무 낙화유수 동작 시 호흡사용의 

숙련자와 비숙련자간 신체 심 좌·우 변 와 ·후 변

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수직 변 는 이벤

트 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5).  

셋째, 한국무용 처용무 낙화유수 동작 시 호흡사용의 

숙련자와 비숙련자간 신체 심 좌·우 속도는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후 속도는 이벤트 1과 

이벤트 4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수직 속도는 이

벤트 3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5). 

넷째, 한국무용 처용무 낙화유수 동작 시 호흡사용의 

숙련자와 비숙련자간 좌·우 반력은 이벤트 2와 이벤트 

4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p<.05), ·후 반력은 이

벤트 1과 이벤트 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5). 

그리고 수직 반력은 이벤트 4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5).

 결론을 종합해보면 호흡사용의 숙련자는 한국무

용 동작을 수행할 때 역동 이며 힘찬 움직임을 보 으

며, 이러한 결과는 한국무용 동작 시 호흡사용과 동작

의 조화가 무용을 완성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아쉬운 

은 호흡사용의 숙련도에 따른 근육의 움직임을 알아보

지 못한 것으로 후속연구에서는 근 도 분석을 통한 근

육의 활성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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