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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발레단 소속 여자 무용수를 대상으로 연속 회전점프 시 시각선택과 회전
순서에 따른 차이를 도약과 착지구간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10명의 대상자(연령: 26.0±2.9 yrs, 신장: 
163.4±3.3 cm, 체중: 46.8±3.6 kg, 발레경력: 12.3±5.9 yrs)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3차원 동작분석기와 
지면반력기를 이용하여 신체중심의 높이와 도약과 착지 시 지면반력을 측정하였다. 시각선택(양눈 사용, 왼
눈 사용, 오른눈 사용)과 회전순서(첫번째 회전점프, 두 번째 회전점프)에 따른 차이를 반복측정 이원변량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신체중심의 높이는 첫 번째 회전점프가 높게 나타났다. 도약 시 지면반력의 좌
우힘은 좌우발 모두 두 번째 회전점프에서 왼발은 외측힘, 오른발은 내측힘이 강하게 나타났고, 전후힘은 
오른발에서 첫 번째 회전점프 시 전방힘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수직힘은 좌우발 모두 차이가 없었다. 착지 
시 전후힘은 왼발에서 두 번째 착지에서 후방힘이 강하게 나타났고, 오른발은 왼쪽 시각 사용에서 후방힘
이 강하게 나타났다. 수직힘은 왼발에서 두 번째 착지, 오른발은 첫 번째 착지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주제어 : 회전, 연속점프, 지면반력, 시각선택, 회전순서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visual 
selection and rotation order during sequential rotational jump for female dancers of a Korean ballet 
company by classifying them into take-off and landing sections. 10 subjects (age: 26.0±2.9 yrs, 
height: 163.4±3.3 cm, weight: 46.8±3.6 kg, ballet career: 12.3±5.9 yrs) participated in the study. 
Using a 3D motion analyzer and a force platform, the height of the body center and the ground 
reaction force during take-off and landing were measured. According to the visual condition (using 
both eyes, using left eye, using right eye) and rotation order (first rotation, second rotation), it was 


✝Corresponding author

 (E-mail: woowoo@kgu.ac.kr)



2   우병훈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 702 -

analyzed through repeated measurement two-way analysis. Height of the CM was higher in the first 
jump. In take-off, Fx was lateral force of left foot and medial force of right foot were strong in 
second rotation, and Fy was forward force was strong in first rotation of right foot. Fz was no 
significant. In landing, Fy showed backward force was strong when landing the second time from the 
left foot, and the backward force was strong when using the left sight from the right foot. Fz was 
strong on the second landing on the left foot and the first landing on the right foot.

Keywords : Rotation, Sequential Jump, Ground Reaction Force, Visual Selection, Rotation Order

1. 서 론

  점프는 지면으로 하지의 힘을 작용시킨 후 반
작용으로 신체를 공중에 띄우는 도약[1]과 점프 
이후 자유낙하로 인한 착지로 이루어져 있다[2]. 
특히 강한 도약은 점프높이를 증가시키고, 증가된 
높이는 위치 에너지의 상승으로 착지 시 충격력
을 증가시켜 부상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3, 
4]. 이와 같이 도약과 착지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의 도약은 점프높이
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고 착지는 드롭착지와 같
이 높이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도약 시 더 높은 
점프높이를 위하여 운동수행에 관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고, 착지 시 부상이나 상해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회전동작은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동작으로[5], 
주로 점프와 함께 피겨스케이트, 기계체조, 발레 
등에서 고난도 기술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종
목들은 회전점프를 단일 동작 또는 연속적인 동
작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회전점프나 회
전동작 후 안정적인 동작의 연속적인 수행이 필
수적이다. 회전점프 수행은 도약 시 충분한 점프
높이, 빠른 회전속도, 안정적인 착지 자세가 요구
된다. 일반적으로 기계체조 선수들은 복잡한 기술
을 수행할 때 기술에 따라 달라지는 눈-머리 협
응 패턴을 사용하여 적절한 위치로 시선을 이동
하고[6, 7], 회전동작 시 머리의 움직임과 자세를 
유지를 위해 시각정보는 필수적이라고 하였다[8]. 
이렇게 시선을 특정 물체와 위치로 향하게 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을 스파팅(spotting)이라고 한다
[9, 10, 11]. 공중동작을 수행할 때 도약 중 특정
지점의 고정을 통해 얻은 시각정보는 신체의 최
적 위치 지정과 초기 회전 및 충격을 제어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7], 착지 전에 수집된 정보는 
착지 준비와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다[12, 13]. 

이는 시각 정보가 도약과 착지를 수행하는 점프
동작 시 중요한 역할뿐만 아니라[14], 자세제어에
서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15]. 본 연구에서는 기
존의 스파팅을 이용한 연구를 세분화하여 좌우 
각각의 시각에 따라 자세제어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또한 발레의 삐루엣 앙 디올의 
동작에서 회전점프 후 오른발을 위로 올린 후 착
지하기 때문에 높은 신체중심으로 인하여 회전력
을 감소시켜 균형유지에 도와주는 요인으로 이용
된다[16]. 하지만 연속되는 회전점프는 회전수가 
증가할수록 안정성이 감소되고 불균형이 유발된
다[16, 17]. 이러한 이유로 연속된 회전점프 시 
시각선택과 회전순서가 도약과 착지의 자세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는 점프 시 도약과 착지, 회전운동 및 
회전점프 등의 연구를 참고로 하였다. 회전관성 
증가가 회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통하여 회전
점프 시 지면에 가해지는 수직력이 감소된다고 
보고하였고[18], 남자 체조 선수들의 풀턴 점프 
시 시선이동 패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특정 응
시 행동으로 얻은 시각정보는 필요한 회전량을 
생성하고 전신 회전을 포함하는 공중 기술에서 
정확한 착지를 수행한다고 보고하였다[19]. 시각
정보는 착지 시 신체와 지면과의 거리를 지각하
는 사전 정보를 통하여 충격흡수에 도움이 된다
고 보고하였다[20]. 발레무용수는 삐루엣 앙드올 
동작에서 회전수가 증가할수록 안정성이 감소하
였고[16], 발레의 푸에떼 앙 디오르 동작에서 32
회전 중 초반(2-4회전), 중반(15-17 회전), 후반
부(29-31 회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 초반
에는 회전부족, 후반에는 신체의 불균형이 나타났
다고 보고하였다[17].
  이와 같이 다양한 선행연구는 있지만 시각선택 
특히 좌우눈의 시각선택 사용에 따라 연속 회전
점프 시 점프 간 도약과 착지에 미치는 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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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s size type manufacturer

infrared camera Motion Master100 × 6 Visol(korea)

force plateform AMTI OR6-7-2K × 2 AMTI(USA)

motion analysis program Kwon3D XP Visol(korea)

GRF analysis program Kwon3D GRF 2.0 Visol(korea)

computer Multicapture Controlle LG(korea)

control object Control Point Box Visol(korea)

Table 1. Experimental equipment and analysis programs

대해 연구된 적이 없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
은 연속적인 회전점프 수행이 빈번하고 가장 적
절히 수행할 수 있는 발레무용수를 대상으로 연
속 회전점프 시 시각선택과 회전순서 간 비교를 
도약과 착지를 통하여 신체중심 높이와 지면반력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연속 회전점프 수행 
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실 험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최근 6개월 이상 하지관련 
상해가 없었고, 점프동작에 충분히 수행할 수 있
는 서울 소재 S발레단 여자 무용수 10명(연령: 
26.0±2.9 yrs, 신장: 163.4±3.3 cm, 체중: 
46.8±3.6 kg, 발레경력: 12.3±5.9 yrs)이 참여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들에게 실험에 참여
하기 전 연구목적 및 실험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
명을 하였고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통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2.2. 측정도구 및 절차

  측정도구와 분석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Table 
1>. 
  연구의 변인은 신체중심의 최대 높이와 지면반
력 요인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신체중심의 최대 
높이는 도약의 수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정하였
고, 지면반력은 도약과 착지 시 힘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정하였다.
  연속 회전점프 시 신체중심을 구하기 위하여 6
대의 적외선 고속 카메라(sampling rate;　 120 
Hz,　shutter speed= 1/1000s)와 3차원 동작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였고, 좌표계 설정을 위하여 통제
점틀(4×2×1 m)을 설치하여 전역좌표계를 설정

하였다. 연속 회전점프 시 신체중심 산출을 위하
여 인체의 각 관절점 부위에 반구형의 반사 마커 
18개를 부착하였다. 연속 회전점프 시 지면반력
을 분석하기 위하여 두 대의 지면반력기를 이용
하였고, 지면반력기에서 좌우힘(Fx), 전후힘(Fy), 
수직힘(Fz)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시각선택은 3가지로 분류하였고(양쪽 눈을 뜬 
상태: 양눈, 왼쪽 눈만 뜬 상태: 왼눈, 오른쪽 눈
만 뜬 상태: 오른눈), 눈을 가리는 방법은 안대를 
이용하여 해당 시각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준비자
세는 점프 시 팔사용에 대한 영향을 제한하기 위
하여 양손은 양쪽 허리에 고정하고 발 사이의 거
리는 어깨넓이로 하여, 지면반력기 위에서 준비자
세를 취하도록 하였다. 각 3가지 시각선택은 학
습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작위로 실시하였고, 
회전점프가 완료되면 마지막 착지 후 균형이 유
지되면 무릎관절을 완전히 신전하도록 하였다. 2
번의 도약과 착지 시 발이 지면반력기를 이탈하
거나 넘어지면 재시도하였다. 모든 연속점프 수행
은 시각선택에 따라 3번씩 수행하였고, 모든 회
전점프는 오른쪽 방향으로 선정하였다. 

2.3. 자료처리

  신체분절 중심의 좌표화는 인체분절지수(body 
segment parameter)를 이용하였고[21], 2차원 좌
표값은 DLT 방식[22]을 이용하여 3차원 공간 좌
표값을 산출하였다. 수집된 영상자료의 디지타이
징(digitizing) 시 3차원 좌표값 오차는 필터 처리
하였고, 자료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이
즈 제거를 위하여 디지털 필터링(digital filtering)
으로 스무딩(smoothing) 하였고, 차단주파수
(cut-off frequency)는 10 Hz로 하였다. 
  지면반력기는 자료수집 시 1000 Hz로 샘플링
하였고, 2대의 지면반력기로 수집한 자료는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지면반력자료는 저역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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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m

eye
rotation order

factor F p post-hoc
J1 J2

both 0.49±0.02 0.40±0.03 eye selection 1.217 .312 -

left 0.48±0.03 0.37±0.05 rotation order 300.596 .000*** J1 > J2

right 0.49±0.02 0.39±0.03 interaction 1.548 .231 -

Note. significant at ***p<.001
J1: first jump, J2: second jump

Table 2. Maximum height of the center of mass

필터 20 Hz를 적용하여 노이즈를 제거하였다
[23].

2.4. 통계처리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25.0(IBM, USA)
을 이용하여 신체중심 높이와 지면반력값의 평균
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세 가지 시각선택(양눈, 
왼눈, 오른눈)과 회전순서(첫 번째 회전점프, 두 
번째 회전점프)에서 도약과 착지 대한 차이를 분
석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을 이용하였고, 
사후검증(post-hoc)은 LSD를 이용하였다. 모든 
통계치의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신체중심의 최대 높이

  신체중심의 높이는 도약 후 신체중심이 정점에 
이르는 순간을 의미한다. 신체중심의 최대 높이는 
도약 및 착지 지면반력 결과의 인과관계를 증명
할 결과로 제시하였다<Table 2>. 
  신체중심의 높이는 시각선택에 따라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지만, 회전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고
(F=300.596, p=.000), 첫 번째 점프가 두 번째 
점프보다 신체중심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상호
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연속점프에 대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60초 동안 연속 수직점프에서 발
생되는 근피로 야기를 통해 피로 전, 피로 전반, 
피로 후반에 발생되는 역학적 비교를 통해 대부
분의 운동학적 변인이 후반부로 갈수록 약화되었
다고 보고하였다[24]. 본 연구에서는 2회 연속 회
전점프였지만 두 번째 점프에서 높이가 낮아진 
결과를 통하여 도약 및 착지 시 지면반력에서 원

인을 찾을 것이다. 

3.2. 도약 시 지면반력

  지면반력에서 Fx 값은 내(-)외(+)측 방향, Fy 
값은 전(+)후(-) 방향, Fz 값은 수직(+) 방향의 
힘을 의미한다. 도약 시 지면반력의 결과는 
<Table 3>와 같다. 
  Fx는 왼발에서 시각선택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지만, 회전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고
(F=95.079, p=.000), 첫 번째 도약보다 두 번째 
도약 시 외측힘이 강하게 나타났다. 오른발도 시
각선택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회전수
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고(F=11.256, p=.002), 첫 
번째 도약보다 두 번째 도약 시 내측힘이 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좌우발 모두 상호작용은 나타나
지 않았다. Fy는 왼발에서 시각선택과 회전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오른발은 시각선택
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회전수에 따
른 차이가 나타났고(F=12.026, p=.002), 첫 번째 
도약이 두 번째 도약보다 전방힘이 강하게 나타
났다. 하지만 좌우발 모두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Fz는 좌우발 모두 시각선택과 회전수에 
따른 차이와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도약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뎁스점프 시 
에어로빅 선수와 비선수 비교에서 착지높이 40 
cm의 뎁스점프 도약 시 에어로빅 선수의 수직지
면반력이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25]. 회전
점프 시 수직점프보다 수직지면반력이 감소되는
데, 이는 회전점프 시 개별 근육 내의 기능적 충
돌에 인해 수직점프 시 수직지면반력에 비해 
69% 감소된다고 보고하였고[18], 뎁스점프 시 도
약방향에 따라 수직지면반력에 영향이 미친다고 
하였다[26]. 드롭착지 시 착지와 도약 구간의 수
직지면반력에서 도약 구간이 더 크다고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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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N/BW

force foot vision
rotation order

factor F p post-hoc
TO1 TO2

Fx

left

both 0.131±0.030 0.228±0.065 eye selection .010 .990 -

left 0.137±0.024 0.225±0.054 rotation order 95.079 .000*** TO1 < TO2

right 0.135±0.021 0.224±0.045 interaction .102 .904 -

right

both -0.179±0.043 -0.215±0.062 eye selection .186 .831 -

left -0.166±0.048 -0.207±0.051 rotation order 11.256 .002** TO1 < TO2

right -0.183±0.054 -0.209±0.044 interaction .173 .842 -

Fy

left

both 0.069±0.007 0.012±0.133 eye selection 1.996 .155 -

left 0.077±0.018 0.091±0.022 rotation order 1.365 .253 -

right 0.059±0.035 0.043±0.092 interaction 1.498 .242 -

right

both -0.188±0.032 -0.151±0.040 eye selection .127 .881 -

left -0.190±0.038 -0.162±0.056 rotation order 12.026 .002** TO1 > TO2

right -0.184±0.029 -0.168±0.037 interaction .684 .513 -

Fz

left

both 1.261±0.161 1.376±0.398 eye selection .142 .868 -

left 1.289±0.190 1.256±0.284 rotation order .021 .885 -

right 1.312±0.162 1.252±0.198 interaction 1.158 .329 -

right

both 1.223±0.130 1.315±0.310 eye selection .039 .962 -

left 1.249±0.151 1.321±0.293 rotation order 1.595 .217 -

right 1.260±0.130 1.267±0.203 interaction .323 .727 -

Note. significant at **p<.01, ***p<.001
TO1: first take-off, TO2: second take-off

Table 3. Ground reaction force during take-off

27], 이러한 결과가 시각유무에 상관없이 나타난
다고 보고하였다[28]. 주 사용 손발과 회전 방향
성에 따른 분석에서 왼쪽보다 오른쪽으로 회전할 
때, 회전 직후 전후힘에 큰 추진력 및 제동력을 
부하하고 좌우힘에 대해 내외측의 평형능력을 지
지하는 발에 의지가 높다고 보고하였고[29], 무용 
Turn-out 수직점프 시 이상적인 수직지면반력 
유형으로 도약 시 수직지면반력 정점이 착지 시 
정점보다 큰 것이 좋다고 제시하였다[30]. 
<Table 2>의 결과에서 첫 번째 회전점프는 두 
번째 회전점프보다 신체중심이 최대 높이가 크게 
나타났지만, 도약 시 Fx는 첫 번째 회전점프보다 
두 번째 회전점프에서 왼발의 외측힘, 오른발의  
  

내측힘이 크게 나타나, 두 번째 회전점프는 점프
의 높이보다 회전을 위한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발레의 회전동작에서 회전
수 증가는 점프높이가 감소시키고, 회전력을 감소
시켜 안정성 감소와 신체 불균형을 야기시킨다는 
결과[16, 17]와 일치한다. 또한 전후힘은 오른발
에서 첫 번째 회전 시 전방힘이 강하게 나타났
다. 이는 준비자세에서 점프 수행을 위하여 운동
을 발생시키는 강한 전방힘을 가하는 것으로 사
료되고, 두 번째 회전점프는 드롭점프와 유사한 
방법으로 첫 번째 착지 후 근육의 신전반사를 이
용한 점프로 판단되어 상대적으로 첫 번째 회전 
시 전방힘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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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N/BW

force foot vision
rotation order

factor F p post-hoc
LD1 LD2

Fx

left
both 0.139±0.162 0.196±0.062 eye selection .528 .596 -
left 0.165±0.068 0.212±0.097 rotation order 2.319 .139 -

right 0.200±0.046 0.195±0.057 interaction .767 .474 -

right
both -0.072±0.142 -0.128±0.041 eye selection 1.856 .176 -
left -0.115±0.088 -0.119±0.034 rotation order .236 .631 -

right -0.158±0.056 -0.129±0.049 interaction 1.298 .290 -

Fy

left
both -0.048±0.298 -0.207±0.207 eye selection .486 .620 -
left -0.018±0.194 -0.249±0.068 rotation order 27.400 .000*** LD1 < LD2

right 0.055±0.201 -0.199±0.045 interaction .483 .622 -

right
both 0.170±0.061 0.331±0.199 eye selection 3.615 .041*

right eye < 
left eye

left 0.341±0.151 0.312±0.114 rotation order .210 .651 -
right 0.269±0.214 0.089±0.142 interaction 7.844 .002**

Fz

left
both 1.560±0.406 1.865±0.621 eye selection .588 .562 -
left 1.422±0.362 1.885±0.377 rotation order 8.690 .007** LD1 < LD2

right 1.543±0.346 1.559±0.310 interaction 2.187 .132 -

right
both 1.273±0.452 1.236±0.391 eye selection 1.426 .258 -
left 1.325±0.289 1.122±0.286 rotation order 7.127 .013* LD1 > LD2

right 1.315±0.409 0.985±0.231 interaction 1.426 .258 -

Note. significant at *p<.05, **p<.01, ***p<.001
LD1: first landing, LD2: second landing

Table 4. Ground reaction force during landing

3.3. 착지 시 지면반력

  착지 시 지면반력의 결과는 <Table 4>과 같다. 
  Fx는 좌우발 모두 시각선택과 회전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상호작용도 보이지 않았
다. Fy는 왼발에서 시각정보에 따른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지만, 회전수에 따른 차이는 나타났고
(F=27.400, p=.000), 첫 번째 착지보다 두 번째 
착지 시 후방힘이 강하게 나타났다. 오른발은 시
각선택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고(F=3.615, 
p=.041), 사후검증 결과 왼쪽 시각 사용이 오른
쪽 시각 사용보다 후방힘이 강하게 나타났다. 하
지만, 회전수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
한 좌우발 모두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Fz
는 왼발에서 시각선택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회전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고
(F=8.690, p=.007), 첫 번째 착지보다 두 번째 
착지 시 수직힘이 강하게 나타났다. 오른발은 시
각선택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회전수

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고(F=7.127, p=.013), 첫 
번째 착지가 두 번째 착지보다 수직힘이 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좌우발 모두 상호작용도 보이지 
않았다. 
  착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속 수
직점프에서 발생되는 근피로 야기를 통해 착지 
시 수직충격력은 근피로 후반에 상당히 약화되었
다고 보고하였고[24], 드롭착지와 드롭점프 시 착
지구간 비교에서 착지구간이 종료될 때까지 형태
적으로 유사하였지만 드롭착지 시 최대지면반력
이 크다고 보고하였다[31]. 무용수의 최대지면반
력이 운동선수에 비해 최대지면반력이 낮지만 착
지 시 지면시간 증가를 통한 충격력의 감소로 무
용수의 심각한 하지 부상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32], 전방 점프 착지 시 만
성발목 불안정성(CAI) 집반이 정상 집단보다 수
직지면반력이 초기접지 및 최대수직지면반력에서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33]. 지면반력이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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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신체의 안정성은 약 20%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고[34], 지면반력 증가는 불안정한 착지
를 초래하여 하지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
다[28]. 착지에 대해 다양한 선행연구가 있었지만 
회전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의 전후힘은 왼발에서 두 번째 착지 시 
후방힘이 크게 발생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
[31]와 유사하게 형태로, 착지 이후 이어지는 드
롭착지에서 최대지면반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
단된다. 착지 시 후방힘은 착지 속도의 제어를 
위한 것으로, 이는 두 번째 회전 시 발생된 회전
관성에 대한 제어를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오른발은 왼쪽 시각 사용이 오른쪽 시각 사
용보다 후방힘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회전점프의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기 때문에 시각선택에 따라 
왼쪽 시각이 오른쪽 시각에 비해 지면에 대한 정
보를 상대적으로 늦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
안정한 상태로 착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직힘은 
착지 시 왼발은 두 번째 착지일 때 수직힘이 강
하게 나타났고, 오른발은 첫 번째 착지일 때 강
하게 나타났다. 회전동작 시 회전축이 되는 발보
다 회전하는 발의 역할에 따라 동적안정성을 결
정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29], 오른발잡이는 자
세를 잡을 때 왼발에 의지한다고 보고하였다[35]. 
이에 따라 본 연구의 회전점프 시 오른쪽 방향의 
회전은 신체 안정성을 위하여 왼발의 역할이 크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왼발은 두 번째 착지 
시 수직힘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후힘과 
더불어 회전관성에 대한 제어를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른발은 첫 번째 착지 
시 수직힘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첫 번째 점프가 
두 번째 점프보다 높은 이유로 착지 시 회전축이 
되는 오른발의 수직힘을 크게 발생한 것으로 사
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직업 발레단의 여자 무용
수를 대상으로 연속 회전점프 시 시각선택과 회
전수에 따른 차이를 도약과 착지구간으로 분류하
여 비교하여 연속 회전점프 수행의 훈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결론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신체중심의 높이는 첫 번째 회전점프가 
두 번째 회전점프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도약 시 지면반력의 좌우힘은 좌우발 모
두 회전수에 따라 두 번째 회전에서 왼발은 외측
힘, 오른발은 내측힘이 강하게 나타났고, 전후힘
은 오른발에서 첫 번째 회전점프 시 전방힘이 강
하게 나타났으며, 수직힘은 좌우발 모두 차이가 
없었다. 
  셋째, 착지 시 좌우힘은 차이가 없었지만, 전후
힘은 왼발에서 두 번째 착지 시 후방힘이 강하게 
나타났고, 오른발은 왼쪽 시각 사용 시 후방힘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수직힘은 왼발에서 두 번째 
착지에서 오른발은 첫 번째 착지에서 수직힘이 
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도약 시 강한 좌우힘
의 통해 회전력 유지하고, 착지 시 오른쪽 회전
점프에서 왼쪽 시각선택으로 오른발에 일부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회전방향과 동일한 시각선택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회전축 발과 회전하는 발
의 역할을 잘 숙지하여 각 발의 제어를 통하여 
안정적인 회전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
후 연구로 회전수에 따른 좌우발의 비교를 통하
여 회전점프 발생할 수 있는 하지의 역할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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