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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 아카데미 발레댄스 프로그램 수행이 여자 대학생의 신체조성, 체력 및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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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Ballet Program Training of Royal Academy of Dance on Body Composition, Phy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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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ballet program training at the Royal
Academy of dance (RAD) on body composition (BC), physical fitness (PF) and bone mineral density
(BMD) in college women.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14 females aged 19 to 22, who were div-
ided into the Experimental group (n=7, EG) and the Control group (n=7, CG). The RAD ballet pro-
gram training was done by 7 subjects (EG), 60 minutes per day, three times a week for 12 weeks.
The TBF and %fat significantly decreased and LBM increa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but all the
variables of Body composition in the Control group did not significantly changed. The AMS, Sit‐ups,
STF, SLJ, CFB and 1,200 m R & W in the EG significantly increased, but 1,200 m R & W in the CG
decreased. The lumbar vertebra (LV), femoral neck (FN), greater trochanter (GT) and ward's triangle
(WT) did not significantly change in the EG, but LV, GT and WT in the CG decrease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osteopenia for EG, but there were increases in GT and WT for the CG.
There was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BMDs and body weight, TBF, LBM, %fat, BMI, AMS. There
was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LV and FN and LV and whole body. In conclusion, regular and
continuous RAD training was effective in improving the body composition, physical fitness and bone
mineral density. Consequently, RAD training will be effective for preventing osteopenia and osteopo-
rosis, and for improving the health-related fitness for college and middle-aged women.

Key words : Ballet, body composition, physical fitness, bone mineral density, college women

*Corresponding author

*Tel：+82-51-510-2717, Fax：+82-51-515-1991

*E-mail : tukim@pusan.ac.kr

서 론

골다공증은 한번 발생하면 개선되지 않으므로 골 손실을

방지하는 예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폐경 전후의 골 손

실을 감소시키며 골 손실 위험인자를 가능한 제거해야 하지

만, 현재의 상황은 그 반대로, 20대에도 골감소증과 골다공증

환자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여대생의

41.6%가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식이조절을 시행한 경험이 있

고[25], 골밀도 저하를 초래하는 탄산음료나 인스턴트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 실정이며,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는 데는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골다공

증에 대한 지식이 낮고, 타 질환에 비해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고 있다. 또한 자신의 체형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체중 조절

에 대한 지나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영양

섭취를 불균형적으로 하므로 건강상태에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섭식장애를 유발하여 정신적, 심리적 합병증을 일으키

기도 한다[22].

또한, 여학생들은 자신의 체중을 실제보다 과체중이나 비만

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고, 마른체형에 대한 지나친 관심

으로 부적절한 식습관과 무리한 체중조절이 빈번하게 이루어

져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20,23],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의 신체활동에 대한 관심

이 무척 낮아 교양관련 실기과목에 여학생이 4분의 1 정도도

참여하지 않는 것이 대학에서의 현실이다.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의 운동과 칼슘섭취는 골밀도

를 증가시켜 중년기에 골다공증이 발생할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임신시 어머니 골량상태는 태아의 골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시기이므로[2] 여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 운동은 약물치료에 비하여 부작용이 없고

비용이 적게 들며 즐거움을 주는 장점이 있다.

여대생들 또한 자신의 건강과 체형유지에 운동이 필요하다

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야외에서의 활동은 무척이나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실내운동에 대해서는 호감을 가지고 있

으며, 요가, 댄스스포츠, 피드니스, 수영, 발레, 스커시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중 발레는 여성만이 가진 아름다

움을 표현하면서 신체의 교정효과도 가져올 수 있으며, 교육

적 신체훈련으로도 효과가 입증되어 유럽의 나라에서는 유아

때부터 발레를 교육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에서 시

작된 로얄 아카데미 발레 프로그램이 대중화 되었고, 발레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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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은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 발달에 도움이 되고 있다. 로얄 아카데미

발레 프로그램의 특징은 기존의 고전 발레의 틀을 벗어나 현

대의 창작 발레로의 전환과 안무적 해석의 조화를 통해 단체

의 조화를 추구하였고, 교양이 있는 개성적인 예술가로 성장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교육적 측면에서 다른 발레 프로그

램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아대상에만 국한이

되어, 성인 대상의 프로그램 실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문제

점도 있다.

처음 발레를 배울 때는 정적인 자세의 동작이 많지만, 점

차 동적인 자세의 동작이 많아 체력적인 면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가 없다. 로얄 아카데미 발레학

교에서는 졸업하는 해에는 1주일에 17시간씩의 발레수업을

받게 하는 이유로 그러한 체력적인 바탕이 필요함을 드러내

는 한 예이다. 발레 무용수들은 평소 훈련을 반복하기 때문에

같은 연령의 일반인들에 비해 약 25% 정도 에너지를 더 소모

한다고 했으며, 작품을 리허설하거나 공연 중에는 젖산의 수

치가 10 mmol까지 올라갔으며, 심박수는 리허설과 공연 중

에는 최대 수치에 근접했다고 하였다[5]. 또한 대학생 무용수

들이 리허설이나 발레 공연에서 쉽게 지치고, 동작의 정확도

가 부족한 것은 정규 수업 이후에 발레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

에 연습량 부족이 원인이 된다고 하여, 운동선수들이 시합 준

비를 위해 하루에 2-3시간 운동하는 것과 같은 훈련량이 필요

하다고 볼 수 있다. 발레가 일반 체력을 바탕으로 하는 스포

츠 종목처럼 수명이 길지 않다는 것은 다른 무용보다도 운동

강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발레를

하는 무용수들은 비지구력 운동을 하는 선수들과 비슷한 최

대 산소소비량 수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력,

동작가동범위, 심혈관계 지구력 그리고 근육군 등을 조사하

여 무용수들에 있어서 심혈관계 지구력이 매우 중요한 요인

이라 하였다[43].

발레동작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점프와 착지, 돌기 등과 같

은 동작들은 지면의 마찰과 저항에 대한 근육의 최대 수축적

힘(force)을 요구하는 동작들로 강한 근력과 유연성, 지구력

및 절제된 균형과 협응력을 요구한다. 또한 발레 무용수들은

체중의 전부를 발끝에 의지하므로, 발목과 발은 가용범위를

넘어선 자세와 움직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해야 한다[31].

일반인에게는 뼈에 기계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체중부하 운

동이며, 올바른 자세로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적 역할도 수행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정적인 동작이 많

은 것 같아 보이지만 발레는 난이도 높은 기술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예술활동이며

스포츠에서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체력이 요구된다. 노인들에

게 무용요법을 적용해 폐기능 및 체력기능의 향상을 보인다는

연구들 중에서 발레를 적용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을

이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으며,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발

레가 젊은 대학생들에게는 최적의 선택임을 알 수 있다. 무

용․리듬활동[40,41] 등 무용과 관련이 있는 많은 운동들이 골

밀도 증가에 긍정적이라고 하였으며, 발레는 그러한 생리적

이점과 더불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표현력과 우울증을 감소

시키고 자신감을 높여준다고 볼 수 있다.

최근들어 골다공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중년여성들

의 골밀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33,39]들과 무용 전공자를 대상

으로 한 연구[9,45]들이 다수 보고 되고 있으나, 특별한 대상자

를 이용한 점과 골밀도 감소가 상당히 진행된 대상자 등의

연구들로 편중되고 있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일반인 대상

의 연구 특히,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중요한 시기인 20대 남,

여 그리고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49,54]는 드물며, 더욱

이 발레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한 골다공증 변화에 관한 일반

여대생에 대한 국내연구는 본 연구가 유일한 실정이다.

반면에, 서구 지역에서는 사춘기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골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들의 골질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0,38]. 따라서 생활습관 및 운동을 통해 젊은 시절에 최대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최대골밀도가 결정되는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중, 노

년기에 골밀도의 감소와 골다공증 및 골절 예방에 중요한 효

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5년간(2003-2008)의 우리나라 일반

여대생을 대상으로 골밀도를 조사한 연구들[34,36,49]에서 식

이와 비식이 습관에 따라 여대생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과

골감소증에 해당하는 여대생 비율이 30%가 넘는다는 결과를

참고하여, 실험자의 수업을 듣는 여학생 중 생활개선의 필요

성에 공감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실시하

고 있는 발레의 기본으로 여겨지는 영국의 클래식 발레 교육

기관에서 사용되는 로얄 아카데미 발레 프로그램(Royal

Academy of Dance: RAD)으로 운동경험이 전혀 없는 20대

여성에게 알맞는 발레 수준단계를 선택하여 20대 여대생에

게 식이통제 없이 신체조성과 체력 및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B시에 소재한 발레댄스에 대한 경험이

없는 D여대생 1학년 학생으로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

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은 20명을 선발하여 실험군 10명, 대조

군 10명으로 분류하였다. 설문지를 통해서 개인에 대한 자세

한 이력사항 등을 보고 본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편의추출법에

분류를 하였으며, 학기중에 실험을 하였기에 학교행사 등에

참여 등을 동일하게 통제하였다. 그러나 실험군에서 중도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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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AD ballet program training for 12 weeks

Time

(min)
wk

Intensity

(% HRR or RPE)
Contents of program

Warm-up 10 ballet gymnastics, stretching exercises

Training 40

1-4

55-64

or

11-13

Bar: A basic arms and foot position(demi plie, grand plie, releves, up motion, tendu),

a basic stretching

Center: Walking, up walking, battement point, battement saut, echappe, skipping, releve

up․down, jete, pas de rourree, allegro

5-8

65-75

or

13-15

Bar: Plie→ releves up→ point→ tendu→ degage→ rond de jambe a terre→ fondue→

frappes→ petit battement→ stretching

Center: Plex point, battement point, saut, pas de bourree, hopping, battement tendu,

arabesque hand motion, shangement, royal saut, echappe, releve up ․ down, skipping,

battement fondue

9-12

76-85

or

15-17

Bar: Plie→ releves up→ point→ tendu→ rond de jambe a terre→ frappes→ petit

battement→ streching→ echappe

Center: A basic arms motion, battement point, releves, skipping, walking, allegro, echappe,

battement fondue, en dehors, coupe for en dehors, passe, shangement, grand battement,

rond de jambe a terre, pirouette variation, grand waltz variation

Cool-down 10 ballet gymnastics with a music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P (n=7) CON (n=7) t value p value

Age (yr)

Height (cm)

Weight (kg)

21.0±0.8

160.1±3.2

55.1±11.5

21.9±2.3

159.7±7.1

53.1±4.3

-0.941

0.146

0.421

0.365

0.886

0.681

EXP: experimental group, CON: control group.

자 1명, 불성실한 참여자 2명, 대조군에서 채혈 불참자 3명으

로 최종적으로 실험군 7명, 대조군 7명 총 14명을 분석대상으

로 하였다. 대상자는 특별한 운동경험이 없고, 심혈관질환이

나 내분비장애에 이상이 없으며, 특별히 실험 중에 음식 다이

어트나 건강과 질병관련 약품 섭취 등을 하지 않았다. 대상자

들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로얄 아카데미 발레 프로그램(Royal Academy of Dance:

RAD)

RAD ballet program은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적인 댄스 훈

련 및 시험 기관에서 발레의 수준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교육 내용은 항상 재평가되고 새로

운 교육내용을 만들어 낸다. 현재 각국의 발레단 및 발레 학교

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 무용 교사들의 모델이

되어 왔고, 오늘날까지 발레 훈련을 위한 기본적인 형태가 되

고 있다. 교육과정은 Pre-School (만3-4세), Grade 과정(어린

이), Major 전공과정, Teachers 과정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전공 여대생의 신체적 능력을 고려한

RAD 발레 프로그램을 12주간, 주 3회(월, 수, 금), 1회 60분간

실시하였다. 운동의 강도와 기술 난이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

었고, 각 단계는 4주씩 실시하였으며, 단계별 수업목표는 1단

계 1～4주 동안 기초적인 동작을 적응하고 이해하는 단계로

기본적인 동작으로 구성하였고, 2단계 5～8주 동안 기초적인

동작을 발전시키고, 응용동작을 통해 난이도와 운동강도를 높

였으며, 3단계 9～12주 동안 심화 단계로 동작의 난이도와 빠

르기를 더 높게 하였다. 운동 강도는 ACSM (2000)[1]에서 설

정한 기준인 목표심박수(target heart rate: THR)와 주관적 운

동 강도(rating of perceived exertion; RPE)를 이용하여, 1～4

주는 HRR 55～64% or 11-13 RPE의 강도로, 5～8주은 HRR

65～75% or 13-15 RPE의 강도로, 9～12주는 HRR 76～85%

or 15-17 RPE의 강도로 실시하였다. 운동 강도를 유지하기 위

하여 휴대용 심박수 측정기(Polar Analyzer, Polar Elector Co.,

Finland)를 이용하여 목표 심박수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단계

별 RAD (Royal Academy of Dance) 발레 프로그램의 내용은

Table 2와 같다.

측정 항목 및 방법

신체조성은 체중(BW), 체지방량(TBF), 제지방량(LBM), 체

지방률(%fat), 체질량지수(BMI)를 측정하였고, 체력은 배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평형성, 심폐지구력, 그리고 골밀도

는 요추(LV)(L1-L4), 대퇴경부(FN), Ward삼각부(WT), 대퇴대

전자부(GT)를 측정하였다.

신체조성측정

신장은 이동식 신장계를 이용하여 0.1 cm 단위까지, BW

(체중), TBF (체지방량), LBM (제지방량), %fat (체지방률),

BMI (체질량지수)은 정밀 체성분 분석기 InBody 4.0 (Biospace

Co. Korea)을 이용하였으며, 최소한 측정 12시간 전에 음식과

수분 섭취를 제한한 상태에서 대소변을 보게 한 뒤 아침 8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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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surement of physical fitness

Item Variable Method

Muscular strength

Flexibility

Power

Abdominal muscular strength (AMS)

Sitting trunk flexion (STF)

Standing long jump (SLJ)

select best record

measured twice

Muscular endurance

Cardiovascular endurance

Sit-ups

1,200 m running & walking

(1,200 m R & W)

one time measurement

Balance Closed-eyes foot balance (CFB)
select average record

measured five times

서 9시경에 가벼운 복장으로 측정에 임하도록 하였다. 측정

시 피험자는 신체내의 금속물질을 제거한 후 양말을 벗은 후

에 전해질 티슈를 이용하여 손과 발의 이 물질을 제거한 후

편안한 자세로 팔과 겨드랑이가 닿지 않도록 팔을 벌린 상태

로 직립자세로 서서 발바닥 전극을 밟고, 손잡이 전극을 쥔

후, 엄지 전극을 가볍게 눌러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하여 실시

하였다.

체력측정

muscle strength (근력)은 abdominal muscular strength

(복근력, AMS)을, muscle endurance (근지구력)은 sit-ups (윗

몸일으키기)를, flexibility (유연성)은 sitting trunk flexion (앉

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STF)를, power (순발력)은 standing

long jump (제자리멀리뛰기, SLJ)를, balance (평형성)은

closed-eyes foot balance (눈감고 외발서기, CFB)를, car-

diovascular endurance (심폐지구력)은 1,200 m running &

walking (1,200 m 달리기-걷기, 1,200 m R & W)로 측정하였

다. AMS (TAKEI CO. Japan), STF (Helmas SH-9600G,

Korea), SLJ 등의 항목은 각각 2회씩 측정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록하였고, sit-ups과 1,200

m R & W는 각각 1회, CFB는 5회 실시하여 그 평균값을 초로

기록하였다. 각 측정시기마다 모든 측정은 동일한 측정인이

측정하였고, 체력 측정 시 1,200 m 달리기-걷기를 제외한 항목

들에서는 측정 전 시범을 보여주었다. 대상자는 측정 전 1회

이상의 연습을 실시한 후 실험에 참가하였다.

골밀도검사

골밀도(BMD) 측정은 양에너지 방사선 골밀도 측정법(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으로써 두 가지 에너지

를 갖는 X-ray 또는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골조직에 투과한 후

검출되는 정도로 골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며 Lunar 회사 제

품인 Dual Photon X-ray Absorptiometry (DPX-α)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골밀도의 측정부위는 ISCD에서 L1-L4평균치를 기준으로

진단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lumbar vertebra (요추)

(L1-L4), femoral neck (대퇴경부), greater trochanter (대퇴대

전자부), Ward's triangle (Ward삼각부) 부위를 측정 하였다.

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라 T-score를 이용한 골밀도를

기준으로 하여 정상은 T-score -1이내, 골감소증은 T-score를

-1에서 -2.5이내, 골다공증은 T-score -2.5이하인 경우로 정의

한다[12].

자료처리

본 실험의 자료처리는 SPSS Ver. 12.0을 이용하여 모든 변인

에 대한 평균값(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였다. 사전 실험

군과 대조군의 신체적 특성과 각 측정변인에 대한 동질성은

independent t-test 검정으로 확인하였다. 각 집단내의 운동 전

ㆍ후 차이검증은 paired t-test, 집단간 차이검정은 차이 값(사

후-사전)에 대한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였다. 또한 신체부

위별 골밀도와 골감소증, 골다공증의 분포현황은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실수로 표시하였으며, 또한 프로그램실시 전 대상자

전체의 특성, 신체조성 및 체력과 골밀도 간의 관련성을 분석

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이용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검증의 유의수준은 α=.05 수준으로 검증하였다.

결 과

신체조성의 변화

발레 프로그램 수행에 따른 신체조성의 변화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집단 내 평균치의 변화는 실험군에서 BW와 BMI를

제외한 TBF (p<0.01), %fat (p<0.01)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LBM (p<0.05)은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대조군에서는 BW,

TBF, LBM, %fat, BMI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집단간의

변화량 차이검증에서는 TBF (p<0.01), LBM (p<0.01), %fat

(p<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fat에서는 두 그룹에

서 모두 저비만(26.11±7.56 vs 30.59±5.47%)에 속하지만, BMI

에서는 두 그룹 모두 정상(21.12±3.85 vs 20.63±1.14 kg/m
2
이

하) 수준이었다.

체력의 변화

발레 프로그램 수행에 따른 체력의 변화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집단 내 평균치의 변화는 실험군에서 AMS (p<0.05),

sit-ups (p<0.01), STF (p<0.05), SLJ (p<0.001), CFB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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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s of the body composition before and after RAD ballet program training for 12 weeks

Variable
EXP (n=7)

p*
CON (n=7)

p* p #

pre post pre post

Weight (kg)

TBF (kg)

LBM (kg)

%fat (%)

BMI (kg/m2)

55.10±11.5

16.80±8.6

38.30±3.2

29.20±7.5

21.38±3.7

55.21±11.7

14.97±8.3

39.52±3.8

26.11±7.6

21.12±3.9

0.872

0.004

0.014

0.002

0.086

53.14±4.3

16.07±3.0

37.07±4.4

30.24±5.6

20.84±1.3

52.03±4.5

16.10±3.1

36.65±4.0

30.59±5.5

20.63±1.1

0.429

0.935

0.249

0.471

0.140

0.478

0.004

0.006

0.001

0.813

Means±S.D., EXP: Experimental group, CON: Control group.

TBF: total body fat, LBM: lean body mass, BMI: body mass index.

*Significant difference within groups in paired t-tes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in independent t-test (post value - pre value).

Table 5. Changes of the physical fitness before and after RAD ballet program training for 12 weeks

Variable
EXP (n=7)

p*
CON (n=7)

p* p#

pre post pre post

AMS (kg)

Sit-ups (beat/min)

STF (cm)

SLJ (cm)

CFB (sec)

1,200 m R&W (sec)

41.6±18.1

23.6±7.1

10.2±5.7

122.6±18.6

24.6±14.1

286.0±41.0

55.2±18.0

37.6±4.4

15.2±5.0

131.3±17.9

32.9±16.7

248.3±38.7

0.023

0.004

0.047

0.001

0.002

0.002

37.9±9.9

21.0±7.9

3.8±8.6

134.0±17.3

33.7±17.6

317.3±45.0

37.1±9.2

19.4±5.1

4.8±7.0

123.0±9.4

38.7±22.3

349.1±25.9

0.600

0.313

0.663

0.136

0.461

0.034

0.010

0.001

0.128

0.011

0.625

0.001

Means±S.D., EXP: Experimental group, CON: Control group.

AMS: abdominal muscular strength, STF: sitting trunk flexion, SLJ: standing long jump, CFB: closed-eyes foot balance, 1,200 m

R & W: 1,200 m running & walking.

*Significant difference within groups in paired t-tes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in independent t-test (post value - pre value).

1,200 m R & W (p<0.01) 모두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대조군에

서는 1,200 m R & W (p<0.05)에서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집단간의 변화량 차이검증에서는 AMS (p<0.01), sit-ups

(p<0.001), SLJ (p<0.05), 1,200 m R & W (p<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발레 프로그램에 운동에 의한 확실한 신체

활동의 효과가 나타났다.

골밀도의 변화

발레 프로그램 수행에 따른 골밀도의 변화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집단내 평균치의 변화는 실험군에서 lumbar verte-

bra (L1-L4), femoral neck, greater trochanter, Ward's triangle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대조군에서는 lumbar vertebra

(p<0.01), greater trochanter (p<0.05), Ward's triangle (p<0.05)

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집단간의 변화량 차이검증에서는

greater trochanter (p<0.01), Ward's triangle (p<0.05)에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대조군에서는 골밀도가 모든 항목해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신체부위별 골밀도와 골감소증, 골다공증의 분포현황

Table 7에서와 같이 신체부위별 골밀도와 골감소증, 골다공

증의 분포현황에서 실험군에서는 실험전 골감소증에 해당하

는 인원이 lumbar vertebra 2명, femoral neck 1명, greater

trochanter 2명, Ward's triangle 2명에서 발레 프로그램 수행

12주 후 변경된 사항이 없었으나, 대조군에서는 골감소증에

해당하는 인원이 실험전 lumbar vertebra 2명, femoral neck

2명, greater trochanter 1명, Ward's triangle 0명에서 12주 후

lumbar vertebra 2명, femoral neck 2명, greater trochanter

4명, Ward's triangle 3명 등으로 나타나, 골감소증 대상이 각

각 greater trochanter와 Ward's triangle에서 3명의 증가를 나

타냈다.

신체조성 및 체력과 골밀도간의 상관관계

발레프로그램수행 전 전체 연구대상자에 대해서 신체조성,

체력 및 골밀도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8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체중은 femur 3부위 골밀도(p<0.05)에서, TBF는

femoral neck (p<0.05)와 greater trochanter (p<0.01)에서,

LBM은 femoral neck (p<0.05)와 Ward's triangle (p<0.05)에

서, %fat는 greater trochanter (p<0.05)와 높은 정적 상관관계

를 내었다. BMI는 femoral neck (p<0.05)와 greater trochanter

(p<0.01)와 높은 정적 상관성을 보였으며, AMS 또한 greater

trochanter (p<0.05)와 Ward's triangle (p<0.01)과 정적 상관성

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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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anges of the bone mineral density before and after RAD ballet program training for 12 weeks

Variable
EXP (n=7)

p*
CON (n=7)

p* p #

pre post pre post

lumbar vertebra 1-4

femoral neck (g/cm2)

greater trochanter (g/cm
2
)

femoral Ward's triangles (kg/m2)

1.08±0.11

0.90±0.12

0.72±0.14

0.83±0.15

1.04±0.10

0.92±0.15

0.78±0.22

0.91±0.24

0.593

0.661

0.395

0.195

1.08±0.14

0.89±0.13

0.73±0.13

0.86±0.12

0.99±0.09

0.84±0.10

0.65±0.07

0.78±0.11

0.004

0.470

0.050

0.026

0.133

0.449

0.019

0.040

Means±S.D., EXP: Experimental group, CON: Control group.

*Significant difference within groups in paired t-tes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in independent t-test (post value - pre value).

Table 7. Distribution of subjects with osteopenia or osteoporosis according to the T score of Bone Mineral Density before and

after RAD ballet program training for 12 weeks

T score

LV FN GT WT

Exp. Con. Exp. Con. Exp. Con. Exp. Con.

befo. after befo. after befo. after befo. after befo. after befo. after befo. after befo. after

>-1

-1～-2.5

≤-2.5

5

2

0

5

2

0

5

2

0

5

2

0

6

1

0

6

1

0

5

2

0

5

2

0

5

2

0

5

2

0

6

1

0

3

4

0

5

2

0

5

2

0

7

0

0

4

3

0

LV: Lumbar vertebra(L1-L4), FN: Femoral neck, GT: Greater trochanter, WT: Femoral Ward's triangle.

Table 8. Correlation between body composition and physical

fitness and bone mineral density in total subjects

before training (N=14)

Variable
Bone Mineral Density

LV FN GT WT

Height

Weight

TBF

LBM

%fat

BMI

AMS

Sit-ups

STF

SLJ

CFB

1,200 m R&W

0.11

0.40

0.44

0.17

0.44

0.42

0.15

0.09

0.21

0.42

0.45

0.20

0.33

0.69**

0.55*

0.63*

0.38

0.66*

0.40

-0.05

0.34

0.10

0.33

-0.12

0.30

0.77**

0.74**

0.52

0.61*

0.77**

0.64*

-0.13

0.35

0.24

0.19

-0.03

0.42

0.58*

0.41

0.62*

0.24

0.48

0.66**

-0.02

0.12

0.11

-0.09

-0.42

*p<0.05, **p<0.01.

TBF: total body fat, LBM: lean body mass, BMI: body mass

index, AMS: abdominal muscular strength, STF: sitting trunk

flexion, SLJ: standing long jump, CFB: closed-eyes foot balance,

1,200 m R & W: 1,200 m running & walking, LV: lumbar

vertebra (L1-L4), FN: Femoral neck, GT: Greater trochanter,

WT: Ward's triangle.

각 신체부위별 골밀도간의 상관관계

Table 9에서와 같이 부위별 골밀도와의 상관관계는 lumbar

vertebra와 femoral neck, 전체 골밀도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0.01). lumbar vertebra와 greater trochanter, fem-

oral neck와 greater trochanter, Ward's triangle, 전체 골밀도

Table 9. Correlation between Physical Parts of BMDs in total

subjects before training (N=14)

Variable LV FN GT WT

Lumbar(L1-L4) vertebra

Femoral Neck

Greater Trochanter

Femoral Ward's Triangle

Whole Body

1.000

0.692**

0.439

0.190

0.830**

1.000

0.426

0.487

0.511

1.000

0.454

0.066

1.000

0.071

**p<0.01 LV: lumbar vertebra (L1-L4), FN: Femoral neck, GT:

Greater trochanter, WT: Femoral Ward's triangle.

간에는 높은 상관을 보였지만, 유의성 있는 상관관계는 나타

나지 않았다.

고 찰

12주 동안의 여대생 발레 프로그램 수행 후 신체조성 변인

의 변화는 Table 4에 나타나 있다. 실험군에서 체지방량과 체

지방률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제지방량은 유의하게 증가 하

였다. 반면에, 대조군에서는 체중, 체지방률, 체지방량, 제지방

량 및 체질량지수 등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집단간 차이

검정에서는 체지방률, 체지방량 및 제지방량에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중년여성의 연구[13,14] 등에서는 실험이후 제지방량의 증

가가 뚜렷하지 않으면서 체지방량과 체지방률이 감소하는 양

상을 보이는 반면, 여대생의 연구[15] 에서는 제지방량이 증가

하고 체지방량과 체지방률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체중이



Journal of Life Science 2009, Vol. 19. No. 8 1099

감소하는 것은 같으나 신체조성의 변화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현상이 체중의 변화가 적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고, 중년여성

보다 젊은 여성에게서 체중조절에 있어 더 유리한 하나의 이

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선미[26]는 발레 경력 7년의 발레리나 16명과 일반여대

생 16명을 체지방과 골밀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체지방량

과 체지방률에서 발레리나와 통제집단간에 차이를 나타내었

다는 연구 결과는 발레 후 지방의 연료이용률과 안정시 대사

량 증가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발레는 근력, 유

연성, 스피드, 협응력, 민첩성 등을 요구하는 에너지 소모가

큰 운동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훈련에 의해 근육

량은 증가하고 체지방량은 감소한다는 보고를 지지하는 결

과로 사료된다. 또한 경력에 따른 여성 발레 무용수의 비만

도 비교에서도 체지방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BMI 비교에

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발레 무용수

의 경우 체지방의 감소로 인한 체중의 감소량이 근육량 등의

증가량과 유사하였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32]. 본 연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LBM의 차이는 체력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경우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fat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험군의 경우 발레 프로그램 수행

후 26.11%로의 감소를 보여 정상에 가까운 수치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한편, Hong [9]은 한국무용전공 여고생과

일반여고생 간의 신체조성 및 골밀도의 비교분석에서 무용전

공 여고생이 일반여고생보다 약 5 kg 정도 제지방량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 최미자[6]의 무용전공자와 비전공자

의 신체조성에 관한 연구에서 무용전공 여대생의 체지방률과

체지방량이 일반여대생보다 적었고, 제지방량은 비슷하였다

고 하였다. 다른 무용보다도 점프동작 등이 많아 다리에 부하

를 많이 주는 발레는 하체의 제지방량 증가에 더욱 유리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다.

운동하지 않는 한국 여대생들을 2년간 골밀도변화를 추적

한 연구[50]에서 연구 시작 시 절대 체지방량이 13.6 ㎏, 체지방

률이 26%였고, 연구 종료 시 체지방량이 14.8 ㎏으로, 체지방

률이 28%로 약간 증가하여 체중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체지방

이 증가하여 여대생의 경우 고학년일수록 신체활동이 줄어들

면서 체지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중년 대상의

평균나이 57±3세의 남 18명, 여 30명을 대상으로 식이와 운동

에 의한 체중감소를 연구한 결과[7] 운동에 의한 체중감소 그

룹은 체중감소가 이루어졌어도 식이에 의한 체중감소 그룹과

달리 골밀도의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운동이 최선

의 방법임을 나타냈다.

체력 변인의 변화는 Table 5에 나타나 있다. 실험군에서 복

근력, 윗몸일으키기, 앉아서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

기, 눈감고외발서기와 1,200 m 달리기-걷기에서 모두 유의하

게 향상되었고, 대조군에서는 1,200 m 달리기-걷기에서 감소

를 나타내었다. 집단간 차이검정에서도 근력, 근지구력, 순발

력, 심폐지구력에서 실험군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

한 차이는 실험군의 체지방량의 감소와 제지방량의 증가가

체력의 향상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중 하나였다고 생각된다.

남ㆍ여 발레 무용수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슬관절의 신장성

수축력과 단축성 수축력의 차이를 비교한 Mazess & Barden

[37]은 성별에 관계없이 발레 무용수의 근력이 유의하게 높았

다고 하였고, 고영희[29]의 무용전공에 따른 신체조성 및 체력

비교에서 무용집단과 일반집단과의 차이에서 무용집단이 근

력, 근지구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정희선[12]은 발레는 아

주 높은 수준의 근력, 유연성, 스피드, 민첩성, 그리고 균형을

요구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으며, 발레연습을 6개월 한 유아는

일반 유아에 비해 근지구력, 순발력, 유연성 및 평형성에서

차이를 나타냈다[8].

이는 발레의 움직임이 턴이나 업과 같은 근력 자체에 강도

높은 동작과 근육의 스트레칭 위주의 동작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사료된다. 발레에서는 battements frappes single (양다

리, 양발을 강하게 하고 속도를 빨리 해주는 동작) 동작이 민첩

성을, arabesques (왼쪽다리로 서서 오른쪽다리는 뒤로, 90도

높이의 공간에 똑바로 뻗는다) 동작이 평형성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30].

김제영[21]은 프로무용수의 신체조성, 기초체력과 골밀도

수준에 관한 연구에서 발레집단이 일반 집단보다 순발력이

높게 나타났고, 또한 여자대학 무용전공 학생과 여자수영, 체

조, 농구 선수들 간의 체력의 차이를 비교[51]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이런 결과는 발레가 매우 높은 점프

와 회전을 중심으로 주로 동적인 동작을 위주로 연습하기 때

문에 순발력이 향상되고, 연속적인 동작을 반복함으로서 평균

이상의 운동 강도로 심장에 보다 많은 자극을 가함으로서 심

폐지구력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되며, 발레 공연이

2시간정도 진행된다는 사실로 본다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

을 것이다. 발레의 모든 동작은 숙련정도에 따라 하지의 부하

량 증가와 에너지 대사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기

술습득은 곧 제지방량의 증가와 에너지소비량 증가로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한다. 김종원[19]의 비만

여중생 대상의 댄스스포츠 연구에서도 일반학생에 비해 비만

여중생의 %fat, TBF 변화가 적은 것은 댄스스포츠 기술습득이

일반학생에 비해 늦기 때문에 목표한 운동강도에 도달하지

못한 점들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소비량에 있

어서 무용동작의 습득이 운동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골밀도 변인의 변화는 Table 6에 나타나 있다. 실험군에서

요추(L1-L4), 대퇴경부, Ward삼각부, 대퇴대전자부 모두 차이

가 없었고, 대조군에서는 요추, Ward삼각부, 대퇴대전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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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집단간 차이검정에서도 Ward삼각

부와 대퇴대전자부에서 실험군이 유의하게 높았다.

여러 무용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오덕자[40]는 무용전공

별 연령대에 따른 요추 골밀도에 관한 연구에서 19～21세의

경우 요추(L1-L4)가 현대무용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발레집단은 L3와 L4의 골밀도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 정희선[12]은 경

력 5년 이상의 20대 초반 무용전공생(한국무용, 발레)과 일반

여대생간의 요추 골밀도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무용, 발레, 일

반집단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주성[18]은 12

주간 체중부하운동이 여대생의 골대사에 미치는 효과에서 실

험군이 대조군보다 요추(L1-L4)의 골밀도가 증가하였다고 보

고하였다.

다만, 중년여성 특수 대상자 복합운동(1년)[28]과 일반 대상

자 벨리댄스(12주)[27]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는 않았

지만, 골밀도 개선 및 지연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하여, 나이

에 따른 생리적 기전에 대해 추후 이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외국 연구들에서도, 19세에서 25세 여성 42명을 대상으로

골밀도를 연구한 Wallace와 Ballard [52]는 여가시간의 체중부

하 신체활동이 요추의 골무기질함량을 15%의 증가를 가져온

다고 설명하였다. 이런 선행연구결과들을 보면, 골밀도 향상

을 위한 저항운동이나 체중부하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된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또한 Bassey 등[3]은

폐경 후 여성보다 폐경 전 여성이 운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

며 운동이 폐경이전에 이루어질 때 골밀도의 효과적인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골다공증은 예방이 중요한 질

환이므로 대학교 시기야말로 여성에게 있어 가장 운동이 필요

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순[17]의 실험에서는 대퇴전자부는 발레집단이

일반집단보다 낮게 나타났고, Ward삼각부에서도 발레집단보

다 일반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박정윤 등[42]도 무용전공

발레경력 8년 이상인 여대생 발레리나 10명을 대상으로 여대

생 발레리나의 유산소성 능력과 에스트로겐 호르몬 및 골밀도

에 관한 연구에서 발레리나 집단이 일반 여대생 집단 보다

비교적 낮은 에스트로겐 농도와 골밀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집단의 골밀도가 일반인보다 높

다고 한 여러 연구의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것은 체형과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무분별한 다이어트, 공연

에 따르는 스트레스, 강도 높은 훈련 등의 이유로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감소, 월경기능부전을 야기 시켜 골밀도가 저하된

것으로 경력이 많은 직업무용수 일수록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

된다.

따라서, 골밀도의 모든 결과는 골격계의 여러 부위가 동일

한 골밀도로 동시에 발달되는 것이 아니며 최대 골량 획득시

기도 골격의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사실과 일치한다[53].

또한 평균 연령 21.5세의 여대생들의 골밀도 변화를 2년간 추

적 조사하여 그들의 요추골 및 대퇴골밀도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음을 관찰한 Song [48]의 연구와 골밀도는 대략 25-35세 전

후로 최고치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에 근거할 때 본 연구에

참여한 여대생의 평균 연령이 21세 이므로 이들의 골밀도가

아직 최대골밀도에 이르지 않은 계속적인 골밀도 성장주기에

놓여 있는 상태이므로 바람직한 골량의 획득을 위한 생활습관

의 실천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체지방과 불규칙식사 등은 전

체 골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38명[36]과 129

명[34]의 일반 여대생의 영양상태를 조사한 결과 권장섭취비

율에서 지질의 섭취가 높고 칼슘의 섭취가 각각 80.92%와

47.5%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칼슘의 흡수를 저해하는 탄산

음료나 가공식품 및 육류의 섭취가 늘어난 것이 원인일 것으

로 추측하였다.

골다공증 판단 근거인 T-score (젊은 여성의 평균적인 최대

골밀도와 비교한 값)에 따라 WHO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하

여 조사대상자를 분류한 결과 실험군의 경우 실험전과 12주

실험후에 골감소증에 포함된 대상자의 변화가 없었으나, 대조

군에서는 실험전과 12주 후에 워드삼각부와 대퇴대전자부에

서 각각 3명의 대상자가 증가하였다. 이는 발레프로그램이 짧

은 기간에 골감소증으로의 이행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실험기간이 좀 더 길다면 정상의 비율을 증가시킬 수도 있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평균적으로

28%가 골감소증에 해당된다는 것은 여대생이 아직 골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된

다. 골밀도는 사춘기 때부터 20대 후반까지 증가하여 최대 골

밀도에 이르게 되며 약 35-40세까지 유지되기 때문이다[34].

같은 여대생의 골밀도 연구[36]에서는 38명중 정상 22명

(57.89%), 골감소증 16명(42.11%)으로 본 연구의 결과보다도

골감소증 대상자가 많았으며, 골다공증에 속한 대상자는 없었

다. 본 연구의 경우 1학기 때 12주 동안 실시하였는데, 실험군

보다 대조군의 골감소증 대상자 증가는 학기 초에 대학교 특

성상 잦은 술자리와 행사 등에 의한 술, 인스탄트 스낵과 탄산

음료수 등의 과다섭취가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다. 다른 연령

에서도 골다공증 노인여성 3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11]에서

약물과 운동을 병행한 실험군에서 T-score의 감소가 유일하였

다는 결과를 볼 때 운동이 새로운 뼈의 생성에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체조성 및 체력과 골밀도간의 상관관계에서 체중과 골밀

도 간의 정적 상관성에 대해서는 Kim & Kim [24]연구에서

마른 체형에 비해 비만한 여성의 골밀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

으며 이는 부하운동이 뼈를 단단하게 하는 것과 같이 무거운

체중의 부하중력이 뼈를 단단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연구결과들[16]과 같이 골밀도와 가장 상관성이 높았다. TBF,

%fat과 골밀도 간의 정적 상관성에 대해서는 기존 선행연구에

서도 많이 보고되었다[16,23,36,46]. 본 연구에서도 TBF와 %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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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을수록 대퇴부의 골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BMI 또한 같

은 결과를 나타냈다. LBM과 복근력은 대퇴경부와 Ward삼각

부에서 모두 정적인 상관성을 보였는데, 이는 운동이 골밀도

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것과도 일치하며, 근육량이 관련이 있

음을 나타낸다. 근육량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운동과 골밀도

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6개월 저항운동[4]과

8주간의 웨이트 트레이닝, 서킷 웨이트트레이닝 연구[44]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의 일정한 유지가 골밀도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

어 식이다이어트만을 할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

다. 신체특성 관련이 아닌 식이요인과 골밀도 관계에서는 탄

수화물과 유지류 섭취가 골밀도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36].

본 연구에서의 부위별 골밀도의 상관관계에서는 요추와 대

퇴경부, 전체 골밀도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중년여

성들의 골밀도 연구[47]에서는 요추와 대퇴경부, 대퇴전자부,

Ward's triangle에서 0.724, 0.556, 0.674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

였다고 하였으며, 임창훈 등[35]의 연구에서도 요추와 대퇴경

부, 대퇴전자부, Ward's triangle에서 0.668, 0.724, 0.653라고

한 것과 비슷하였다. 골밀도를 측정함에 있어 전신 골밀도가

부위별 골밀도를 잘 반영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요추, 대퇴골

경부 등의 부위별 골밀도를 함께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발레프로그램 수행이 신체조

성, 체력 및 골밀도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실험군에서 체중의 감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지방량과 체지방률이 감소하고, 제지방량이 증가하였으며,

체력에서도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좋은 결과를 보여 발레

프로그램 수행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하지

만 각 부위별 골밀도 변화의 차이는 골형성을 자극하는 부하

된 힘의 크기와 힘의 부하방향, 적용된 근육의 수축방향과 크

기에 관련하여 각 부위의 골이 서로 다른 유동적인 변화 상태

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골밀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각 부위에 맞는 일반인 대상의 골다공

증 예방 동작들을 개발하여 수행한다면 최근 몇 년 사이에

골밀도가 감소하는 여대생들에게 발레운동이 인기 있는 대상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좀 더 실험기간을 늘리고, 여대생

은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적 건강관리와 골다공증 예방의 중요

성에 대한 교육과 함께 골에 자극을 주는 신체활동과 운동을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운동을 하지 않은 20대 초반 여대생을 대상으로

발레운동이 신체조성, 체력 및 골밀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하기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RAD 발레 프로그

램을 12주간 수행한 결과 신체조성에서는 TBF, LBM, %fat가,

체력에서는 AMS, sit-ups, SLJ, 1,200 m R & W가, 골밀도에서

는 GT, WT가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고, 신체부위별 골밀도

분포현황에서 골감소증이 실험군에서 변화가 없었으나, 대조

군에서는 GT와 WT에서 3명의 증가를 보였다. 신체조성, 체력

및 골밀도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체중, TBF, LBM, %fat, BMI,

AMS가 높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부위별 골밀도의 상관

관계에서는 요추 골밀도, 대퇴경부, 전체 골밀도에서 높은 정

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RAD 발레 프로그램이 신체조성, 체

력 및 골밀도에 대한 예방 및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골밀도를 결정하는 주요 인자로 나이,

체질량지수, 흡연, 운동, 영양소섭취량 이외에도 보다 큰 비중

을 차지하는 유전적 소인이 있으므로 이러한 소인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점차 젊은

층으로 확대되는 골감소증 현상에 주목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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