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유수용감각 만나기
허벅지 속에 오징어뼈가 있었다

신 혜 은

3 개월 동안, 아침 7시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자문화 기술



자루 시르시아사나 하누만아사나

윽, 아얏!그만

어, 근데 이건? 



“허벅지에
갑오징어 뼈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머, 어쩜 정확해요.
저도 딱 그래요”



대부분은 무의식, 그러나
특정상태(위험한, 비정상적인 상황 . . )에서는 인식

•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 근육과 관절
의 움직임
신호

• 내장기관의

움직임 신호

으윽 근데, 저거
뭐지? 속이
이상해

아, 내 발 거기
있구나



외부감각 Exteroception
시청후미촉

내부감각 Interoception
내부수용감각(내장감각)

Proprioception
고유수용감각(근골격계)

Hidden sense
존 재 감 각



Husserl 후설
세 가지 인식차원 중 어떤 차원으로? 

상징적 인식

Signitive act 

상상적 인식

Imaginative act

지각적 인식

Perceptual act



Synesthetic perception &  
mirror neurons 

살아 움직이고 계속 변하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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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esthetic
perception &

mirror neurons

편안하고
고요한 느낌



그림책 몸으로 읽기
(신혜은, 2012)

감각 느낌 인식하기
감각 느낌 전환 따라가보기
감각동작 단어로 말하기

• 신체 어떤 부위를 대상으로 하든, 강렬하고, 세련된, 자세하
고 잘 조율된 정보의 묘사는 그 근본적인 속성상 통증을 막
아준다. by Merzenich(2013)

• 몸을 느끼라! 몸의 느린 배경음(내부수용감각)과 근육과 관
절(자기수용감각) by Haines(2016)



지금 내 몸에서는
어떤 일이?

• 단 하나의 출처는 주어진 지금
이 순간 뇌의 체성감각영역에
서 나타나는 활동의 패턴 뿐

• 몸은 거짓(false) 신체지도도
만들어 낼 수 있다. 필요할 때, 
위험할 때

• 실제 신체상태 vs 모방된 신
체상태



ㅇ ㄴ ㄱ ㅂ
“엄마, 모를 땐 안 아팠는데, 아니까 아파”

‘가려워서 긁다가 보니, 그건 ….’

“갑오징어 뼈! 어머, 저도 딱 그 느낌이에요”

알면 아프다 VS
다시 알면 덜 아프다!?



유연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움직이지 않을 뿐이다

by 김코치

Merzenich(2007)



신체의 각 부분에서 느낌이 작용

뇌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스로 보호하
기 위해 내부감각 고유수용감각으로부터
올라오는 다양한 신호를 차단한다. 내부
감각 인식 훈련은 감정조절, 불안, 우울,
트라우마, 강박 등에 효과적(Langevin, 
2021; Tsakiris & De Preester, 2019)

How I feel
How am I right 

now

뉴런에 의한 신호전달 뿐 아니라, 체액 분자 신호전달, 무수신경 연접 전도가 일어나는 몸



Top-down
Self-modulation

self-managing by Aad Goudappel



포커싱 Focusing
by Gendlin(1978) Philosophy of implicit

회백색
둥근
도자기

안녕



오징어뼈에서 쪼개진 나무 장작으로 또 얇게 파편화된 얼음으로

허벅지 안쪽 느낌이 변했다. 심장소리와 함께 지금은 오징어뼈가 없다

몸 메타포



Epigenesis 후성
항상 나중에 알게 된다
그리고 예측오류는 수정되고

감각 느낌 읽기는
계속된다

Allostasis
Stability through change
(Sterling, 2012)
능동적 추론 예측



눈을 감고 몸 안을 느껴보는데, 저런 끝 없는 사막이 보였다.

어떤 동작에서는 마치 내가 화석 안에 들어 있는 시조새 같다.

몸 메타포



나와 내 몸의 공공구성?
나를 읽고 나에게 쓴다
not yet articulated knowing

아직 말해지지 않은 앎을 찾아서

고민들: 1. 고유수용감각과 내부수용감각, 두 가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2. 중첩된 느낌 이미지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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