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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
KMP는 Kestenberg Movement Profile의 약자로서 인간의 비언어적
행동을 관찰하고 주시하고 해석하기 위한 복잡한 기구이다.

KMP는

Laban에게서 영향을 받은 시스템으로서 세련미와 새로운 범주의 발
전적인 하부구조를 가지고 있는 Laban 움직임 분석(LMA)(Laban, 1947,
1960; Lvmb, 1965)으로 그 영역이 확대된다.

이러한 이유로 KMP로

서 처방, 진단, 치료계획, 그리고 다양한 층의 내담자들과의 중재 및
상호작용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
KMP는 역사적으로 볼 때 무용/동작 치료사들이 일찍이 1960년대
부터 Judith Kestenberg와 함께 연구하였으며, 이러한 KMP는 아홉
개의 움직임의 양식 범주를 가지고 있고 또한, 두가지의 전개 방향을
가지고 있다.

한가지는 신체의 태도를 기술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한

가지는 숫적인 데이터이다. 이 정보는 도표나 차트상에 나타나 있으
며 이러한 것들은 실험대상의 윤곽(프로필)에 관한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그림 1, 2 참조).

이 논문은 KMP의 움직임 양식과

KMP 치료형태와 그 사용방법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며, KMP가 무용
/동작 치료사나 다른 사람들간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알고자 한다.

Ⅱ. KMP 아홉 개의 움직임 양식
KMP는 두가지의 주요한 하부조직으로 양분되어지는데, 그 한가지
는 Tension-flow-Effort 시스템, 혹은 시스템 1이라고 일컬어지며, 또
하나는 Shape-flow-Shaping 시스템, 혹은 시스템 2로 불려진다. 시스
템 1은 프로필의 좌측면의 모든 도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스템 2
는 그 프로필의 우측면의 모든 도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시스템 1은 태아와 신생아에게 유용한, 그리고 삶 전체에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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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걸친 움직임(tension flow 리듬과 tension-flow의 속성)의 양식으로
시작하는 전개 방향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것은 내부적 욕구와 감정과
필요를 기술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환경의 도전(사전적인 노력)과

노력의 반응에 대해 반사적인 성인들의 양식으로 발전된다.

시스템

2는 사람과 사물들에 대한 관계를 다루면서 전개 방향을 구성하고 있
다.

차트의 가장 위쪽에 있는 도표인 양극성 shape-flow와 단극성

Shape-flow는 태아와 신생아 및 그 후에 삶에 계속 이어지는 움직임
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도표들은 각각 대칭적이며 비대칭
적이기도 한 신체의 확장과 수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hape-flow
design은 일차적 구성 양식을 나타내며 shaping in planes는 하나 혹
은 그 이상의 공간적 수준 내의 디자인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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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P 하부조직

system 1

system 2
shape-flow-shaping

tension-flow-Effort

태아와 신생아, 그리고 삶 전체에

사물과 사람들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걸친 움직임

다루는 전개방향

tension flow 리듬과
의 양식
tension flow 속성
<그림 2> KMP 하부조직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시스템 1은 자아 발전의 방향을 기술
하고 있으며 시스템 2는 사물과의 관계의 발전적인 방향을 묘사하고
있다.

시스템 2의 움직임 양식들은 시스템 1의 운동적인 양식들의

구조를 제공해 준다. 가능한 움직임 양식의 조합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유사성(양식들 사이의 훌륭한 적합체)과 혹은
상충성(서로서로를 지지해 주지 못하는 양식들)을 나타낸다.

1. 시스템 Ⅰ : Tension-flow
Tension-flow는 근육 긴장의 흐름에 있어서의 교차로 정의되어 있
는데, 근육의 긴장과 이완의 범위는 free flow(비제한적인 대부분의
주동적 근육의 움직임)와 bound flow(상당한 양의 반동적인 근육 관
련체와 함께 제한적인 움직임)로 설명된다.

free flow는 이완과 그

연속성(팔을 갑자기 뻗을 때에 볼 수 있는 것처럼)과 일치하고,
Bound flow는 억제 및 비연속성(주먹을 꽉 쥐을 때에서처럼)과 일치
한다.

또한 Bound flow는 위험과 주의를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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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데, Neutral tension flow는 근육 탄력성의 부족으로 인해 결국
절뚝거리게 되는 때나, 봉제인형 타입의 움직임(free neutral flow)혹
은 가루반죽처럼 물렁하거나, 나무처럼 딱딱하거나, 자력으로 움직이
지 못하는 타입의 움직임(bound neutral flow)이 있을 때에 발생한다.
Kestenberg(1985a)에 따르면 tension-flow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고
있다.

신체 긴장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변화. tension flow의 근본적

인 리듬은 free flow tension과 bound flow tension의 교차이며, 이것
은 신경자극의 용이성과 억제성을 반영하고 있다.... 파장의 동조현상
(Attunement)은 한 사람의 tension-flow의 변화가 결국에는 다른 사
람들과 유사한 변화를 가지게 될 때에 발생한다. 감정이입은 긴장의
변화라는 개녀에 기본을 두고 있다. (p.163)
1) Tension-flow 리듬
Tension-flow 리듬들은 규칙적으로, 혹은 비규칙적인 간격으로 발
생하는 근육 긴장의 변화 양식이다. 이러한 리듬들은 10개의 발전적
인 양식에서 관찰이 가능한데, 즉, 빨아대기, 덥석 달려들어 물 때, 근
육의 긴장시에, 달릴 때, 멈추었다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파동이 심
할 때, 감정의 격동시에, 점프할 때, 그리고 힘차게 달릴 때이다. 그
리듬들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호전적인 범주로서 나
뉘어진다.
모든 열가지의 리듬들은 잠재적으로 태아들에게 유용한 것이며, 후
에는 연령에 맞는 기능들을 제공하며 성인들의 움직임에 저변으로 남
게 된다.

해석상에 있어서 특정한 tension-flow 리듬들을 욕망의 배

출이나 필요의 충족이라는 특별한 양식과 관련되어 있다. 한 개인이
욕망이나 필요를 다룰 때 선호하는 방식은 그 개인의 주된 tension-flow
리듬에 반영되어 있다. 두사람 혹은 더 많은 개인들이 유사한 tension-flow
리듬을 공유할 때에, 감정이입적 통신이라는 핵심이 존재하게 된다.
tension-flow 리듬들은 일찍이 필요, 욕망, 감정, 그리고 특정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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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단계의 문제들이나 성취 과업들을 반영하는데, Kestesberg (1985b)
는 각각의 리듬은 주요한 생물학적인 기능에서 유래된다고 믿고 있
다.

리듬의 발달 단계는 생리학적인 성숙과 심리적인 성숙 모두와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빨아대기 리듬(sucking rhythm)은 영양분
섭취시의 빨아대기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위안시킬 때, 애정을 담아서
주먹으로 톡톡 칠 때, 끄덕거릴 때, 그리고 흔들흔들할 때에도 이용되
어 질 수 있다. 잡아당기기 리듬(straining rhythm)은 배변(排便)시의
전형적인 리듬이나, 이것은 기어 오를 때, 바닥을 기어다닐 때, 밀어
댈 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을 취할 때에도 쓰이기도 한다.
이러한 리듬들은 근본적인 생리학적 리듬에서 유래하는 것이기 때문
에, 한 개인의 tension-flow 리듬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필요와 욕구,
성취되어지는 발전적 단계, 고정적인 혹은 퇴행적인 수준, 그리고 호
전적인 성질에 탐닉하게 되는 비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tension-flow 리듬 도표를 비교해 봄으로써(예
를 들어 어머니와 아이의)필요 수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비교적인 동조와(혹은)상충에 관한 단서를 제공한다.
2) Tension-flow의 속성
tension-flow의 속성은 근육 긴장의 탄력성(bound flow와 free flow)과
움직임의 연속성 및 비연속성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긴장

의 흐름을 통제하며 기쁨과 안정(편안함), 그리고 불쾌함과 위험(주
의)이라는 더욱 구체적인 감정에서 발생한다. tension-flow에서 선호
되어지는 양식들은 인간 본성의 근저이다.(Kestenberg & Sossin, 1979).
Tension-flow의 속성은 감정의 수준과 필요를 표현하는 기능을 하
며 한 개인의 성질을 반영하며 주의 환기 혹은 비활동이라는 특성을
반영한다(Sossin & Loman, 1992).
애정의 비언어적인 측면에 주의함으로써 무용/동작 치료사들은 의
뢰인의 감정이나 성질의 구체적인 것들을 측정하는데 확신을 가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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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되고, 무용/동작 치료사 자신들의 tension-flow의 속성 선호정도
가 치료 과정 중에 개입되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더욱 쉽게 동
조시킬 수 있는 의뢰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동조(Attunement)
의 불일치는 특히 치료의 초기에 신뢰를 형성하는 단계에서 의뢰인과
의 접촉, 이해의 증진 및 공감대 형성을 방해할 수도 있다. 무용/동
작 치료사들이 모든 속성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파악할 수 있어서 의
뢰인의 어떠한 심리 상태를 표출하더라도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가장 이상적이다.
치료의 목적은 의뢰인의 tension-flow 속성들을 측정하는데에 기본
을 둘 수 있다.

사람들이 행하는 자유로운 움직임과 제한적인 움직

임의 비율은 그들이 얼마나 억제되어 있거나 혹은 부주의한지, 그리
고 이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억눌림을 당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너무나 심한 억눌림은 기능에 방해요소가 되고, 그리고
너무 자유로운 움직임은 통제력의 결함을 예견할 수 있다.

건강한

기능은 제한적 흐름과 자유로운 흐름 사이의 운동 평형을 유지하게
해주며, 따라서 대부분의 움직임은 두 극성 사이의 연속체에서 리듬
을 타며 교차하게 된다. 다른 상대적인 징후적 성질로는 감정표현의
복잡성 혹은 단순성, 감정의 통제와 즉흥적 감정 표현 사이의 비율,
그리고 생동감이 넘치는 움직임과 그렇지 않은 것의 성질에 관한 정
보가 있다.
3) Precursors of Effort
누구나 새로운 일을, 혹은 불편한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때에
그 초점은 그 개인 자신의 신체에 더욱 집중이 되며 장소, 일의 비중,
혹은 시간에 대처하는 것보다 신체가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집중된
다. 그러나, 일단 하나의 행위를 익히게 되면, 노력이 나타나게 되고
움직임은 더욱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환자의 방어적인 거짓과 움직임을 습득하는 스타일을 측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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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역학, 발전적 수준, 진단, 기대 가능한 행동, 그리고 발전된 대처
행위의 잠재성에 관한 귀중한 단서를 얻게 된다.

사전적 노력에 대

해 알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특히 단기간의 치료(그 환경상의 특성
으로 인해서)에 있어서 유용한데, 이때의 측정과 간섭은 반드시 아주
빠르게 일어난다.

이에 더불어, 시간에 앞서는 것들을 이용함으로써

치료사들은 무의식과 의식과정을 연게하는 이러한 움직임의 성질들을
관찰하고, 모니터하고 작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선구적인 것들을 이용함으로써 또한 개인에게 유용한 필수
적인 방어 범위에까지 확대되는 새로운 움직임들을 이끌어낼 수도 있
다. 이러한 예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개인들에 있어서 상호작용 형성
을 조장하기 위한 부드러움과 작용할 수도 있다.

치료사는 또한 채

널링을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것과 같이 유용한 사전(事前)적인 것들
을 Effort로 개발하기 위해 애를 쓸 수도 있다.
4) Efforts
Laban(1947;1960)의 정의에 따르면, effort이란 공간, 일의 비중, 그
리고 시간이라는 현실에 맞서서 태도를 표현하는 움직임의 성질이다.
이러한 effort은 물리적인 환경에 맞서는데에 이용된다.

개개인들은

점진적으로 자신의 effort의 요소의 특징적인 분배를 개발하게 되는
데, effort요소의 발전 경향은 effort의 특정한 사전적인 것으로 거슬
러 올라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특정한 tension-flow의 속성의 양식으
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호도에서 보여지고(Laban, 1960), 개인
은 움직임 양식의 성숙을 통해서 주위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성인들에게 무용/동작 치료에 쓰는 가치는 effort의 이용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운동적 움직임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미성숙
한 성질을 더욱 성숙한 양식으로 개발하는 동안에 환자들에게 자기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환자들이 추진력 통제, 대처행위, 그리
고 사회적 기술이라는 목표들을 달성하는데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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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Ⅱ : Shape-Flow
Shape-flow는 신체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차원의(폭, 길이, 그리고
깊이)성장과 수축의 교차에 관여한다. 다양한 신체의 모양은 자신과
환경과의 애정깊은 관계에 대한 변화를 표출하는데에 이용된다.

사

람들은 일반적인 환경 조건(공기, 온도, 빛 등)에 대하여 모양(shape)
의 균형적인(양극성의) 변화로서 반응하며 개별적인 자극들에 대하여
비균형적인(단극성의) 모양의(shape)변화로서 반응한다.
“수축”시에 있어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의 외적인 부분을 그 내부
로 끌어당겨 내적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느끼며 이 때에는 신체가 환
경에 노출되는 것을 감소시키게 된다.

“성장”시에 있어서는 사람들

은 신체의 바깥으로 확장되어지는 외적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느끼게
되며 이 때 환경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키게 된다. Kestenberg(1985a)
는 shape-flow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신체 모양의 변화의 연속. shape-flow의 근본적인 리듬은 성장(흡
입할 때와 웃을 때처럼)과 수축(배출시와 찡그릴 때처럼)의 교대이
다.

호흡할 때의 리듬은 신체의 모양을 부여하는 주요한 핵심적

역학이다.... 표현을 하기 위한 움직임은 호흡 변화의 파생적인 것
혹은 그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것에 기본을 둔다.... 신뢰와 불신의
범위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나쁜 것을 배척하는 것에 기본을 두고
있다.

그러한 두가지 사이의 적절한 균형은 자아와 타인에게 있

어서 신뢰라는 감정을 유발시키게 된다(p.162).

1) Shape-flow Design
Shape-flow는 초기에는 편안함과 불편함이라는 감정들과 매력과 혐
오라는 감정들에 기여하며 안전함과 지지라는 감정의 구조를 창조하
게 된다. Shape-flow 패턴은 인간관계에 대한 내부적인 감정을 표현
하고 조직하게 되는 수단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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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느낄 때, 이들은 자신의 신체의 경계를 확장하며 “성장”하려는 경
향이 있다. 반면에, 불안전한 환경에 처해 있어서 성장하는 것은 내
부의 감정과 자신의 외적인 표출 사이의 충돌을 발생시키게 된다.
감정과 표현의 균형에 방해물이 있을 때는, 개인은 갈등적인 움직임
의 양식을 행하게 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효율적으로 의사소통 시키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2) 양극성의 Shape-flow
출생 후부터, 양극성의 shape-flow는 자아의 감정 표출 기능을 하
여, 감정을 표면화시키는 비언어적인 매개체와 기쁨과 불쾌함에 관련
된 기분을 제공하게 된다.

신체는 주위의 전체 환경에 대하여 수평

적이고, 수직적인 움직임들을 확장시키고(성장시키고)수축시킴으로 반
응한다.

유아와 그 보호자는 Shape-flow 패턴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서로의 호흡작용과 접근 방식에 적응하는 것과 같은 상호작용을 통한
상호 지지에 근본을 둔 관계로 발전시키게 된다.

신뢰는 양립적인

호흡리듬과 지지적인 접근 방식에 내재하는 예측성에서 발전한다.
3) 단극성의 Shape-flow
단극성의 shape-flow는 자궁부 내에 존재하기 시작하여 사람의 일
생 동안에 걸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불쾌하거나 유해한 접
촉을 회피할 수 있는 원천을 제공해 준다.

이것은 의사소통과 상호

작용적인 리듬의 근본적인 역할을 하며 또한 매력과 혐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신체는 매력적이거나 혐오적일 수도 있고 실제
적인 혹은 상상의 자극으로부터 회피하려 하며 이를 향해 나아가기도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편안하다고 느껴질 때 성장하며 만족을 표현
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증진시킨다. 신체가 고통과 불쾌한 감
정에 반응할 때 축소현상은 관련성을 감소시킨다. 성장과 수축의 리
듬은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의 형태를 형성하는데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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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극성의 shape-flow양식을 통하여, 유아는 특정한 자극과 주위의 사람
들에게 반응하여 비균형적으로 성장하거나 수축할 수 있고 유아는 확
장과 축소의 형식을 통하여 성장함으로써 매력적인 상호작용을 취하
며 축소함으로써 혐오스러운 상호작용을 취하게 된다.

단극성의

shape-flow 양식은 상호 차별적인 구조를 제공하며 안전과 위험에 대
한 감정의 반응을 제공한다.
4) Shaping in Directions
자신과 타인들과의 신체적 경계구역을 확장하는 것은 shaping in
Direcions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공간에 있
는 사람들과 사물들을 연결하는데 이용되며 자신을 방어할 때에 쓰이
는 방어적인 경계를 형성하는데에 이용되기도 한다.

자아방어의 명

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은 단극성의 shape-flow보다가 훨씬 발전
적으로 진보된 단계로 간주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단극성의 수축에

있어서는 개인은 단지 작아지게 되거나 위험한 환경 혹은 공격자로부
터 움추릴 수 있게 되지만 shaping in directions를 사용함으로써 개
인은 공격자로부터 신체를 방어할 수 있는 공간속의 간격을 창출함으
로써 신체를 방어할 수 있게 된다(즉, 위에서 때리는 것을 피하기 위
해 팔을 들어 올리는 것).
5) Shaping in Planes
인간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가장 진보된 단계는 Shaping in planes
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행위자는 수평적이고 수직적이고 화살촉
모양의 평면으로 조합되어 있는 공간을 만드는 오목하고 볼록한 다차
원적인 형태들을 창출하게 된다. Shaping in planes 는 공간을 설정
하고 형태를 창출하는 타원형의 움직임을 수반한다.

이러한 것들은

상호작용의 3차원적인 측면을 보여주며 참가자들이 완전히 관여할 수
있게 하는 생동감 넘치는 대화에서 종종 보여지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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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단계는 또한 발전적인 성숙을 반영하기도 한다.

1살 때의

아이는 수평적인 평면적 공간에서 크고 작은 공간지역을 탐구하는 것
을 익히게 된다. 아이가 2살로 접어들면서, 이들은 수직적 평면을 이
용하여 기어오르거나 멈춰 서거나 똑바로 일어나 세상에 직면하게 된
다.

3살 때에의 아이들은 요철의 평면에서 멈추었다가 달리곤 하는

데 아이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것에 대해 타협할 시간을 갖지도 않으
며 들으려 하지도 않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디론가 가고 없는
것이 그것이다.

Ⅲ. KMP에서 Tension-Flow와 Shape-Flow의 조절
/감정이입과 신뢰의 바탕
무용/동작 치료사들에 의해서 활용되는 비언어적인 개입의 기본적
인 도구 중의 하나는 mirroring(반영)인데, 이것은 치료사와 환자 사
이의 치료 관계에 관여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KMP는 치료사들이
Tension-flow의 운동감각적인 치료와 Shape-flow의 조절을 통하여 반
영하는 방법들을 세련시킬 수 있게 하는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에
게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Kestenberg, 1985a).

1. 파장의 동조(Attunement)
파장의 동조(Attunement)란 근육긴장의 변화를 반응적으로 복제하
는 과정으로 상호 감정이입에 근본을 두고 있다.

신체의 형태는 꼭

같아야 할 필요성은 없다(Loman, 1991). 파장동조(attunement) 치료사
들은(attuner) 행위자의 물리적인 필요나 감정에 반응한다. “시각적
치료”는 행위자를 건드리지 않고 보기만 함으로써 이루어지기도 하는
데 예를 들어, 만약 유아가 활발하게 발을 걷어찬다면, 치료사들은 자
신의 손과 같은 신체 부위를 동시에 움직임으로써 이러한 움직임이
어떠한 느낌을 주는가를 규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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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사가 자신의 발

을 차야 할 필요는 없다(Loman, 1990). “접촉의 파장동조”는 “시각적
파장동조”와 유사성을 띠고 있으나 접촉이라는 복합적인 것을 수반한
다.

“접촉적 파장동조”에 있어서, 치료사는 자신의 손을 행위자에게

올려놓고 그 손에서 느껴지는 긴장의 변화와 균형맞출 수 있게 되며,
이 때 행위자와 똑같은 리듬과 똑같은 긴장의 정도로 움직인다.

근

육의 수축이나 이완에 있어서의 작은 변화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움직
임이 없을 수도 있고 치료시에 움직임은 손에만 느껴질 수도 있고,
신체 전체에서 느낄 수도 있다. 감정이입적 파장동조에 내재하는 다
양한 변수와 감각적 조합들은 Stern(1985)에 의해서 “각종 수단을 동
원하는 종합적 파장동조(intermodal attunement)"라고 설명되어지는
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부분의 혹은 모든 양식의 양상에서 공통적으로 수반되어 지는 일
부 성질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는 강도(Intensity), 형태(shape),
시간, 그리고 수(number)가 있다.

그러한 인식의 성질은 모든 감각

양식에 의해서 자극 세계의 불변적인 성질로부터 추출되어질 수 있
으며, 그리고 나서 다른 인식의 양식으로서 형식이 바뀌어질 수 있
다. 예를 들어 “길고 짧은”(

)리듬과 같은 것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혹은 미각으로 이전될 수도 있으며, 여기에서 추출되어질 수도
있다(p.152).

시각, 촉각, 혹은 청각/목소리/언어적인 치료법으로 반응함으로써
화가 난 아이나 어른들을 진정시킴으로써 결국에는 상호 이해의 단계
로 이끌어낼 수가 있다.

행위자에 의해서 표출되는 긴장의 정도는

초기에는 적합하게 되어질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덜 긴장된 상태로 발
달하여 더욱 안정적인 양상으로 전개해 나간다(Loman, 1980). 울고
있는 유아는 부드러움이라는 성질의 양극적 대립보다는 자신의 리듬
과 강도의 수준이 적합하게 될 때 잘 반응하게 된다.
2. 조절(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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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작용은 호흡의 리듬을 통제하는 움직임의 패턴을 개별적으로
복제하는 과정으로 이것은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긴장의 변화는 적합화될 필요가 없다. 그러한 성질들을 구별하는 것
은(tension-flow 혹은 Shape-flow에 대한)반응 작용을 거치며 치료과
정을 증진시킨다.

치료사는 환자의 움직임을 치료하고 근육의 긴장

을 공유함으로써 감정이입의 지지를 제공하고, 또한 환자의 신체 형
태를 조절하게 된다(실제적인 어머니의 물리적인 지지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것은 환자가 치료 과정에 더욱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신뢰할만하고 예측가능한 관계를 증진시키기도 한다.
치료사들이 신체의 형태만 어울리게 하고 그 운동역학은 고려하지
않을 때 감정의 구조는 조절되지만 그 감정 자체는 조절되지 못한다
(파장의 동조가 없는 조절이 한 예). 또한 치료사들은 감정이입과 이
해도로 의사소통하기를 원할 뿐 아니라 지지와, 구조, 그리고 확신으
로 의사소통하기를 원한다(Sossin & Loman, 1992).
무용/동작 치료사들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반영(mirroring)"
이라는 더욱 일반적인 개념을 세련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tension-flow
파장동조와 shape-flow 조절과 같은 KMP 개념을 익힘으로써 자신들
의 개입이 효율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에 관한 실마리를 풀
기 시작했다.

자신의 shape-flow와 tension-flow 움직임의 선호도를

잘 알고 있는 무용/동작 치료사들은 더욱 명확하게 치료에 관계된
과정에 착수할 수 있다. 그러나, 치료사들은 그 자신들만의 움직임에
대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증지할 수도 있으나, 또한
그들이 작업하고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의 패턴과 충돌할 수도 있고
때때로 일부 환자들에게 파장을 동조하는 것이 특별히 어려울 때가
있다.
생기와 욕망, 무기력함, 부자연스러움과 멍한 상태로 특징지워지는
중립적인 흐름을 과도하게 표출하는 환자들은 치료사들의 수단에 도
전할지도 모르는데, 그 이유는 표출되는 움직임은 극도로 미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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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Sossin & Loman, 1992). 그러나 KMP의 구조는 불쾌한 욕
망, 수동성, 그리고 겉보기에 치료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움직임의 부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것이 “치료사들이 불
연속적인 기간으로부터 관계를 결합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책
임이자 의무”로 남아 있기 때문에(Stiver, 1992, p.6), 치료사들이 자기
자신의 억압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움직임의 선호도에 대해서 깊이 알
고 있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자아의 감정이입과 구체화된
관계에 대한 의식을 인지하는 것은 종종 애매모호하거나 갈등을 가지
고 있는 감정의 상태를 창출시킬 수도 있고 표현할 수도 있는 도구로
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Lewis, 1993). 그 무용/동작 치료사들
은 환자의 변화를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결합시키고, 구성하고 영향
을 미칠 수 있는가에 관한 관찰된 단서들에 근거한 선택사항들을 만
들어 낸다.

Ⅳ. 무용/동작 치료에 있어서의 KMP의 사용
무용/동작 치료사들은 자신들이 환자들과 함께 감정이입을 하고
신체의 사용을 통하여 변형시키고 치료할 수 있는 기구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꽤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치료의 과정은 한정시키
기가 어렵다. 치료 과정의 비언어적인 측면을 명확히 기술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부분으로 되어왔었기 때문이다.
KMP는 치료방법이 변화를 촉진했는지의 유무를 결정하는 사전적
태스트나 사후적 테스트로도 이용되어질 수 있는데, KMP의 구조는
치료 중에 치료방법의 선택 지침으로도 이용될 수 있으며, 시간을 거
슬러 작업과정을 추적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예를들어 KMP는 연
속적인 상호작용에서 특정한 움직임의 영향을 분석하는데에 이용될
수도 있고, 근본적인 이유와 개입의 성공과 실패를 측정하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치료사의 직관을 지원해줄 수도 있다.

- 142 -

Suzzane Hastie Atley(1991)은 무용/동작 치료사로서 KMP의 사용
에 관한 학위 논문에서 아래와 같이 쓰고 있다:
“춤 치료 작업은 자연스럽게 상단한 직관력을 수반하며 필요로 하기 때
문에 관찰 및 작업의 균형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pp.86-87)."
"KMP가 움직임이라는 측면에서만 이용되어질 수 있고 해설될 수 있다
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정신분석적 관
점을 요구하지 않는다.... KMP를 배우는 것은 기초적인 경험이며 비언
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더 잘 규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pp.228-29)."

즉, KMP는 측정을 위해서 이용되어질 수 있고 연구 도구로서 이용
되어지기도 하며(전체적인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혹은 임상의(臨床
醫)의 특별한 필요에 적용될 수도 있는데, KMP가 형식적으로 구성되
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개념은 이용되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Hillary Merman은 측정 형식을 창출하여 KMP에 기본을 둔 연구 기
구들을 만들었으며 체크리스트 형식인 LMA로 도입하기도 하였다(Merman,
1986:1990).
KMP는 자아 개발(시스템 1)과 움직임을 통한 사물과의 관계(시스
템 2)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관련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움직임
과 치료법에 관한 다른 이론적인 경향들은 KMP와 양립적으로 적용
되어질 수 있는데 그 일부를 말하자면 Laban 움직임 분석, 게슈탈트
요법, 자아 심리, 비교적인 모델과 가족 요법이 포함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의 과정을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어떠한 특정 지
침들을 따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것은 또한 모든 연령층과 수준,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환경에서 폭넓게 이용되어질 수 있고, 한 개인
의 발전단계적인 기능, 움직임의 선호도(힘, 잠재성, 결함 및 약점을
포함하여), 심리적인 조화와 갈등, 그리고 다른 것들에(역사적으로 그
리고 현재적)으로 관련하는 방법들의 윤곽을 나타내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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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규준적인 발달단계를 앎으로써 무용/동작 치료사들은 모든 연령층의
환자들과 작업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예를들어, 아이들
과 작업함에 있어서 임상의가 여러 가지 폭넓은 범위의 규준적인 발
달단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병의 징후적 증상과 이것의 정상적
발달 패턴으로의 돌파구 사이의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유용하고, 아이들과 성인들 모두에 있어서, KMP는 고정과 퇴행
그리고 진보의 기회를 보여줄 수 있다.
가족과 작업을 하는 무용/동작 요법사들은 KMP를 이용하여 둘 혹
은 그 이상의 가족 구성원들의 프로필을 비교할 수 있고, 움직임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선호도와 상호작용적인 조화와 충돌은 그리고 나
서 규정되며 측정되어진다.

학대나, 차별대우, 그리고 질병과 같은

잊지 못할 사건들이 정상적인 성장과정을 억제할 때 이에 대한 반응
은 신체내에서 저장되어 신체의 움직임으로 반영되어진다(Loman,
1990). 움직임 관찰을 통하여 무용/동작 치료사는 가족을 괴롭힐지도
모르는 발달단계와 관련된 이슈들을 측정할수 있는 것이다.

1. Loman의 임상사례(1994)
Loman이 관찰한 Antinoch New England 대학원에서의 무용/동작
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부모와 자식 그룹의 임상사례를 보면,
3살 아동의 경우에 흥미를 유발하는 유명한 소재는 낙하산으로 크
고 작은 바다의 파도를 만드는 것이다. 아이들은 파도물결의 위에서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으며, 혹은 낙하산 아래로 들어가 바다 밑으로
수영할 수도 있다. 물고기가 수영하는 것, 그 물고기들이 자신의 집
을 찾아 다니는 것, 그리고 악마들을 피해 다니는 것의 이미지는 그
러한 활동을 흥미있게 해준다. 이러한 제안은 3살에서 4살까지의 아
동들에게 있어서 전형적인 내부 생식기적인 주제들을 반영한다.

즉

신체 내부의 막연한 감각들에 대한 느낌, 어머니에게서 위로받고 싶
어하는 마음, 아이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기 원하고 아이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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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원하는 것, 자신들이 어렸을 때를 기억하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모성애를 느끼는것들이 그러한 것에 속한다(Kestenberg, 1975). 이러
한 발달 단계를 구체화하고 창의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그러한 그룹의
응집력과 아이들의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4살된 아이들은 팝콘이 되는 모습을 시늉하는 놀이를 즐기는데, 이
들은 팝콘이 튀어오르기 전의 알맹이처럼 작게 되고 싶어하며 팝콘이
“튀어오를 때”가 되었을 때 커졌다가 점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들은 팝콘이 다 되었을 때 자신들이 파티를 가질지에 대해서 결정한
다.

커졌다가 더욱 힘있게 크고, 공간 속에서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면서, 강한 운동적인 활동과 같은 이러한 것들은 모두 발달단계에
있어서 특수한 외부 생식기적인 이슈와 아이들의 필요성에서 나오는
연령에 맞는 움직임을 반영해 준다.
아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연령에 맞는 움직임을 창의적인 배출구
로 돌려 보내는지에 대한 배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치료사들은
아이들이 치료실이라는 안전한 곳 내에서 강한 움직임의 성질을 표출
하느데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무용/동작 치료사들은 환자의 요
구에 적응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환자가 더욱 성숙한 발달 단계
로 전환할 때에 특히 중요한 것이다. KMP의 접근방법은 발달단계에
있어서 전형적인 움직임의 단계의 연속성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요법사들은 발달 과정이 전개될 수 있는 적당
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KMP의 구조에 내재하는 발전의 진보과정은 관계적인 발달의 비언
어적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움직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주는데,
이것은 초기의 유아를 돌보아주는 상호작용에서 시작하여 더욱 다차
원적이고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진보해간다. 관계적인 발전을 탐구하
기 위한 목적으로 KMP의 긍정적인 측면은, 사람과 사물에 대한 관계
를 다루는 발전 방향을 논증한다(Loma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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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룹의 무용/동작 치료의 사례
Merman은 무용/동작 치료 그룹으로 성인(부분적으로 병원 환자
임)들을 택하여 결국에는 shaping in planes로 귀착하는 관계적인 진
전을 설명하기 위하여 한 예를 들고 있다.

이 그룹은 원주 형태로

둘러싸여 준비를 위한 움직임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이 환자들은 잠

시동안 함께 있어왔고 지도력을 공유하고 있었고 방향적인 형태를 이
용하여 직선으로 움직이는데, 이것은 자신의 사물과의 관계에 대한
단순성이나 방어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환자들이 선호하는 행동패턴으로 작업하고 그들의 관계적인 능력을
언급하기 위하여, Laban(Bartenieff & Lewis, 1980)의 방어 스케일을
사용하여 치료 형식을 마련하고 있다.

즉, 이것은 “위로 뻗고, 아래

로 뻗고, 좌우로, 뒤로, 앞으로 뻗으세요. 이제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나빠진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하세요”와 같은 방식이었다.
환자들은 자신들이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말로서 표현
하기 시작하였다. 앞으로 움직이는 것은 환자들을 서로 가까이 있게
하고, 그리고 일부의 환자들은 운동역학과 감정들을 공유하려고 더욱
노력을 하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또, 좌우로 혹은 길게 움직이면서

(수평적 측면) 환자들은 장난섞인 듯이 “내게서 멀어져”, “나를 혼자
내버려 둬” 혹은 “여기서 나가”등과 같은 말을 했다. 수직적인 측면
에서는(위와 아래로) 환자들은 논박하며 다투거나 자신을 주장하거나
내세우는 흉내를 내면서 “아니오”와 “예”라는 말을 했다. 이들이 여
기에 더욱 개입되었을 때, 직선적인 움직임은 더욱 왕성해졌고 일정
한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치료가 끝마칠 때쯤 되자, 환자들은

요철 평면에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예의바르게 인사하는 동안에 후퇴
하면서 난해한 인사를 하며 손을 잡고 있고, 수직적 면에서는 가벼운
느낌으로 올라가고 힘을 주어 내려가고 있었으며, 평면에서는 서로
퍼졌다가 다시 모여서 끌어안고 있었다.
방어성은 관계의 탐구로 인해 사라졌다. 환자들은 그리고 나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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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이 선호하는 다른 방향과 평면에 대해서 토의하는데, 이때 사람
들에 대하여 자신들이 취한 감정들을 “실제”생활과 관련시켰다.

일

부의 환자들은 자신들이 모든 감정(심지어 불쾌한 감정까지도)을 즐
기면서 새로운 경험을 했다고 진술한다. 반면에 다른 일부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느낌들에 대해서 이를 즐기거나 반성하거나 인정하고 있
었다(Miller, 1981).

Ⅴ. 결

론

KMP는 움직임 치료에 있어서 관찰하고, 진단하고, 치료를 계획하
고, 또한 언론 연관된 활동을 향상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KMP의 모든 도표들은 움직임의 분석을 위한 복합적인 도구를 만드
는데 서로 적합한 것으로서 움직임의 다중성과 그 상호작용의 다양한
형식을 복잡한 방식으로도 파악하고 있으며 매우 조직적인 방식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KMP의 이용자들은 KMP를 다양한 방식에 적용하고 있고, 일부의
사람들은 KMP를 진단 정보와 임상에 있어서의 치료 아이디어를 얻
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데(Atley, 1991; Kestenberg, 1985; Loman,
1994), KMP의 장기적인 연구로 초기 유아기로부터의 발달 이슈들을
진보시킬 수 있다고 본다.

특정한 진단층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집단내에서 개인적인 다양성의 범위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방
법론상의 연구로 현재의 기록에 대한 신뢰성을 검사할 수도 있고(Sossin,
1987), 특수한 적용에 필요한 과정에 대한 수정 작성도 개발시킬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Lotan, 1994)이 수치 기록과 프로필의 상관관
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으며(Sossin, 1994), 현재의 해석
적인 도표들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고 특정한 분포들이 I.Q나 의기
소침, 신경적 손상, 방어역학, 그리고 다양한 갈등과 같은 변수들과
관련성을 가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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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P는 무용/동작 치료사들에게 비언어적인 관계의 미묘하고 복잡
한 가능성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 주며, 각종 어
휘들과 잘 개발된 기록 시스템을 인간관계내에서 항상 발생하는 비언
어적인 측면을 명확히 기술하기 위하여 제공해준다.

이러한 비언어

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수반되는 복잡성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면 임상
적인 이해도와 여러 방식들을 증진시켜줄 수 있으며, 움직임에 대한
관찰과 상호작용은 자신에게 있어서나 타인에게 있어서나 감정이입과
관계적인 구체화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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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ance/Movement Therapy Observed and Interpreted for
KMP Research
Ryu, Boon-Soon
(Korea Dance Therapy Research Society)
KMP, a short from of Kestenberg Movement Profile, is a complex
organization that observes and interprets human nonverbal behaviors.
KMP, influenced by Laban, expands its domain to Laban Movement
Analysis (LMA) (Laban, 1947, 1960; Lamb, 1965) with refinement and a
new category of promising substructure, For such reasons, KMP is
naturally suitable for the remedy of dance/movement, which puts
nonverbal behaviors and psychological theory interpretation together
(Merman, 1990). The remedy of dance/mevement by KMP can be used
for prescription, diagnosis, remedial plan and arbitration or interaction
with interviewees from various classes.

Hestorically KMP has studied together with Judith Kestembery from
the 1960's, by cureus of dance/movement. It has formed categories of 9
movements and 2 directions of development, Some of the 9 movement
forms describe the attitude of body and the others are numeral data.
They are as following.
1)
3)
5)
7)
9)

Rhythm of Tension Flow
Precursors of Effort
Shape-Flow Design
Unipolar Shape Flow
Shaping in Planes

2) Property of Tension Flow
4) Efforts
6) Bipolar shape-Flow
8) Shaping in Directions

Therefore, KMP could offer a means to promote understanding of nonverbal
relation to curers of dance/movement and improve the materialization of such
interaction as empathy by observing movements.

- 1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