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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bré, Arabésqué 동작의 기능적 훈련이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
*

김한나*･주수광** 부산대학교

본 연구는 발레 동작 수행에 있어 기능적 훈련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를 위한 교육방안의 과학적 근거를 마
련하고자 Cambré, Arabésqué의 기능적 훈련에 따른 근활성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발레 전공 대학생 9
명을 선정하였으며, Cambré, Arabésqué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주 3회, 8주간 훈련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16
채널 무선 근전도 장비 Ultium ESP를 사용하여 척추기립근, 중둔근, 대둔근, 복직근의 근활성도를 측정하였다.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ambré 동작 훈련 후 복직근(상부, 하부)의 근활성도가 증가하였으며, 척추기립근(상
부, 중부, 하부), 중둔근의 근활성도는 감소하였고, 대둔근의 근활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거나 감소하였다. 둘째,
Arabésqué 동작 훈련 후 척추기립근(상부, 중부, 하부), 중둔근, 대둔근의 근활성도는 증가하였으며, 복직근(상
부, 하부)의 근활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거나 감소하였다. 이상은 Cambré, Arabésqué의 기능적 훈련이 주동
근 활성에 따른 체간 안정화에 영향을 준 결과로 동작 수행의 효율성에 따른 부상 예방, 기교적 향상을 위하여
골반과 척추의 바른 정렬에 기초한 올바른 단위 동작 훈련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주요어 : 발레, 기본동작, Cambré, Arabésqué, 근활성도, 기능적 훈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수세기에 걸친 동작 기법의 전통을 기초로 한 발레는 정확한 신체 사용에 따른 미적 표현에 따라 예술성이
평가되는 무용 장르 중 하나로써 그 가치는 발레리나의 아름답고 정교한 동작 표현, 즉 신체를 활용한 미적
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 잘 훈련된 신체를 가진 발레무용수는 일반인보다 더 강한 뼈와 인대 그리고 발달 된
근육을 가지며(정은선, 2013; Fitt, 2007), 장소정(2019)에 따르면 균형적으로 숙련된 신체를 가진 발레무용
수는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움직임을 구사함으로써 예술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발레
에서 정확한 신체 사용은 춤의 숙련도와 완성도에 중요한 요소로써 숙련자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신체 사용이
전제된 기본동작의 반복적 훈련이 강조되고 있다.
클래식 발레 동작 수행 원칙에 있어 안정되게 균형을 잡는다는 뜻을 가진 아플롱(aplomb)은 수직으로 세워
진 축을 중심으로 한 신체 균형을 의미한다. 이는 직립 자세일 때뿐 아니라 움직이는 동안에도 지켜야 하는
원칙으로써 동작 수행 시 균형을 위해서는 동작에 따른 신체 각 부위의 올바른 정렬과 배치, 움직임의 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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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해야 함이 중요하다. Donald, Featherstone & Savastano(1974)에 따르면 신체의 바른 정렬로부터의
이탈은 근육과 인대를 팽팽하게 하고 관절들의 지나친 마찰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쁜 정렬의 영향에 대해 언급
하였으며, Bazarova & Mey(1987)에 따르면 올바른 몸의 위치는 안정성을 보장해 줄 뿐 아니라 클래식 춤에
서 필요한 몸의 표현력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올바른 정렬과 배치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즉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머리에서 발가락까지 수직으로, 둔부 사이를 수평으로 가로지르는 정렬과 배치를 기
초로 함은 신체의 중심성을 갖게 되어(Bazarova & Mey, 1987) 완성도 있는 동작 수행이 가능해질 수 있음
을 의미하며, 이는 동작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동작과 신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즉 과
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동작의 기능적 훈련은 발레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으로 판단된다.
최근 20년 이내 발레 동작의 과학적 분석을 진행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발레 동작의 기능적 분석(권안숙,
2004; 김은지, 2014; 박금란, 2007; 서수민, 2006; 임수진, 2021), 발레 동작의 생체역학적 분석(강하나, 송
인아, 최성이, 2007; 권안숙 2011; 권지영, 우병훈, 2018; 김민정, 이경옥, 2015; 김제민, 김광진, 2021; 심재
희, 최성이, 2006; 염창홍, 박영훈, 서국웅, 양충모, 2004; 이진, 2012; 이진, 정익수, 2012; 조남규, 오성근,
2014, 2015; 조준희, 2020), 그리고 발레 동작 훈련의 효과검증을 위한 생체역학적 분석(김상아, 이경옥,
2018; 김현수, 2016; 문종숙, 이계행, 2012; 이기청, 2012; 이주희, 문달콤, 2017)으로 과학적 접근에 의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기본동작에 대한 분석보다는 고난이도의 동적인 동작 분석이 많았으며(임수진,
2021), 하지 중심으로 도출된 결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발레 동작은 기본 단위 동작의 올바른 훈
련을 시작으로 난이도 높은 테크닉 훈련 진행과 더불어 정확한 테크닉 수행이 가능해지며, 특히 동작 특성에
따라 골반과 척추의 안정된 수행이 요구됨에 따라 체간 부위에 관련된 결과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외연구에서 발레 동작 수행 안정화에 관한 과학적 분석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Alfuth,
Luetkecosmann & Knicker, 2021; Gontijo, Candotti, Feijo, Ribeiro & loss, 2015; Kawano, Lin &
Mayumi, 2022; Miller, Rice, Felpel, Stirling, Bengtson & Needle, 2018; Tsanaka, Manou & Kellis,
2017), 특히 발레 기본동작의 올바른 실행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플리에 동작 수행시 발, 골반의 중립 정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연구(Gontijo et al., 2015)와 상지와 하지의 안정성이 아라베스크 동작의 미학에 기여
함을 언급한 연구(Kawano, Lin & Mayumi, 2022)에 따라 동작의 안정화와 완성도를 위하여 정렬에 기초한
기능적 훈련과 체간의 효율적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 활성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발레 동작 중 신체 중심의 정렬이 무너지기 쉬운 동작인 Cambré, Arabésqué를 중심으로 본 연
구를 진행하였다. Cambré 동작은 척추의 신전, Arabésqué 동작은 척추와 고관절의 신전이 이루어져 골반과
척추의 안정화가 필요한 동작이며, 동작의 형태에 치중하거나 고도의 테크닉 수행으로 인하여 정렬과 배치,
그리고 주동근의 사용이 쉽게 간과될 수 있는 동작으로 동작에 따라 요구되는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단위 동
작 훈련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이 동작의 주동근으로 역할을 하는 복부, 허리, 둔부 근육은 인체의 모든 힘과
운동성, 안정성을 발휘하게 하는 중심이 되는 곳(이진, 서수진, 2016; Akuthota & Nadler, 2004)이며,
Vaganova, A.(1969)는 신체 정렬을 통해 척추와 허리 부분의 근육을 느껴야 신체 안정성의 근본을 알 수 있
음을 언급함에 따라 Cambré, Arabésqué 동작의 기능적 훈련은 체간과 동작의 안정화를 담당하는 근육 활성
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ambré, Arabésqué 동작의 기능적 훈련에 따른 생체역학적 변인인 근활성도를 분
석하였다. 이를 통해 발레 동작의 기능적 훈련에 따른 효과를 분명히 밝히고, 교육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
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부정확한 동작으로 인한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신체 사용에 기인한 발
레 동작 수행의 필요성과 더불어 발레전공자뿐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발레 동작 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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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 동작의 우수성을 재고할 수 있음에 의의가 있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 동작의 기능적 훈련이 Cambré 동작 시 요부의 척추기립근(상부, 중부, 하부), 중둔근, 대둔근,
복직근(상부, 하부)의 평균 근활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단위 동작의 기능적 훈련이 Arabésqué 동작 시 요부의 척추기립근(상부, 중부, 하부), 중둔근, 대둔
근, 복직근(상부, 하부)의 평균 근활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충남에 위치한 C대학의 발레전공자 중 유의추출법(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여 자신의 신
체 변화와 기술향상의 의지가 있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 9명을 선정하였다. <표 1>은 연구 대상자
의 개인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연구 대상의 개인적 특성

M±SD

Age (yrs.)

Height (cm)

Weight (kg)

Career (yrs.)

21.56±0.53

162.78±4.87

47.89±3.18

5.89±1.05

2. 실험장비 및 방법
본 연구에서 근활성도를 분석하기 위한 실험장비는 16채널 무선 근전도 장비 Ultium ESP(Noraxon,
USA)를 사용할 것이며, <그림 1>은 실험에 사용할 근전도 장비이다.

그림 1. 근전도 측정 장비

근활성도의 분석을 위해 표면근전도 신호에 대한 피부의 저항을 감소시키는 요인인 잔털과 각질을 제거, 알콜
솜을 사용하여 측정 부위를 닦아낸 후 전극을 부착할 것이다. 그리고 자료의 분석은 Noraxon Myoresearch
TM(USA)를 사용할 것이다. 원자료는 데이터 획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주파수 대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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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width)을 20-450 Hz로 필터를 적용한 후 전파정류(full wave rectification)를 실시하고 RMS
window = 100 ms로 평활화(smoothing) 할 것이다.

3. 전극 부착 위치
전극 부착 위치는 Cambré, Arabésqué 동작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근육 부위이자 체간 안정화에 기여하는
주동근인 좌·우 요부의 척추기립근 (상부, 중부, 하부), 좌·우 중둔근, 좌·우 대둔근, 좌·우 복직근(상부, 하부)
의 근활성도를 측정할 것이다. 그리고 각 근육 부위에 따른 전극의 부착은 김태완 등(2013)이 제시한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그림 2>는 전근 부착 부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전극 부착 부위

4. 국면 및 구간의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Cambré, Arabésqué 동작의 국면과 구간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1) Cambré 동작

그림 3. Cambré 동작 국면 및 구간설정

(1) 국면의 설정
① Event 1 : 준비 자세에서 척추의 신전이 시작되는 순간
② Event 2 : 척추의 신전 각도가 최고에 이르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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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간의 설정
① Phase 1 : 준비 자세에서 척추의 신전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척추의 신전 각도가 최고에 이르는 순간
2) Arabésqué 동작

그림 4. Arabésqué 동작 국면 및 구간설정

(1) 국면의 설정
① Event 1 : 준비 자세에서 오른발이 움직이는 순간
② Event 2 : 오른발 발끝이 정점에 이르는 순간
(2) 구간의 설정
① Phase 1 : 준비 자세에서 오른발이 움직이는 순간부터 오른발 발끝이 정점에 이르는 순간

5. Cambré, Arabésqué 동작 훈련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진행한 훈련 프로그램은 러시아 바가노바 메소드에 기초한 클래식 발레 동작 원칙을 적용하고,
동작의 기능적 분석을 위해 국내·외 문헌을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훈련은 1일 30분, 주 3회, 8주간 실시하였
으며, 프로그램 시작 전 훈련에 대한 충분한 설명(목적, 효과)과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적절한 피드백을 활용
하여 참여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세부적인 훈련 프로그램은 <표 2>와 같다.
표 2. 훈련 프로그램
동작

훈련 방안
시상면(sagittal plane)에서 관상축(coronal axis)을 중심으로 척추 신전(extension)
신전 시 어깨와 골반은 중립 상태로 바닥과 수평 상태를 유지
① Cambré
수직으로 정렬된 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머리, 어깨, 견갑골, 척추 순으로 분절
척추기립근, 복근 공동 수축 (하복근 골반 지지, 상복근 흉곽 조절)
시상면(sagittal plane)에서 관상축(coronal axis)을 중심으로 고관절 신전(extension),
척추 신전(extension)
- 고관절 신전 시 골반 수평 유지, 척추 신전 시 어깨 수평 유지를 위해 흉추/요추의
② Arabésqué
충분한 아치 형성
- 고관절 외회전과 신전 유도
- 고관절 신전 시 대둔근 수축, 골반 정렬 시 복근, 둔근, 척추기립근 공동 수축
①,② 실시 후 60초 휴식/ 6회 반복
-

횟수
8회

8회
-right 4회
-left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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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처리
본 연구는 Cambré, Arabésqué 동작의 기능적 훈련이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SPSS
24.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할 것이다. 그리
고 훈련 전과 훈련 4주 후, 8주 후의 차이검증을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실
시할 것이며, 유의한 차이가 나는 변인에 대하여 사후검증으로 Scheffe' test를 실시할 것이다. 이때 유의수준
α= .05로 설정할 것이다.

Ⅲ. 연구결과
1. Cambré 동작
1) 척추기립근(상부, 중부, 하부) 평균 근활성도
표 3. 상부 척추기립근의 평균 근활성도

right

left

period
pre
4 week
8 week
pre
4 week
8 week

(unit : µV)
M±SD
27.27±10.79
32.67±10.31
14.00±3.27
40.80±9.59
63.70±8.68
19.25±1784

F-value

p-value

contrast test

8.303

.003*

a,b>c

21.358

.000**

b>c

*p<.05, **p<.01

Cambré 동작 시 상부 척추기립근 평균 근활성도를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오른쪽, 왼쪽 모두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오른쪽의 경우 사전(pre)에서 27.27±10.79, 4주차에서 32.67±10.31로 8주차의
14.00±3.27에 비해 높은 평균 근활성도를 보였으며(p<.05). 왼쪽의 경우 4주차에서 63.70±8.68로 8주차의
19.25±1784에 비해 높은 평균 근활성도를 보였다(p<.01).
표 4. 중부 척추기립근의 평균 근활성도

right

left

period
pre
4 week
8 week
pre
4 week
8 week

(unit : µV)
M±SD
67.87±17.72
52.25±22.62
9.06±4.14
44.37±18.59
63.04±14.21
8.30±3.84

F-value

p-value

contrast test

23.123

.000**

a,b>c

28.923

.000**

a,b>c

*p<.05, **p<.01

Cambré 동작 시 상부 척추기립근 평균 근활성도를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오른쪽, 왼쪽 모두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오른쪽의 경우 사전(pre)에서 67.87±17.72, 4주차에서 52.25±22.62로 8주차의
9.06±4.14에 비해 높은 근활성도를 보였으며(p<.01), 왼쪽의 경우 사전(pre)에서 44.37±18.59, 4주차에서
63.04±14.21로 8주차의 8.30±3.84에 비해 높은 평균 근활성도를 보였다(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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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하부 척추기립근의 평균 근활성도

right

left

period
pre
4 week
8 week
pre
4 week
8 week

(unit : µV)
M±SD
86.73±20.57
87.27±46.08
17.64±3.96
51.79±19.11
57.06±16.80
15.15±8.52

F-value

p-value

contrast test

13.145

.000**

a,b>c

15.198

.000**

a,b>c

*p<.05, **p<.01

Cambré 동작 시 하부 척추기립근 평균 근활성도를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이 오른쪽, 왼쪽 모두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오른쪽의 경우 사전(pre)에서 86.73±20.57, 4주차에서 87.27±46.08로 8주차의
17.64±3.96에 비해 높은 평균 근활성도를 보였으며(p<.01), 왼쪽의 경우 사전(pre)에서 51.79±19.11, 4주
차에서 57.06±16.80으로 8주차의 15.15±8.52에 비해 높은 평균 근활성도를 보였다(p<.01).
2) 중둔근, 대둔근 평균 근활성도
표 6. 중둔근의 평균 근활성도

right

left

period
pre
4 week
8 week
pre
4 week
8 week

(unit : µV)
M±SD
121.66±39.49
80.09±33.48
11.29±4.19
55.51±27.93
72.71±25.64
13.45±4.27

F-value

p-value

contrast test

24.189

.000**

a,b>c

13.410

.000**

b>c

*p<.05, **p<.01

Cambré 동작 시 중둔근 평균 근활성도를 분석한 결과 <표 6>과 같이 오른쪽, 왼쪽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오른쪽의 경우 사전(pre)에서 121.66±39.49, 4주차에서 80.09±33.48로 8주차의11.29±4.19에
비해 높은 평균 근활성도를 보였으며(p<.01), 왼쪽의 경우 4주차에서 72.71±25.64로 8주차의 13.45±4.27
에 비해 높은 평균 근활성도를 보였다(p<.01).
표 7. 대둔근의 평균 근활성도

right

left

period
pre
4 week
8 week
pre
4 week
8 week

(unit : µV)
M±SD
153.17±46.19
116.77±20.78
35.63±25.49
50.10±23.98
44.49±27.79
49.16±16.13

F-value

p-value

contrast test

23.652

.000**

a,b>c

.118

.889

*p<.05, **p<.01

Cambré 동작 시 대둔근 평균 근활성도를 분석한 결과 <표 7>과 같이 오른쪽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오른쪽의 경우 사전(pre)에서 153.17±46.19, 4주차에서 116.77±20.78로 8주차의 35.63±25.49에 비해
높은 평균 근활성도를 보였으며(p<.01), 왼쪽의 경우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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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직근(상부, 하부) 평균 근활성도
표 8. 상부 복직근의 평균 근활성도

right

left

period
pre
4 week
8 week
pre
4 week
8 week

(unit : µV)
M±SD
7.35±2.62
16.37±4.41
23.69±11.58
10.41±1.54
9.96±1.50
18.59±6.44

F-value

p-value

contrast test

8.769

.002**

a<c

10.729

.001**

a,b<c

*p<.05, **p<.01

Cambré 동작 시 상부 복직근 평균 근활성도를 분석한 결과 <표 8>과 같이 오른쪽, 왼쪽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오른쪽의 경우 8주차에서 23.69±11.58로 사전(pre)의 7.35±2.62에 비해 높은 평균 근활성
도를 보였으며(p<.01), 왼쪽의 경우 8주차가 사전(pre)에서 10.41±1.54로 4주차의 9.96±1.50에 비해 높은
평균 근활성도를 보였다(p<.01).
표 9. 하부 복직근의 평균 근활성도

right

left

period
pre
4 week
8 week
pre
4 week
8 week

(unit : µV)
M±SD
6.97±1.46
10.05±2.36
14.80±6.27
6.59±1.92
9.05±1.87
11.20±4.73

F-value

p-value

contrast test

6.952

.006**

a,b<c

3.768

.043*

a<c

*p<.05, **p<.01

Cambré 동작 시 상부 복직근 평균 근활성도를 분석한 결과 <표 9>와 같이 오른쪽, 왼쪽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오른쪽의 경우 8주차에서 14.80±6.27로 사전(pre)의 6.97±1.46, 4주차의 10.05±2.36에
비해 높은 평균 근활성도를 보였으며(p<.01), 왼쪽의 경우 8주차에서 11.20±4.73으로 사전(pre)의
6.59±1.92에 비해 높은 평균 근활성도를 보였다(p<.05).

2. Arabésqué (right leg)
1) 척추기립근(상부, 중부, 하부) 평균 근활성도
표 10. 상부 척추기립근의 평균 근활성도

right

left

period
pre
4 week
8 week
pre
4 week
8 week

(unit : µV)
M±SD
16.53±3.70
23.40±7.00
44.10±8.10
11.93±3.75
11.80±4.19
67.03±16.05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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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bésqué(right leg) 동작 시 상부 척추기립근 평균 근활성도를 분석한 결과 <표 10>과 같이 오른쪽, 왼
쪽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오른쪽의 경우 8주차에서 44.10±8.10으로 사전(pre)의 16.53±3.70, 4
주차의 23.40±7.00에 비해 높은 평균 근활성도를 보였으며(p<.01), 왼쪽의 경우 8주차에서 67.03±16.05로
사전(pre)의 11.93±3.75, 4주차의 11.80±4.19에 비해 높은 평균 근활성도를 보였다(p<.01).
표 11. 중부 척추기립근의 평균 근활성도

right

left

period
pre
4 week
8 week
pre
4 week
8 week

(unit : µV)
M±SD
8.97±2.21
11.28±2.45
81.49±13.47
8.68±2.35
15.31±6.16
68.42±10.54

F-value

p-value

contrast test

193.525

.000**

a,b<c

156.736

.000**

a,b<c

*p<.05, **p<.01

Arabésqué (right leg) 동작 시 중부 척추기립근 평균 근활성도를 분석한 결과 <표 11>과 같이 오른쪽, 왼
쪽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오른쪽의 경우 8주차에서 81.49±13.47로 사전(pre)의 8.97±2.21, 4주
차의 11.28±2.45에 비해 높은 평균 근활성도를 보였으며(p<.01), 왼쪽의 경우 8주차에서 68.42±10.54로
사전(pre)의 8.68±2.35, 4주차의 15.31±6.16에 비해 높은 평균 근활성도를 보였다(p<.01).
표 12. 하부 척추기립근의 평균 근활성도

right

left

period
pre
4 week
8 week
pre
4 week
8 week

(unit : µV)

M±SD
5.39±2.15
11.43±1.79
113.83±34.59
5.24±2.02
9.75±3.91
67.43±19.92

F-value

p-value

contrast test

64.748

.000**

a,b<c

188.229

.000**

a,b<c

*p<.05, **p<.01

Arabésqué (right leg) 동작 시 하부 척추기립근 평균 근활성도를 분석한 결과 <표 12>와 같이 오른쪽, 왼
쪽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오른쪽의 경우 8주차에서 113.83±34.59로 사전(pre)의 5.39±2.15, 4
주차의 11.43±1.79에 비해 높은 평균 근활성도를 보였으며(p<.01), 왼쪽의 경우 8주차에서 67.43±19.92로
사전(pre)의 5.24±2.02, 4주차의 9.75±3.91에 비해 높은 평균 근활성도를 보였다(p<.01).
2) 중둔근, 대둔근 평균 근활성도
표 13. 중둔근의 평균 근활성도

right

left

period
pre
4 week
8 week
pre
4 week
8 week

(unit : µV)
M±SD
5.31±2.15
6.71±1.60
91.23±43.15
5.53±2.78
9.18±4.95
52.56±22.04

F-value

p-value

contrast test

403.872

.000**

a,b<c

27.762

.000**

a,b<c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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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bésqué (right leg) 동작 시 중둔근 평균 근활성도를 분석한 결과 <표 13>과 같이 오른쪽, 왼쪽 모두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오른쪽의 경우 8주차에서 91.23±43.15로 사전(pre)의 5.31±2.15, 4주차의
6.71±1.60에 비해 높은 평균 근활성도를 보였으며(p<.01), 왼쪽의 경우 8주차에서 52.56±22.04로 사전
(pre)의 5.53±2.78, 4주차의 9.18±4.95에 비해 높은 평균 근활성도를 보였다(p<.01).
표 14. 대둔근의 평균 근활성도

right

left

period
pre
4 week
8 week
pre
4 week
8 week

(unit : µV)
M±SD
10.25±5.23
17.53±7.35
134.77±22.36
10.89±6.52
17.31±10.14
58.79±30.96

F-value

p-value

contrast test

176.503

.000**

a,b<c

12.854

.000**

a,b<c

*p<.05, **p<.01

Arabésqué (right leg) 동작 시 대둔근 평균 근활성도를 분석한 결과 <표 14>와 같이 오른쪽, 왼쪽 모두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오른쪽의 경우 8주차에서 134.77±22.36으로 사전(pre)의 10.25±5.23, 4주차의
17.53±7.35에 비해 높은 평균 근활성도를 보였으며(p<.01), 왼쪽의 경우 8주차에서 58.79±30.96으로 사전
(pre)의 10.89±6.52, 4주차의 17.31±10.14에 비해 높은 평균 근활성도를 보였다(p<.01).
3) 복직근(상부, 하부) 평균 근활성도
표 15. 상부 복직근의 평균 근활성도

right

left

period
pre
4 week
8 week
pre
4 week
8 week

(unit : µV)
M±SD
15.11±7.12
18.33±5.61
17.12±6.82
24.86±15.97
15.83±3.65
10.91±2.77

F-value

p-value

.433

.665

3.811

.042*

contrast test

a>c

*p<.05, **p<.01

Arabésqué (right leg) 동작 시 상부 복직근 평균 근활성도를 분석한 결과 <표 15>와 같이 왼쪽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왼쪽의 경우 사전(pre)에서 24.86±15.97로 8주차의 10.91±2.77에 비해 높은 평균 근활
성도를 보였으며(p<.05), 오른쪽의 경우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16. 하부 복직근의 평균 근활성도

right

left

period
pre
4 week
8 week
pre
4 week
8 week

(unit : µV)
M±SD
21.13±12.03
11.04±4.67
11.44±3.23
20.05±10.88
14.54±5.99
8.56±1.84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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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alue

p-value

3.875

.040

4.407

.028*

contrast test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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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bésqué (right leg) 동작 시 하부 복직근 평균 근활성도를 분석한 결과 <표 16>과 같이 왼쪽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왼쪽의 경우 사전(pre)에서 20.05±10.88로 8주차의 8.56±1.84에 비해 높은 평균 근활
성도를 보였으며(p<.05), 오른쪽의 경우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Ⅳ. 논의
발레는 기능적, 역학적인 분석을 요구하는 예술로써 미적 감각에 앞서 과학적인 관점에서 인체의 기능을 이
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동작의 효율성에 따른 부상 예방 및 기교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ambré, Arabésqué 동작의 기능적 훈련 후 척추기립근, 중둔근, 대둔근, 복직근의 근활성도를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8주간의 Cambré 동작 훈련 후 근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훈련 전에 비해 복직근(상부, 하부)의 근활성
도는 증가하였다. Cambré 동작은 척추의 신전이 이루어지는 동작으로 신체 부위의 수직축을 중심으로 한 정
렬과 배치, 그리고 관상축의 중심으로 한 수평배치가 이루어진 상태, 즉 체간이 안정된 기반을 유지하여 움직
이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Cambré의 주동근인 척추기립근과 함께 흉곽의 안정성 및 골반의 전방경사와
척추 과신전의 발생을 제한하기 위한 복부 근육의 적절한 공동 수축이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의 경우 훈련 전
과도한 척추 신전에만 중점을 두고, 복부 근육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저하로 인해 복부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훈련을 진행하는 동안 체간 부위를 지지하고, 척추와 골반의 바람직한 위치를 강조하였으며,
과도한 움직임을 제어하는데 도움을 주는 복부 근육(Clippinger, 2007)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동작 구간
(phase) 동안 복직근(상부, 하부)이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Kay(2000)의 연구에 따르면 체간 근육 중
복부 근육은 요추의 분절 안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언급하였으며, 이진수(2014)의 연구의 따르면 체
간 안정화와 복직근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보고한 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준다. 따라서 Cambré 동작
의 아름다운 활 모양을 표현하고, 척추의 과도한 신전으로 인한 요통의 발생을 피하기 위해서는 복부 근육의
적절한 수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8주간의 Cambré 동작 훈련 후 근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척추기립근(상부, 중부, 하부), 중둔근의 근
활성도는 감소하였으며, 대둔근의 근활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거나 감소하였다. Cambré 동작 훈련 시 복직
근의 활성은 체간의 안정된 기반을 만들어주었으며, 머리부터 차례대로 분절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직 정렬을
최대한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척추의 신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신체의 축에 가까운 동작은 축으
로부터 멀어진 동작보다 적은 에너지와 적은 근육의 힘을 요구하는 것(Paskevska, 2005)으로 훈련 후 척추기
립근은 훈련 전에 비해 적은 힘을 사용한 것으로 유추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중둔근과 대둔근은 등척성 수축
을 통해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작용하는 근육으로 훈련 전의 경우 척추의 신전에 대응하는 신체 균형을 위해
근육의 과도한 활성을 보였지만 훈련 후 복부 근육의 활성화로 인해 비교적 낮은 활성화를 보인 것으로 판단
된다. Gatts & Woollacott(2006)에 따르면 인체의 균형 능력이 증가하면 표면근의 낮은 활성도만으로 효율
성 있는 균형 조절을 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준다.
셋째, 8주간의 Arabésqué 동작 훈련 후 근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척추기립근(상부, 중부, 하부)의 근활성도
는 증가하였다. Arabésqué 동작은 고관절의 신전과 척추의 신전이 시상면에서 이루어지는 동작으로 관상축
의 바른 정렬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시상면에서 이루어지는 관상축은 골반과 어깨로써 한쪽 다리가 올라갈
때 충분히 아치(arch)형의 곡선을 만들어 양쪽 골반과 어깨가 바닥과 평행상태를 유지해야 함을 의미한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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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숙, 2004). 이에 따라 척추 신전의 주동근인 척추기립근은 한쪽 다리를 올림으로써 발생하는 상체의 꼬임을
도와주어 Arabésqué에서 어깨가 정면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Clippinger, 2007) 근육으로 활용되며, 또한
수직으로 허리를 세우는 근육으로 활용되어 진다. 연구 참여자의 경우 훈련 전 Arabésqué 동작 수행 시 충분
한 아치형의 곡선보다는 움직이는 다리 쪽 골반을 드는 습관으로 인해 체간의 수평 균형을 만들지 못하는 것
으로 보였다.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올라가는 뒷다리 각도에 따라 충분한 아치를 만들고, 골반부터 어깨와 머
리까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바른 정렬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Arabésqué(right leg)의 경우 왼쪽
척추기립근(상부)은 어깨를 정렬하기 위해 오른쪽 척추기립근(상부)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오른쪽 척추
기립근(중부, 하부)은 요추를 신장시키고, 허리를 세우기 위해 왼쪽 척추기립근(중부, 하부)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유은(2014)의 연구에 따르면 발레무용수의 척추 신근이 약한 것은 신체 정렬이
무너짐에 따라 뼈에 직접적으로 무리가 가게 되어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 언급하였
으며, 이윤옥(2010)의 연구에 따르면 Attitudé 뒤 동작시 숙련자의 척추기립근 근활성도가 높은 수치를 나타
내었음을 보고 한 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준다. 따라서 Arabésqué 동작 수행시 주동근으로 역할을 하는
척추기립근의 적절한 수축을 위해서는 골반과 척추의 바른 정렬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신체 균
형이 유지됨으로써 안정된 동작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8주간의 Arabésqué 동작 훈련 후 근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중둔근, 대둔근의 근활성도는 증가하였다.
Arabésqué 동작시 턴아웃된 다리 위에 한쪽 다리를 후방으로 올리는 것은 고관절의 외회전과 신전에서 이루
어진다. 고관절의 외회전과 신전은 대둔근이 주동근이며, 특히 다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둔근의 사용이 중요함
으로 둔근의 역할을 일깨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의 경우 Arabésqué 동작 시 골반을 드는 습관은
둔근의 사용을 억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렬로 인해 척추기립근과 둔근을 사용하지 못하는 보였다.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골반 정렬을 최대한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다리를 올린다는 느낌보다는 고관절을 후방
으로 편다는 느낌을 인지시키고, 둔근 사용에 집중하였다. 이에 따라 Arabésqué(right leg)의 경우 오른쪽 중
둔근과 대둔근이 왼쪽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고관절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근육
중 대둔근과 중둔근은 골반의 안정성을 제공(이진, 서수진, 2016; Gottshalk, Kourosh & Leveau, 1989;
Neumann, 2010)하며, 중둔근은 한쪽 발로 체중을 지지할 때 반대측으로 골반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근수축
을 유지함으로(정진우, 2019) Arabésqué 동작의 골반 정렬을 강조한 훈련 후 중둔근과 대둔근이 활성화된
것으로 유추가능하다. 김동희, 김인숙(1983)의 연구에서 Arabésqué의 주동근으로써 대둔근을 제시하고,
Arabésqué(up-pose) 동작 시 올리는 발의 대둔근 근 활동이 가장 빨랐음을 결과로 보고하였으며, 김채원
(2017)에 따르면 Attitudé 동작 수행 시 골반 안정성 유지에 집중하면서 대둔근에 힘이 실어지는 지 확인해야
함을 언급한 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준다. 따라서 골반 정렬을 강조한 훈련이 둔근의 사용과 이에 따른
균형에 효과적임으로 다리를 높게 들고 긴 선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고관절의 외회전과 신전을 유도하여 주동
근 사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골반의 회전을 늦추도록 해야 함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8주간의 Arabésqué 동작 훈련 후 근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복직근(상부, 하부)의 근활성도는 유의
한 차이가 없거나 감소하였다. Arabésqué 동작 시 척추와 골반 정렬을 위해 복부 근육과 둔부 근육의 공동
수축이 필요함에도 복직근의 결과가 유의한 차이가 없는 이유는 단위 동작의 집중 훈련을 위해 두 손을 사용
한 바 워크(bar work) 훈련의 결과로 판단된다. 즉 Arabésqué 동작 시 바 사용으로 인해 척추기립근과 둔근
의 사용에 집중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Arabésqué(right leg) 동작 시 왼쪽 복직근(상부, 하부)의 근활성도가
감소한 결과는 Arabésqué 동작 시 복근은 등척성 수축을 통해 골반을 바로 설 수 있게 작용하는 근육으로써
오른쪽 다리를 올렸을 경우 왼쪽 골반을 세우기 위하여 왼쪽 복직근이 활성화되어야 하나 골반과 척추 정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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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Arabésqué 훈련 후 균형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몸통 표면근인 복직근이 낮은 활성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Filho, Silva, Monteiro, Alves, Carvalho & Azevedo(2009)의 연구에서 골반 경사가 올바르게
수행될 때 복직근의 낮은 활성화가 나타났으며, 내·외복사근의 높은 활성화가 나타났음을 결과로 보고 한 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비추어 보아 Cambré와 Arabésqué 동작의 기능적 훈련 후 정렬이 무너지기 쉬운 동
작 수행에 미세한 움직임을 조절하는 체간 안정화 근육인 복부와 허리 주위 대근육(김수현, 2018)이 활성화
됨에 따라 체간 및 동작 안정화에 긍정적인 훈련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Filho et al.(2009)에 따르
면 발레 전문가 및 연습자는 골반과 허리의 올바른 위치와 제어를 유지하는 것이 요추, 골반 부위의 안정화와
관련한 근육 활성화에 강한 영향력으로 작용함을 언급함을 볼 때 Cambré와 Arabésqué 동작은 주동근의 활
성을 위해 골반과 척추의 바른 정렬에 기반한 동작 수행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올바른 근육 사용
과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동작 교육 시 지도자의 과학적, 해부학적 원리 이해와 적용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위 동작의 정렬과 배치, 근육 작용의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기능적 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발레는 신체의 특성을 기저로 아름답고 우아한 표현을 완성해가는 예술로 미적 관점과 과학적인 지도 방법
의 토대 위에서 동작의 반복적인 훈련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즉 신체 움직임은 발레의 본질로 동작 기술을 완
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레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동작의 올바른 원리와 법칙에 기반한 훈련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Cambré, Arabésqué는 신체를 통해 아름다운 선을 표현하는 발레의 대표적 동작으로써 과도한
미적 표현으로 인한 이상적인 신체 정렬을 벗어나기 쉬운 동작이다. 이러한 동작은 신체의 중심을 지지하고
있는 골반과 척추를 둘러싼 근육의 올바른 사용이 필요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동작의 기능적 훈련이 근활성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8주간 주 3회, 9명의 발레 전공 대학생
을 대상으로 Cambré, Arabésqué 동작을 훈련하였으며, 척추기립근, 중둔근, 대둔근, 복직근의 근활성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Cambré 동작 훈련 후 복직근(상부, 하부)의 근활성도가 증가하였으며, 척추기립근
(상부, 중부, 하부), 중둔근의 근활성도는 감소하였고, 대둔근의 근활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거나 감소하였다.
둘째, Arabésqué 동작 훈련 후 척추기립근(상부, 중부, 하부), 중둔근, 대둔근의 근활성도는 증가하였으며, 복
직근(상부, 하부)의 근활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거나 감소하였다.
이상은 Cambré, Arabésqué 동작의 기능적 훈련이 동작에 필요한 주동근의 활성에 영향을 준 결과이며,
올바른 신체 사용이 정확한 근육을 효율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음을 입증한 결과로써 정확한 동작 수행을 위한
바른 자세의 필요성을 재고하고, 동작의 형태를 취하기 위한 척추, 고관절의 과도한 신전보다는 동작에 따른
신체의 면과 축을 중심으로 어깨와 골반의 수평 정렬에 기초한 동작 수행과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단위 동작의 훈련은 발레 학습자의 신체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부상 예방, 동작의 효율성에 따른 기술향
상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발레 학습자의 약한 근력에 대한 보강 운동으로, 불균형적 근육에 대한 교정 효과
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Cambré, Arabésqué를 시작으로 여러 기본동작의 기능적 훈련법의 객관화와 과학적 근
거가 되는 정량적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발레 기본동작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 더불어 발레 실기 교육 현장에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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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Effects of the Functional Training of Cambré, Arabésqué Movements
on Muscle Activity
Hanna Kim*⋅Sookwang Choo**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et out to analyze muscle activity according to the functional training of cambré and
arabésqué,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ballet movement functional training based on establish a
scientific ground for its educational plans. The subjects include nine college students specializing in
ballet. They participated in an eight-week training program for cambré and arabésqué with three
sessions per week. In the experiment, the subjects were measured in the muscle activity of erector
spinae muscles, gluteus medius, gluteus maximus, and muscle rectus abdominis with Ultium ESP, a
radio electromyogram equipment with 16 channel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were obtained in the
data with the SPSS 24.0 program. In addition, repeated-measures ANOVA was carried out.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muscle activity of muscle rectus abdominis(upper and lower) increased after
cambré training, but that of erector spinae muscles(upper, middle, and lower), gluteus medius decreased
after the training, and gluteus maximus no significant differences or decreased after the training.; and
secondly, the muscle activity of erector spinae muscles(upper, middle, and lower), gluteus medius, and
gluteus maximus increased after arabésqué training, but that of muscle rectus abdominis(upper and
lower)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or decreased after the training.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functional training of cambré and arabésqué had impacts on stabilization of the torso according to
agonistic muscle activity. The findings raise a need for the functinal training of unit movements based on
the right arrangement of the pelvis and spine to prevent injuries and enhance techniques according to
the efficiency of movements.
Key words : ballet, basic movement, cambré, arabésqué, muscle activity, functional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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