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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발레피트니스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직장여성들의 수업에 대한 미적 가치 인식에 대해 질적 분석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에 따라 발레피트니스 수업이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한 방법 모색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참여
자는 지역 교육기관에서 발레피트니스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직장여성 9명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
하였으며 인터뷰는 반구조화 형식의 질문지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범주화 내용은 전문가 검토 및 동료 간의 검토
로 도출되었다. 그 결과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발레피트니스 수업을 통해 일상의 즐거움과 통증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며 
발레공연 또한 관심 있게 보게 되었지만 수업에 관련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점은 개선되기를 바라며 불만을 표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발레피트니스 수업의 이점을 가족 및 주변 지인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었으며 이 운동이 발레에 
대한 어려운 이미지의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였다. 이 연구를 토대로 발레피트니스 수업은 직장여성들에게 취미
운동으로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대하였다. 
주제어 : 직장여성, 발레피트니스 수업, 초급 수강생, 부산광역시, 미적 가치 인식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qualitatively analyze the perceptions of aesthetic values of 
working women taking ballet fitness classes and to find ways to properly establish ballet fitness classes 
according to the opinions of the study participants.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9 working women 
taking ballet fitness classes at local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FGI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and the interview was conducted based on a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Subsequently, 
the categorization content was derived through expert review and peer review. As a result, first, the 
study participants expressed their dissatisfaction, hoping that the ballet fitness class helped improve 
their daily enjoyment and pain, and even watched ballet performance with interest. Second,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actively publicizing the benefits of ballet fitness classes to their families 
and nearby acquaintances, and hoped that this exercise would help improve the difficult image of 
ballet. Based on this study, ballet fitness classes were expected to be sufficiently established as a hobby 
exercise for working women.
Key Words : Working women, ballet fitness class, beginner students, Busan Metropolitan City, aesthetic 

value percep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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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거의 바람직한 여성상은 어떤 차별에도 불만을 표시
하지 않는 헌신적인 모습이었다면 현대사회는 여성과 남
성이 평등한 교육을 받게 되면서 경제적, 사회적 지위 등 
모든 분야에서 남성보다 앞서게 되며 기존의 여성상에 
큰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2019년 국민사회조사
에 따르면 직장인으로 자리 잡는 여성비율이 50%이상을 
차지하면서 직업여성의 비율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전
망하였다[1].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기준은 해외의 근로시
간 기준에 비해 평균적으로 많은 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한국의 법정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2004년부터 주 40
시간,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직장여성들은 저녁 있는 삶
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2]. 그러나 2018년 국민생활
체육조사에 따르면 그들은 직장에서 69.7%, 가정에서 
46.6%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이로 인해 
저녁시간을 활용할 때, 휴식을 택하는 여성들이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1]. 이런 현실 속에서 여성들은 임신과 출
산, 갱년기, 폐경기 등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몸의 변화
와 문제로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여성전용 운동 장소 및 순환운동이 여러 매체를 통
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2018년 국민생활체육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체육활동 경험은 2년 간 10%이상 
증가하고, 70%이상 체력단련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음
에도 성인들은 신체의 미를 가꾸어 주는 예술을 겸비한 
운동은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었다[1]. 그럼에도 불구하
고, 예술교육 중에서 신체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무용
은 직장 여성들에게 건강과 여성미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적합한 운동으로 홍보되고 있었고, 부산지역에서 거
주하고 있는 직장 여성들 사이에서는 다소 낯선 느낌이 
있어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무용은 이제 다양한 융합
운동들로 대중들에게 소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융합운
동들을 보면 요가를 접목한 발레요가(ballet yoga), 필라
테스를 접목한 발레필라테스(balletpliates) 또는 발레핏
(Balletpit), 댄스를 접목한 힙레(hipllet) 등이 있다[3]. 
그리고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발병된 COVID-19 바이러
스로 인해 현장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집에서 건강관리를 
도와주기 위한 모바일(mobile) 발레수업도 진행되면서 
발레는 직장여성들에게 꾸준히 알려지고 있다. 

본 연구의 발레피트니스는 미적가치를 함양하고 있는 
융합운동으로 직장여성들의 일상에서 겪고 있는 스트레

스와 운동부족 등을 수업을 통해 감정 해소와 무용의 미
적가치를 몸소 체험하는데 의미가 있는 운동 수업이다
[4]. 미적가치는 미에 대한 평가로서 개인이 갖는 의미는 
다를 수 있는데 춤에서 미적가치를 발견하듯 여성들의 
취미운동은 미적 가치 인식할 수 있는 운동이라 볼 수 있
는 것이다[5,6]. 성인여성의 발레수업은 우리나라에 
2000년대를 시작으로 2010년대 접어들며 방송매체의 
소개로 일반 여성들에게 접해졌다[7-9]. 성인여성발레 
수업에 관한 연구는 20-30대 미혼 여성들에 관한 연구
와 30-40대의 기혼 여성들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진다. 
20-30대 여성들은 발레{ballet}에 대한 부담감을 지속적
인 수업을 통해 신체 운동의 긍정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내비추었다[7]. 기혼여성들은 성인발레수업을 통해 스트
레스 해소가 되고 치유됨을 느끼며 심리적 불안요소들을 
완화하는 매개체가 되었음을 토로하였다[10]. 이러한 여
성들의 성인발레 수업에 대한 연구 이후 성인발레는 남
성들에게도 알려지고 다른 운동과의 결합되어 연구되어
지고 있었다. 남성들의 이야기에 대한 [11]의 연구에서는 
남성들만의 발레이야기로 성 차별적인 운동이 아닌 다양
하게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발레를 추천하고 있었다. 그
리고 피트니스 운동에 앞서 [12]는 에어로빅과 발레 수업
을 같이 경험한 성인여성들이 몸 활동을 통해 긍정적 삶
과 마음 치유의 도움이 되었음을 연구한 바 있었다. 이러
한 연구를 통해 성인발레가 성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며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나 
피트니스를 결함한 운동이 알려지며 성인들의 신진 대사 
건강에 영향과 관련된 연구들은 국외연구로 알아볼 수 
있었으며[13] 무용공연과 관련된 예술적 가치는 연구되
어 진 바 있었으나[14], 취미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운
동적 요소의 무용 관련 연구는 미흡하였기 때문에 앞으
로 발레피트니스 수업이 알려지는 만큼 연구의 필요, 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자는 발레피트니스 수업에 대하여 발레
(ballet)와 피트니스(fitness)의 단일 운동으로 국내 선행
연구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다. 성인발레 관련 선행연구로
는 성인발레 수업에 대해 [15,16]의 연구에 의해 20대부
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게 통증완화 및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의 연구
에서는 여성의 감정정도와 근력강화 및 체지방률에 성인
발레 수업의 영향이 크게 적용될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성인발레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수업에 대한 신체기능학적 기능향상 검증에 대한 연구로 
치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고 [3,17]의 연구는 성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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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활동으로 활성화 되는 만큼 관련연구가 미흡함을 
보고 발레피트니스 수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피트니스의 선행연구에서는 피트니스 스
포츠 참가자들의 외모도 구성 및 운동 지속에 대한 영향 
분석[18],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에 있어 만족 및 불만족 
여부에 대한 탐색적 연구[19], 피트니스 대회를 참가하는 
여성들의 비전문 보디빌더로써 체험하는 이유에 대한 질
적 연구[20]에 그치는 부족함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바, 연구자
가 수업하고 있는 부산지역에서 예술성이 겸비된 운동에 
대한 필요성 제시와 성인발레라는 단일 분야로 연구되어
진 연구 방향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융합시대에 맞추어 
발레(ballet)와 피트니스(fitness)가 융합된 발레피트니
스 수업에 대한 활성화 및 예술과 융합된 운동의 기초자
료로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발레피트니스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직장여성들의 수업에 대한 가치인식
이 발레피트니스 수업이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한 개선방안
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1.2 연구문제
연구 목적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여성들이 발레피트니스 수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둘째, 직장여성들이 발레피트니스 수업을 통해 느낀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셋째, 직장여성들이 발레피트니스 수업에 대해 생각하

는 구조적 제약은 무엇인가?
넷째, 직장여성들이 생각하는 발레피트니스 수업개선

에 대한 필요성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 참여자 선정 

이 연구의 참여자는 질적 연구 표집 전략[21]에 근거
하여 동질성(Homogeneity)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선정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부산지역의 A센터와 P평생교육원 
수업에 참가한 여성 중 2018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발레피트니스 수업을 처음 수강하였으며, 직장에 종사하
고 있는 여성으로 수업참여성향이 비슷한 9명에게 연구 
참여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다. 이들은 연구자의 발레피트
니스 수업을 수강하고 있으며 인터뷰 진행 전, 소모임을 
통해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원만한 라포(rapport)형성을 

거쳐 그룹 인터뷰가 가능한 연구 참여자들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 기술된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연구 윤리에 따
라 신원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Name (alias) Age participation Career Characteristics
Angelina 55 1 year Professor

 They have never 
tried active 

exercise because 
of my passive 
personality.

Watson 34 1 year administrative 
position

Nicole 60 6 months Teacher
Scarlett 47 9 months public officer
Hanna 27 3 months preparatory teacher
Chole’s 58 4 months Professor
Grace 60 4 months self-employment
Kathy 31 4 months faculty‘s staff
Rinna 43 1 year telephone counselor

Table 1. person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2.2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이 연구는 직장여성들이 발레피트니스 수업에 참여하

는 동안 수업에 대한 미적 가치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자료수집방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행방식은 초급수강생들의 심도 깊은 대화를 위해 라
포(rapport)형성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형식의 진행방법
을 택하였으며, 발레피트니스의 수업에 대한 그들의 가치
인식을 전반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반 구조화된 질문을 
바탕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다. 반 구조화된 설문지는 정형
화된 답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가 진행되기 전, 
연구 참여자에게 가볍게 인지하도록 하였다. 반 구조화된 
질문지는 [22-24]의 설문을 참고하여 체육학 교수 1인, 
무용학 교수 1인에게 검토를 받아 수업을 참여하게 된 
계기, 수업 참여를 통한 만족도 및 일상의 변화, 수업에 
대한 개선 필요성 순으로 구성하였다. 

인터뷰는 총 3회로 각 1회 당 3명 ∼ 5명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회 차는 2020년 2월 중 1시간 진행하였
으며 2회 차는 2020년 3월 중 1시간 30분, 3회 차를 
2020년 4월 중 1시간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진행은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개방적 의사소통을 장려하
여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25]. 그리고 3차 인
터뷰 이후, 면담 결과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추가적인 면
담을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진행 중에 국가적 재난인 
COVID-19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대면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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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면담을 교차적으로 진행하였다. 논의된 내용 중 반
구조화 된 질문지의 내용은 Table 2와 같다.

Stage category Question content
Introduction motive satisfaction with attending classes

main 
question Meaning Psychological and physical changes at 

work after attending classes
Finish  the necessity 

of teaching Why I Recommend Ballet Fitness Class

Table 2. FGI (Focus Group Interview) Semi-structured 
Questions on Ballet Fitness Classes

연구결과에 대한 자료 분석은 Elo와 Kyngäs[26]의 
질적연구 방법(2008)인 귀납적 분석에 따라 개방코딩, 
범주 형성, 추상화의 3단계를 거쳐 도출하였다. 연구 참
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녹취된 면담 내용을 1단계에서 
전사 작업하였고, 2단계는 전사된 자료를 반 구조화된 질
문을 바탕으로 축약하였으며, 3단계로 최종 범주화 하였
다. 최종 범주화를 도출해내는 과정에서는 인터뷰 내용 
중 연구 참여자들 사이에 반복적으로 나온 내용을 축약
한 소분류, 유사 내용끼리 분류하여 중분류, 공통성이 있
는 중분류를 묶어 대분류로 정리하여 최종 범주화 하였다. 

2.3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성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의 진실성을 

위해 스포츠교육학 교수 1인과 무용학 교수 1인에게 전
문가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스포츠교육학 박사과정 2인과 
스포츠교육학 석사과정 2인을 통한 동료 간의 협의(Peer 
Debriefing)를 진행하여 범주화된 내용 중에 다른 해석
이 발생할 경우가 해결될 때까지 삼각측정법
(triangulation)으로 최종 검토하면서 처리하였다. 또한 
도출된 내용은 다시 연구 참여자에게 내용에 동의하는지, 
다른 내용은 없는지, 혹은 결과에서 수정하거나 삭제할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 참여자 확인(member 
check)을 실시한 후 이를 반영하여 최종 연구결과를 확
정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의 윤리성은 중요한 사항으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최대한 연구 참여자들이 편안한 분
위기의 장소와 편리한 시간대로 맞추어 진행하였다. 또한 
인터뷰 내용이 녹음된다는 것과 녹취된 내용은 연구 목
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 그리고 개인정보 보장과 익
명처리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모든 사항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으며 모든 

인터뷰 내용은 무기명 처리함으로써 연구의 윤리를 확보
하고자 하였다.

3. 연구결과 및 논의 
직장여성의 발레피트니스 수업을 통한 가치인식에 대

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Forcus Group Interview)한 결
과를 바탕으로 최종 범주화 처리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발레피트니스 수업이 주는 행복감, 발레피트니스 수업
에 대한 필요성 2개의 대분류, 발레피트니스 수업에 대한 
심리적 측면, 신체적 측면, 사회적 측면, 추천 근거로서 
4개의 중분류 하였으며, 그 하위분류로 소분류를 나열하
여 결과 도출을 할 수 있었다. 보다 자세한 범주화 결과
는 아래 Table 3과 같다. 

Subgroup Medium 
category large category

Stress relief
psychological 

aspect
The euphoria of ballet 

fitness classes-the 
exercise that ballet will 

keep me to the end.

Feeling the fun of exercise 
help with abdominal and 

lower body obesity
pain relief aid

physical aspectExercise to Protect Me
interest in ballet 

performance
Dress Interest social aspectlack of exercise

Recommend to coworkers Reasons for 
recommendatio

n

Need a valet fitness 
class-if you want to do 
ballet easily, go to ballet 

fitness.
effective media promotion
Family atmosphere help

Table 3. a process of categorizing FGI (Forcus Group 
Interview) content on ballet fitness classes 
for working women.

3.1 발레(ballet)를 통한 운동이 ‘나’를 끝까지 지켜
    줄 운동

3.1.1 발레피트니스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즐거움. 
연구 참여자들은 발레피트니스 수업을 통해 일상의 긍

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직장에서 지친 후, 저녁
에 진행되는 수업에 꾸준히 참여하기란 체력적으로 쉽지 
않을 결심이었지만 이들은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이상 매 시간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업이 끝
난 후, 수업을 듣지 않는 날보다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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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특히 중년여성의 경우에는 삶의 활력이 되어 자신
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수업 시간에 대한 애착을 보였다.

‘운동해야지’ 하는 다짐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강사님께서 항
상 매일 다르게 해주셨고 재밌으니까 계속 가고 싶게 되었죠. 
(Watson, 34)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고 운동 전보다 훨씬 활기 있어졌
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고 있다는 안도감도 생겼습니다. 이 운
동 전까지 운동을 해야 된다는 염려만 하고 시작하기 어려웠습
니다. 그런데 수업시간을 통해 여성으로서 어릴 때 못해본 발레
를 하면서 발레음악을 들으니 굉장히 심신이 안정이 되었습니
다. (Jolie, 55)

이에 근거하여 [27]의 연구에서 신체활동은 신체지각
능력이 향상되고 개인의 신체능력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
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피트니스(fitness)의 고강도
인터벌(HIIP)운동이 발레(ballet)에 접목되면서 정해진 
시간 맞추어 반복적 운동을 하되 신체적 리듬에 안정감
의 균형을 맞춘 발레피트니스 수업이 직장생활의 스트레
스에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였다[9].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직장여성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앉아서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어 보고자 발레피트니스 수업에 수강
을 하였으나, 자신의 오랜 잘못된 습관으로 만들어진 골
반 및 상체 좌우 비대칭이 된 앉은 자세를 보고 스스로에
게 실망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운
동을 시작하기까지 어렵게 마음가짐을 가졌기 때문에 포
기하지 않고‘나 가꾸기’에 집중하며 수업에 참여하는 날
을 기대감으로 준비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운동을 통해 
건강과 함께 여성으로서 미적 가치도 같이 찾길 원했다. 
연구 참여자들이 발레피트니스 수업을 수강하게 된 동기
를 보면, 운동을 통해 건강을 얻고자 함도 있지만 발레
(Ballet)가 주는 여성적인 이미지와 어렵게 보였던 고전 
예술을 피트니스(fitness)를 통해 쉽게 경험할 수 있음에 
기대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3.1.2 발레피트니스 수업을 통해 건강을 돌아봄 
발레피트니스 수업을 시작하며 오래 앉아 있는 업무가 

대부분인 직장여성들은 거울을 보는 것도 어색하였고 자
신의 앉은 자세를 바르게 고쳐 앉기도 어렵기만 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 수업 참여를 통해 ‘잘못 시작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였다. 그러나 오랜 고민 끝에 시
작한 운동이었고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사무직 근무가 

많은 직장여성들은 책상에 앉아 근무함으로 거북목 증후
군 또는 일자 목으로 고생하였는데 아랫배에 힘을 주고 
상체를 곧게 세우도록 한 발레피트니스 수업의 기본 발
레 자세를 통해 직장생활에서 습관적인 잘못된 자세를 
고치는 데 효과를 보았다. 직장여성들에게 건강관리는 건
강한 근육이 있는 몸을 유지함으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건강한 삶에 대해 예방의학적으로 준비하고자 하였다. 

제가 애 키우면서 운동할 시간이 없었어요. 애 고등학교 때, 
여성전용 유산소 운동 센터가 생겨서 그때 잠시 다니면서 겨우 
유지를 했거든요. 저는 족저근막염도 있고 팔꿈치도 안 좋고.. 
몸 여기저기가 돌아가면서 아프고 하지정맥도 살짝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업 하면서 밤에 잠도 잘 오고 발레가 끝까지 평생 
나를 지켜줄 운동인 것 같았어요. (Nicole, 60)

제가 척추 중에 3, 4번이 튀어나왔었어요. 그런데 자세교정
이 되면서 조금씩 고쳐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도 
많이 약했는데 계속 사용해서 도움 되고 있어요.(Scarlett, 47)

[18]의 연구에 의하면 발레 수업은 반복되는 일상 및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으며 신체적인 요소뿐만 아
니라 정신적인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발레피트니스 수업을 통해 통증완화 및 심신 안정을 취
하게 되는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을 뒷받침할 근거가 되
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초급 수강생으로써 발레피트니스 수
업 시작 동기만큼 동작 수행이 잘 되지 않아 좌절을 느끼
기도 하였지만 다시 마음을 잡고 끝까지 자신의 건강관
리를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만들고 싶어 하였다. 이는 [12]
의 연구에서 여성의 몸 활동 학습에 자격지심이 원동력
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을 지지
해 주었다. 

본 연구자는 통증 완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연구 참
여자의 의견을 들으며 다발성 경화증으로 고통 받고 있
는 여성들에게 발레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결과를 보여주
고 있는 연구가 있음을 보고 이러한 발레피트니스 수업
과 관련된 발레융합프로그램이 점차적으로 개발되고 알
려져야 할 것으로 보았다[13].

 
3.1.3 매튜 본(Matthew Bourne)의 ‘백조의 호수’를 
     보러가다
직장여성들은 발레피트니스 수업을 통해 발레(ballet)

에 관련된 영상이나 공연으로 관심을 더 갖기 시작하였
다. 평소에 가볍게 스쳐 지나던 공연들도 수업 경험을 통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9권 제2호506

해 다시 한 번 보게 되었으며, 잘 모르던 동작들도 스스
로 배움을 통해서 작품관람의 이해에 있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말하였다. 

저는 원래 발레를 좋아합니다. 정통 백조의 호수는 아니고 남
자들이 나오는 백조의 호수 있잖아요. 옛날에 볼 때 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 동작이 나오려면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하며 
무용수들의 몸의 근육도 다 보게 되는 거예요.(Chole's, 58)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도 보러 가고, 자연스럽게 성인발레피
트니스 수업을 듣고 난 후에 공연에 대한 관심이 가게 되었죠. 
(Rinna, 43)

[28]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들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
연만족도 또는 공연 관여도에 대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근거로 발레(ballet)가 
유럽의 고전적인 문화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며 다양한 문화에 맞추어 공연되어짐을 보이면서
[14] 무용공연 관람과 발레피트니스 수업 경험은 인과적 
관계가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연구자의 의견을 뒷받
침할 근거가 되었다.

3.2 발레를 쉽게 하고 싶다면 발레피트니스로
3.2.1 연예인처럼 해보고 싶은 욕구와 발레에 대한 선
     입견 깨기 좋은 운동 
연구 참여자들은 연예인을 통한 홍보가 무용 공연 및 

발레 관련 수업 홍보에 효과적일 것이라 얘기하였다. 이
들은 TV예능 ‘발레 교습소 백조클럽’에 대해 얘기를 나누
며 같은 주제라도 연령이 높은 연예인들도 섭외하여 다
양한 연령층에 발레피트니스가 도움이 됨을 보여주었으
면 하는 의견도 있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연예인 효과
에 대해 전문무용수들이 경연하는 TV프로그램 ‘댄싱 9’
부터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연예인들의 몸매유지비
법 중 발레(ballet)가 소개되면서 성인들의 취미운동에 
변화가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부산지역이 아무래도 문화예술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 그런데 관심을 갖게 하려
면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약한 것 같아요. 저도 ‘옥주현’
이라는 연예인이 탄츠 플레이(TANZ PLAY)를 하는 것 보고 발
레와 관련된 운동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말인데, 연세가 살짝 
있으신 연예인분들이 나와서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훨씬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Scarlett, 47)

발레는 무조건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발끝으로 다 서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유재석’이 한다고 해봐요. 달라지겠죠? 
사람들의 인식을 가장 빠르게 하는 건 매체예요. 그게 제일 파급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아쉬운 게 지역이 수도권에서 멀수록 예술 
관련은 제일 느린 것 같아요. (Hanna, 27)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최근 TV예능 ‘발레 교습소 백
조클럽’, 뮤지컬(Musical) ‘나빌레라’, 드라마(Drama) 
‘단 하나의 사람’에 발레(ballet)는 중요 소재로 등장하며 
꾸준히 발레(ballet)의 어려운 이미지 탈피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은 발레피트니스 
수업에 대해 수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 수강생들이
지만 신체적 및 심리적 효과들을 가족과 함께 나누며 가
족분위기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직장동료 및 친구들 사
이에 가치인식하고 있는 발레(ballet)에 대한 고전적인 
이미지를 바꿔주고자 같이 수강하거나 대화의 주제로 자
주 등장한다고 하였다. 특히, 교육현장에 있는 직장여성
들은 지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추천하고 있
으며 앞으로도 비운동참여자들에게 적극 권유할 것이라
고 말하였다. 

저는 남편에게 같이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해봤는데 남
편이 잘 안된다고 하면서 제가 하는 것 보고 대단하다는 말과 
함께 웃더라고요. 다리가 90°도 올라가지 않는데 하는 자체가 
대단하다고 했어요. (Chole’s, 58)

제가 발레피트니스 수업을 듣는다고 했더니 ‘극한의 다리 찢
기 발레수업’영상을 보내주면서 이렇게 어려운 동작을 하는 건 
아닌지 물어보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런 선입견을 깨는 데에도 
좋을 것 같았어요. (Hanna, 27)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기에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도 많
이 추천합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가서 꼭 가보라고 말이죠. 학생
들은 늘 구부리고 오래 앉아 있고 하니 자주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도 하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Jolie, 55)

4.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발레피트니스 수업을 경험한 부산지역 직장

여성들의 수업 시작 동기와 일상에 대한 변화 및 수업에 
대한 제약 요인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얘기하는 개선 희
망 사항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가 
발레피트니스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A문
화센터와 P평생교육원 두 지점으로 연구 장소를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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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FGI(Focus Group Interview)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동질성(Homogeneity)표집방법으로 선정한 
연구 참여자 9명은 모두 직장여성으로 성인발레피트니스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인식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첫
째, 연구 참여자들이 어릴 적부터 경험해 보고 싶었던 발
레를 융합운동 발레피트니스로 알게 되어 어려울 것이라
는 부담을 낮추고 접근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4]
의 연구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심적 부담을 덜고 시작
한 결과 수업 참여 기간에 비해 스스로의 신체적 및 심리
적 변화를 빨리 느낄 수 있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이 
발레피트니스 수강을 통해 일상의 즐거움을 찾게 되었고, 
갖고 있던 통증에 대한 개선 및 건강에 대해 생각하게 되
는 삶의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결과는 [3]의 연구에서 
발레 수업으로 보여졌던 감정 및 성인의 건강운동의 긍
정적 영향이 피트니스(fitness)라는 운동을 통해 조금 더 
발레를 일반화하여 취미운동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였다. 또한 직장여성들은 평소 발레 관련 공연
에 대해서도 깊게 알아보게 됨으로써 지적함양이 높아짐
을 느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관심을 보이는 만큼 발레
피트니스 및 성인관련 수강 정보들이 부족하여 개인적으
로는 알아보기 어렵다는 불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셋
째, 연구 참여자들이 부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여성
들로서 예술접근성이 수도권보다 어려움을 말하며 문화
예술이 충분히 알려져야 하며 부산여성시민으로써 발레
(ballet)가 시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경로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짧은 수강
기간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및 심리적으로 보았을 때, 지
속적으로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보고 가족 및 주변 지인
들에게 적극 권유하며 발레(ballet)에 대한 어려운 이미
지 개선을 돕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18]의 연구에서 
논의된 운동지속의 효과로 자신들의 신체적 및 심리적 
영향이 크게 작용되고 있는 것이 직장여성들이 낯설어 
하였던 발레피트니스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이 운동이 적극 홍보되기 위해서는 연예인 효
과 및 대중 매체를 통한 홍보가 성인발레피트니스 수업
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얘기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
언을 두고자 한다. 첫째, 발레피트니스는 여성만이 아닌 
남성, 다양한 연령층, 결혼여부 등에 따라 여러 대상들로 
나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대상들의 발레피트니스 수업
을 통한 경험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연구자
의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진행된 연구로 제한적인 의견 및 
대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로 확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산지역의 발레 대중화를 위해서는 일반인
들의 참여경험이 중요하다. 이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짐으로 발레에 대한 가치
인식 개선이 점차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
는데, 이 변화를 두기 위해서는 부산 지역의 교육자 및 교육 
환경적 측면의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후속연구를 통해 수도권과 문화·예술적 차이
를 좁혀갈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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