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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ovement and Spirituality

Park, Soo-hyun
Department of Dance & Performing arts, The Graduate School,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e meaning of spirituality is ‘human aspect of transcendent world’. It has positive effects such as
integration of self, universal and ecological fellowship, and unity with god. Humans tend to realize
spirituality through the body movement. Catholic, Buddhism, Confucianism, and Donghak explains about
the presence of ‘spiritual body’.
After exploring spirituality itself and spiritual body, I could find what it means to discover spirituality
through movem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movement and spirituality. Through movement, hu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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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transcendent self, which is connected to the universal self. When we see ourselves as micro
cosmos in the unity of macro cosmos, it will transform the selfish mind into the selfless mind.
In conclusion, the relationship of movement and spirituality are followings. First, movement brings out
positive energy and enlightens holistic vitality. Second, we could realize ourselves as the unity of body,
spirit, and nature. Third, movement makes it possible to know transcendent self. Forth, humans can
experience deep relationship with others.
Key words : body, mind, movement, spirit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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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무한성장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자본주의와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물질적이고 기계론
적인 세계관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와 함께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영성의 회복은 중요한 화두로 지식사회와 정보화 사회 이후의 시대적 요청으로 대두되
고 있다. 세계미래학회는 영성이 이성과 지식의 다음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30년 글로벌 지식사회와 글로벌 시민사회로 변하고, 2050년부터 영성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
다(아시아 경제, 2011).
영성은 그동안 역사적, 종교적, 주제별로 철학자들, 신학자들, 심리학자들에 의하여 연구되
었다. 인간의 생명(life)과 영성(spirituality)을 중시하는 홀리스틱 교육법이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
화를 위해 영성지능(SQ)의 발달을 위한 영성교육을 중시하며 캐나다에서부터 발전되었고(김복
영, 2011:116), 대체의학이나 몸 심리학에서 영성이 치료와 치유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되고 있
다. 인지과학 등에 기초한 철학적 관점은 영성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신체로 인하여 발현되는
신체적인 영성의 개념을 대두시키고 있다. 기독교적 관점을 넘어서서 여러 종교에서, 학문에서,
그리고 문화에서 대두되는 쟁점이다. 인간 존재의 깊은 차원에 관계된 의미를 탐구하는 독립된
학문이며(Ursula, 1998:96), 다양한 타학문들과의 연계 속에서 연구되어지고 있다. 영성은 한가지
로 정의되기는 힘들지만 ‘살아있는 삶의 경험을 통한 자기 초월’이라는 개념으로서 한 종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몸을 통한 인간의 삶의 경험이므로 몸과는 뗄 수 없는 관련을 지니고 있
다. 미래학자 존 나이츠비츠에 따르면 ‘영성은 종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신성함을 경험하려는
욕구의 전부’이다.
영성교육, 영성치유, 불교의 수행법, 요가, 명상기법 등에서 움직임은 필수적인 요소로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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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이것은 움직임과 영성의 관계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움직임은
하나된 몸과 마음을 통하여 일어나고, 인식적으로 몸과 마음의 뜻을 분석할 때, 마음의 다른 이
름이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동양철학은 몸과 마음의 합일이라는 기본적인 가치관 아래에 다
양한 사유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
그동안 영성과 몸과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영혼과 인간의 몸이 일치된다는 것을 밝히
거나(윤미정, 2010:126), 움직이는 몸이 일상적 세계를 영적인 것과 결합하며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영적인 앎을 찾게 한다는 영성을 경험함에 있어서의 몸
의 중요성을 언급한 연구들이 있었다(박보준, 2008 & Debenham 2008:44 & Williamson, A., 2010 &
김기인, 2005).
몸의 움직임을 통한 영성의 회복은 우주적이고 사회적인 자신을 포괄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대안(김지하, 생명학 2, 2003:34-35)으로 제시된다.
우리는 움직임을 통하여 ‘전인적인 자기초월적 개념’을 깨닫게 된다. 호흡명상, 예술적 움직임
표현인 춤, 몸 수행 등을 통해서 몸은 마음의 깊숙한 곳에 있는 영혼을 깨우며, 이로 인하여 인
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영성이 발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움직임과 영성이 직접적으로 관련지어
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삶의 방식의 변화
에 앞선 가치관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대 상황에서 영성의 회복이 교육이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는 전제에서, 영성의 회복이 우리의 몸과 움직임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과 논증이 본 연구의 주제이다.

Ⅱ. 영성의 의미
영성은 국어사전에는 ‘신령한 품성’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주로 기독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넓은 의미에서 인류 초창기부터 존재하였던 인간의 정신이나 영적 인식을 말
한다. 인류 초창기의 문화는 현대인들과는 달리 인간의 내면세계와 공동체에 일종의 신성함이
깃들 수 있는 여백을 남겨두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영적인 차원에 토대를 둘 때, 개인의 두
려움과 의심 그리고 신체적인 질병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태도였던 것이다(이계풍, 2007:114).
영성이라는 단어는 영(pneumatikos)이라는 헬라어의 번역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도 바울의 신학
에서 발견된다. 사도 바울은 영적(spiritualis) 인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때 영적인간이란 자연
적으로 사는 인간과 구별하여 성령인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사는 인간의 삶의 태도를 의미하였다.
12세기의 영성은 점차 기독교인의 삶에 부정적인 물질적 세계와 육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바
뀌었고, 14-15세기에는 교회의 지도력과 재산, 권력 등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다가 그 후 17세기
에 이르면서 기독교인의 내적 삶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된다. 서양 기독교 사회에서 ‘내적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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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을 의미하는 영성의 기독교적 의미는 20세기까지 계속되어져 왔다(Scheiders, 1986:686). 기독
교 안에서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의 일치에로 나아가는 전
인적인 삶의 자세”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기독교 내에서도 영성의 의미를 좀 더 포
용적인 세계관으로 보고자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영성신학자 조던 오먼(오먼, 1987:18)은
영성이란 “인간 행위를 유발하는 그 어떤 태도나 정신으로서 구체화된 종교적 또는 윤리적인
가치를 총칭하며, 신적 또는 초월적인 것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생활양식”이라
고 정의하였다.
심리학이나 비교종교학적 관점에서 거론하는 영성은 ‘초월적 세계에 관한 인간 정신의 어떤
측면’을 가리키는 개념이다(Tillich, 1959:3-9). 영성은 영성, 영혼, 정신이라는 말로 쓰여 지기도 하
는데, 우리를 또한 타인, 공동체, 자연, 그리고 신적인 것과 접촉하게 한다는 면에서 그렇게 이
해된다.
영성에 대한 이해는 이처럼 방대하여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지만 영성을 크게 세 가
지로 정리하면 첫째, 영성은 개인의 삶의 체험과 실천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갖는다. 둘째, 영성
은 초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적 혹은 공동체적으로 통합적인 자아를 형성한다. 셋째,
개인과 공동체를 넘어선 우주적 연대까지 확장된다. 이와 같이 영성은 개인의 고유한 삶의 경험
과 실천을 토대로 자아의 통합과 초월, 이웃과 공동체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개방하고 하느님
사랑에 참여하는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이계풍, 2007:149).
영성은 또한 ‘물질적인 것을 초월하는 실체’, ‘정신적인 실체’ 등으로 여겨지므로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몸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영성은 또한 ‘육체에 생기를 주는 것’, ‘원기를
일으키고 영감을 주는 것’을 포함하는 뜻으로 인간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생명감을 경험하게
한다.
영성은 육체적, 심리적, 사회-정치적 차원의 삶을 포괄하는 전체로서의 인간의 삶인데 이러한
접근이 적절한 것은 영성이 종교적 활동 뿐 아니라 모든 참된 삶을 찾는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드라 슈나이더는 영성에 대한 인간학적, 인류학적 접근을 시도하여
경험적이고 포괄적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에게 인간의 ‘영성’이란 용어는 ‘영적인 삶’
을 의미하고, 영적 삶이 일어나는 장소는 바로 ‘인간의 역동성 자체’가 된다. 영적 삶이 일어나
는 것은 우리가 역동적으로 삶의 경험에 참여할 때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영성은 ‘생명적 움직임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영성은 ‘살아있는 경험으로서, 궁극적 가치를 향한 자기초월을 통하여
삶을 통합(Life Integration)하는 과제에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Schneiders, 1989:692). 삶을 의
식적으로 통합하게 하는 생생한 경험인 영성은 관계적, 참여적, 전인적 의미를 지니며, 이와 같
은 정의는 자기초월을 통한 개인의 통합을 포괄하는 특징이 있다. 즉, 영성이란 용어는 “인간
실존의 깊은 차원”, 이런 차원을 실현하는 “살아 있는 영적 경험” 그리고 이런 경험을 연구하
는 학문을 일컫는다(박선영, 이승범, 2010:67). 인간은 영적존재이며 자기초월을 통하여 인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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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 완성을 지향하며 이것은 자신, 이웃, 자연, 우주적으로 초월적인 존재인 자신을 깨닫는
것이다.
이러한 영성은 몸과 움직임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레이코프와 존슨은 신체화된 영성
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이제까지 문화 안에서 영성개념이 탈신체화라는 관점에서 존재했던 것과
는 다르게, ‘신체화된 영성’이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몸으로 경험하는 것을 다루자고 말하고 있
다. 우리는 평소에 지각기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탈 신체화된 주체라는 환상이 생기
는 현상학적인 경험을 하지만, 실제로 탈 신체화된 주체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영성이라는 것이
몸으로 경험하는 것의 은유적 표현임을 말하고 있다. 이때의 신체화된 영성은 자신과 다른 사
람, 그리고 세계에 대한 도덕적인 태도이기도 하다(레이코프 & 존슨, 1999:810-818).

Ⅲ. 영적인 몸
움직임의 기본인 몸은 그 자체로 이미 영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데카르트의 이성중심의 사
고인 서양근대철학과 중세기독교 문화가 지속되면서 정신을 유혹하는 몸, 감각을 자극하는 몸으
로 몸을 경계하는 현상이 근대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일어났다. 플라톤은 현실의 세계가 완전한
것이 아닌 이상적이고 본질적인 이데아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현실세계에
속해있는 몸의 위치는 영혼의 위치보다 낮은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유야사 아스오, 2004:32).
그러나 몸의 영적인 성질은 후에 서양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 니체, 메를로 퐁티 같은 철학
자들에 의하여 증명되었다.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몸은 영혼의 질료내지 가능태
(dynamics)이며 영혼은 몸의 형상 내지 현실태(energeia)임을 밝히며 몸과 영혼을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았고,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니체는 몸을 마음에 비하여 우선시하는 적극적인 심신일
원론의 태도를 보였다. 니체에게 큰 이성인 몸의 움직임은 춤추는 몸으로서 영성의 발현이다.
몸이 큰 이성이라면 정신은 그 일부인 작은이성이며 작은이성인 ‘정신’은 큰 이성인 ‘몸의 표현’
이다. 니체가 말한 ‘건강한 몸’은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에 얽매이지 않으며, 순수하게 그 자체
긍정의 힘을 발산하는 방향으로 스스로의 의지를 창조해 불태우는, 감각과 정신과 지성과 의지
와 자아와 영혼을 몸 자신으로 구현할 수 있는 영적인 몸을 의미한다(우희종 외, 2009:245).
철학자 니체에게 있어서 몸은 곧 ‘나의 영혼’ 이었으며, 몸을 움직이며 춤춘다는 것은 ‘초월적
신에 이르는 가능성’을 의미하였다(이승건, 2010:210). 니체에 따르면, ‘고스란히 몸’인 인간은 근
원적이며 궁극적으로 깬 자인데, 몸은 대지를 통해 주어지는 감각들을 받아들이고 움직이고 있
고, 대지의 힘은 이미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사유에 따른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
는 몸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대지의 우주적 몸과 연결되는 것이며,
우주적인 몸은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닌 영혼까지 연결하는 몸이다. ‘나는 곧 몸이며 영혼이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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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니체 자신의 저서의 인용은 이러한 몸이 영적인 것임을 말하고 있다(우희종외, 2009: 248).
우리의 몸은 신성한 우주적 몸이며, 종교적 인간은 우주 가운데서 인식하는 신성성을 자신내
부에서 발견하고 그 결과 그의 생명은 우주적 생명과 일치한다(엘리아데, 2001:155). 우리를 자아
너머로 인도하는 초월적인 것이면서 삶의 에너지인 생명의 힘으로 몸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며 영성이다.
인도 요가에서는 ‘프라나’ 도가에서는 ‘기’ 또는 희랍어로는 ‘프뉴마’ 등의 개념은, 몸과 영혼
의 관계를 분리하지 않으면서 영성과 비슷한 맥락으로 사용된 용어이다. 근대철학과는 다르게
고대서양사회에서는 몸과 영혼과의 관계를 분리하지 않았다. 영성(spiritus)의 어원의 하나인 프뉴
마(pneuma)는 신비로운 힘에 대한 체험으로 동양의 기(氣)와 비슷한 개념을 지닌다. 프뉴마나 기
모두 몸과 영혼이 합하여져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심신일원론에 바탕을 하
고 있다.
기의 흐름에 바탕을 둔 움직임으로는 한국 전통무용, 전통 무술, 요가, 수행 등이 있다. 쿤달
리니 요가의 명상법에는 차크라를 정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연결하는 나디라는 경로가 미저골에
서 머리까지 척추를 따라 달리고 있다. 나디에는 프뉴마나 기와 비슷한 프라나(prana)라는 에너
지가 흐르고 있다. 요가의 아사나는 몸의 깨어남이다. 요가의 명상에서 각 차크라는 ‘프라나(기)
가 모이는 중심이며, 이 차크라는 한의학에서 경혈의 자리와도 일치한다. 프라나는 기(氣)와도
비슷한 개념이고 스토아학파의 프뉴마와도 비슷한 사고방식이다. 스토아 학파에서는 프뉴마의
흐름이 발하는 근원을 신(神)이라고 불렀다(유아사 아스오, 1994:313).
동학, 도교, 불교, 성리학과 같은 동양의 사상에서도 영성과 영적인 몸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동양사상은 신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다는 개념보다는 통합되어 있는 것을 인간으로 보는 관
점을 유지하면서 발전하였다. 동양철학의 역사 안에서 물질적인 성질과 의식의 작용은 함께 이
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마음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용어정리보다는 주로 직관적
(intuition) 사유가 이루어졌다. 기독교적 영성의 개념이 절대적인 초월자와 인간의 관계를 통한
인간의 성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동양의 사상에서는 존재하는 우주자연을 신령스러운 개념으
로 보고 인간을 그것의 성질을 지닌 작은 우주자연, 즉 소우주로 보았다. 소우주인 몸과 마음은
정신-신체의 유기적인 통합체로 하나로 연결된다. 소우주인 인간의 움직임은 정신-신체가 통합된
유기적인 움직임이다.
도교에서의 인간의 몸은 신령이 머무는 집과 같다. 신(神)이란 절대적인 신에서부터 신령한
존재 그리고 생명적 존재에 이르기까지 다층적 의미를 지닌다.
도교의 몸은 자연스러운 몸이다. 도교에서는 동작과 호흡과 의식이 합일되어서 수행을 하였
다. 『노자도덕경하상공장구(老子道德經河上公章句)』에 의하면, 인간 신체의 장기 내에 존재하는
다섯 종류의 신(神)이 있다고 하였는데, 도교에서는 우리들 몸을 건강하게 지킬 때에 오장신(五
臟神)이 머물게 되고, 우리들 몸이 상할 때에 오장신도 떠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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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사상은『태평경(太平經)』과『황정내경경(潢庭內景經)』등의 도교 문헌에도 나타난다(박광수,
2010).

동학은 ‘내 안에 영적인 존재가 머물러 있고’[외유기화內有神靈], 그 영적인 존재가 바로 하늘
님 으로서의 ‘천주’이고, 인간은 그 천주를 모시고 있는 존재[시천주侍天主] 라는 것이다. 따라서
‘나의 몸’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적인 몸’임을 자각하고, 그러한 성화된 몸과 영적인 마음의
상태는 ‘사람이 곧 하늘님’[인내천人乃天]임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충만한 인격적 성숙을
유도하도록 한다. 동학의 영성의 개념은 이미 몸의 영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내유신령, 외
유기화, 시천주 등의 개념을 살펴보면, 내유신령(來由神靈)은 내 몸 안에 이미 신령으로서의 영
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외유기화(外有氣花)는 영적인 몸의 작용으로 성스러운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김경호, 2008). 시천주(時天主)는 나의 몸은 하늘님을 모시는 존재라는 것
으로,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존재 속에서 충만하게 몸과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생명성 회복을 의미하고 있다.
초기불교에서 몸은 감각적 욕망의 대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지혜를 일으키는 통로로 제시되
기도 한다. 몸의 감각기관들이 대상을 만났을 때 즐거움이나 고통을 느끼게 되면, 나에게 즐겁
고 이로운 것에 집착하려는 열망이 발생하는데, 이 때 수행을 통해 몸의 느낌을 조절한다면 몸
의 본래 성질인 무상함도 이해되므로 즐겁고 좋은 것뿐만 아니라 고통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
지게 된다. 그러므로 초기불교에서는 몸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시되며, 자신의 몸을 바라보고 관
찰하는 위빠사나 수행이 생겨났다. 이러한 몸의 수행에서는 호흡의 들숨과 날숨이 중요한데, 호
흡은 그 자체로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움직임이다. 호흡을 하는 것이 나의 순전한 의지가 아
닌, 자연적인 현상임을 알고 자연, 타인과 연결된 자신을 알게 되므로 겸손함을 가지게 된다.
유가에서는 몸 닦음이 바른 마음의 기반이 된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에서 보듯이, 자신의 몸
을 닦는 것이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나아가 천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자신의 몸 닦음’은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이를 생각하는 몸이라는 말로 이미 몸과 마음의 경계를 허물
고 있다. 이때의 몸은 물질로서의 몸이 아니라 영적인 성질을 지닌 인간의 몸인 것이다(우희종
외, 2009:149). 유가의 우주적인 몸은 한국 궁중정재의 움직임과 움직임 방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중세 기독교와는 다르게 크리스트교(기독교)의 그 근본적인 정신은 몸과 혼의 일원론을 바탕
으로 하여 몸이 우리의 신성과 관련이 있는 영적인 몸이라는 것이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집
입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고린도 전서 6:19-20).” 이라는 성경의 대
목은 각 개인의 몸을 신성한 영이 거주하는 신전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성찬의식에서 성찬을
나누어 주며 예수가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며 성체를 나누어 준 점, 또 자신의 육신의 고통을
이용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한 점은 실제적인 몸을 통하여 하는 행동이 우리의 신성과 관련이
있음을 알고자 한 것이다. 즉, 기독교에서의 몸은 몸과 영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된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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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신령한 몸인 것이다. 기독교적인 금욕주의의 뜻도 본래는 육체의 욕망을 가진 몸의 타락한
형태인 살을 죽여 몸을 살리자는 것이지, 몸 자체를 죽여 혼을 살리자는 것이 아니었다. 몸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몸 심리학(Somatic Psychology)에서는 인간이 진정한 치유와 변화를 위해 몸과 마음이 하나로
결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여기서 소마는 진정한 치유와 변화를 위해 하나의 유기적 전체
(organic whole)로 합일되는 몸과 마음이 하나로 움직이는 영적인 몸의 성질이며 움직임이다. 신체
적, 감성적, 인지적, 영성적 영역 등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어느 것이나 우리의
전 존재에 영향을 준다. 호흡의 들숨과 날숨, 소화과정에서의 수축과 이완, 그리고 심장이 부풀
면서 피를 흡수하고 조이며 뿜어내는 과정맥동과정에서 일어나는 수축과 이완은 우주의 생명과
공명하는 영적인 생명의 몸의 원초적 작용이다. 몸의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움직임이 정지되
거나 급하면 생명의 흐름이 왜곡되고 아프게 된다. 이 아픔은 육체적으로는 긴장, 흐름의 단절
이나 과도한 활동으로, 느낌과 표현의 위축, 고정관념 또는 혼란스러운 생각으로, 의미의 상실과
관계의 단절로 드러날 수 있다(콜드웰, 2007:28-31).
우리의 존재는 정신과 육체가 통합된 유기체이며, 움직임에 대한 각성과 훈련은 ‘지금 여기’
에 충실하게 존재하면서 동시에 초월적 성질을 지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닫게 한다. 영적인
몸은 정신과 육체가 통합된 유기체로서 자신이 소우주임을 인식하는 몸이며 움직임 감각이 살
아있는 몸이다. 영적인 몸은 신체적, 감성적, 인지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민감하게 왜곡과
아픔으로 반응하기도 하지만, 움직임을 통하여 전체화된 자아의식을 가질 수 있고, 바른 마음가
짐을 가지게 되는 몸이다.

Ⅳ. 움직임과 영성의 관계탐색
움직임은 영적인 몸의 작용이다. 우리는 예술적 표현인 무용이나 몸을 통한 명상 등에서 몸의
움직임으로 ‘진정한 생명의 충일감’인 자기초월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은 내면의 영성을 깨우게
된다. 삶을 의식적으로 통합하게 하는 것은 움직임의 경험이며 이 생생한 경험으로 관계적, 참
여적, 전인적 의미를 지닌 영성이 발현되는 것이다.
움직임과 영성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움직임은 긍정적 에너지로 가득 찬 생명감을 가져오며, 인간에게 내재된 신성과 생명성
을 이끌어낸다. 몸의 움직임에서 호흡을 통한 기의 흐름이 정과 신이 합일된 상태이거나, 정과
신의 경계를 넘나들게 되면 신명이 발생하며 자신의 내면을 온전히 경험하면서 발생하는 억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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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 없는 기쁨과 생명감이 발생한다. 니체도 ‘건강한 몸은 춤추는 몸’이라고 하면서 몸이 제
스스로를 찬양하고 긍정하면서 영혼과 영혼의 힘이 자신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임을 깨달아 도
취와 환희를 누릴 수 있을 때 건강한 몸이 가능하다고 하였다(우회종외, 2009:240-251).
신(神)은 의식, 사고, 생각, 혼을 뜻하고, 정(精)은 생명력의 의미를 지닌다(김경호, 2008:363
-368). 호흡을 통한 움직임의 몰입 상태에서 정과 신이 연결되면서 자기를 초월하는 영성적이고
우주적인 자아를 깨닫는다. 정신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 또한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전통적인 샤머니즘의 영혼관인데, 한국문화에서의 신명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몸, 의식과 영
혼과 육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며(남기성, 2009), 이러한 ‘진정한 생명의 충일감’
은 움직임에 의해서 고양되고 확산되는 것이다.
움직임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집중과 몰입을 하도록 한다. 현 순간에 집중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생명력을 최대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존재 전체의
작은 한 조각이 아니라 전체임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며(켄윌버, 2004), 삶의 한 순간도 작은 조
각이 아니라 전체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움직임이다. 칙센트미하이는 그의 ‘몰입’에 대
한 연구에서 신체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그 중 몸과 마음의 움
직임이 주는 긍정적인 기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춤, 요가, 무도 등이 플로우라는 의식의 질서
상태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플로우는 우리의 삶이 조화 있고 에너지가 넘치도록 하게 해주는 경
험이다(칙센트미하이, 2011:180-120).
둘째, 움직임을 통하여 몸과 영과 자연의 합일체로서의 자신을 알게 된다.
빙엔의 폰 힐데가르트는 몸과 영, 물질과 정신, 인간과 우주의 대립적인 이원론을 탈피한 가
치관으로 인간과 자연과 영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였다. 인간은 몸과 영의 합일체로 ‘자연 안에
서 살아가는 존재’이며, 영은 몸 안에서 살아있는 불꽃, 생명으로 살 때, 몸은 모습을 갖춘 작품
이 된다고 하였다(정미현, 1998:355).
인간으로서 우리는 에너지 순환체계로서, 우리 모두는 살기위해 에너지를 취하고 내보내는 호
흡의 움직임을 한다. 호흡은 몸이 창조하는 미세한 움직임이다. 호흡의 흡기는 외부에서 들어오
는 것이고, 호기는 몸에서 나가는 것으로 우리는 외부의 공기 없이는 잠시도 존재할 수 없는 존
재이다.
호흡은 우리 몸의 정과 신, 육체와 영혼의 관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호흡은 또한 자연의
도움에 의해서 비롯된다. 정신(精神)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는 사유, 의식의 개념으로 인식되지
만, 사실 물질적인 성질과 의식의 작용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신체를 떠난 의미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주체와 객체를 분리하는 상징적이고 이원론적인 앎의 방식은 우리 자신이 우주와 근본적으로
다르고 동떨어져있다고 느끼게 하지만, 움직임을 통하여 얻게 되는 비 이원론적 지식은 몸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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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연이 하나된 존재로서의 자신을 알게 하는 것이다.
셋째, 움직임은 소우주로서의 자신, 우주적이고 초월적 자아로서의 자신을 깨닫게 한다.
성리학의 천인합일은, 우주자연의 합일성이 그대로 축소된 것이 인간이기에 소우주인 인간과
우주자연은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인간은 우주자연을 느끼고 그 기운에 응대할
수 있는 하늘과 소통하는 성스러운 존재라는 것이다(김경호, 2008:363-368). 자아를 이해하는 동
시에 넓게는 자아가 모든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 삶의 흐름과 의지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
이 초월적 자아로서의 자신을 깨닫는 것이다. 자기초월적 자아를 깨닫게 되면, 무한한 가능성을
느낌과 동시에 겸허한 자세를 지니게 된다.
토마스 한나 Thomas Hanna(1928-1990)는 소매틱 운동의 근본은 전체적인 자아의식이라고 하였
다. 소매틱 운동 안에서 인간의 자기-의식은, 공허하고 육체에서 이탈된 ‘부수현상’이 아니라 구
체화되고 항상 그 구체화의 상태를 의식하는 전체적인 자아의식”이다.
움직임에 대한 각성과 훈련은 ‘지금 여기’에 충실하게 존재하면서 동시에 초월적 성질을 지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닫게 한다. 트랜스퍼스널 심리학자인 켄 윌버도 한 사람의 유기적 구조상
태 전체를 경험하는 자기인식을 할 수 있는 몸의 경험을 소매틱 운동이나 요가에서 찾았다(켄
윌버, 2004:400). 소매틱 연구에서 몸은 ‘영적인 권위가 살고 있거나 깃든 장소이며 여러 결정을
내리게 하는 근본적인 원천’이다. 움직임을 통하여 전체화된 자아의식을 가지면, 바른 마음가짐
을 가지게 된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경험은 몸과 정신, 인간성과 신성,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는
이원론을 없애는 것이며(전현식, 2006), 실존하는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힌 것이 아닌, 몰입하며 표현하는 움직임은 존재의 내면성이 드러나게 한다.
우리의 몸은 신성한 우주적 몸이며, 종교적 인간은 우주 가운데서 인식하는 신성성을 자신내
부에서 발견하고 그 결과 그의 생명은 우주적 생명과 일치한다(엘리아데, 2001:155)고 하였다.
넷째, 움직임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삶, 관계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경험 할 수 있다. 동학에서
의 시천주는 나의 몸은 하늘님을 모시는 존재라는 것으로,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존재 속에서
소통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같은 호흡을 하고 있는 다른 이가 너와 나의 구분이 없음을 알게
된다. 한국의 춤 움직임은 몸과 마음이 일치된 내면의 소리와 자연미를 중시하는데, 이 중 자연
미라는 것은 자연과 내가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며, 자신이 자연의 일부인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신, 다른 이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로 그들 사이에 다름이
없음을 알고 다른 그룹이나 생명체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인간은 몸과 마음이 통합된 상태에서 자신을 하늘과 소통하는, 혹은 하늘의 성질을 가진 소우
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며, 이타주의 적인 사고로 인간중심,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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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식하며 대우주인 생태계와 더불어 살아간다.
이것은 자연과 소우주의 성질을 내재하고 있는 인간이 자연과 합일되면 본성의 성스러운 성
질을 가진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성리학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Ⅴ. 결론 및 제언
영성의 회복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대적 필요이다. 영성과 움직임의 관련성 연구를
위하여 본 연구는 영성의 개념 및 의미와 영적인 몸의 성질을 탐색하였다.
영성은 ‘신령한 품성’으로 인간의 정신이나 영적인 인식을 말한다. 영성의 용어는 기독교에서
발생되고 확대되었는데, ‘초월적 세계에 대한 인간 정신의 측면’이기도 하고 타종교와 학문에서
는 기, 프뉴마, 프라나, 영혼, 신으로 불려 지기도 한다. 영성은 개인의 삶의 역동적 경험을 토대
로 자아의 통합과 초월을 가능하게 하고, 이웃과 공동체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 우주적 연
대, 종교인들에게는 하느님과의 일치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영성과 몸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로 영성이 발현되는 삶의 경험은 몸의 움직임으로 겪게 되
는 것이며, 움직임 몰입 경험은 내면적 자아, 초월적 자아, 우주적 자아를 발현시키기 때문이다.
우리의 몸은 우주적인 몸이며, 삶의 에너지인 움직임은 몸의 감각과 영적인 성질을 일깨운다.
동학(시천주, 인내천, 외유기화), 불교에서의 몸 수행, 유가에서의 몸 닦음, 중세 기독교에서의 성
찬의식 등은 이러한 몸의 성질을 설명하고 있다.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생명의 충일감인 자기초월’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의 몸이
끊임없이 미세하거나 거대한 움직임을 하는 것은, 자연적인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자신을 초월
하는 우주적인 자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대우주와 하나 된 소우주임을
인식함으로써 움직임을 통하여 인식자와 비인식자, 인간성과 신성, 몸과 정신, 인간과 자연을 구
분하는 이원론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본 연구에서 탐색한 움직임과 영성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움직임은 긍정적 에너지로 가득 찬 생명감을 가져오며, 인간에게 내재된 신성과 생명성
을 이끌어낸다.
둘째, 움직임을 통하여 몸과 영과 자연의 합일체로서의 자신을 알게 된다.
셋째, 움직임은 소우주로서의 자신, 우주적이고 초월적 자아로서의 자신을 깨닫게 한다.
넷째, 이러한 움직임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삶, 관계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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