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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 combined exercise program using a ballet bar and elastic 

bands on the body composition, physical strength, and postural correction of middle-aged women.

Methods : The subjects were 28 middle-aged women with no ballet experience. They were divided into an experimental group 

(n=14; exercise group) and a control group (n=14; non-exercise group) through random sampling. The experimental group underwent 

an exercise program using a ballet bar and elastic bands for 50 minutes twice a week for 12 weeks, whereas the control group 

performed no exercise. The subjects in both group had their body composition, physical fitness, and postural angles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A paired t-test was used to compare pre- and post-test values within each group, and a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was employed to compare pre- and post-test changes between the two groups.

Results : Regarding body composition,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BMI (p<.05), body fat percentage (p<.001), and 

muscle mass (p<.001) were observed  between the two groups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For physical fitness,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s in quick reflexes (p<.001), muscle endurance (p<.001), and muscle 

strength (p<.001). For postural correction, the experimental group exhibi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s in all variables: the 

head (p<.001), shoulder (p<.001), cervical tilt (p<.001), right-left pelvic tilt (p<.001), and anterior-posterior pelvic tilt (p<.001).

Conclusion : A combined exercise program using a ballet bar and elastic bands had positive effects on the body composition, 

physical fitness, and postural correction of middle-age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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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중년 시기는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신체적 

노화가 시작되어 몸이 뻣뻣해지고 신체활동의 감소로 

인해 골 도, 근육량과 근력이 저하되며 사회활동의 증

가로 바른 자세 유지나 움직임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시

기이다. 더불어 체지방이 증가하여 소화불량, 비만, 만성

요통, 우울증, 등의 질환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

기이기도 하다(Sin, 2014).  

또한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업무에 임한 결과 거북목

증후군, 굽은등, 척추측만증, 긴장성 두통 등의 질환을 

야기시킨다(Park, 2018). 특히, 중년여성은 출산으로 인한 

골반의 변형, 골반 비 칭이 일어나고(Park, 2013) 골반 

경사가 더욱 증가하여 골반 전방경사로 인한 척추변형, 

척추관협착증, 요통 등의 발생을 일으킬 수 있다(Seo, 

2013). 실제로 중년여성은 중년남성에 비해서 건강관리

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Son, 2014) 이러한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중년여성의 체지방, 체력과 자세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효과적인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발레 바 운동은 아름다운 바디라인, 체형과 체력증진

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무용수들이 춤을 추기 전에 

아름다운 선열, 유연성과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

성을 가진 준비운동이었으나(Park과 Suh, 2003) 근래에

는 유아에서부터 일반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

으로부터 관심의 상이 되고 있다. 그 종류에는 마룻바

닥을 이용해서 누워서 하거나 혹은 앉아서 실시하는 플

로어 바 운동과 선 자세에서 실시하는 바 운동이 있다. 

플로어 바 운동은 복부와 골반의 근육을 자극하여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코어근육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눕거나 앉은 상태에서 실시하기 때

문에 골반이나 척추 혹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아 골다

공증, 관절염 등과 같이 뼈와 관절이 약한 연령층에 좋

은 운동으로 상해예방 재활에도 효과적이다(Lee, 2018). 

바 운동은 모든 동작을 선 자세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하지의 근육과 근력강화에 더 초점을 두고 순발력, 근지

구력, 균형감각을 발달시키며 서서 실시하기 때문에 선 

자세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좀 더 효과를 줄 수 

있다(Noh, 1999). 

그러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플로어 바(Kim, 2018; 

Moon, 2014; Moon과 Lee, 2012) 혹은 선 자세에서의 바

(Kim, 2010; Kim, 2011; Kim, 2016a)에 한 독립된 프로

그램이 부분이고 측정항목에서도 자세교정에 관한 논

문은 체형측정(Kim, 2012b; Kim, 2016b; Lee, 2014b) 항목

만 측정한 경우가 다수이며 연구 상자도 아동(Lee 

등, 2009), 20~30  성인(Moon과 Lee, 2012)을 상으로 

한 경우의 연구들이 부분이다. 

또한 발레 바 운동의 단점은 모든 운동이 복부심부와 

하지에 집중되어있다는 점이다. 상지·하지와 몸통의 근

육과 근력의 균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탄성밴드 운동

을 발레 바 운동과 복합적으로 구성하였다. 탄성밴드는 

저항성운동 중 웨이트 기구보다 부상의 위험성이 낮고 

개인의 체력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여 재활뿐만 아니라 

건강체력 증진이나 자세교정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Patterson 등, 2001). 선행연구에서 탄성밴드와 복합운동

프로그램의 연구도 다양하게 발표되고 있다. 탄성밴드와 

유산소 복합운동(Kim과 Cho, 2013), 탄성밴드와 스위스 

볼 복합운동(An 등, 2008), 필라테스 매트운동과 탄성밴

드 복합운동(Kim 등, 2011)  등 여러 분야의 연구로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발레 바와 밴드운동의 복합운동

은 연구가 미흡한 단계에 있다. 그 중에서도 중년여성을 

상으로 하는 자세교정 연구는 극히 드물다. 그러므로 

몸통과 하지에만 집중된 발레 바 운동의 단점을 보완하

고 40~50  중년의 현상인 체지방 증가, 근육량 저하를 

해결하면서 체력을 강화시키고 변형되는 체형의 바른 

교정을 위한 발레 바와 밴드운동의 복합운동프로그램의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력과 자세교정의 상승효과를 

극 화하기 위하여 발레 바와 탄성밴드의 복합운동으로 

중년여성의 신체조성, 체력, 자세교정 효과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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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상자는 경상남도 C시에 거주하는 40~50

 중년여성 중 발레 경험이 없고, 선 자세의 추선검사

를 통해 정상 각도에서 벗어난 피험자를 선정했다. 상

자 수는 G*Power 3.0을 이용하여 검정력(1-2종 오류

[β])=0.80, 유의수준(α)=0.05, 효과크기(f)=0.5(그룹 간의 

차이를 중간효과 크기로 설정)로 계산한 결과 본 연구에

서는 26명이 필요하며 탈락률 약 10 %를 고려하여 총 

30명을 모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자 중 중도탈락

자 2명을 제외한 28명을 단순표집으로 운동군 14명과 통

제군 14명을 나누었다. 상자들은 사전에 연구 내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Age (years) Height (cm) Weight (kg) BMI (㎏/㎡)

EG (n=14) 50.07±3.79 158.30±5.65 61.89±11.36 24.62±4.02

CG (n=14) 47.35±5.95 158.27±3.95 56.14±8.64 22.36±2.90

Value; mean ± standard deviation, BMI; body mass index 
EG; exercise group, CG; control group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2. 측정도구 및 측정방법

신체조성은 생체전기저항법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기

(인바디 370, 인바디, 한국)를 사용하여 체중, 체지방률, 

BMI, 근육량을 측정하였다. 피험자들은 검사 전 신체활

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며 금속제품을 착용하

지 않고 맨손으로 손 전극을 잡고 맨발로 발 전극을 밟

은 후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체력은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을 측정하였다. 근력은 

악력계(KS-301, 라비센, 한국)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최 한 힘을 발휘하여 손잡이를 5초간 잡고 유지한다. 

양 손 모두 2회씩 실시하여 0,1 kg 단위로 큰 수치를 기

록하였다. 근지구력은 윗몸일으키기를 이용하여 양 손을 

머리 뒤로 깍지 끼고 시작 신호와 함께 상체를 일으켜 

팔꿈치가 무릎에 닿는 횟수를 30초간 시행하며 초시계

(HS-20, 카시오, 일본)를 이용하여 2회를 측정하고 순발

력은 제자리멀리뛰기를 이용하여 두 발을 고정한 상태

에서 무릎 반동을 하여 제자리에서 최 한 멀리 뛰어 출

발점에서 착지한 발의 뒤꿈치까지의 거리를 줄자(H-20, 

타지마, 한국)로 측정하고 2회 실시하여 0.1 cm 단위로 

큰 수치를 기록하였다.

자세측정은 자세의 바른 정도를 검사하기 위하여 실

시하는 추선검사(Bullock, 1993)를 통해 상자의 자세가 

기울기 0 ̊의 표준자세와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지 

자세측정 장비(E-5503, 엑스바디, 한국)를 이용하여 검사

하였다. 각 관절의 부위가 잘 보이도록 신체와 착되는 

옷으로 착용하여 정면검사 시에는 귓불, 견봉돌기, 전상

장골극, 슬개골 중앙, 경골조면, 발목 전면 중앙에 마커

를 부착하였다. 피험자가 평소 선 자세로 인위적인 자세

를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며 양 발 간격 5 cm, 시선

은 2 m 앞을 향한 자세로 측정하였다. 전면에서는 양측 

귓불을 이은 선과 바른 수평선이 이루는 각도를 머리기

울기로 측정하였으며 양측 견봉돌기를 이은 선과 수평

선이 이루는 각도를 어깨기울기로 측정하였고, 양측 전

상장골극을 이은 선과 수평선이 이루는 각도를 골반기

울기로 측정하였다. 측면에서는 복사뼈 외측 앞 경계선

의 수직선을 기준으로 외이도와 상완골두 중앙을 이은 

선과 수직선이 이루는 각도를 경추기울기로 측정하였으

며 장골능과 전자를 수직으로 이은 선의 각도는 골반

경사 각도로 측정하였다. 기준수직선에서 전방으로 돌출

하면 양(+)의 값, 반 의 경우는 음(-)의 값으로 기록하였

다.

3. 운동 프로그램

본 연구의 운동프로그램은 발레 바와 탄성밴드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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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운동으로 운동군(n=14)은 12주 동안 주 2회, 1회당 50

분(준비운동: 5분, 본운동: 40분, 정리운동: 5분), 본운동

은 중강도(RPE 13~14)로 구성하여 실시하였고 통제군

(n=14)은 무처치군으로 12주 동안 운동을 실시하지 않았

다. 준비운동 시간, 빈도, 강도의 설정은 ACSM(2006)을 

참고하였고 운동프로그램은 Table 2와 같다. 

Contents

Warm up (5 min) Turn joint & stretching

Main exercise

(40 min, RPE 13-14)

Ballet Barre exercise

(20 min)

Plie

Battement degage

Round de jamble aterre

Relve

Grand-battement

Changment 

Limbering

Elastic band exercise

(20 min)

Point-flex

Hip movement

Chest build a movement

Hold the ankle lifting body

Frog leg stretch

Leg raise

Grand-battement

Cool down (5 min) Turn joint & stretching

Table 2. Exercise program

본운동에서 동작에 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

다.

1) 발레 바 운동(20분)

(1) 플리에(plie): 서서 척추를 곧게 펴고 양 발을 외회

전한 상태에서 무릎을 접었다가 괄약근을 조이면

서 무릎을 편다. 10회, 3세트를 반복 실시한다.

(2) 바뜨망 데가제(battement degage): 서서 다리를 45 ° 

높이로 정면, 측면, 후면 방향으로 퇴부에 힘을 

주어 든다. 10회씩 2세트를 반복 실시한다.

(3) 롱드 잠 아떼르(round de jamble aterre): 서서 한 다

리로 원을 그리듯이 고관절을 회전시킨다. 10회씩 

2세트를 반복 실시한다.

(4) 를르베(releve): 양 발을 모으고 서서 뒤꿈치를 업 

다운하며 10회, 3세트를 반복한다.

(5) 그랑 바뜨망(grand-battement): 서서 정면, 측면, 후

면으로 높이 발차기를 한다. 10회씩 2세트를 반복 

실시한다.

(6) 샹즈망(changment): 서서 바를 잡은 상태에서 발바

닥으로 바닥을 며 점프한다. 10회씩 2세트를 반

복 실시한다.

(7) 림바링(limbering): 한 다리를 바에 올려놓고 무릎

을 접었다 펴고 상체를 하체쪽으로 가까이 하며 

스트레칭을 한다. 정면, 측면, 후면으로 하며 2회

씩 반복 실시한다.

2) 탄성밴드 운동(20분)

밴드는 빨간색을 1~6주, 초록색을 6~12주 사용하여 실

시하였다.

(1) 포인 플랙스(point flex): 앉은 상태에서 양 발에 밴

드를 걸고 발바닥 굽힘과 발등 급힘을 반복한다. 

10회, 3세트를 반복한다.

(2) 힙 무브먼트(hip movement): 허벅지에 밴드를 감고 

발바닥을 마주 고 앉은 상태에서 고관절을 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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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켜 무릎을 아래로 내렸다 올린다. 10회, 3세트

를 반복한다.

(3) 흉부세우기(chest build a movement):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양 손은 바닥 짚고 어깨내리며 밴드에 

감긴 상체를 들어올린다. 10회, 1세트를 실시한다. 

(4) 발목 잡고 상·하체 들기(hold the ankle lifting body): 

발에 밴드를 감고 양 손에 쥔 채 엎드려 누운 상태

에서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위로 들어 올리며 양

팔도 위로 뻗어 밴드를 당겨준다. 10회, 1세트를 

반복한다.

(5) 프로그 레그 스트레치(frog leg stretch): 양 발에 밴

드를 감고 잡은 채 개구리다리 모양으로 바로 누

운 상태에서 상체와 하체를 뻗으며 견갑골이 들릴 

때까지 상체가 올라온다. 이 때 양팔은 밴드를 당

겨준다. 10회, 2세트를 반복한다.

(6) 레그 레이즈(leg raise): 양 발에 밴드를 감고 바로 

누운 상태로 바닥에 10센티 정도 띄우고 다리를 

천장으로 들어 올려준다. 10회, 3세트 반복 실시한

다.

(7) 그랑 바뜨망(grand battement): 한 발에 밴드를 감고 

잡은 채 네발기기 자세에서 다리를 뒤로 뻗어 올

려 밴드를 당겨준다. 10회씩 3세트를 반복 실시한

다.

4. 자료 분석 

측정한 데이터의 자료분석은 SPSS Ver. 18 통계 패키

지를 이용 하였으며, 각 항목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평균

을 비교·분석하였다. 사전 운동군과 통제군의 신체적 특

성에 한 동질성은 독립표본 t-검정으로 확인하였으며 

각 집단 내 프로그램 사전·사후 비교를 위해 응표본 t-

검정을 이용하고 집단 간 사전·사후 변화량의 차이를 비

교하기 위해 반복 이원변량분석을 사용하였다. 모든 통

계적 유의수준 α= .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신체조성의 변화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체조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는 Table 3과 같다. 체중에서는 집단과 시기 간에 따른 

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BMI에서 집단과 시기 간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체지방률과 근육량에

서 집단에 따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고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시기(p<.01)와 상호작용(p<.001) 

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 체력의 변화

체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제자리

멀리뛰기에서 집단에 따른 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으나 시기(p<.01)와 상호작용(p<.001)의 효과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윗몸일으키기에

서 집단에 따른 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

나 시기(p<.001)와 상호작용(p<.001)의 효과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악력에서는 집단

(p<.05), 시기(p<.001) 및 상호작용(p<.001)의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좌악력에서 집단간

에 따른 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시기(p<.001)와 

상호작용(p<.001)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 자세교정의 변화

자세교정의 변화는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정면에

서 머리기울기는 집단간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시기(p<.001)와 상호작용(p<.001)의 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어깨기울기는 집단(p<.05), 시

기(p<.001), 상호작용(p<.001)의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면에서 골반기울기와 측면에서 

경추기울기는 집단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시기

(p<.001)와 상호작용(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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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나타났다. 측면에서 골반경사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도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시기(p<.05)와 

상호작용(p<.001)의 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Variables Group Pre Post t F

Weight (kg)
EG(n=14) 61.89±11.36 60.86±11.9 1.378 T: .087

G: 1.529
CG(n=14) 56.14±8.65 56.91±9.55 -1.427 T＊G: 3.804

BMI (kg/m²)
EG(n=14) 24.10±4.02 24.10±3.97 1.759 T: .258

G: 1.870
CG(n=14) 22.36±2.90 22.70±3.33 -1.716 T＊G: 5.836#

Body fat (%)
EG(n=14) 33.64±5.56 30.61±5.79 5.553*** T: 7.958##

G: .010
CG(n=14) 31.75±1.19 32.89±1.25 -3.589***

T＊G: 38.943###

Muscle mass (kg)
EG(n=14) 21.81±3.23 22.76±3.12 -6.287*** T: 11.139##

G: 2.363
CG(n=14) 20.60±2.86 20.37±3.23 1.479 T＊G: 29.729###

Value; mean±standard deviation, EG; exercise group, CG; control group. *; paired t-test, ***: p<.001, #; interaction effect, 
#:p<.05, ##:p<.01, ###:p<.001 
T; test time, G; group, T＊G; interaction of test time and group

Table 3. The change of body composition (n=28)

Variables Group Pre Post t F

Standing long jump (cm)
EG(n=14) 132.43±14.68 143.14±14.30 -7.947*** T: 9.950##

G: .430
CG(n=14) 142.93±16.50 139.79±13.33 1.583 T＊G: 33.329###

Sit up (n/30sec)
EG(n=14) 12.36±5.15 14.36±5.49 -8.532*** T: 30.33###

G: .954
CG(n=14) 12.00±3.14 11.50±3.13 3.606**

T＊G: 84.259###

Handgrip strength right 

(kg)

EG(n=14) 26.20±5.20 29.63±4.78 -9.158*** T: 18.554###

G: 5.246#

CG(n=14) 23.83±5.50 23.07±5.38 1.531 T＊G: 45.551###

Handgrip strength left 

(kg)

EG(n=14) 24.65±5.40 28.37±4.18 -6.111*** T: 18.373###

G: 2.641
CG(n=14) 23.72±5.84 23.07±5.45 2.455*

T＊G: 43.961###

Value; mean±standard deviation, EG; exercise group, CG; control group. *; paired t-test, *: p<.05, **: p<.01, ***: p<.001, 
#;interaction effect, #:p<.05, ##:p<.01, ###:p<.001
T; test time, G; group, T＊G; interaction of test time and group

Table 4. The change of physical fitness (n=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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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Group Pre Post t F

Head tilt ( °)
EG(n=14) 3.64±1.60 1.29±0.61 7.255*** T: 20.103###

G: .163
CG(n=14) 2.50±0.85 2.71±1.20 -.611 T＊G: 28.948###

Shoulder tilt ( °)
EG(n=14) 2.50±0.94 1.43±0.53 6.817*** T: 26.263###

G: 6.627#

CG(n=14) 2.79±1.25 2.71±1.20 .366 T＊G: 21.273###

Right-left 

pelvic tilt ( °)

EG(n=14) 2.71±0.91 1.29±0.61 10.408*** T 23.111###

G: 3.545
CG(n=14) 2.50±1.02 2.79±1.19 -1.472 T＊G: 52.000###

Cervical tilt ( °)
EG(n=14) 19.43±7.80 11.14±4.45 5.951*** T: 20.260###

G: 4.009
CG(n=14) 19.14±5.96 20.36±6.34 -1.669 T＊G: 36.565###

Anterior-posterior

pelvic tilt ( °) 

EG(n=14) 16.64±3.71 11.36±3.24 8.994***
T: 7.294#

G: 1.339

CG(n=14) 14.57±5.06 16.64±3.73 -2.002 T＊G: 38.215###

Value; mean±standard deviation, EG; exercise group, CG; control group. *; paired t-test, ***: p<.001, #; interaction effect, 
#:p<.05, ###:p<.001
T; test time, G; group, T＊G; interaction of test time and group

Table 5. The change of posture correction (n=28)

Ⅳ. 고 찰

발레 바와 탄성밴드의 12주간 복합운동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하여 중년여성 28명을 상으로 운동군

(n=14)과 무처치한 통제군(n=14)의 프로그램 전·후 신체

조성, 체력, 자세교정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로 신체조성에서는 체중을 제외한 

BMI(p<.05), 체지방률(p<.001), 근육량(p<.001)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선행연구에서도 유사

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레프로그램이 여자 학생의 기초체력, 신체조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12주간 주 3회, 매회 

60~90분간 실시한 연구에서 기초체력뿐만 아니라 신체

조성 중 체지방량, 체지방률은 유의하게 감소하고 근육

량에서 유의한 증가가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Kim, 2007), 발레프로그램을 여 생을 상으로 10주간 

주 3회, 회당 60~90분씩 실시한 결과 사전보다 복부지방

률에 유의한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결과(Lee, 2014a)가 나

타났다. 

또한 Moon과 Baek(2003)의 여중생 전공자를 상으로 

120분간 발레 실기 수업을 하고 전·후 신체성분의 비교

분석에서는 체중, 체지방, 체지방률에 유의한 감소의 결

과가 보고되었으며, Choi와 Kim(2008)의 비만 중년여성

을 상으로 8주간의 발레프로그램이 신체구성과 혈중

지질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신체구성 중 체중, 체지방률, 

BMI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근육량에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

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발레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참여자들에게 체지방량, 체지

방률, BMI, 근육량에서 부분적으로 공통된 긍정적인 효

과를 가져 온다고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중장년 여성의 신체적 변화를 보면, 폐경

이나 기초 사량의 감소로 인해 근육량 감소, 골다공증, 

비만 등과 같은 증세를 겪게 되는데(Johnson과 Bal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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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Pearce, 1999) 이러한 증상은 신체활동을 통해서 근

육이 강화되고 체지방이 감소되어 완화될 수 있다

(Chahal 등, 2014; Koster 등, 2009). Kim(2012a)의 탄성밴

드를 이용한 운동프로그램을 노인여성을 상으로 12주

간 주 5회, 매회 50분씩 실시한 결과 근육량의 증가에 유

의한 결과가 나타났고, Jeong과 Jung(2019)의 근육감소증 

고령여성을 상으로 12주간 주 3회, 매회 60분씩 태권

도와 세라밴드 운동을 실시한 결과 체력과 근육량에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볼 때 본 연구

에서 체지방량과 BMI의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더라도 근

육량이 증가하면서 근비 로 인해 체중이 증가되어 체

중에서는 유의한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로 체력에서는 순발력-제자리멀리뛰기

(p<.001), 근지구력-윗몸일으키기(p<.001), 근력-악력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선

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레 수업을 30명의 6~7세 여아를 상으로 24주간 

주 3회, 매회 50분간 실시하여 순발력과 근지구력에서 

유의하게 증가된 연구(Lee 등, 2009)와 발레 플로어 바 

운동을 20  직장 여성을 상으로 12주간 주 3회, 매회 

60분씩 실시하여 체력 관련에서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이 

유의하게 증가된 연구(Moon과 Lee, 2012), 그리고 

Kim(2016a)의 발레 바 운동을 50~65세 미만의 여성을 

상으로 12주간 주 2회, 매회 50분씩 실시하여 균형, 근

력, 파워에 유의한 증가가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를 볼 

때,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공통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

음을 알 수 있다. 

발레는 유연성뿐만 아니라 근력운동을 같이 할 수 있

으며, 출산 후 회복과 중년여성의 요실금 예방에도 효과

를 준다(Park, 2014). 중년 이후에 고유수용기 기능의 감

소 현상으로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 등이 약화되나 운동

에 의해 개선될 수 있는데(Kim과 Soon, 2016) 본 연구의 

체력관련 변인의 유의한 증가로 발레 바와 탄성밴드의 

복합운동이 체력을 단련시켜주는 데 효과적인 운동프로

그램임을 증명해준다고 하겠다. 하지와 몸통에 집중된 

발레 바 운동의 단점을 보완하여 탄성밴드를 이용하여 

복합운동을 실시하였으므로 상지의 근력에 영향을 미쳐 

악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발레 바 운동에서 를르

베와 힐업 동작의 반복으로 근지구력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자세교정의 변화는 머리, 어깨, 골

반, 경추기울기 및 골반경사의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1), 선행연구에서도 유사

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레를 활용하여 바른 자세교육 프로그램을 초등학생

에게 8주간 주 3회, 매회 20~25분간 실시하여 경추, 흉추

기울기, 척추와 전체자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Moon 등, 2017), Kim과 Lee(2018)의 탄성밴드 사용 유·

무에 따른 골반교정 플로어 바 프로그램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12주 주 2회, 60분

씩 실시하여 골반 좌·우, 골반 전·후, 경추, 어깨, 견갑골, 

상체기울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 또

한 RAD 발레프로그램을 일반 여중생을 상으로 8주간 

주 3회, 매회 50분씩 실시한 결과 경추, 어깨, 골반, 상체

기울기에서 유의한 감소효과가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

(Jang과 Choi, 2012)를 볼 때,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공통

된 효과가 나타나 자세교정은 유아, 아동, 20~30  뿐만 

아니라 노화로 인해 신체가 뻣뻣해지고 자세가 굽어지

는 중년 시기의 여성에게도 발레 바 운동과 밴드운동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발레는 몸을 신전시켜 주는 스트레칭과 움직임의 특

성상 라인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고 자세를 곧고 길게 유

지함으로써 자세교정에도 효과가 있다(Liebert, 1991). 신

체활동의 정도가 높은 시기일수록 자세고정이 필요한데

(Province 등, 1995), 신체정렬에서 중요한 부위는 골격 

중에서도 척추와 골반이다(Moon & Jang, 2007). 이것은 

발레 바 운동이 턱을 당겨 목을 곧고 길게 펴며 어깨가 

말리지 않게 내리므로 경추기울기의 각도가 줄어들고 

복부를 등과 착시키며 괄약근을 조여 주면서 발을 외

회전하는 턴 아웃 자세로 골반의 전·후, 좌·우 기울기 각

도를 감소시켜 자세교정에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탄성밴드를 추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기울기 각도

에 유의한 감소의 시너지 효과를 극 화시키는 중재역

할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발레에서 자세측정은 유아, 학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연구를 시도해 왔지만 노화가 진행

되어 척추와 골반의 변형이 생기는 시기의 중년여성을 

상으로 하는 것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연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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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의 발레는 아직 중년여성들에게 쉽게 다

가가기 어려운 운동일 수 있지만 본 연구는 발레가 신체

를 도구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로서의 영역뿐만 

아니라 발레 바 동작을 통해 건강한 신체에 관한 운동적

인 기능의 효과도 있음을 증명해 주는 좋은 단서가 될 

것이다. 앞으로 더 다양한 경우의 피험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와 치료적인 접근의 연구도 기 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발레 바와 탄성밴드의 복합운동의 효

과를 검증하고자 12주간 프로그램에 전·후 중년여성의 

신체조성, 체력, 자세교정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신체

조성은 체지방률, BMI, 근육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체력은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자세교정은 

머리, 목, 어깨, 골반 전·후, 좌·우 기울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보이며 자세가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12주간 발레 바와 탄성밴

드의 복합운동프로그램은 중년여성의 신체조성, 체력, 

자세교정에서 전반적으로 효과적인 프로그램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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