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dx.doi.org/10.5392/JKCA.2015.15.07.057

효율적인 액션연기를 위한‘무예武藝연기술시스템’의 논의
The Paper on The Martialarts Acting System for Action Acting Technic  

김수남
청주 학교 화학과 

Sunam Kim(ksu-n@hanmail.net)

 요약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무 武藝연기술시스템’은 통무  원리를 바탕으로 무 연기술시스템의 체계화

를 시도하 다. 무 연기술을 필요로 하는 배우들이 액션연기에 한 두려움없이 무 연기를 수행할 수 

있는 효율 인 무 훈련 방법론을 제시한 ‘무 武藝연기술시스템’의 내용은 온몸때리기와 복식호흡 수련으

로 강화된 단 의 내공을 바탕으로 낙법, 태권도, 택견, 한검, 장 술 등 외공을 강화시키는 기  무 수련

을 소개하 다. 배우의 몸놀림을 춤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격한 운동처럼 강하게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 주

는 ‘무 武藝연기술시스템’은 통 무 의 정수를 도입하 다. 한  한국 무 연기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실천 인 방법론을 구체 으로 서술하고 효율 인 액션연기를 한 안을 제시하 다. 정통 인 

연기술의 연기메소드와 ‘할리우드 신체기술’( 화연기메소드)의 차이성을 언 하 다. 무 연기술과 카

메라 워킹과 연계한 신체연기의 테크닉에 해 논의하면서 객의 존재를 강조하는 메이어홀드의 양식주

의 연기 개념을 용한 ‘할리우드 신체기술’을 무 연기술론으로 응용하 다. 결론 으로 무 연기는 진실

한 감정을 내세우는 화연기술의 고유성인 ‘아메리카 메소드 액 ’의 일반 연기의 개념과 달리 안정된 폼

을 잡는 자세를 요시 한다. 본 연구는 배우들의 심리 , 신체  안 성의 도모와 무 연기를 일반연기와 

다른 에서 훈련함을 목표로 무 연기술시스템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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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will concentrates on martialarts acting system. I will sugest a kind of actor's 

training system for the safe method of action acting. In this study I solve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what is main factors to interfere with performer to act and how do they get 

rid of factors. Second, what is very economic and effective challenge to develope the new acting 

system for action acting performers. For this discussion I studied four parts. The first, I gives 

purpose and direction of the safe for martialarts actor. The second, I traces th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idea of acting such as Stanislavsky and Meyerhold. The third I introduces Korean 

martialarts training system. The last I conclude which refer to effective action acting by result 

of training 'Korean traditional martialarts ac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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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원로배우 김동원은 한국에서의 연기교육은 신극이 

시작되면서 이루워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 인 

연기훈련법이나 체계 인 연기시스템은 없었다고 회고

한 바 있다. “50년 동안 한결같이 연기생활을 계속해 오

면서 특별한 연기훈련이나 발성훈련도 못받았지만 좋

은 배우로 인정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며 만약 체

계 인 연기시스템이 있어 훌륭한 스승 에서 연기훈

련을 받았다면 지 보다 더 나은 배우가 되었겠죠[1]?”

라고 김동원은 한국의 미비한 연기교육의 실태에 해 

문제 을 지 하 다. 한마디로 1980년 까지 한국의 

연기교육의 상황은 배우훈련시스템이  없는 것으

로 알려져 있고 2000년  이후  시 에서도 그 다1. 

요즈음 무술연기를 요구하는 장면이 화의 장르와 

계없이 빈번하게 요구되고 있지만 무술연기에 한 훈

련시스템 역시 무하다. 재 무술연기는 작품에 계약

된 문 인 무술감독에 의해 일정한 기간 동안 훈련되

고 연출되고 있다. 부분 배우들은 액션 장면을 수행

하기엔 심리  공포감을 느껴 역의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없다. 한 액션장면으로 발생하는 사고 등은 열악

한 촬 장의 여건도 문제되지만 평소 배우들이 무술에 

해서 심갖지 않고 기본 인 수련을 하지 못한 결과

이다. 근본 인 문제는 배우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보다 

배우가 연기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신체 , 심리  방해

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는 사실

을 간과하고 있다. 배우를 신성한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연출가, 그로토 스키도 ‘배우의 첫 작업은 배우를 순수 

 상태로 복귀시키는 자기 집 과 묵시의 심오한 행

를 창조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시키는 것이다

[2].’라고 피력하 다. 논자 역시 ‘무 武藝연기술시스

템’이 배우의 액션연기를 수행하는데에 있어서 방해되

는 신체 , 심리  문제를 제거하는 효율 인 훈련시스

템이라고 확신한다. 

오늘날 무 는 무도나 무술로서 알려져 있고 몸과 마

음의 수련보다 상 방을 타격하는 기술로서 수련되고 

1 재, 김수남 “새로운 배우술 훈련을 한 김수남 육체훈련시스

템”(1988)과 이윤택의 『이윤택연기론』(2012) 등의 배우훈련시스

템이 소개되었지만 배우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있다. 본 연구가 추구하는 ‘무 武藝연기술시스템’은 상

방을 타격하는 기술로서 무술보다 몸과 마음을 수련

하는 로서 무 를 활용하여 우리의 통 무  정신과 

원리를 무 연기 훈련으로서 합하도록 정리하 다. 

본 연구에서 서술하는 ‘무술武術’ 용어는 이후부터 ‘무

武藝’ 용어로 치하여 무술과 차별화하여 사용하고

자 한다. 우리 민족의 통 인 무술은 무 로서 그 비

이 구 되어 왔으나 일제시 부터 무 의 통은 사

라지고 국이나 일본에서 수입된 무도나 무술 용어가 

일반화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무 武藝연기술시스템’은 

통무  원리를 바탕으로 무 연기술시스템의 체계화를 

시도하여 무 연기술을 필요로 하는 배우들이 액션연

기에 한 두려움없이 무 연기를 수행할 수 있는 효율

인 무 훈련 방법론을 제시하 다. 그 내용은 온몸때

리기와 복식호흡 수련에 의해 만들어진 단 의 내공을 

바탕으로 낙법, 태권도, 택견, 한검, 장 술 등 외공을 

강화시키는 기  무 수련 등이다. 배우의 몸놀림을 춤

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격한 운동처럼 강하게 발산할 수 

있도록 ‘무 武藝연기술시스템’은 큰 도움을  것이다. 

한  한국 무 연기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실천

인 방법론을 서술하고 효율 인 액션연기를 한 

안을 논의하 다. 이어서 정통 인 연기술의 연기

메소드와 ‘할리우드 신체기술’( 화연기메소드)의 차이

성을 언 하고 ‘무 武藝연기술시스템’을 익힌 배우의 

무 연기와 카메라의 메카니즘에 련하여 새로운 연

기술개념의 도입을 시도하 다.

2. 현 무예연기의 문제점

역 무술감독, 오세 은 무 연기술을 지도하는 

장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데, “첫째, 배우의 

무 지도는 보통 3개월 안에 기본 훈련부터 작품이 요

구하는 동작을 완벽히 수행하여야 하는데 시간이 

으로 부족하다. 둘째, 배우들이 최선을 다해 훈련한다 

해도 완성도에는 한계가 있어 역 배우를 출연시키는 

장면이 많다. 셋째, 작품이 요구하는 동작을 만족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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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기엔 장의 여건이 열악하다. 넷째, 카메라연기

(사이즈변화 응, 속도감, 폼잡기 등)에 한 출연자와 

촬 감독 그리고 무술감독 간의 의사소통이 부족하다. 

이 밖에도 무 연기의 역자를 신체의 험성으로부

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여 무 지도자들 스스

로가 그 해결 을 찾아야 한다.”2고 말한다. 경우에 따

라서는 고난도의 스턴트맨까지 수행하여야 하는 무

지도자들의 장성은 활동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 요인

이 된다. 배우를 포함한 출연자들의 사고에 한 보상

계나 보험 등도 거의 없는 것이 한국의 실이다.3

역 한국의 무술감독들은 한국의 연기 공 교육에

서 무 의 기본교육에 해 심이 없다는 사실에 해 

난감해 한다. 이러한 공교육계의 실에서 3개월 정

도의 짧은 시간 안에 무 연기를 지도하여 카메라 앞에

서 제 로 보여  수 있는 무  자세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다. 그 타개책으로 2006년에 무술감

독 정두홍이 주축이 되어 표 인 액션스쿨로 알려진 

(주)서울 액션스쿨을 설립하여 기 체력  기본연기, 

기 액션, 액션장르, 와이어, 수 액션 등 6개 분야를 

개설하고 교육하 으나 운 상의 문제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결국 무 연기는 화 촬 시 장의 무 감독 

에 의해 훈련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배우들의 무

연기의 미숙성은 역을 빈번하게 쓸 수 밖에 없어 작

품의 질을 보장할 수가 없다. 

역을 가능한 피하고 무 배우가 직  연기를 하는 

할리우드나 국의 경우는 한국의 무 연기의 실과 

다른 이 분명히 있다. ‘1971년 <탈명 검>이라는 작

품으로 처음 무술감독을 시작한 홍 보는 이 작품으로 

제 1회 만 룡상 무술 감독상을 받았다. 그는 7살 때 

경극학교에 입학하여 홍가권의 달인으로 알려진 우

원에게 무술을 배웠다. 이후 여러 아역을 거친 그는 이

소룡의 화 <용쟁호투>에서 이소룡과 결하는 소림

사 제자로 객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성룡 역시 같

은 경극학교에서 함께 자라며 수련을 쌓았다. 최고의 

2 무술감독 오세 , 2014.12.01.

3 배우의 사고에 비한 신체보험 계는 한국에서는 무하다. 일반인

처럼 상해보험을 통해서 사고시 치료비 정도를 보상받는 보험이 

부이다. 부분의 배우들은 상해보상 보험마 도 경제  여건으로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이다.

무술배우로 평가받는 <황비홍>의 이연걸이나 <엽문>

의 견자단도 모두 국무술의 가이다.  아시아에 견

자단이 있으면 미국에는 마이클 제이 화이트가 있다 라

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마이클 제이 화이트는 할리우드의 

미마샬 아츠 문 배우  가장 뛰어난 무술 실력을 가

진 배우이다 8살때부터 태권도 가라데등 각종 무술을 

익힌 그는 실제 회에 참가하여 여러차례 우승 경력을 

가지고 있다. <타이슨> 방  이후 에게 많이 알려

진 마이클 제이 화이트는 헐리우드 메이 사의 작 

<스폰>(1997년)에 출연하 다[3].’ 할리우드나 국의 

무술배우들은 실질 으로 무술의 가들이다 라는 

에서 한국의 무술배우와는 차별화된다. 할리우드 화

의 크 딧을 보면, 스턴트 코디네이터와 액션 디자이 , 

동작을 연출해 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무술감독 에서 해야 하니 역할이 무 많다. 

한국 화의 제작 실에선 세트보다 로 이션 촬 이 

많고 돌발 이고 즉흥 인 연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완벽하게 계획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백지 에 

뭔가를 채워 넣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무술

감독이 동작설계하고 감독이 편집 리듬을, 촬 감독이 

앵 을 잡는 방향이 일반 인 실이다. 오세  감독은 

펀치를 날려도 그 장면이 클로즈업이냐 풀 샷이냐를 고

려하여 액션 동작뿐 아니라 편집 리듬까지 장에서 결

정하길 원한다. 그러나 화감독은 무술감독의 요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무술감독의 역할은 감독의 요구에 최

한 응하도록 배우를 훈련시키는 것이 부다. 오세  

무술감독의 무 지도 원칙은 “첫째, 출연 2-3개월 에 

배역과 맞는 무  원을 구성하여 훈련한다. 둘째, 무

지도 의 경향은 배우들에게 기본동작으로 발차기, 

기계체조, 검술, 와이어 사용법을 훈련시킨다.”4 본 연

구에서 제시하는 ‘무 武藝연기술시스템’ 역시 오세  

무술감독이 원하는 기 훈련을 포함시켜 한국연기의 

부실한 틈새를 만족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무 연기의 정체성에 해 많은 무술감

독들이 혼란하고 있다. 역 무술감독들이 무 연기에

서 보여주는 무 의 기본 동작들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에 한 회의감이다. 이 에 해서는 이미 80여년 

4 무술감독 오세 , 앞의 인터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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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운규감독이 <개화당이문>의 작품을 만들면서 언

한 바 있다. “조선서는 처음 사진에 장검을 쓰는 것이

기 때문에 사실과는 좀 틀리더라도 순 조선식 검법을 

써보려고 각 방면으로 찾아보았으나 우리들에게 검법

을 가르쳐  만한 사람은 찾을 수 없었다. 이 문제 때문

에 아주 낙망할 때에 가 이런 말을 해 다. 조선에 

검술이라고 따로 있을 리 없다. 다른 모든 것과 같이 청

국 것을 본떠온 것이리라는 것이다. 역사가 4천여 년이

라면 어도 칼이 필요했던 것은 구나 알았을 것인데 

검법이 없었다는 것은 믿어지지 아니하는 말이나 짧은 

시일에는 구할 길이 없고 해서 그 말을 쫓아 국인 검

객이 태평통 근처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찾아다니다가 

3, 4일 만에야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최후의 희망까지도 

끊어지고 만다. 어도 3년은 배워야 비슷한 흉내라도 

내겠다고 한다. 시일은 하고 그것 때문에 4, 5일을 허

비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우리들끼리 모여 하자니 칼

은 조선 칼을 한 손에 쥐고 일본 무사 식으로 덤비는 사

람, 양식으로 휘두르는 사람, 별별 우스운 일이 다 많았

다[4].”라고 나운규 감독은 역사가 4천여 년이라는 조선

에서 검법이 없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언 한 것

이다. 일제시  우리의 통 무 는 이미 사라지고 없

었음을 증언해  것이다.

그러나 무 의 정체성 문제는 한국의 무술 감독들이 

통무 의 본질과 원리에 해서 이해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무 武藝연기술시스템’은 이 을 실

천 으로 제시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3. 효율적인 액션연기를 위한 무예연기술론

술행 의 창작 과정은 논리 으로 규명하기엔 

무 어려운 인식세계 밖의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연

기 술의 창작 과정 역시 타 술 분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배우 자신이 연기 표 의 주체이자 

동시에 배우의 신체가 표 의 매체가 되는 연기 술의 

이원성으로 표 의 주체로서 자아와 매체로서 자아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연기이론의 근본을 이루어온 두 

개의 자아, 즉 주체와 매체의 역할  어느 쪽을 우 에 

놓을 것인가에 한 논란은 연기술사(演技術史)를 통해

서 꾸 히 지속되었다. ‘아리스토텔 스를 시한 표  

주체로서의 배우의 기능을 시한 연기술은 객에게 

어떤 정서를 하려면 배우 자신이 동일 정서를 체험해

야 한다고 하 다. “그 가 나를 울리고자 한다면 먼  

그  자신이 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호 이스의 말은 

바로 동일 정서의 체험을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루

타르크는 “흉내내는 자가 느끼는 자보다 우수하다”고 

제하고 “우리는 연기에서 인 이고 의도 으로 고

안된 것을 보고 쾌감을 얻는다. 만일 배우가 실제로 슬

픔이나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힌다면, 그는 감정 자체만

을 달할 수 있을 뿐 설득력을  수는 없다[5].’라고 

주장하 다. 오늘날까지도 연기술에서 심리와 기교의 

립이라는 새로운 논리의 차원에서 스타니슬라 스키

와 메이어홀드의 연기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스타니슬라 스키는 20세기의 연기술의 시조로 평가

받는 인물이다. ‘스타니슬라 스키의 “배우는 객 앞

에서 연기하는 게 아니라 생활을 해야한다”는 이 언

은 스타니슬라 스키 작업의 모체 사상이 된 새로운 연

기 감각이었다. 단순한 재  연기술과 그의 연기술의 

차이 은 보이는 것(seeming)과 존재하는 것(being)의 

차이다[6].’ 스타니슬라 그키의 배우들은 역 인물 속

에 실제로 존재하도록 훈련된다. 그는 ‘배우들이 무 에

서 역을 생활할 때 지나치게 객을 인식하는 것은 큰 

방해물 의 한 요소라고 확신했고 따라서 배우는 무

에 홀로 존재해야 하며 집 과 이완 상태에 놓이도록 

노력해야 한다[7].'고 주장한다. 반면에 메이어홀드는 

스타니슬라 스키가 추구하는 완벽한 무 의 세계에는 

객이 참여할 여지가 없음을 느끼고 객 참여의 문제

를 논의하 다. 그는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Schopenhauer)의 술작업은 상상력을 통해서만이 그 

기능이 가능하며, 따라서 술 작업은 부단히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라는 언 에서 감을 얻고 스타니

슬라 스키와 달리 객을 연기 창조의 등한 트

로서 받아들이고 객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창조

인 공연을 시도했다[8]. 무 와 객석의 교류를 통해 

배우와 객과의 립을 모색하는 마야홀드의 의도는 

배우로 하여  객 앞에서 공연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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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객 속의 고독(public solitude)을 주장하는 스타니

슬라 스키의 연기사상에 정면 도 하 다. 그는 ‘작가, 

배우, 연출 외에 객이라는 네 번째 창조자의 존재를 

제시함으로써 객에게 보여주기 한 독특한 연기술

인 양식주의(stylistic method) 연기를 창조한 것이다

[8].’ 스타니슬라 스키와 메이어홀드의 연기술은 두 개

의 다른 방향을 제시하지만 두 연기술은 각 배우들의 

개인 인 취향과 내  진실을 추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Inside Out(내  작용이 외  작용을 유도) 는 

Outside In(외  작용이 내  작용을 유도)이라는 방법

론에 의해 선택되어 왔다.

연기학  측면에서 화연기술의 고유성은 스타니슬

라 스키의 연기 사상를 추구하는 연극연기술에서 

생된 ‘아메리카 메소드 액 ’으로 1950년  할리우드 연

기술의 주류가 되었다. 하지만 무성 화시 부터 발

되어 온 할리우드의 통  ‘신체기술’은 ‘아메리카 메

소드 액 ’에 한 반작용이며 고유의 연기술로 자리잡

았다. 메소드 연기란 스타니슬라 스키의 연기론을 도

입한 리 스트라스버그가 액터스스튜디오에서 가르쳤던 

사실주의 연기훈련법이다. 통 인 ‘할리우드 신체기

술’은 무성 화시 부터 독자 인 연기체계로 발 한 

‘카메라 응술’을 말한다. 오늘날 ‘카메라연기(매체연

기)’로 알려진 할리우드 신체기술은 스타니슬라 스키

의 심리  과정을 시하는 메소드연기와는 달리 카메

라의 특성에 응하는 신체  테크닉을 강조한다. 즉 

메이어홀드의 객의 존재를 인식하여 카메라의 특성

에 응하는 효율 인 연기술을 요구한다. 양식주의연

기를 추구하는 메이어홀드의 연기술인 ‘Outside In’(외

 작용이 내  작용을 유도)의 연기술 방법론은 신체

 테크닉을 용하는데 매우 유효하다. 화연기술은 

새로운 매체인 카메라와 만나면서 연기술시스템이 새

로운 방향으로 진화하여 왔고 소  ‘할리우드 화연기

메소드[9]’가 구체 으로 실천되어 왔다. 터커는 화연

기가 배우의 일상 그 로의 자연스러움을 보여주는 기

술이란 편견에 해 지 한다[10]5. 구나 카메라 앞에

서 자연스러울 수 없으며 자연스러움을 느끼면서 스크

5 터커는 스크린 연기란 리얼리즘 연기와는 다른 것이며 좋은 화배

우란 카메라 움직임의 동기를 이해하고 카메라의 촬 을 해 짧은 

순간을 만들어   아는 배우라고 말한다. 

린 연기를 수행하는 것은 오히려 어려운 일로서 오랜 

세월의 꾸 한 세부 인 신체훈련이 요구되며 새로운 

방식의 연기시스템 훈련을 습득하길 바란다. 화연기

는 등장인물의 행동과 다양한 화 테크닉과의 결합에 

의해 재 창조되는 것으로 화배우는 화의 기술 인 

매카니즘을 이해해야 만 훌륭한 연기를 수행할 수 있

다. 화감독은 화에서 여러가지 상들의 움직임을 

컨트롤하는데 주로 배우의 연기와 카메라의 움직임에 

련된 사항들이다. 배우의 움직임은 카메라의 움직임

에 따라 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감독은 배우와 카메

라의 움직임을 동시에 조 할 수 있어야 한다. 무 연

기와 카메라연기의 본질 인 차이성은 없으나 배우의 

움직임은 화매체에 맞는 스타일을 개발하기 해서 

화배우는 화연기와 무 연기의 차이성을 인식하여

야 한다 6. 카메라 앞에서 배우가 효과 인 제된 블로

킹을 만들고(감독이 제시하지만) 제시된 임 내 동

선(블로킹)과 템포조  특히 배우가 임 내에서 

화  그림을 만드는(카메라 감독의 역할) 등 배우의 연

기가 카메라 워킹과 연계해서 효과 으로 신체를 움직

일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여야 한다7.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무 연기술의 경우 카메라 워

킹과 연계해서 효과 으로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신체

연기의 테크닉이 으로 요구되지만 객의 존재

를 강조하는 메이어홀드의 양식주의 연기 개념을 철

히 용한 ‘할리우드 신체기술’을 수용한다. 한마디로 

무 연기는 진실한 감정을 내세우는 화연기술의 고

유성인 ‘할리우드 화연기메소드'(아메리카 메소드 액

)의 일반연기의 개념과 달리 외형 으로 안정된 폼을 

잡는 자세를 요시 하는 새로운 연기개념을 요구한다. 

화연기의 어려운 은 쇼트로 촬 되는 행동의 단

에서 연기감정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도 있지만 동시

에 카메라에 응해야 하는 액션연기의 경우 유리한 

도 있다. 그것은 카메라워킹과 편집이 만들어 낸 연기

창조로 무 연기술은 이 을 극 활용하여 고난도 액

션연기의 묘미를 객에게 달할 수 있다. 몸과 마음

을 하나로 만드는 ‘무 武藝연기술시스템’에 의해 훈련

6 화연기와 무 연기의 차이성에 한 논의는 다음 논문을 참조바람

[11].

7 카메라연기 훈련에 한 연구는 다음 논문을 참조바람[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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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배우는 무 연기에 한 심리 , 신체  방해물을 

제거하여 카메라워킹에 자연스럽게 응할 수 있다는 

에서 안정되게 폼잡는 무 연기를 수행하는데에 매

우 합하다. 

4.‘무예武藝연기술시스템’소개 

운동선수가 기 체력을 한 단련을 매일 하듯이 배

우도 기 체력의 단련법으로 ‘무 武藝연기술시스템’을 

수련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무 武藝연기술시스

템’은 과학 인 논리보다 60여년동안 수련하고 35여년 

동안의 장경험을 통해 신체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 결

과를 구체 으로 정리한 것이다. 부분 수련법은 연

를 추정할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 해 내려온 우리 민

족의 무 가 보존하고 있었던 비 이다. 본 시스템의 

수련 목 은 배우의 효율 인 무 연기 수행을 한 외

형 인(폼) 만들기와 배우의 심리  두려움을 제거하고 

신체  안 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1) 몸과 마음을 유연하게 만드는 수련법
(1) 온몸때리기
온몸때리기는 신체의 스트 스를 쉽게 풀어주고 신

진 사를 원활하게 하여 심리 , 신체  방해물을 제거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머리 정수리(백 )에서 발바닥

(용천 )까지 다섯 손가락으로 각각 12회 8를 때려 자

극한다. 보통 신체에 자극을 주기 해서 손바닥으로 

때리는 데, 다섯 손가락으로 때려주는 것이 훨씬 효과

이다. 다섯 손가락의 자극은 오장육부를 강하게 만든

다. 첫째 손가락(엄지)은 간, 둘째손가락(검지)은 심장, 

가운데 손가락(장지)은 장, 넷째손가락(약지)은 폐, 

다섯째 손가락(새끼손가락)은 신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손가락으로 온몸을 때리는 것은 오장을 보하는 것이다. 

온몸때리기의 순서는 

가) 머리 정수리(백회 - ), 이마와 뒷통수(폐와 심

장 자극 - 근육과 피부), 머리(간 -청각), 뒷목 

8 일반 인 반복 회수 개념은 10회이나 본 수련에서는 12회로 한다. 그 

이유는 12회가 일년 12달을 의미하며 천지의 기운의 운 을 상징한

다는 조선기공의 수이다. 

부분(신장 - )을 때려 자극한다. 특히 뒷목 부

분은 두 개의 요한 이 치한다. 경추 1번 

의 두개골  부분이 시작되는 곳에 있는 옥침

과 경추7번 아래에 있는 추 이다. 옥침 은 

뇌에 에 지지를 공 하는 곳으로 호흡 근육과 

심장박동을 조 한다. 추 은 상반신과 하반

신, 팔과 다리의 경락이 만나는 곳으로 에 지를 

공 한다. 

나) 얼굴 마사지는 표정 근육의 활성화와 정서에 부

합되는 화술을 구사하도록 도와 다. 특히 귀 마

사지는 온몸을 마사지한 것과 같다. 얼굴 마사지

할 때는 의 근육을 다양하게 움직여 주고 코와 

입도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서 크게 벌렸다 오므

렸다 한다. 도 길게 내 고 잡아당기며 입안에

서 좌우로 돌려 다. 

다) 어깨와 팔때리기는 무 의 다양한 손 놀림을 

한 비운동으로서 목, 어깨, 허리 등의 신체  

불편함을 일시 으로 해결해 다. 어깨와 팔을 

좌측부터 우측으로 때려 다. 

라) 가슴과 윗배, 아랫배를 내장 속이 울리도록 때려

서 강하게 자극한다. 

마) 허리 주변과 척추를 심으로 좌우 부분을 자극

한다. 뒤 허리 부분을 자극해서 아  사람은 신장

이 약한 것으로 과로하거나 스트 스가 크면 아

 증상을 느낀다. 

바) 엉덩이의 탄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은 하체를 강화

시키는 원동력이다. 엉덩이를 때릴 때는 손가락

으로 꼬집듯이 자극하는 게 좋다. 

사) 활력을 증강시켜 주는 허벅지를 자극한다. 순서

는 바깥 쪽에서 안쪽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안쪽을 자극할 때 특히 사타구니 주변을 신경

써서 때려 다. 

아) 장단지와 정강이를 자극하여 다리의 정맥 을 강

화시킨다. 순서는 뒤부터 앞쪽으로 먼  장단지

를 자극하고 정강이도 때려 다. 정강이를 자극

할 때 통증을 느끼는데, 평소 단련하여 정강이에 

충격이 와도 고통이 없도록 한다.

자) 발바닥 역시 귀처럼 온몸의 축소로 발바닥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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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극하는 것은 온몸마사지 

효과가 있다. 발바닥의 앞

꿈치와 뒷꿈치를 지면에 

가능한 세게 차는데, 참을 

수 있을 정도의 세기로 자

극해야지 지나치면 발목

에 문제가 생긴다. 앞 꿈

치의 경우는 다섯 발가락

을 안쪽으로 가능한 많이 

잡아당겨 발가락 바닥으

로 지면을 찬다[사진 1].

(2) 복식호흡 수련법
복식호흡으로 내공을 수련하는 기공은 국에서 시

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복식호흡 수련은 명상수련과 

련하여 마음을 다스리는 수련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무 훈련에 앞서 기본 으로 익히는 과정이다9. 국 

기공이 여러 분 를 이루며 수련법을 체계 으로 정리

하고 발 시켜 재 우리 기공에 많은 향을 주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공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근원은 우리 민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일제시

 조선기공의 맥은 사라지고 국 기공은 다방면으로 

발 하여 여러 유 가 활발하게 되었다. 이제는 일

반인도 기氣의 존재에 해 알고 있으나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기는 형체와 크기, 냄새와 색깔, 무게도 없지

만 엄연히 존재한다. 논자는 교육방송의 ‘건강 클리닠’

이라는 방송 로를 통해 기의 실체를 밝힌 바 있다10.

가) 복식호흡

생체에 지 학자 홍태수씨에 의하면, ‘생체에 지는 

그 자체 생명력이 있는 에 지로서 물질이 아닌 비물질 

상태로 인간이 호흡하는 공기 속에 함유되어 인간의 몸 

속에 축 된다. 따라서 깊숙이 공기를 들이마시고 간직

할수록 생체에 지는 많이 흡수된다. 인간은 태어나면

9 복식호흡 수련은 명상수련과 련하여 마음을 다스리는 수련으로 알

고 있는데 사실 무 훈련에 앞서 기본 으로 익히는 과정이다. 배우

의 연기훈련으로서 호흡에 련된 다음 논문을 참조바람[14][15].

10 2001년 3월 28일 방 , 여의도 성심병원과 휴먼테크의 도움으로 기

의 실체를 과학 으로 증명하 다. 

서 깊은 복식호흡으로 생체에 지를 많이 흡수하 으

나 자라면서 스트 스를 받아 깊은 복식호흡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16].’ 복식호흡 수련은 깊은 호

흡법을 되찾아 주는 훈련으로 자연 복식호흡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습득했던 공空의 호흡이며, 수련 복

식호흡은 기氣의 호흡으로 훈련을 통해서 단 을 강화

시키는 호흡이다. ‘단 丹田은 배꼽 아래 3～5㎝에 치

한 하단 과, 양가슴 앙 오목 한 곳에 자리잡은 단

, 그리고 양쪽 썹 사이에 있는 상단 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 으로 단 은 하단 을 일컫는다[17].’ 그

러나 논자가 50여년 동안 수련한 조선기공의 단 은 복

식호흡 시 배꼽부  아랫배와 배꼽부 를 따라 구리

의 등 뒤를 감싸도는 맥과 배꼽 아래 배를 심으로 

아랫배가 두 쪽으로 갈라져 태극문양이 오묵하게 형성

되어 항상 기가 축기되는 도태를 말한다. 축기된 호

흡은 배꼽 에 식스팩 신 무궁화꽃을 피운다[사진 

2]11.

사진 2
 

한국의 표 인 기공수련원인 단학선원이나 국선도

에서 수련하는 배꼽 (3～5㎝) 부 에 단 이 형성되

어 있다는 주장은 자연스러운 축기가 아니라 일반 무술

의 기합처럼 억지로 기를 모으는 부자연스러운 축기에 

불과하다. 복식호흡법은 호흡을 일정한 속도로 고르게 

호흡하는 ‘조식법’과 일정한 시간동안 멈추는 ‘축기법’

이 있다. 조식법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해줘 지쳐있는 신체의 기를 회복시켜 내공을 튼튼하게 

만들어 다. 축기법은 단 의 기를 축 시켜 근육의 

11 조선기공의 특색은 복식호흡시 태극이 나타나고 호흡을 축기하면 

무궁화 꽃이 피는 신비로운 일이 실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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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키워주고 기의 순환을 강화시켜 막 있는 기맥을 

뚫어 으로써 외공을 강하게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된

다.

호흡할 때는 입을 자연스럽게 다물어 기가 빠져나가

지 않도록 를 말아 윗 이빨의 뒤 쪽에 붙이고 코로만 

깊게 들이마시고 내쉰다. 코로만 호흡하는 것이 불편하

거나 악숙치 못한 수련자는 입으로도 할 수 있으나 가

능한 코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복식호흡은 배를 내

면 코로 숨이 들어가고 배를 당기면 코로 숨이 나가

는 깊은 호흡법이다. 

호흡하는 자세는 편안하게 드러 워서 하는 와법과 

앉아서 호흡하는 좌법이 있다. 

사진 3

우선 와법으로 3개월 이상 수련한 이후 다양한 자세

로 수련할 것을 권장한다. 와법은 편안히 워서 복식

호흡을 하는 것이다[사진 3]. 손바닥은 하늘을 향해 45

도 각도로 팔을 벌리고 다리도 편안하게 45도 각도로 

벌리고 편안하게 운 상태에서 복식호흡을 한다. 배를 

가능한 밖으로 천천히 많이 내 면 코로 숨이 들어간

다. 코로 숨을 마실려고 하지말고 자연스럽게 코로 숨

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야 한다[사진 3-1]. 반 로 배를 

배꼽과 등이 닿도록 천천히 당기면 코로 숨이 나간다. 

[사진 3-2] 복식호흡은 인이 잃어버린 깊은 호흡법

을 다시 찾는 것으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

낄 수 있다. 

사진 3-1
 

사진 3-2
   

반복 인 수련시간은 5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어지럼

증을 느끼면 시간과 계없이 쉬었다가 다시 반복한다. 

조식법은 5 간 들이마시고 5 간 내 뱉는 것을 기본 

수련시간으로 하여 숨을 들이마실 때는 최 한 아랫 배

(배꼽 심)와 등을 밖으로 내 고 숨을 내쉴 때는 가능

한 아랫 배(배꼽 심)와 허리가 안으로 맞닿도록 한다. 

축기법은 5 간 들어마시고 5 간 내뱉는 사이에 5

간 숨을 멈추는 것을 기본으로 숨을 멈추는 축기시간을 

55 까지  늘린다. 축기법의 수련목표는 5 (들숨) 

- 55 (축기) - 5 (날숨)이다. 기본수련을 3개월 이상 

한 이후, 축기 시간을 5  단 로 늘려서 55  축기시간

을 달성한다. 복식호흡을 하면 복부와 가슴 부 에 뜨

거운 열기와 힘을 느끼게 된다. 복식호흡의 좌법은 무

릎을 꿇고 앉아서 하는 궤좌법과 편안한 자세로 한 쪽 

발뒷꿈치를 사타구니에 넣고 다른 발뒷꿈치를 포개어 

앉는 태좌법이 있다. 태좌법은 한 다리의 발뒷꿈치를 

사타구니(성기 치) 앞으로 당기고 다른 다리의 발뒷꿈

치를 그 앞에 일직선이 되도록 맞춰서 책상다리로 앉는

다[사진 4]. 

사진 4

보편 으로 알려진 기공 수련의 자세로 결가부좌자

세나 반결가부좌 자세가 알려져 있으나 이 자세법은 복

식호흡 수련시 합지 않다. 

※ 좌법시 아랫배(배꼽 심)에 힘을 모으는데 일부

러 힘을 주어서는 안되고 마음으로 배꼽에 힘이 

모아진다고 집 한다. 

※ 숨을 들이마실 때는 아랫배를 앞으로 내미는데 보

통 허 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아랫 배(배꼽 심)

를 앞(밖)으로  때, 허리도 뒤(밖)로 민다는 생각

을 갖고 수련하면 허리가 움직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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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 만들기

조선기공에서 단 은 배꼽주변과 구리와 등 쪽의 

명문을 가리킨다. 단 만들기는 들어 어서 두 손과 

두 발을 드는데 손목과 무릎 그리고 발목은 직각으로 

각각 굽히고 손바닥은 하늘을 향한다. 양 손과 두 발을 

든 채 머리를 들어 다[사진 5].

그 결과 단 (배꼽 주변)에 자연스럽게 힘이 모아진

다. 머리를 들 때나 머리를 바닥에 떨어트릴 때나 같

이 단 에 힘이 모아지는 강도가 같아지도록 수련한다. 

처음 수련시는 머리를 들 때, 단 에 힘이 모아지나 머

리를 떨어트릴 때는 단 에 힘이 빠지는 것이 정상이

다. 매일 매회 1분이상 5분을 목표로 수회 훈련이 요구

된다. 이 때 로 단 에 힘을 주어서는 안 되고 배꼽

주변에 힘이 모아지는 것을 느껴야 한다.(취침 이나 

기상 에 수련하도록 한다) 일반 으로 기공수련시 단

(배꼽 주변)에 힘을 주도록 훈련시키나 이것은 크게 

잘 못된 수련 방식이다. 단 에 힘을 강제로 주게되면 

자연스러운 기의 흐름을 막는다. 이는 무술에 순간 기

합을 주는 것과 같은 이치로 자연스러운 단 의 형성

을 방해한다.

사진 5
* 단 만들기 수련은 배꼽부 (단 )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배꼽부 에 힘이 모아진다고 생각

하면 단 에 힘이 모아지고 신체의 모든 긴장감이 사

라진다. 특히 와이어 액션같은 경우 몸의 균형을 

로 잡아주는 기  같은 수련법이다. 

(3) 자세교정
우리의 몸은 조 씩 불균형 으로 비뚤어져 있다. 외

형상 보기에 뚜렷이 나타나지 않거나 활동하기에 불편

을 못느껴 신체의 불균형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

러나 배우로서 연기할려면 상황은 달라진다. 등이 굽고 

어깨가 비뚤어지거나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고 다리 한 

쪽의 균형이 맞지 않는 등 신체의 불균형은 연기를 수

행하는데 방해요소가 된다. 자세 교정은 신체의 균형을 

교정하고 유지하는 수렵법이다. 

가) 비 자세

자신의 키보다 긴 장 (장 술 수련시 사용)을 비

한다. 어깨넓이로 두 다리를 벌리고 시선은 정면을 주

시하고 선 채, 을 어깨에 올리고 양 손바닥의 손가락 

끝의 힘을 밖으로 면서 을 지 이 른다[사진 6]. 

호흡은 5 간 들이마시고 5 간 멈췄다가 서서히 5

간 내뱉는다.

나) 앉고 서기

비 자세에서 호흡을 5 간 들이마시고 5 간 멈춘 

사이 서서히 앉았다가, 5 간 서서히 숨을 뱉으면서 일

어선다[사진 6-1].

※ 허리가 앞으로 굽 지지 않도록 단 에 기를 느낀다.

사진 6
  

사진 6-1
                   

(4) 신체보호를 위한 낙법훈련
연기할 때 넘어지거나 몸을 구르는 경우, 배우는 두

려움을 느끼거나 부상당하기도 한다. 낙법훈련은 넘어

지거나 구르는 연기시 육체  충격으로부터 배우를 보

호하고 자신감을 으로써 연기의 장벽을 제거한다. 호

흡수련을 통해서 쌓아온 내공의 기는 온몸 구석구석에 

기를 유통시켜 낙법과 함께 큰 충격으로부터 배우의 신

체를 보호한다. 낙법을 수련한 배우는 넘어지거나 구르

는 동작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넘어지거나 구르

면서 연기를 시행한다. 낙법수련시 갖춰야 할 도구로 

몸놀림 시 충격을 완화시키기 한 매트나 두터운 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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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 목 이나 척추, 팔 등을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수련이 익숙해지면 매트나 담요를 제거

하고 바닥에서 바로 수련한다. 

가) 오뚜기 수련

낙법수련에 있어서 척추의 유연성과 몸을 일으키고 

넘어가는 순발력은 요하다. 오뚜기 수련은 척추의 유

연성은 물론 순발력을 주는 힘의 원동력을 키우는 기본 

수련이다. 

수련방법은 두 무릎을 세우고 앉은 채, 두 손을 깍지

끼우고 무릎과 발목 사이의 간에 어 바짝 가슴 앞

으로 당기고 얼굴은 무릎에 묻는다. 들숨하여 숨을 

멈추고 축기한 상태에서 뒤로 넘어 갔다가 날숨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온다[사진 7].

사진 7
※ 머리를 가능한 한 무릎에 붙여 몸이 뒤로 넘어갈 때 

머리가 따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단 에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기의 힘으로 넘어가고 앞으로 돌아오도

록 기를 느껴야 한다. 

나) 후방낙법

후방낙법은 뒤로 넘어질 때 머리의 충격과 엉덩이의 

꼬리 의 충격을 보호한다. 큰 충격으로 뒤로 넘어 갈 

때 머리를 지면이 나 장애물에 크게 부딪힐 수가 있고 

뒤로 넘어질 때 엉덩이가 지면에 먼  닿는데 잘못하면 

꼬리 가 다칠 수 있다. 

수련방법은 두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두 팔을 

45도 각도로 벌린 채 자세를 엉거주춤 낮춘다[사진 8]. 

넘어질 때는 엉덩이를 주 앉듯이 살포시 앉음과 동시

에 두 팔을 45도 각도로 펴서 지면을 손바닥으로 치면

서 뒤로 넘어간다. 손바닥으로 지면을 칠 때 손바닥과 

팔에 충격을 이기 해서 손바닥을 오리발처럼 오므

린다. 머리는 반드시 가슴 쪽으로 당겨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한다[사진 8-1].

  

사진 8
  

사진 8-1 
※ 기본 자세에 익숙해지면  자세를 높게 하여 선 

자세에서 시행할 때는 뒤로 넘어지면서 자세를 낮추

도록 노력한다.

다) 측방 낙법

측방낙법은 미끄러졌을 때 자연스러이 으로 쓰러

질 수 있는 몸놀림이다. 넘어질 때 손목이나 팔꿈치에 

큰 충격을 받는 것을 완화시킨다. 측방낙법은 왼 쪽(좌

측낙법) 는 오른 쪽(우측낙법)으로 쓰러지는 낙법으

로 갈비 나 손목, 팔꿈치 등의 충격을 보호해 다. 두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선 채[사진 9], 한 쪽 다리를 

미끄러지듯 쭉 내 어 엉덩방아를 찧으며 으로 쓰러

진다[사진 9-1]. 손바닥을 오리발처럼 오므린다. 왼 쪽

으로 쓰러지는 경우는 왼 쪽 발이 미끄러져 왼쪽 측면

의 엉덩방아를 찧고 왼쪽 손바닥과 팔 체를 45도 각도

로 지면을 내려친다.       

사진 9
         

사진 9-1

라) 방낙법

앞으로 넘어지는 경우 얼굴에 치명 인 상처를 입게



효율적인 액션연기를 위한‘무예武藝연기술시스템’의 논의 67

되는 것도 문제지만 다행히 상처를 입지 않아도 내장에 

큰 충격을 주어 신체의 콘디션을 망치게 된다. 

방낙법은 수렵법의 난이도에 있어서 다른 낙법과 

큰 차이가 없으나 심리 으로 미리 겁을 먹어 수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수련방법은 두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두 팔은 을 하듯이 들어올려 앞을 향해서 무

릎을 굽  엉거주춤 선채[사진 10], 앞으로 넘어진다. 

양 손바닥과 팔 체로 지면을 내리친다. 손바닥을 오리

발처럼 오므린다. 기본자세가 익숙해지면 자세를 높  

서서 수련한다. [사진 10]의 수련법이 겁이 나면 아  

무릎을 꿇고 앞으로 넘어지는 수련을 하는 데 하듯이 

손바닥과 팔을 지면에 친다[사진 10-1]. 손바닥은 오리

발처럼 오므린다. 이 수련법이 익숙해지면 무릎을 세워

서  높  수련한다.

사진 10
  

사진 10-1
※앞으로 넘어질 때, 턱이 지면에 부딯치지 않도록 고

개를 한 쪽(왼 쪽 는 오른 쪽)으로 틀어주고 가 

다치지 않도록 입을 다문다.

마) 회 낙법

회 낙법은 액션연기에서 멋있게 연출되는 낙법이다. 

앞으로 넘어질 경방낙법보다 회 낙법을 시행할 경우

가 있다. 발끝이 장애물에 걸려 앞으로 넘어질 경우나 

가 뒤에서 강하게  경우 회 낙법으로 큰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측방낙법으로 마무리되거나 고 수련자인 

경우는 회 낙법의 탄력으로 바로 일어설 수 있다. 수

련방법은 두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선 채, 굴러가

는 방향의 다리를 앞으로 내 고 팔은 둥 게 지면에 

닿도록 하여 삼각 구도를 만든다. 머리는 팔 안쪽 으로 

넣어서 보호하고[사진 11] 앞으로 구른다. 회 낙법 역

시 어깨의 통증이 두렵다면 두 손을 지면에 고 서서 

엉덩이를 낮춰서 머리를 지면 쪽으로 앞으로 굴러가는 

수련을 하다가 익숙해지면 회 낙법 수련법으로 시행

한다.

사진 11

2) 무예연기를 위한 기초동작 
무 연기술의 수련으로서 발놀림과 손놀림은 요하

다. ‘무 武藝연기술시스템’은 배우의 무 연기를 한 

이상 인 손놀림과 몸놀림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

다. 무 연기술의 수련 순서는 강한 무술로 알려진 태

권도의 기본 놀림에서 부드러운 통무 인 택견의 기

본놀림을 익히게 한다. 그 결과 강한 무 와 부드러운 

무 의 차별화를 스스로 느끼고 도있는 동작과 부드

러운 동작을 자유롭게 구사할 능력을 습득시킨다.

사진 12

재 알려진 표 인 통무 로 택견과 수벽희가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통무  원리와 기법이 왜곡되

어 되고 있다. 발기술을 주로 사용하는 택견과 손

기술을 주로 사용하는 수벽희가 오늘의 태권도처럼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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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모두 사용하고 방어법보다 공격법을 더 강조한 것

은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무 武藝가 아닌 타격하는 무

술武術로 변질되었음을 반증 한다. 오늘의 택견과 수벽

희는 50여년  논자가 수련한 택견과 수벽희의 기본원

리  기본 자세와 다르다. 즉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무

라기 보다 상 방을 격 하는 무술 쪽에 가깝다. 그 

이유는 첫째, 택견과 수벽희의 기본동작은 춤이다. 택견

의 기합소리는 의태어로서 마음의 움직임을 몸놀림으

로 들어낸다. ‘움찔움찔’의 소리에서 마음이 꿈틀거리고 

‘으쓱으쓱’의 의태어가 어깨를 움직여 춤의 동작이 시작

된다. ‘이크’라는 기합소리는 기를 발동하여 어깨와 팔

을 놀려서 택견의 몸놀림을 보여 다. ‘이크’는 태권도

의 기합처럼 일격필살의 한 놀림이 아니다. ‘이크’는 경

고의 몸놀림과 치기의 몸놀림 즉 두 몸놀림을 하나로 

합치는 기합소리이다. ‘잌’히면서 경고의 몸놀림을 보여

주고 ‘크’하면서 치기의 몸놀림을 실행한다. 둘째, 택

견과 수벽희가 실행하는 치기의 몸놀림은 인명을 살

상하는 격 가 아닌 단순 치기이다. 경고의 기합 소

리인 ‘잌’과 쳐 낼 때 기합소리인 ‘크’는 쳐 낼 때 강

약의 힘으로 인명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 셋째, 손의 움

직임이 태권도와 근본 으로 다르다. 태권도의 손 움직

임은 정권(주먹)이 주 동작이다. 그러나 택견과 수벽희

는 다섯 손가락과 손목의 힘을 사용한다. 변형된 오늘

의 택견과 수벽희의 손 놀림은 손바닥을 사용하고 있어 

괴력이 정권과 다를 바 없다. 넷째, 기본자세에 있어

서 통무 와 무술인 태권도는 근본 으로 다르다. 태

권도의 기본자세는 기마자세, 굴자세, 후굴자세가 있

다. 통무 의 기본자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하

나는 춤사  동작으로 편하게 스텝을 밟으면서 한 손바

닥은 하늘을 향하고 다른 손바닥은 땅을 향해 몸놀림한

다. [사진 12] 둘은 천지의 기운을 받는 음양의 기를 운

하는 원리가 있다. 그것은 두 손바닥이 서로 엇갈려 

하늘과 땅을 향해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받는다

는 것이다. 그러나  무형문화재인 택견이나 수벽희는 

두 손바닥이 지면을 향하는 무의미한 동작을 하고 있

다. ‘무 武藝연기술시스템’에서 소개되는 통무 는 

58여년 부터 논자가 익 온 통무 를 심으로 설

명하고자 한다.  

(1) 절도있는 동작을 위한 기본자세법
태권도의 기본자세는 무 에 있어서 도있는 동작

을 보여  수 있는 효율 인 자세이다. 수련을 해 

비자세, 기마자세와 정권지르기, 굴자세와 앞차기, 후

굴자세와 차기, 손날치기를 소개한다. 모든 수련은 좌

우 12회씩 반복한다.

가) 비자세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리고 발은 11자로 선다. 양 손

은 가볍게 주먹을 쥐고 배와 한 주먹 간격으로 배꼽 

에 삼각형 모양으로 얹는다. 주먹은 꽉 쥐는 것보다 가

볍게 쥐어 다. 가볍게 쥐면 손놀림이 훨씬 가볍고 몸

을 덜 지치게 한다.       

나) 기마자세와 정권지르기  

사진 13

기마자세는 말타는 자세로 비자세[사진 13]에서 무

릎을 가능한 굽어서 앉는다. [사진 14] 정권지르기는 기

마 자세에서 왼 손, 오른 손 번갈아 가며 상 방의 가슴

을 향해 기압과 동시에 주먹을 지른다[사진 14-1]. 한번 

지르기, 두번 연속 지르기 그리고 세 번 연속 지르기로 

늘려서 각각 12회 반복 수련한다.

사진 14-1
    

사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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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

사진 16

다) 굴자세와 앞차기

굴자세는 비자세에서 앞다 리

는 굽고 뒷다리는 쭉 뒤로 뻗어서 11

자 서기를 지킨다[사진 15]. 이때 체

의 2/3는 뒷다리에 3/1은 앞다리

에 실는다. 그 이유는 상 방이 앞다

리를 걷어낼 때 안정된 자세를 유지

할 수 있다. 굴자세는 왼 발이나 

오른 발을 내 어 굽는 좌우측 두 가

지 자세가 있다. 굴자세에서 뒷 발을 들어 상 방의 

복부를 찬다[사진 15-1]. 왼 발, 오른 발 각각 12번씩 반

복하여 앞차기 한다. 앞차기할 때 다섯 발가락 끝을 세

워 발가락 등으로 찬다[사진 15-2].    

사진 15-1
      

사진 15-2

라) 후굴자세와 차기, 손날치기

후굴자세는 양 발을 90도로 서

서 한 발을 굽은 채 앞으로 내민다

[사진 16]. 체 의 2/3는 뒷다리에 

3/1은 앞다리에 실는데 그 이유는 

굴자세와 같다. 후굴자세도 

굴자세처럼 왼발이나 오른 발을 

내 어 굽는 좌우측 두 가지 자세

가 있다. 차기는 후굴자세에서 

몸을 으로 틀면 서 발을 쭉 뻗어 상 방 [사진 16]의 

구리를 찬다. [사진 16-1] 손날치기는 두손을 엑스자

로 겹쳐 한 손의 손날로 상 방의 뒷 목을 향해 내려친

다. [사진16-2] 앞으로 내민 발이 오른발일 경우는 오른 

손을 엑스자 안쪽으로 겹쳐 있다가 오른발을 지면에 밟

으면서 오른 손의 손날로 상 방의 뒷 목을 가격한다.

사진 16-1
     

사진 16-2

(2) 부드러운 동작을 위한 기본자세법
무술의 원조인 무 의 의미는 기본동작이 춤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부드러운 무술동작을 해 택견은 효율

이다. 우리의 통무 인 택견은 무술이 아니라 무

이다. 택견의 기합소리는 의태어로 마음의 움직임인 내

공을 외공인 몸놀림으로 들어내는 소리이다. 

가) 기  몸놀림

택견의 몸놀림에서 어깨를 움직이는 것은 움질움질, 

으쓱으쓱, 이크이크 세 가지가 있는데 몸놀림의 강약이

다. 기  몸놀림은 어깨 넓이로 편안하게 서서 굼뱅이

가 기어가듯이 마음으로 어깨를 움질움질한다. 다음으

로 의식 으로 어깨를 크게 으쓱으쓱 놀린다. 이크는 

기합소리로 함께 팔을 올리며 어깨놀림을 크게 한다.

나) 품밟기 

품밟기는 원품, 좌품, 우품이 있다. 기  몸놀림 자세 

그 자체가 원품이고 좌품은 왼쪽 발로 왼쪽으로 스텝밟

는 것이요 우품은 오른 쪽 발로 오른 쪽으로 스텝 밟는 

것이다. 우리의 몸놀림은 항상 왼쪽부터 시작한다. 좌

품밟기를 할 때는 왼발이 나가면서 왼손은 하늘, 오른 

손은 땅을 향해 손바닥을 펼쳐 천지 음양의 기운을 받

아들인다. 우품밝기는 좌품밟기의 반 로 몸놀림한다. 

(앞의 [사진 12] 참조) 

다) 활갯짓

택견의 몸놀림은 춤사 라고 알 려져 있다. 활갯짓은 

춤사 가 그 로 택견의 몸놀림으로 재 된 통탈춤

의 기본 춤이다. 활갯짓은 활개 치듯이 팔과 다리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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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아래로 펼치[사진17]는 몸놀림이다. 왼쪽 다리

를 힘껏 높이 들어 주면서 왼쪽 팔을 높이 올려 뿌리치

는데 왼손바닥은 하늘을 향하고 오른 손바닥은 땅을 향

해 편다. 오른 쪽 다리를 올릴 때는 반 로 몸놀림한다. 

사진 17

라) 솟구치기 

솟구치기도 탈춤의 춤사 이다. [사진 18] 두 다리를 

어깨 넓이로 편안하게 벌리고 지면에서 그 로 로 솟

구친다. 

뛰어 오른다는 느낌과는 다르다. 뛰어 오르는 것은 

앞꿈치로 힘을 박차고 앞에 무게를 실고 뛰어 오르지만 

솟구치는 발바닥 체에 같은 힘을 주고 그 로 로 

솟구친다. 따라서 몸 체가 곧바로 선 채 그 로 무릎

만 굽히면서 로 튀어 오르는 것이다.

사진 18
  

(3) 눈마주치기 수련
상 방의 을 보면 공격의 방향을 알 수 있다.  마

주치기 수련은 상 방의 을 통해 공격의 방향과 몸놀

림을 미리 악하여 무  연기를 여유있게 수행하도록 

도움이 된다. 상 방의 을 보면 공격의 의사와 방향

까지 본능 으로 확인할 수 있어 공격과 방어의 몸놀림

이 한 템포 빠를 수 있다. 

그 결과 폼 있는 자세를 잡고 무 연기를 순발력 있

게 펼칠 수 있어 훨씬 사실감이 뛰어난다. 수련방법은 

세 가지로 첫째, 손놀림의 공격과 방어이다. 서로 상

방의 을 보고 손놀림으로 공격하는 방향을 알고 손놀

림으로 방어한다[사진 19]. 둘째, 발놀림의 공격과 방어

이다. 손놀림의 공격과 방어처럼 발놀림으로만 서로 공

격과 방어를 한다[사진 20]. 셋째, 손놀림과 발놀림의 

동시 인 공격과 방어로 손놀림과 발놀림을 동시에 시

행한다[사진 21].

사진 19
     

사진 20

사진 21

(4) 무기를 사용한 기본 몸놀림 
맨손 놀림이 아닌 무기를 사용하는 무 는 검술과 

술이 표 이다. 한국의 검술인 한검이나 정 술은 

국과 일본의 향을 받아 그 종 가 다양하다. ‘무 武

藝연기술시스템’에서 소개하는 검술과 술의 기본자

세는 조선 고유의 무 로 그 연원에 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단지 필자가 무 의 기인들을 만나 50여년

을 하 던 한검(검술)과 장 술( 술)의 기본자세임

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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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검의 몸놀림 

한검의 몸놀림은 통무 가 모두 그러하듯이 춤놀

림의 성격이 강하다. 오늘날 검도가 도있는 칼 놀림

으로 강하게 보이는 력을 보여주고 속도와 힘을 키우

는 수련에 집 하나 한검의 속도는 유연성을 해 춤추

듯이 천천히 검 놀림을 한다. 느린 검놀림으로 검력이 

약하게 펼쳐 보이나 손놀림의 힘에 따라 검력도 여타 

검술처럼 강하다.

한검 잡는법은 크게 양손으로 잡는 법과 한 손으로 

잡는 법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양손 잡는 법은 양손 

 왼손으로 한검의 아래 부분을 잡고 오른 손으로 한

검의 윗부분을 쥐어서 잡는다[사진 22]. 오른 손으로 한

검의 윗부분을 잡을 때 엄지 손가락으로 한검을 쥐어 

잡지 않고 한검의 등 부분을 러 다[사진 22-1].

사진 22
 

사진 22-1
      

한검의 몸놀림은 내려치기, 비껴가르기, 르기, 돌리

기, 솟구쳐 르고 가르기 등이 있다. 한검의 몸놀림을 

도있게 보여 려면 굴자세나 후굴자세를 기본자세

로 하고 부드럽게 보여 려면 기본자세를 택견의 좌품

과 우품으로 한검 몸놀림 한다. 내려치기는 상 방의 

머리를 향해 내려 치고 비껴가르기는 상 방의 가슴을 

향해 비슴듬히 내려 친다. 르기는 상 방의 가슴를 

향해 른다. 돌리기는 상 방의 시선을 교란시키거나 

교란시키면서 빈틈을 노려 르기를 하기 한 한검 놀

림이다. 솟구쳐 르고 가르기는 택견의 솟구치기([사

진 18] 참조)를 활용한 비껴가르기와 르기로 상 방

의 목을 향해 르거나 비껴가르기 한다.

나) 장 술( 술)의 몸놀림 

장 술의 몸놀림 역시 춤놀림의 성격이 강하다. 오늘

날의 술은 장 술만 의미하나 북채 사이즈의 단 술

도 있다. 우리가 알고있는 술은 도있는 놀림으로 

강한 력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국의 술로 소림

사의 술이 표 이다. 즉 속도와 힘을 키우는 수련

에 집 하나 장 술은 유연성을 해 춤추듯이 천천히 

놀림하고 손놀림에 따라 여타 술처럼 강한 힘을 발휘

할 수 있다.

장 술의 비자세는 어깨넓이로 다리를 벌려 편안

하게 선다. 장  길이의 2/3 높이를 오른 손으로 잡고 

오른 발끝 에 세운다. [사진 23] 공격자세는 오른 발

을 앞으로 내 면서 왼손으로 1/3 높이를 잡아 장 을 

가로 눕  든다[사진 23-1]. 

사진 23
   

사진 23-1

사진 24
  

사진 25
   

소림사 술의 기본자세와는 차별화되는 장 술의 

몸놀림은 내려치기, 비껴가르기, 르기, 돌리기, 돌려 

내려치고 르기, 장 돌려 허리붙여 때리기 등이 있다. 

장 술의 몸놀림을 도있게 보여 려면 굴자세나 

후굴자세를 기본자세로 하고 부드럽게 보여 려면 기

본자세를 택견의 좌품과 우품으로 몸놀림 한다. 내려치

기는 상 방의 머리를 향해 내려 치고 비껴가르기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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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6

방의 가슴을 향해 비슴듬히 내려 친다. 르기는 상

방의 가슴를 향해 른다. 돌려 내려치고 르기는 

상 방의 르기 공격을 받아 방어법으로 상 방의 장

의 끝 부분을 부딪  돌려서 역공격으로 상 방의 머

리를 내려치거나 [사진 24] 상 방 가슴의 명치를 른

다. 장 돌려 허리붙여 때리기는 장 을 양손으로 풍차

처럼 회 시키는 손놀림으로 상 방의 시선을 교란시

키다가 허리에 장 을 붙이면서 [사진 25] 상 방의 

구리나 발목을 때리는 장 술이다. 

(5) 호신술 몇 가지
통무 를 수련하면 무 와 무술의 본질 인 차이

성을 알게 된다. 한마디로 통무 는 몸놀림이 유연하

며 내공과 외공을 발휘하여 강건함을 보여주는 손놀림

과 발놀림이다. 하지만  무술은 강건성을 제로 

수련하고 신체나 무기를 도구로 하는 일격필살의 타격

술이다. 호신술은 강한 타격술도 시하지만 유연한 몸

놀림을 수련시킨다. ‘무 武藝연기술시스템’에서 소개

하는 호신술 몇 가지는 유연하고 멋있는 자세(폼)를 강

조한다. 호신술은 잡이(잽이) 즉 잡기의 손놀림이다. 지

은 사라졌지만 통무 에서 택견의 발놀림과 수벽

희의 손놀림을 합친 시박이라는 무 에서 유래하 을 

것으로 본다. 논자 역시 시박 수련을 직  보지는 못했

지만 시박에서 차용되었다는 몇 가지의 무 는 1957년 

부터 수련하 고 그 몇 가지 몸놀림이 유도나 합기도 

등에서 변용되었음을 1964년 유도, 1967년 합기도를 수

련하면서 알게 되었다.

가) 허리매어치기 

상 방과 마주서서 한 손으로 

상 방의 어깨를 잡고 다른 손으

로 상 방의 팔을 잡은 자세에서 

상 방의 팔을 들어 올리면서 자

신의 엉덩이를 상 방의 허리쪽

에 붙이면서 들어 올린 팔을 잡아

당겨 쓸어뜨린다[사진 26].

    

나) 맞손잡아 르기

상 방이 내 손목을 잡았을 때 잡힌 손을 돌려서 상

방의 손을 잡아[사진 27] 팔을 돌려 한 손으로 상 방

의 등을 르면서 팔을 꺾는다[사진 27-1].

사진 27
   

사진 27-1
      

다) 맞손잡아 던지기             

상 방이 내 손목을 잡았을 때 잡힌 손을 돌려 상

방의 손을 잡아 [사진 27] 팔을 들어 올리면서 상 방 

으로 빠지면서 상 방의 팔을 내 가슴 쪽으로 당겨 

앞 쪽으로 상 방을 던진다[사진 28]. 상 방은 회 낙

법으로 넘어간다.

라) 무기잡아 제압하기 

상 방이 칼이나 몽둥이 는 맥주병 등으로 공격할 

때 이를 제압하는 손놀림 호신술이다. 이미 수련한 

마주치기를 터득하면 상 방의 공격 의사를 확인하여 

미리 방어할 여유를 갖을 수 있어 상 방의 무기를 든 

손놀림을 방어하면서 앞서 설명한 (가), (나), (다)의 세 

가지 제압법을 활용할 수 있다. 

사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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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오며

무 연기가 화의 장르와 계없이 빈번하게 요구

되는 실에서 무 훈련시스템이 무한 은 우선순

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무술감독에 의해 배우의 

액션 장면이 연출되는 상황에서 다수 배우들은 액션 

장면의 수행에 불안감을 호소하나 그 해결책은 제시되

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한 ‘무 武藝연기술시스

템’은 단 의 내공을 바탕으로 외공을 강화시키는 무

수련시스템으로 배우의 몸놀림을 춤처럼 부드러우면서

도 두려움없이 격한 운동처럼 강하게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 다. 무엇보다도 무 연기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공포감을 없애주고 사고에 처할 수 있는 방어력을 키

워 다는 에서 유익하다. 

액션연기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한 무 연기술의 

논의는  한국 무 연기의 문제 을 극복하고 새로운 

무 연기술 개념을 한 실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효율 인 액션연기를 해 카메라연기의 특성

에 해 정리하고 ‘무 武藝연기술시스템’을 토 로 카

메라 응술인 ‘할리우드 신체기술’의 수용은 무 연기

의 새로운 테크닉을 개발하기 함이다. ‘무 武藝연기

술시스템’은 실제 인 무 수련이라기 보다 배우의 무

연기를 한 외형 인 모습 만들기에 수련의 비 을 

두었다. 신체의 유연성과 심리  안 성을 만드는 온몸

때리기와 단 의 내공을 키우는 복식호흡은 무 연기

술의 수행에 원동력이 된다. 신체의 원할한 움직임을 

창조하기 한 골격의 교정을 한 자세교정 그리고 신

체보호를 한 낙법훈련 등 무 연기술의 기본훈련 과

정은 배우를 환골탈태시킬 수 있다. 한 도있는 동

작과 부드러운 동작을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무 의 활용은 효율 인 액션연기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무 武藝연기술시스템’은 한국 

무술감독들이 원하는 바 로 무 의 기본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 고 연기 공교육에서 무 연기의 부

실한 틈새를 보강해 주는 역할로서도 의의가 있다. 이

제부터라도 운동선수가 기 체력을 단련하듯이 배우의 

기 체력 단련법으로서 ‘무 武藝연기술시스템’을 수련

하여 한국 무 연기의 새로운 풍토가 조성되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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