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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무용가들은 무용훈련 외에 심신의 관리를 위해 알렉산

더 테크닉, 펠든크라이스, 요가 등의 심신훈련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무용가들에 의해 행해져오고 

있는 심신훈련법을 알아보고 이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 

무용가들의 현황을 알아보는 연구이다. 본 연구의 심신

훈련법은 요가, 알렉산더 테크닉(Alexander Technique), 

펠든크라이스(Feldenkrais)로 제한하여, 홈페이지, 기사 

등의 문헌자료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Ⅱ. 무용과 심신훈련법

1. 요가

  요가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인도 심신 단련법의 하나

이며, 명상과 호흡, 스트레칭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심신 

수련 방법을 말한다. 20세기를 전후로 하여 서양에 전해

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수련하는 심신훈련법 중 하나이

다. 무용에서 요가는 루스 쎄인트 데니스(Ruth Saint 

Denis,1879-1968)가 세운 데니숀(Denishawn) 학교에서

부터 무용수들을 위한 훈련법으로 교육되어져 왔다. 마

사 그레이엄(Martha Graham, 1894-1991), 도리스 험프리

(Doris Humphrey, 1895-1958) 등 데니 숀 출신들은 요

가를 통해 심신 훈련을 했던 부분들이 알려져 있다. 

2. 알렉산더 테크닉 

  알렉산더 테크닉(Alexander Technique)은 1890년도에 

알렉산더(Frederick Matthias Alexander, 1869-1955)가 

개발한 테크닉으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고정된 생각

과 행동습관으로부터 벗어나 심신의 조화를 회복하는 기

법이다. 트리샤 브라운(Trisha Brown, 1936-2017)과 그

녀의 무용단 단원들은 알렉산더 테크닉을 훈련하였다. 

부드러운 움직임, 인지, 무질서한 움직임은 알렉산더 테

크닉의 편안함의 발견, 감각성, 그리고 무형식의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통합의 과정 속에서 브라운의 무용은 릴

리즈 댄스로 확장되었다[1]. 

3. 펠든크라이스

  1940년도 모쉐 펠든크라이스(Moshe Feldenkrais, 

1904-1984)가 고안한 방법으로 신경시스템과 움직임에 

관한 상호작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오하드 

나하린(Ohad Naharin, 1952-)은 휄덴크라이스 프렉티셔

너였던 어머니 소피아 나하린(Sofia Naharin, N.A-N.A)

의 영향을 받았다. 오하드 나하린이 개발한 가가라는 움

직임 언어는 펠든크라이스가 고안한 움직임을 통한 자각 

기법을 도입하였다. 가가의 주요 키워드는 움직임을 멈

추지 않고(never stop), 신체에 귀 기울이는 것(listening 

to the body), 인지(awareness)이다[2]. 

Ⅲ. 국내 무용가들 현황

심신훈련법 무용가

요 가 예효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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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심신훈련법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무용가들

  요가를 수행하는 무용가들은 해외무용단 출신 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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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에서는 심신훈련법이 무용에 어떻게 흡수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 심신훈련법들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무용가들의 현황

을 조사한 연구이다. 심신훈련법으로는 요가, 알렉산더 테크닉, 펠든크라이스로 제한하였다. 국내 무용가들은 요가, 알렉산더 테

크닉, 펠든크라이스 가운데 펠든크라이스에 많은 수의 무용가들이 치중되어 있었다. 추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국내 무용가들의 

심신훈련법들과 그들에 춤에 대한 양적 질적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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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예효승은 워크숍에서 

많은 시간을 요가로 신체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

져 있다. 이는 그가 세드라베에 있을 당시 배운 것이라고 

밝혔다. 김설진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된 워크숍에서 

알렉산더 테크닉을 활용한 신체 훈련법을 소개하였다[3]. 

안애순 무용단 출신인 박소정, 한상률, 윤보애와 국은미, 

김요셉, 김건중 등은 MBS Korea를 통해 펠든크라이스를 

접하였다. 한상률, 윤보애, 김요셉, 김건중 등은 전문가 

무용수 직업전환을 통해 펠든크라이스를 시작하게 되었

다[4].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무용가들이 행하고 있는 심신훈련법들

과 이를 행하고 있는 국내 안무가들의 현황에 관한 연구

이다. 먼저 심신훈련법으로 요가, 알렉산더 테크닉, 펠든

크라이스 등이 무용에서 어떤 양상을 띠는지 알아보았

다. 국내에서 이 심신훈련법들을 수행하였던 무용가들은 

요가, 알렉산더 테크닉보다 펠든크라이스에 많은 수가 

치중되어 있었다. 추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국내 무용

가들의 심신훈련법들에 관한 현황연구는 좀 더 광범위한 

양적조사와 동시에 각 안무가의 춤과 일상에 대한 질적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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