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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을 위한 힐링 유쾌 소통 춤

▶ 강사 프로필

최보결 박사

최보결 춤의 학교 대표, 생명평화춤공동체 대표

경희대학교 동대학원 졸업 / 동덕여대 박사학위 취득

무용가 / 교육가 / 인문학적 춤추기 시민운동가

춤이 삶이 되는 ‘춤의 귀환’ 춤 문화 운동가

2015년 제23회 무용 예술상 포스트 예술상 수상

2012년 올해의 최고 전문무용인 최고상 수상

2010년 31회 서울무용제 ‘안무대상’수상

2010년 현대무용진흥회 주최 ‘올해의 최고무용가상’

2008년 PAF 주최 ‘올해의 춤작가상’

2007년 PAF 주최 ‘올해의 안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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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을 위한 힐링유쾌소통춤
몸과 춤을 통한 감성 치유, 스트레스 해소와 휴식, 재충전, 동료, 상사와 관계회복, 

비타민 댄스 (2~3시간) 

내몸의 감각을 깨우고 내 깊은 자신과 만나며 창조적 놀이 움직임으로 신나게 몸으

로 소통하고 노는 시간.  

쉽고 단순한 움직임으로 스트레스와 긴장을 창조적 에너지로 바꾸는 비법 배우기. 

직장,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수 있는 몸짓춤.

셀프리더쉽 댄스 

CEO의 창조적 리더쉽을 위해, 혹은 부드러운 리더쉽, 혁신과 변화를 위한 체인지 

댄스 (1시간30분~2시간) 

몸의 움직임에 귀 기울이며 깊은 이완을 통한 몰입의 순간이 나를 성찰하게 한다.  

몰입이 몸을 확장 시키고 열게 하며 전체를 보는 힘이 생기며 수용력이 생긴다

리더쉽과 팔로우쉽을 체인지 하며 몸으로 경험하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게되며 

창조적 유연한 리더쉽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가는 몸짓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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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힐링소통춤 

부부몸사용설명서, 자신을 돌보고 서로를 이해하는 교감과 감정을 몸으로 나누기. 

사랑을 부르는 움직임, 공감댄스 (1시간30분~2시간)  

내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 몸으로 배우기, 나를 존중하면 상대방도 자연

스럽게 존중하게 된다.  

구지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상대방의 솔직한 움직임 앞에서 연민과 존중, 

감사가 몸으로 진하게 느껴진다. 

자기도 모르게 포옹하고, 입맞춤하게 되는 화해와 사랑의 몸짓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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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과 치유를 위한 워킹써클 춤 

발바닥의 감각 깨워 세포와 의식을 활성화시켜 면역력을 높이고 우울감을 기쁨으로 

만드는 걷기만 해도 춤. 

Peace Dance (1시간30분~2시간)

신체의 부분들을 새롭게 나누어 느껴보며, 섬세한 알아차림이 스스로에게 섬세한 

관심과 집중된 배려를 해주는 경험을 한다. 여유롭고 너그러운 내 자신을 만나며 그

때 편안한 행복과 내 자신을 연결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장소: 실내 또는 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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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결의 사랑한다면 춤춰라
사랑을 할수 있는 몸 만들기, 긴장과 두려움이 사랑을 방해한다. 

긴장과 두려움 없는 몸 만들고 사랑의 부드러운 춤 배우기, 에로스댄스 (1시간30

분~2시간)

사랑이 필요한 사람. 새로운 사랑을 만나고 싶은 사람.

사랑이 가득한 에너지의 몸으로 변화시켜주는 춤.

사랑을 찾기전에 나를 사랑의 몸으로 바꿔라.

장소: 실내, 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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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결의 인생2막춤 

인생을 바꾸고 싶은 사람, 변화와 성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춤. 미라클댄스

 (1시간30분~2시간)

자신을 정화, 청소하고 새로운 몸으로 리셋팅하는 준비와 성장의 새로운 삶 세러모

니 춤 

장소: 실내  / 준비물: 방석, 매트,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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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결의 쉬는시간 춤 

의자에 앉아 몸풀고 춤추는 춤, 회사에서,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즐거운 일상으로 변

화시켜주는 활력의 Chair dance. (1시간30분~2시간)

의자에 앉아서 마치 군무를 하듯 체조를 하듯 예술을 하듯, 쉽고 단순하게 

움직이는 쉬는 시간 춤.  

장소: 실내 

 

최보결의 행복한 가족 파티춤 

가족과 함께, 혹은 여러 가족과 가족이 함께 서로의 가족의 문화와 다양함 이해하

고 연결하는 공동체의 놀이춤 (1시간30분~2시간)

아빠와, 엄마, 자녀,할머니, 할아버지, 다른 가족, 이웃과 함께 어울려 공동체의 나눔과 

협력, 즐거움 회복하는 춤.  

준비물: 촛불, 벽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