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석과 무용동작치료
인숙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장)
김

Ⅰ. 정신분석과 무용/동작치료
1. 무용/동작치료의 심리학적 배경

정신의학 연구자인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 욕구를 중심으로 한 내재적 발달
단계의 체계를 만들고 심리적 장애 원인을 인간의 무의식 세계와 연관하여 연
구하였다. 그의 이론은 무용/동작치료에서 신체의 즉흥움직임을 이끌어내어 이
를 관찰하고 환자의 무의식의 세계를 의식화 한다는 이론과 연관된다. 그 외에
도 융(C.G. Jung), 설리번(Harry Stack Sullivan), 매슬로우(Abraham Harold
Maslow), 모레노(Jacob Levy Moreno)등에 의해 신체와 심리와의 연관관계가
연구되었다.
20세기 전반기의 심리학은 언어를 무의식 표현을 위한 매개로서의 사용에 중
점을 두었는데 이는 무용/동작치료 선구자들의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인 빌헬름 라이히(Wilhelm Reich)는 비언어적인
것에 중점을 둔 최초의 임상학자로, 몇몇 환자들에게서 근육의 긴장 형태로 방
어를 취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근육긴장의 경직성은 생식적인 흥분, 근심, 성적
억압 등을 의미한다고 보았다(Reich, 1949).
미국의 심리학자 설리번(Harry Stack Sullivan)은 그의 대인관계이론에서 문
화적, 상호작용적 관계에서 병리학을 이해할 필요성을 전재하고, 사람들의 자아
와 개성은 그들의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전시킨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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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Schilder)는 무용/동작치료의 중요개념인 신체상(Body Image)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정신분석학적 구조에서 동작과 감정 표현과의 관계를 연구하
였는데, 정신상(Mental Image)은 신체에 대한 감정 태도의 토대를 이룬다고 생
각했다.
칼 로저스가 이끈 인본주의적 운동은 정신장애에 대한 비분석적, 비판단적,
반진단적 접근방법을 이끌었다. 이는 개인의 특성과 인간의 창조적이고 표현적
인 잠재력을 표출하는 방법을 강조하여 병리적 약점보다는 인간의 건강과 잠재
력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심리학 이론들은 초기 무용/동작치료의 선구자 중 한사람인 마리안
체이스(Marian Chace)의 이론과 방법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폴 쉴더

2. 정신분석학적 무용/동작치료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무용/동작치료는 정신치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신분석학적 개념위에 연구되어진다.
지겔(Elain Siegel, 1979)은 정신분석학적 무용/동작치료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움직임은 환자의 발달수준의 지표가 되며, 움직임에는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 인생의 변화에 대한 모든 반응의 흔적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다(박은
규, 1999). 지겔은 환자에게서 보여 지는 근육긴장, 불규칙한 호흡, 신체이미지
의 왜곡,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등은 모든 정신질환의 표시가 될 수 있고, 이 같
은 신체적인 표시들은 환자의 진정한 정신적 성숙 또는 치료가 시작되어야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고 보았다.
정신분석학적 무용/동작치료의 목표 아래에서 세션의 활동은 신체자아(Body
Ego)를 강하게 하는데 사용되며, 긴장이나 자극에서 벗어나 자아의 성숙을 가
능하게 한다.
정신분석학적 무용/동작치료에서는 주로 신체인식(Body Awareness) 즉, 신
체자아(Body Ego), 신체상(Body Image), 신체영역(Body Boundary), 신체 공간
(Body Space) 등과 무의식(Unconsciousness), 전이(Transference)와 정화
(Catharsis)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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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신분석학적 무용/동작치료 영역

1) 신체 인식(Body Awareness)
가) 신체 자아(Body Ego)
자아(Ego)는 외부세계와 치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신적인 구조로,
치료자들은 환자들로 하여금 자아감각을 얻게 하여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발전
시키고 자신의 긴장을 경험하고 인식시키기 위한 치료의 가치 있는 도구로 사
용된다.
신체 자아(Body Ego)는 인간이 태어났을 때 아직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나
타나는 구조적인 통일체의 한부분이다. 신체자아는 자각의 수용기이며 실행자
이다. 감정경험의 의식적인 개념화는 새로이 출현하는 신체자아를 강하게 하는
데 사용된다.(Bernstein, 1979 p.92).
나) 신체상(Body Image)
신체상이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형성하는 우리 자신의 이미지 즉 신체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법”(Sharon Chaiklin, 1959)을 의미하며 이러한 신체상은
신체의 표면으로부터 나오는 감각의 정신적인 투사로 자아의 발달에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 또한 신체상은 환자들의 인격발달 중에 고착되어있는 성장단
계들의 흔적들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강기에 해결되지 못한 이슈
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굴, 특히 입주위에 특정한 집중력을 보일지도 모
른다. 그들은 무용이나 동작에 있어서도 흔드는 유형의 리듬을 선호할 수도 있다.
다) 신체 영역(Body Boundary)
신체 영역은 신체이미지의 한 부분으로 그것은 사람이 시작되고 끝나는 곳을
지각하는 것에 의존한다(Elain Siegel, 1979, p93).
정신분열증환자는 자신의 신체 영역과 신체가 외부에 연관되는 방법을 종종
혼동하는데 강박충동환자는 신체영역이 부적절하게 축소되어있고 신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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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신체영역의 부적절한 인식은 신
체이미지의 재형성을 통해 재인식을 도울 수 있다.
라) 신체 공간(Body Space)
신체 공간은 신체이미지의 또 다른 구성물이다. 그것은 근육운동지각의 촉각,
시각, 청각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나 객관적인 통합체로 보여 지지 않으며 느껴
지는 것으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 속에 편안할 수 있는 것에 대
한 경험된 지식이다.
2) 무의식(Unconsciousness)
신체움직임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와 인간이 무의식 속에 묻어버렸던 억압
된 정서를 표면화시킴으로서 즉흥적이고 상징적인 동작에 숨겨진 충동, 기억과
정서를 끄집어 올린다. 무용/동작치료는 정신분석에서 우리의 언어화되지 않은
무의식 수준의 감정들을 의식수준으로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둔다.
) 전이(Transference)

3

무용/동작치료에서의 전이는 정신분석과정 중에 일어나는 환자의 어린 시절
의 감정들이 치료자에게 행동을 통하여 옮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감정적,
신체적 기능 장애의 치료에서는 어린 시절 경험한 대인관계들을 치료자에게 돌
리는 전이는 치료세팅 안에서 자주 일어나며, 이는 치료의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정화(Catharsis)

4

이는 신체활동이 억압된 정서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치료
사들은 억압되어 있는 환자들의 숨겨진 충동이나 갈등, 혼란 등을 다양하게 표
현하고 카타르시스적인 동작으로 이끌기 위한 안전한 수단으로 무용을 사용한
다. 이러한 의미에서 카타르시스적인 기능은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치료의 한
부분으로 정서나 문제의 표현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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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석적 무용/동작치료에서는 환자의 분열된 정신과 신체의 조화로운 통
합을 돕기 위하여 환자의 신체와 신체상, 신체를 통한 무의식의 의식화, 억압된
감정의 표현 등을 사용한다. 이를 위하여 환자와 치료사는 움직임을 통하여 치
료적인 움직임 관계를 갖게 됨으로서 치료를 도와준다.
나. 무용/동작치료의 이론적 원리

1) 주요원리
가) 신체와 정신의 상호작용
(1) 인간은 정신과 신체라는 두 양상을 가진 하나의 존재로, 신체와 정신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다.
(2) 움직임은 그 사람의 정신내적상태를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그 사람의
정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 무용/동작치료에서 움직임의 사용은 단순한 신체에 의한 율동이 아니라
움직임의 확장 및 질적 변화, 또는 정신과 감정의 통찰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4) 무용치료사들은 환자들의 신체 움직임경험과 언어통찰력을 결합시키려
고 끊임없이 지지하고 격려한다.
나) 동작은 인격을 반영
(1) 프로이드(Freud)는 성격구조이론에서 인간의 성격은 원초아(Id), 자아
(Ego), 초자아(Super Ego)가 있으며, 자아(Ego)는 심리학적 속성을 가지
고 현실원리와 원칙을 따르며, 한 개인의 성격을 지배, 통제, 조절하는데,
그 중에서도 신체자아(Body Ego)가 가장 먼저 발달한다고 하였다.
(2) 빌헬름 라이히는 신체의 자세, 제스처, 동작 등은 적개심이나 성욕, 불
안감들을 막아내려는 방어적 행위를 나타낸다고 하면서 사랑의 특성 또
는 억눌린 감정은 고정된 신체위치에서 신체적 긴장패턴을 보인다하였다.
(3) 정신분석가 쥬디시 캐스틴버그(Judith Kestenberg)는 태아는 잠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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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달적 리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성인들의 움직임의 저변에 남게
된다고 하였다.
(4) 대상관계심리학에서는 어머니와 유아간의 초기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은
인격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무용/동작치료는 대상자의 동작을 반영하고 있는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인격
발달의 비언어적 영역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자
신을 경험함으로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각하게 한다.
다) 치료사와 치료대상자의 움직임의 관계
무용치료사와 대상자와의 움직임의 관계는 치료대상자의 행동 변화를 뒷받침
해줌으로서 움직임의 변화를 돕는다. 치료대상자와 치료사간의 움직임 상호관
계의 경험을 통하여 대상자에게 지지환경을 제공함으로서 강력한 치료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실제로 언어치료법에 방어적인 환자들에게 무용/동작치료에서
의 움직임관계는 매우 효율적인 접근 방식이다.
라) 동작을 통한 무의식 접근
프로이드(Freud)는 정신을 의식과 무의식, 전의식으로 보고, 인간의 행동이나
성격의 문제를 이해하는 핵심으로 파악하여 인간의 행동과 정신의 관계를 이해
하고자 하였다. 특히 무의식은 인간정신의 심층에 잠재해 있는 자각되지 않는
대부분의 정신 내용으로 의식의 영역밖에 존재하며, 무의식속에는 모든 경험과
기억 및 억압된 자료뿐 아니라 인간의 대부분의 행동을 결정하는 무의식적 요
구와 동기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무의식의 내용들, 즉 원시적이고
본능적이거나 유아적인 개념들은 인격을 나타낸다고 믿어왔다.
무용/동작치료에서는 무의식의 증거가 되는 꿈, 그림, 무의식적인 낙서, 입안
에 뱅뱅 도는 말, 자유연상 등과 같은 상징들은 환자의 무의식에 관한 내용들
에 접근하고 무의식적인 감정들을 자각하는 필수적인 수단이 된다. 무용/동작
치료는 움직임을 통해 무의식에 내용들에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마) 즉흥적이고 창의적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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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흥적, 자발적, 창의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의 동작을 만들어 내는 행위
는 개인으로 하여금 허구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함으로서 본질적
으로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창의성의 치료적 가치는 예술치료에서 강
조하고 있으며, 신체는 우리의 정신을 담고 있는 그릇이므로 신체와 신체의 움
직임을 통한 창의적인 움직임 표현은 매우 강력한 치료적 영향력을 가진다.
2) 주요영역
가) 신체상(신체인식, 호흡, 자세)
⇒올바르고 긍정적인 신체상 정립의 중요성
(1) 신체상이란 신체와 외부세계와의 관계에서 오는 감각의 조화로 자신과
외부세계와의 관계협상에 기본적인 역할을 담당
(2) 신체의 지각 및 조절, 신체의 부분과 전체의 움직임을 통해 느끼는 내
적 감각
(3) 충동 억제와 조절 및 호흡조절
(4) 효율적인 자세와 균형유지
나) 근육의 긴장과 이완(힘의 조절)
⇒근육의 긴장과 이완훈련을 통한 조절은 호흡조절, 심리적 긴장과 이완조
절에 매우 효과적임.
(1) 모든 움직임은 근육의 긴장도와 밀접한 관계
(2) 근육의 긴장은 심리적 긴장과 밀접하게 연결
(3) 근육의 긴장과 이완은 호흡과도 연관
다) 근육운동지각(공간, 시간, 리듬의 사용)
(1) 외부세계나 상황에 조화롭게 적응된 움직임을 하기위해서는 공간, 시
간, 리듬 조절 필요.
(2) 움직임의 질은 기초근육긴장도의 신경학적인 요소와 연결되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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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움직임의 협응은 외부세계와 상황에 맞게 자신의 근육운동을 통
제하고 조절하는 능력과 연결.
(가) 공간은 자기공간과 일반공간으로 나누며 공간개념, 방향개념, 공간과
의 관계 등으로 신경성숙과 함께 발전되며 실제적인 움직임 경험을 통
해서 얻어진다.
(나) 시간은 정신활동 결과의 일부로 시간을 이루는 속도, 길이, 연속성
대한 개념인식이 필요하다. 무엇이 빠르고 느린지, 얼마나 빨리 혹은
천천히 움직일 수 있는지, 혹은 기다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과 결정
은 정신활동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 리듬에는 여러 개념과 활동들이 포함되며 모든 움직임이 시간적으로
연속될 때 리듬이 생기며, 시간성과 구조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리
듬활동은 강/약, 수축/이완 등 조직화하고, 신체를 유연하게 하며, 신체
부위를 자유롭게 하고 협응력을 도와준다.
라) 표현운동(표현적인 움직임)
움직임 표현은 언어 이전의 것으로 자신의 내적 감정과 사고를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의식이나 무의식을 상징적인 움직임 언어를
사용하여 욕구나 감정 등을 쉽게 표현할 수 있게 하며, 과거의 기억이나 경험
을 회상하거나 재경험할 수 있게 한다. 감정표현을 돕기 위한 이미지나 상징들
을 통해 표현하도록 돕는다.
다. 정신분석학적 무용/동작치료와 마리안 체이스(Marian Chace)

마리안 체이스(1896-1970)무용/동작치료의 대모로 무용/동작치료의 선구적인
업적을 남겼으며 수많은 무용치료사에게 현명한 조언자로 많은 무용치료사에게
가르침을 주었으며, 그 방법론은 지금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Levy, 1988).
마리안 체이스의 업적은 언어적으로 상호작용이 어려운 사람들의 의사소통과
감장표현, 직접적인 대화의 도구로서 무용을 사용하는 방법을 남겼으며, 그녀만
의 독특한 집단정신치료 방법론을 남겼는데, 이는 언어적 비언어적 방법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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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으로 통합한 완전한 치료체계를 갖춘 것이다(Sharon Chaiklin, 1979).
마리안 체이스의 무용/동작치료의 이론적 배경은 정신의학분야에서 해리 스
턱 설리번(Harry Stack Sullivan)의 영향을 받았다. 설리번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것에 대한 타인의 수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으며,
인간상호관계에서는 이러한 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치료
사의 역할은 환자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분석하며 그들의 변화의 과정에 함께하
는 것이라 하였는데, 초기 인간 상호관계 경험의 형태가 현재의 환자와 치료사
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체이스는 여기서 치료적 관계는 무용치료사와 환자사이를 발전시키는 움직임
구조들의 핵심적인 의미이며, 이것은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상호작용의 과정이
라는 것을 이론화시켰다.
1) 마리안 체이스의 무용/동작치료 원리
가) Body Action; 감정표현의 근육움직임을 통해 행동화를 경험
*Body Action과 연관된 치료목표들
실제적인 신체 이미지 창조
신체 각 부분들의 활성화 및 통합
동작 형태의 재구성
내적 감정들을 자각
침체된 에너지의 동기화
신체활동의 지배와 조절능력 향상
표현범위와 내용 확장
나) Symbolism; 상징적 신체언어
*상징적인 개념(Symbolism)과 연관된 치료목표들
말, 경험, 행동의 통합
내적 사고와 감정들을 외부로 표출
상징적인 소재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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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과거의 회상
행동을 통해 내적 갈등의 해소
통찰력 증진
다) Therapeutic Movement Relationship; 치료적 움직임관계
-감정적 행위와 동작반응과의 공감
*치료적 움직임관계(Therapeutic Movement Relationship)와 연관된
치료목표들
개인의 정체성 확립
신뢰감 증진
독립성 배양
사회적 자각 재창조
사회적 영향의 수용, 스스로를 발달, 유지
개인의 통합성 발달
라) Rhythmic Group Activity; 원시주의 공동체 의식
*리드믹 그룹 활동(Rhythmic Group Activity)과 연관된 치료 목표들
자신의 활력(생동감)을 자각
나눔의 경험
구조화 된 치료체계 속에서 에너지 조절
타인에 대한 인식과 반응
상호반응 촉구
대인관계 증진
이질적인 타인과의 유대감 증진
자신에 대한 수용과 새로운 학습에 대한 개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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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KMP(Kestenberg Movement Profile)와 무용/동작치료
1. 심리성적이론(psychosexual

theory)

프로이트는 인간발달을 설명하기 위하여 생의 초기 6년간의 발달에 관 한 심
리성적이론을 제시하였는데(1905년), 이는 프로이트 이론의 핵심이라 하겠다.
프로이트는 모든 삶의 본능의 에너지를 리비도(libido)라 하고, 리비도는 개인의
생존의 목적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간의 본능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
려 하며, 인간은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라고 보았다.
프로이트의 심리성적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일반적인 성적 에너지를 포함하
는 리비도(libido)가 집중되는 신체 부위의 변화에 따라 입에서 항문으로, 그리
고 생식기로 옮겨가는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거친다고 본다. 이 때 한 특정 발
달 단계에서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하거나 또는 과잉충족 되었을 때 발달이 저
지된 상태인 고착이 일어나며, 과잉충족을 경험한 유아는 보다 성숙한 행동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안주하는 반면 만족이 충족되지 않은 유아는 좌절된 충동을
충족시키고자 집착하게 된다.
발달 단계를 구강기(oral stage), 항문기(anal stage), 남근기(phallic
stage), 잠복기(latent stage), 생식기(genital stage)의 5단계로 제시하였지
만 초기 3단계를 특히 중요시하였다.
구강기(1세) : 유아의 생존과 쾌락 획득과 관계.
항문기(1-3세) : 괄약근조절 능력이 생김에 따라 배변훈련을 통해 본능적 충
동이 부모의 양육에 의해 통제. 초자아가 발달
남근기(3-6세) : 자신의 성기를 자극하는데서 쾌감. 이드, 이고, 수퍼이고가
역동적으로 작용. 이성의 부모에 대한 선망. 남아는 남성답게, 여아는 여성답게
행동하려 함.
잠복기(6-사춘기 이전) : 성적 에너지가 무의식속으로 잠복. 동성의 또래집
단관계에서 놀이를 통해 사회적 기술들을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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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기(사춘기-성인이전) : 사춘기이후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이성에 관심,
구애, 결혼, 생산적 활동이 왕성한 시기.
이상과 같은 프로이트의 이론은 아동 발달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관점에서 비
판을 받고 있으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정서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기본 골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동발달에서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부
각시켰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그의 이론은 발달과정에 있어서 유아기까
지의 경험이 후기 발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시켰다.
2. KMP(Kestenberg Movement Profile)와 무용/동작치료

프로이드(Freud)의 심리성적발달이론에 의하면, 유아의 발달은 신체의 발달이
나 운동능력의 발달뿐 아니라 이에 따른 심리발달이 함께 이루어지는데, 이는
한 개인의 자아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캐스틴버그(Judith Kestenberg)는 태아는 잠재적으로 생물학적인 리듬을 가
지고 있는데, 이 리듬은 유아의 발달과정에 따른 생물학적인 기능에서 유래하
며, 이는 신체적 발달과 심리적 성숙 모두와 연관된다고 하였다.
KMP는 정신과 의사이며 정신분석가인 캐스틴버그(Judith Kestenberg)에 의
해 만들어진 움직임 분석기구로, LMA(Laban Movement Analysis)의 개념과
정신분석이론을 통합하여 무용치료이론으로 도입되었다.
가. KMP(Kestenberg Movement Profile)

P는 인간의 비언어적인 행동을 관찰하고 해석하기 위한 기구로 진단, 치
료계획, 처방, 다양한 층의 내담자들과의 중재 및 상호작용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이들 움직임의 특징은 정신분석적 발달구조와 관련되어 있으며, 아홉 개
의 움직임 양식 범주와 두 가지 전개방향을 가지고 있다.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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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ystem Ⅰ (Tension-Flow-Effort)
Tension flow rhythms : 욕구와 본능적 충동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움
직임 패턴을 묘사
Tension flow attributes : 안전성과 위험에 반응하고 정서적 반응을 표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움직임 패턴을 묘사
Precursors of effort : 본능적 충동을 방어하고 학습해가는 방법을 표현하
는 데 사용되는 움직임 패턴을 묘사
Effort : 무게, 공간, 시간의 힘과 관련된 외적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사용
되는 움직임 패턴을 묘사
2) System Ⅱ (shape-flow-Shaping)
Bipolar shape flow : 편안함과 불편함, 자기감정과 신체상을 표현하기 위해
서 사용되는 움직임 패턴을 묘사
Unipolar shape flow : 내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자극에 대해서 끌리거나 거
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움직임 패턴을 묘사
Shape flow design : 움직임의 개인적 스타일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움
직임 패턴을 묘사
Shaping in directions : 사람들과 환경적인 사물과 관련된 학습과 방어패턴
들을 구조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움직임 패턴을 묘사
Shaping in planes :수평적, 수직적, sagittal(앞뒤) 평면을 통해 사람들과의
복잡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움직임 패턴을 묘사
가)Tension-Flow Rhythms(긴장-흐름 리듬)
제한된 흐름(bound flow)과 자유 흐름(free flow)의 특성을 나타냄.
(1)규칙적, 비규칙적 간격으로 발생하는 근육긴장의 변화 양식; 자유로운
흐름의 긴장과 제한된 흐름의 긴장의 교차.
(2)유아에게서 발견되는 열 가지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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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에게서 관찰되는 특정한 리듬은 유아의 발달적 과제를 수행하는 기
능적인 역할을 한다. 갓 태어난 신생아에서 만 5세 유아의 신체적 발달
과 함께 심리ㆍ정서발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 시기에 나타나
는 10가지 리듬은 내적 욕구 표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여 진다. 이는
욕구와 본능적 충동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움직임패턴을 묘사하며
필요와 욕구를 표현하고 만족을 추구한다. 모든 동작 패턴의 근저에 있다.
유아는 발달적 순서에 따라 다섯 단계; 구강기, 항문기, 요도기, 내부생식기,
외부생식기로 집중되는 tension-flow 리듬을 가지며, 이는 indulging(만족/충족
적)과 fighting(투쟁적)의 목적을 가진다.
Phase

ndulging Rhythms
Sucking rhythm
Oral(구강기)
( ~ 6개월)
Twisting rhythm
Anal(항문기)
(10개월~18개월)
rhythm
Urethral(요도기) Running(3/D년rifting
초반)
Inner Genital
Swaying rhythm
(내부생식기)
(만 4세 초반)
Outer Genital
Jumping rhythm
(외부생식기)
(만 5세 초반)
I

ighting Rhythms
Snapping/Biting rhythm
(6개월~12개월)
Strain/Release rhythm
(18개월 정도)
Starting/Stopping rhythm
(3년 후반)
Surging/Birthing rhythm
(만 4세 후반)
Spurting/Ramming rhythm
(만 5세 후반)
F

◆유아의 10가지 리듬(Tension-Flow Rhythms)
Oral (구강기적) Sucking Rhythm
생후 6개월 동안 영아는 bound와 free flow 사이를 번갈아가며 부드럽게 흔
드는 움직임을 통해 초기 양육자와 하나가 되길 원한다. 이 리듬은 구강기관에
서 시작되어 자기위안이나 양육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다른 신체부위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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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attachment(애착)의 발달적 과제를 수행한다. 이 움직임은 주로 수평적이
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 리듬은 욕구를 표현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고개를 끄떡이거나 자기접촉(self-touch)을 하면서 이 리듬을 사용한다.
Oral (구강기적) Snapping/Biting Rhythm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이빨이 나기 시작하는 동안 영아는 입안의 불편
함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깨물기를 시작한다. 이 리듬은 free와 bound flow의
과도기가 좀 더 날카로워지는 특성을 지닌다. 이 리듬은 딱딱한 음식을 자르는
기능을 하기고하고 타인과의 경계형성과 분리의 발달적 기능을 한다. 성인은
이 리듬을 관계를 끊거나 스스로를 소외시킨다거나 관계에 있어서 boundary
(경계)를 형성할 때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리듬은 비판적이거나 타인의 의
견을 씹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기도 한다.
Anal (항문기적) Twisting Rhythm
생후 10-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에 아이는 허리와 골반 움직임이 유연해 지
기 시작하면서 기어가기 시작하고 꿈틀거리면서 공간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리듬은 항문 괄약근에서 몸 전체로 확장되면서 척추 움직임에서 주로 나타난
다. 성인은 이 리듬을 장난스럽고, 상대방을 귀찮게 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은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사용되고 양가감정과 관련된다. 뱀처럼 꿈틀거
리고, 꼬고, 기고, 주무르고, 구르는 놀이들을 즐긴다.
Anal (항문기적) Strain/Release Rhythm
이 리듬은 전형적으로 18개월 정도에 나타나며 균등하게 지탱하고 있는 것을
묘사한다. 이시기 강렬한 긴장(High intensity tension)이 급작스럽게 시작된다.
이 단계의 발달과제는 항문조절, 오르기, 자율성(자발성), 안전성, 조직화, 직면,
수직성, 계획성, 자기 발표(self-presentation), 중력에 대한 순응적 접근등이 있
다. 이 단계에서 아이는 수평에서 수직적으로 전환을시작하고 세상을 서서 직
면하기 시작한다. 성인은 자신을 조직화, 견제/속박(containment), 조절하는데
이 리듬을 사용한다. 이 리듬은 또한 탐색적인 이완이나 감정을 담는 것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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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할 수 있다.
Urethral (요도기적) Running/Drifting Rhythm
생후 3년 초반에 이 발달적 단계가 시작된다. 이 리듬은 점진적이며 낮은 강
도(low intensity)를 가졌으며 목적과 종점이 없이 흘러가는 특성을 지닌다. 이
리듬은 특정한 목적 없이 방랑하는 움직임(free-flowing)의 형태를 가지며 수직
적 면의 안정성에서 앞뒤면(sagittal)의 유동성으로 전환을 시작한다. 이 리듬은
요도괄약근과 관련된 소변의 흐름에서 시작된다. 성인은 이 리듬을 수동성, 감
정조절 없이 흘리기,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표현하는 데 사용한다.
Urethral (요도기적) Starting/Stopping Rhythm
생후 3년의 후반에 나타나는 이 리듬은 소변을 멈추는 것을 혹은 참는 것을
배우고 달리다가 넘어지지 않고 스스로를 멈추는 것을 배우는데 사용된다. 이
리듬은 시간에 대해 급하고, 참을성 없고, 급작스러우며, 날카로운 특성들을 발
달시킨다. 성인들은 이러한 리듬적 특성을 긴급성, 성급함, 방해, 초점의 빠른
변화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Inner Genital(내부 생식기) Swaying Rhythm
이 리듬은 만4세 아동의 발달단계에서 시작되고 발달적 과제는 현재와 과거
의 욕구를 통합시키는 것이다. 이 리듬은 점진적이고 느린 흔들림(rocking)과
유사하나 낮은 강도의 파동(low intensity wave)을 가진다. 아동은 내면의 골
반 기관에서 일어나는 내적 감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그들은 또한 아기
와 인형과 함께 양육적인 태도로 놀이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전형적으로 이
단계의 아동은 성숙한 행동과 퇴행적 행동을 양가적으로 보인다. 남아와 여아
모두 잔소리/투정(nagging)을 늘어놓기 시작하며 스스로의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 성인은 이 리듬을 창조성, 수용성, 양육감
을 표현할 때 그리고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힘들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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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er Genital (내적 생식기) Surging/Birthing Rhythm
아동은 만4세 후반에 이 리듬을 경험한다. 이 리듬은 높은 강도(high
intensity)의 bound와 free flow 사이를 반복하며 파동이 점진적으로 강해진다.
여성은 이 리듬을 출산에서 요도수축을 하면서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리듬은
오랜 시간을 가지며 강렬하고 깊게 느껴진다. 이 리듬은 심리치료적인 과정과
같이 강한 전이적 경험을 포함한다.
Outer-Genital (외적 생식기적) Jumping Rhythm
이 리듬은 만5세 아동에게서 나타난다. 이 리듬은 높은 강도(high intensity)
의 bound-free flow가 부드러운 전환과 함께 나타난다. 예를 들면 아동이 뛸
때 좀 더 부드럽게 바닥으로부터 튀는 것이다. 이 단계의 발달적 과제는 좀 더
강렬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gross motor activity의 욕구의 증가가 외부적으
로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된다. 이 단계의 움직임은 강하고 충돌적이고 점프와
같이 급작스러우며, 이 움직임은 외부 생식기에서 시작된다. 성인은 이 리듬을
강렬한 느낌을 표현할 때와 외부중심의 사교적/외향적 상황에서 사용한다.
Outer-Genital (외적 생식기) Spurting/Ramming Rhythm
이 리듬은 아동이 5세 후반에 나타난다. Jumping리듬과의 차이점은
free-bound flow의 변화가 좀 더 날카롭다는 것이다. 이 움직임은 좀 더 충돌
적이고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다. 이러한 패턴은 정확함을 요구하는
gross motor activity하는 데에 유용하다. 성인은 충돌적인 형태에서의 날카로
운 감정/느낌을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이 리듬은 무술을 할 때 집중하는 날카
로움 혹은 폭력적 공격을 할 때 사용된다.
나. KMP에서의 파장의 동조(attunement)와 조절(adjustment)

무용/동작치료사들에 의해서 활용되는 비언어적인 개입의 기본적인 도구 중
의 하나는 비춰주기(Mirroring)인데, 이것은 무용/동작치료사와 환자사이의 치
료관계에 관여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KMP는 치료사들에게 긴장흐름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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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인 치료와 형태흐름의 조절을 통하여 반영하는 지침을 제공함으로서 치
료사에게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1) 파장의 동조(attunement)
근육긴장의 변화를 반응적으로 복제하는 과정으로 상호 감정이입에 근본을
둔다. 신체 형태는 아동과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아동의 물리적인 필요나 감정
에 반응한다. 유아나 아동은 자신에게 파동의 동조가 이루어진 움직임 패턴을
보이는 사람에 의해 편안함을 느끼고 자신에게 파동의 부동조된 움직임 패턴을
보이는 사람에 의해 불편함을 느낀다.
가)시각적 동조: 행위자를 건드리지 않고 보기만 함으로써 파장의 동조.
나)접촉적 파장동조 ; 자신의 손을 아동에게 올려놓고 그 손에서 느껴지는 긴
장의 변화와 균형을 맞춤.
다)감정이입적 파장동조 ; 시각, 촉각, 청각/목소리/언어 등의 각종 수단을 이
용하여 반응하는 종합적인 파장동조.
2)조절(adjustment)
호흡의 리듬을 통제하는 움직임의 패턴을 개별적으로 복제하는 과정으로 상
호신뢰에 바탕을 둔다. 치료사는 아동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근육의 긴장을 공
유함으로써 감정 이입의 지지를 제공하고 신체 형태를 조절할 수 있다. 유아나
아동들은 그들과 조율된 움직임 패턴을 가진 사람에 의해 위로받고, 맞부딪치
는 움직임 패턴을 가진 사람에 의해 방해받는다. 자신의 움직임 선호도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아동과 더 편안하게 상호작용하거나 혹은 충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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