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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Bihar Yoga Practice on Body Composition 

and Physical Fitness in Middle-aged Females

Lee, Jin-Jae

Advisor : Prof. Song, Chae-Hun Ph. D.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body 

composition and physical fitness after 12 weeks of practice with 

middle-aged women centered on Bihar Yoga Pawanmuktasana group. 

practice.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methodology of Bihar Yoga Pawanmuktasana group practice program 

that can be used as a warm-up or as a program in itself that is 

safe for beginners and general students.

In this study, 15 middle-aged women in B yoga center, J sports 

center, and H fitness in G metropolitan city were performed three 

times a week for 12 weeks. The yoga program consisted of 10 

minutes of preparation exercise, 40 minutes of exercise, 10 minutes 

of finishing exercis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body weight, BMI, obesity, 

W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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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uscle strength, muscle endurance, flexibility, cardiopulmonary 

endurance test were examined.

1. Body weight, BMI, obesity and WHR before and after 12 

weeks of Bihar Yoga Pawanmuktasana group training significantly 

decreased(p<.001).

2. After 12 weeks of exercise, the changes in strength, flexibility, 

and cardiopulmonary endurance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Bihar Yoga Pawanmuktasana group(p<.001). And muscle endurance 

was also increased(p<.05). 

In conclusion, the Bihar Yoga Pawanmuktasasana group practice 

program was found to help improve body composition and improve 

physical fitnes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known 

that the Bihar Yoga Pawanmuktasana group practice is suitable for 

yoga training suitable for training with this program if it increases 

the frequency of asana and strength, It is thought that various 

follow-up studies will be needed for subjects of different sexes 

and different ages as well as middle-age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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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지금에 와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지만 우리나라에서 2000대 초반

‘웰빙’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며, 각종 건강관련 상품들이 출시되었고 그 시기

에 요가의‘붐’이 일어났다. 그 전에 요가라는 것은 마음수련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수련되어져 왔으나 현재 요가는 대중화가 되었으며 요

가센터뿐만 아니라 휘트니스, 문화센터 그리고 지역 동사무소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세 이상 인구 중 1회 30분 이상, 일주일에 

2회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는 남성 48.2% 여성은 45.6%

에 이르며 요가인구도 현재는 200만 명 정도라고 알려진다. 이처럼 요가는 신

체적, 정서적, 생리적으로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백지영, 2006; 김진선, 

2010; 조윤정, 2012; 주애란, 김동진, 손은선, 2013; 문라원, 김성미, 조남주, 

2014; 홍효진, 2015; 김지현, 조정원, 송지혜, 2016; 구영원, 2018) 있는 것

으로 입증 되었으며, 다양한 계층이 수련하지만 특히 여성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 정적인 수련방법과 동적인 수련방법이 존재하며 요가

의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또한, 과거에는 인도 현지에서 요가를 배운 지도자들이 소수였으나 현재는 

유학파출신 요가지도자들이 많아졌고 이를 통해 인도의 정통요가와 서양에서 

만들어진 현대요가의 체계가 우리나라에도 정착되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 외적

인 수련인 하타요가를 비롯하여 내적인 수련인 라자요가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RISS에 등재된 요가관련 연구논문은 2000편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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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알려진 대표적인 정통요가의 체계는 시바난다요가, 아헹가요가, 

스와미 라마의 히말라야 명상요가, 그리고 스와미 싸띠아난다의 비하르요가가 

있으며, 이 밖에도 다양한 정통요가의 체계가 있다. 싸띠아난다의 비하르요가는 

요가지도자 들에게‘아사나, 쁘라나야마, 무드라, 반다’(Satyananda, 1967)와

‘요가니드라’(Satyananda, 1976)등 다양한 요가관련 전문 서적을 통해 알려

져 있지만 일반 요가수련생들은 잘 모르는 실정이다. 

비하르요가는 우리나라에 수면요가나 요가이완법으로 알려진 요가니드라

(Yoga nidra)와 관절운동으로 알려진 빠완묵따아사나(Pawanmuktasana)가 요

가지도자들에게 널리 이용되고 있다. 요가니드라의 수련효과는 선행 연구( 서미

희, 2003; 김미경, 2006; 양희연, 조옥경, 2014)를 통해 효과가 입증 된 바 있

으며, 기존에 하타요가와 관련 연구들 중에서 빠완묵따아사나는 본 프로그램 전 

준비 운동으로 활용 되었다(백지영, 2006; 김진선, 2010; 조남주, 김현태, 문화

원, 2014; 박윤하, 2016). 

비하르요가의 빠완묵따아사나 그룹 수련이 단순한 동작이고, 반복된 움직임을 

중심으로 수련하는 동작들로 구성되어있지만, 요가수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안

전하게 수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그룹은 1, 2, 3단계로 구성되어있

으며, 각 단계별 수련 중점과 효과들은 다르다. 

또한 위의 선행 연구들처럼 빠완묵따아사나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몇 가지 

동작을 이용해 본 프로그램 전 준비운동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

서 빠완묵따아사나 그룹 수련이 그저 몸 풀기와 정적인 수련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본 운동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신체적, 생리적으로 긍정적

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종합적으로 규명하고자하는데 연

구의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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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의 목적

이에 본 연구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비하르요가의 빠완묵따아사나 그룹을 

중심으로 12주간 수련을 실시 한 후 신체조성과 체력의 변화를 알아보고, 요가

프로그램의 방법을 제시하며 건강한 삶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C. 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1. 12주간의 비하르요가의 빠완묵따아사나 그룹 수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년 

여성들의 실험 전·후 신체조성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2. 12주간의 비하르요가의 빠완묵따아사나 그룹 수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년 

여성들의 실험 전·후 체력(근력, 유연성,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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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 대상자는 G광역시에 거주하고, 비하르요가의 빠완묵따아사나 

그룹 수련에 참여하는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요구

한다.

2. 연구대상자 개인의 환경적, 유적적인 특성 운동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 하였다.

3. 연구대상자가 요가수련 외 다른 운동프로그램 및 신체활동을 가능한 만큼 

억제 하도록 권장하였으나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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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A. 요가의 이해

  1. 요가

  요가란 단어는‘결합’또는 합일’이라는 의미로 정의되며, ‘하나가 되다’란 

의미의 산스끄리뜨어 유즈(Yuj)에서 파생되었다(Satynanda, 1967). 여기에서 

말하는 합일은 신체적인 자아와 정신적인 자아와 결합과 함께 몸과 마음의 조화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의 균형을 의미한다. 또한‘합일’이라는 단어는 제한된 자

아(Limited self)와 우주적인 자아(Cosmic self)의 사이에서 조화를 의미 한다

(Satyananda, 1981).

요가에는 두 가지 전통이 있다. 탄트라(Tantra)전통과 베다(Veda)의 전통이 

있는데, 현재는 탄트라에 대한 문헌이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탄트라의 흔적인 베

다(Veda)와 베단타(Vedanta) 그리고 우파니샤드(Upanishad)에서 요가의 뿌리

를 찾을 수 있다. 베다는 창조의 모든 면을 신성한 자연의 형태나 현현으로 인식

한 선지자들의, 본래의 영적, 실질적, 도덕적, 사회적, 형이상학적 사상을 집대성

한 것이다. 그것은 많은 세대에 걸쳐 여러 성자들과 현자들에 의해 축척한 사상

을 모은 것이다. 베다는 힌두교 서적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왔지만 그들은 

잘못된 인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해명되어야 하는 한다는 점이다. 인도인들은 

조직화된 종교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신성한 존재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식

으로 발전시킨 종파나 전통들이 있어왔으며 이러한 예배와 해석 방식들은 샥티

즘(Shaktism), 샤이비즘(Saivism) 등과 같은 서로 다른‘이즘’들로 알려지게 

되었다(Niranjanananda, 2002).  

요가의 목표는 본래 순전히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목표로 정의 되지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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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도 있다. 현대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끊임없는 혼란에 

상태에 있으며 그 말은 신체기관의 기능에서 근육 및 신경은 더 이상 조화를 이

루지 않고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것들이 질병의 형태

로 나타난다. 요가는 이러한 기능을 다시 되돌리는 것으로 목표를 둘 수 있다. 

그래서 요가의 또 다른 정의는 신체적인 조화와 건강이다(Satyananda, 1967). 

또한, 요가는 역사 속에서 감춰졌던 시대가 더 많았으며 수많은 구루(Guru, 

스승)에 의해서 천천히 진화하고 발전했다. 그리고 요가라는 것은 꼭 인도뿐만 

아니라 지역, 언어, 사회사상에 맞게 수정되며 전 세계에 전파가 되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요가의 역사는 불교가 전해지면서 같이 들어오게 되었으

나 조선이 건국되며 승유억불 정책에 의해 불교는 억압되었고 현재는 선종만 남

아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종파에서 요가만을 수련하는 종파인‘유가

종’이 존재 했다는 사실이 몇몇 이들에게 알려진 바가 있다. 

요가의 행법은 오랫동안 숨겨져 왔고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 입을 통안 언어

로 전달되었으며 5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는 현재 파키스탄에 

위치하고 있는 인더스강 유역 하라파(Harappa)와 모헨조다로(Mohenjo Daro) 

유적지에서 요가 신화에서 나오는 시바(Siva)와 그의 아내인 빠르바띠(Parvati)

가 요가 동작과 명상을 수련하고 있는 모습의 동굴 벽화의 발견을 통해 아리안

(Aryan)이 인도 대륙에 침략하기 전부터 번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Satyananda, 1967).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요가는 인도의 구루(Guru, 스

승)들의 제자들이 서양에 진출하면서 알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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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요가의 수행체계

요가의 수행체계는 큰 틀에서 바히랑가(Bahiranga, 외적인요가)요가와 안따랑

가(Antaranga yoga, 내적인 요가)요가로 구분 되며, 고전요가의 체계 중에 

현재 널리 알려진 빠딴달리의 요가경(Patanjali yoga sutra)에 8단계로 구분 

된다. 빠단잘리의 요가경에서는 요가에 대한 행법은 언급하지 않지만 수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요가 수련의 8단계는 다음과 같다(Satyananda, 1976).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바히랑가 요가(외적 요가)에 포함된다. 

1단계. 야마(yama, 금계)는 빠딴잘리의 아쉬땅가(Ashtanga, 8지)요가의 첫 

번째 단계이며, 다섯 가지의 사회적인 규범이다. 야마는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 아힘사(ahimsa, 불살생)는 어떠한 생명체를 다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아힘사는 생명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 언어적인 것과 해치려고 하는 생

각도 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싸띠아(satya, 진실)는 거짓말 하지 않고 말하

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행동과 일치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아스떼야(astetya, 부

절도)는 훔치지 않는 것이며 자기억제의 다른 형태이다. 네 번째 브라흐마차리아

(brahmacharya, 불사음)은 성적 욕망의 자제를 통한 깊은 내면생활이다. 다섯 

번째 아빠리그리하(aparigraga, 불탐욕)은 빠리그라하(parigraha, 탐욕)의 반대

이며 탐욕하지 않는 것이다. 

2단계. 니야마(niyama, 권계) 또한 5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 샤우차

(shaucha, 정화)는 외부과 내부의 정화를 말하며 내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하면 

내부정화가 일어난다. 두 번째 산또샤(santosha, 만족)는 만족을 통해 욕망의 

뿌리를 제거하며 탐욕을 제거하고 만족을 통해 마음의 불안을 제거한다. 세 번째 

따빠스(tapas, 고행)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따빠스도 포함된다. 네 

번째 스와드야야(swadhyaya, 자아탐구)는 경전과 책을 통해 공부하는 것과 자

아의 본성을 탐구하는 것도 포함한다. 다섯 번째 이슈와라 쁘라니다나(Ishwara 

pranidhana, 신성에 대한 귀의)는 신성한 존재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수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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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아사나(Asana, 자세)는 좌법과 자세이다. 아사나는 신체 운동만을 생

각해서는 안 되며, 이 것은 신체적인 자아와 영적인 자아의 합일을 위한 단계이

다. 몸과 마음은 서로 연관성이 있기에 육체수련은 정신의 변화를 초래한다. 

4단계. 쁘라나야마(Pranayama, 호흡)는 단지 들숨과 날숨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쁘라나(Prana, 에너지)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5단계부터 8단계까지는 안따랑가 요가(내적 요가)에 포함된다. 

5단계. 쁘라띠아하라(Pratyahara, 감각회수)는 외부의 인식을 내면으로 향하

게 하여 감정과 욕망에서 벗어나는 수련이며 감각회수를 통해 다라나(Dharana, 

집중)가 일어난다. 

6단계. 다라나(Dharana, 집중)는 쁘라띠아하라 수련을 통해 내면의 장애물이 

사라지면 비로소 한 곳에 마음을 오랫동안 둘 수 있는 다라나의 상태가 일어난다.

7단계. 디야나(Dhyana, 명상)는 감각회수와 집중의 수련을 통해 마음의 평정

이 자연스럽게 야기되는 상태이다. 

8단계. 사마디(Samadhi, 삼매)는 명상의 최고 경지이다. 

8단계 중에 3단계 아사나와, 4단계 쁘라나야마는 외적인 요가인 하타요가, 

5단계 쁘라띠아하라 부터 8단계 사마디는 내적인 요가(라자요가)로 알려진다. 

일반적으로는 외적인 요가를 거치지 않고 내적인 요가를 수련 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하며, 비하르요가의 후계자인 스와미 니란잔아난다(Swami niranjanananda)는 

7단계 디야나(명상)을 위해서는 5단계 쁘라띠아하라(감각회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위와 같이 기존에 알려진 빠딴달리의 요가경(Patanjali yoga sutra)에 라자요

가(Raja yoga) 수련의 8단계가 있다면, 스와미 니란잔아난다는 수끄라차리야

(Sukracharya)의 라자요가의 기원에 대해서 언급한다.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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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수끄라차리야(Shukracharya)와 빠딴잘리(Patanjali) 라자요가의 비교.

비교

단계

Pre Post

빠딴잘리(수끄라차리야)라자요가

8 앙가(Angas, 단계)

빠딴잘리 라자요가

8앙가(Angas, 단계)

1 10가지 야마(금계) 10가지 야마(금계)

2 10가지 니야마(권계) 10가지 니야마(권계)

3 8가지 아사나(자세) 1가지. 오직 명상 아사나(자세)

4 3가지 쁘라나야마(호흡) 3가지 쁘라나야마(호흡)

5 5가지 쁘라띠아하라(제감)의 시스템 1가지 쁘라띠아하라(제감)의시스템 

6 무수히 많은 다라나(집중)의 행법 몇 가지 행법

7 3가지 디야나(명상) 시스템 1가지 디야나(명상) 시스템

8 1가지 (삼매) 8가지 사마디(삼매)

                                            (Swami Niranjananada, 2017).

위의 표처럼 현재 빠딴달리의 다섯 가지의 야마와 니야마는 각각 열 개씩 

존재했으며, 초기의 라자요가에서 아사나는 8가지를 언급한다. 그리고 세 가지의 

쁘라나야마, 다섯 가지의 쁘라띠아하라의 체계가 존재했었다. 쁘라띠아하라의 

시스템은 각각 5가지와 1가지가 존재한다. 또한 초기의 다라나는 무수히 많이 

존재했다고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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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비하르요가

  1. 비하르요가(Bihar yoga)

비하르요가는 리쉬케쉬(Rishkesh)의 시바난다(Sivananda)의 정통을 이어 받

아 그의 제자인 스와미 싸띠아난다(Swami Satyananda)에 의해서 고대에서부

터 전해져 내려온 행법을 현대에 맞게 체계화 시킨 행법이다. 그는 12년간 시

바난다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1964년에 비하르요가학교(Bihar School of 

Yoga)를 설립한다. 싸띠아난다는 비하르 요가학교를 설립한 뒤 20년 동안 세

계를 여행하며 요가를 전파했으며, 80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다. 현재 비하르요

가학교는 싸띠아난다의 제자인 스와미 니란잔아난다(Swami Niranjanananda)

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비하르요가 학교에서 출판된 책들은 세계 여러 요가대학 및 아쉬람(Ashram, 

요가 수행 공동체), 요가센터 등에서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비하르요가의 아쉬람 운영 시스템은 티벳불교의 성자로 잘 알려진 밀라레빠

(Milarepa)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하르요가는 빠완

묵따아사나 그룹과 싸띠아난다가 탄트라(Tantra)의 정통 행법에서 고안해 낸 

수면요가 또는 요가적인 이완법으로 잘 알려진 요가니드라(Yoga nidra)를 통

해 요가지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꾼달리니 탄트라(Kundalini 

Tantra)라는 책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끄리야요가(Kriya Yoga)의 행법들도 

우리나라에서도 소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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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하르요가의 특징

비하르요가의 아사나(Asana, 자세) 특성은 아사나, 호흡법이, 명상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매번 아사나를 마치고난 뒤 몸을 느끼며 잠깐 동안 이완

의 시간을 갖는다. 이완을 통해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주며 다음 아사

나를 위한 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몸과 마음을 건강한 상태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해 수련자는 자각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명상을 

위한 준비 단계로 활용될 수 있다(Satyananda, 1967).

비하르요가에서 쁘라나야마(Pranayama, 호흡법)의 특성은 아사나를 마친 뒤

에 수련한다는 것이다. 아사나 수련도중 몇 가지의 호흡법을 동시에 수련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사나를 수련하는 도중에는 자연호흡을 자각하는 형태로 

수련한다. 그러나 시바난다요가(Sivananda Yoga)에서는 아사나를 수련하기 전

에 호흡법을 먼저 수련한다. 시바난다 요가의 시스템을 그의 제자인 싸띠아난다

는 시바난다의 전통을 계승했지만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 시켰던 것이다. 비하르

요가에서 호흡법의 수련 방법은 교재를 통해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안내되고 있

으며, 경험 있는 지도자에게 배울 것을 권유한다(Satyananda, 1967).

비하르요가에서 명상은 특히 다양한 행법들이 알려져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에서 딴뜨라 명상(한국요가출판사, 2012)이라는 책이 한국어판으로 출간 되어 

다향한 명상의 행법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성이라 한다면 빠탄잘리 요가 수뜨라(Patanjali Yoga 

Sutra, 요가경)의 요가 수련의 8단계를 기반으로 모든 수련 프로그램에서 아사

나(Asana, 자세), 쁘라나야마(Pranayama, 호흡), 디야나(Dhyana, 명상)을 

포함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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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빠완묵따아사나

  1. 빠완묵따아사나(Pawanmuktasana)의 역사

일반적으로 아사나(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러나 아사나 대한 

역사 또는 이야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분류 되었는지 모른다. 1950년

대까지 요가는 소수의 제한된 사람들 사다까(Sadhaka, 수련자)에 의해서 수련

되어져 왔다. 그들이 수련을 할 때는 상급 자세와 행법들 그리고 어떠한 요가 수

련을 하더라도 오로지 사다나(Sadhana, 수행)를 위해 선택되었다(Swami 

Niranjan,2017).

그러나 1950년대 이르러 시바난다에 의해 요가는 대중화가 되기 시작한다. 그

는 어떻게 요가를 지도할지 고민하며, 요가교수법의 체계를 만들어 요가의 대중

화에 힘써왔다. 요가 아사나의 본래 명칭은 산스크리트어로 슉쉬마(Sukshma, 

미묘한) 뱌야마(Vyayama, 수련)이다(Nranjananada, 2012). 싸띠아난다는 그

의 제자들에게 요가를 지도하는 방식과 유럽인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요가를 

지도했다. 그래서 유렵에서 요가를 전파하며 서양인들에게 어떻게 요가를 단계

별로 지도를 할지 고민하며 비로소 만들어진 아사나의 체계가 바로 빠완묵따아

사나(Pawanmuktasana, 미묘한 수련)이다. 그래서 빠완묵따아사나의 본래 명칭

은 슉쉬마 뱌야마이다. 현재 알려진 태양경배자세, 코브라자세와 같은 모든 요가 

아사나를 통틀어서 과거에는 슉쉬마 뱌야마 라고 불렸다(Niranjanananda, 

2012).  

빠완묵따아사나 그룹은 인간의 신체와 마음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수련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다양한 질병에 대한 요가

적인 치료방법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빠완묵따아

사나는 신체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을 발달시키고 주요한 관절을 풀어주고 

신체의 근육을 이완시켜주기 때문에 본 아사나를 수련하기 전 준비수련으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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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명상 전에 수련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그리고 질병

을 가지고 있거나 초보자, 숙련자와 나이와 상관없이 수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수련이 쉽거나 단순하다고 해서 이를 무시하고 쉽게 다루면 안 되며 또한, 빠완

묵따아사나를 규칙적으로 수련하면 신체의 에너지적인 장애를 제거하고 새로운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한다(Satyanada, 1967). 

  2. 빠완묵따아사나의 구성

빠완묵따아사나 그룹은 3가지 구성된다. 첫 번째 part 1 신체의 관절을 풀어

주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생활습관병이나 관절염 또는 심장질환 등 과도한 신체

수련이 금지된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수련법이다. 수련 방법은 관절

을 돌리며 호흡을 알아차리고 횟수를 마음속으로 세며 일어나는 느낌을 자각한

다(Satyananda, 1967). 

두 번째 part 2 는 소화기관을 강하게 해주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식욕저하, 

과도한 방귀 및 소화불량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수련하는 동작의 횟수를 늘리면 

코어(Core)근육을 길러주는데 효과적이다. 그렇지만 이 자세들은 척추질환을 가

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련 시 주의가 필요하다(Satyananda, 1967). 

세 번째 part 3 는 신체의 에너지흐름을 개선하고 경직된 등과 골반기관과 근

육을 정상화도록 돕는다. 그리고 척추의 에너지 흐름에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심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Satynanda,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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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신체조성(Body Composition)

신체조성은 비만에 대한 판정을 할 수 있는 지표이고 신체조성에 포함되는 

것은 신장, 체중, 체지방향, 체수분, 근육량, 단백질 무기질, 체질량지수 그리고 

기초대사량 등이 있다(배정아, 2012). 이는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지표로 

활용 될 수 있으며, 대사 증후군과 생활습관병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또한 

성별, 나이, 생활습관 등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한상철, 1995). 

다양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에서 요가수련이 

신체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호남 외, 김미숙 외, 

2008; 변재철, 2010; 조윤정, 박승아, 2012; 손은선, 김두연, 2014; 김보경, 

이성기, 정석률, 2015).

  

E. 체력(Strength) 

체력이란, 육체적인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또는, 인간이 생활

을 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신체적인 능력을 말한다. 이는 삶을 유지하고 질 높은 

삶을 위한 중요한 바탕이 된다. 따라서 체력을 증진시키고 이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운동 기능과 관련이 있는 체력은 근력, 유연성, 

근지구력, 민첩성, 순발력, 평형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강준 외, 2018).

유연성이란 한 관절의 완전한 관절가동범위를 움직이기 위해 허락되는 모든 

연부조직의 정상적인 신장성이다.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

지 않으면 이미 청소년기부터 줄어들게 되고 또한, 운동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

는 위험 요소를 줄여주고 운동수행능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중요하다(강준 외, 

2018).

근력은 한번 에 쓸 수 있는 힘을 말한다, 근력의 저하는 부상 및 일상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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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함을 유발하고 특히 노년층에서는 위험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복한 노

년을 위해 중년부터 적절한 근력을 유지 하는 게 중요하다. 측정 항목으로는 악

력, 배근력, 각력, 완력이 있다(김성남, 2004). 

근지구력이란 일정한 속도로 근육이 반복적으로 저항에 대항하여 장시간 동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다. 평가방법은 일정비율의 최대근력 강도에 몇 회를 

되풀이 할 수 있는가를 측정한다. 이는 근력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으나 근력과 

근지구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근지구력은 20세를 전후로 최고점에 달하며, 

노화에 따라 조금씩 저하가 된다(성낙광 외, 2003).

심폐지구력은 유산소 능력이라 표현 또는 전신지구력이라고 한다. 이는 중요한 

체력 요건 중에 포함되며 그리고 산소를 근육에 공급하고 장시간의 운동 후에 

생기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능력이다. 측정 방법은 왕복오래달리기가 일반 적으로 

활용 되고 있으나 장비나 기구가 활용되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측정기준은 최대

산소섭취량(VO2max)으로 측정되며 최대 운동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강준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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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는 G시에 거주하고 있는 B요가원, J스포츠센터, H휘트니스에서 중년여

성 15명을 대상으로 현재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요가에 경험이 없는 신규 

회원들을 대상으로서 참여하기 전 실험 내용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연구 대

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M±SD

항목

집단
연령(세) 체중(kg) 신장(cm) BMI(kg/㎡)

운동군(n=15) 39.92±16.13 61.62±8.25 161.00±3.25 23.41±2.31

B.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참여 가능한 중년여성 15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12주 동안 비하르요가의 빠완묵따아사나 그룹 프로그램을 수련하

게 한 뒤 사전, 사후 측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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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비하르 요가 프로그램

본 연구의 요가 프로그램은 비하르요가학교에서 출간하는“아사나, 쁘라나야

마, 무드라, 반다”에서 안내되는 빠완묵따아사나 그룹에 포함된 요가 자세를 중

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책에 안내된 몇 가지 다른 요가 자세들을 추가하

였다. 수련은 주3회 1일 60분으로 하여 본 요가프로그램은 <표 3 ~ 8>과 같다. 

구 분 운동시간 내용 강도(intensity)

준비운동

(warm-up)
10분

·송장자세 2분

·발가락 구부리기

·발목 회전

·무릎 구부리기

·반 나비자세

·주먹 쥐기 15회

·어깨 회전

·목 운동

오른쪽, 왼쪽

7회 반복

본 운동

(main 

exercise)

40분

·태양 경배자세 4회

·한발 자세

·낙타자세 1분

·등 펴기 자세 2분

·맷돌 돌리기 자세

·다리들어올리기 자세 2단계

·자전거타기 자세 1단계

·자전거타기 저세 2단계

·배 자세 3회 (회당 호흡 5회)

·송장자세 1분

·어깨 자세 1분

·어깨서기 자세 2분

·쟁기 자세 2분

·물고기 자세 2분

오른쪽, 왼쪽

10회 반복

  표 3. 비하르요가 빠완묵따아사나 수련 프로그램(1주~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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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운동 시간 내용 강도(intensity)

정리 운동 

(cool-down)
10분

·다리 잠금 자세 5회

·일반적인 척추 비틀기 자세 

(오른쪽 왼쪽 각각 1분)

·반대호흡 1단계 3분

·송장자세 4분

  표 4. 비하르요가 빠완묵따아사나 수련 프로그램(1주~4주)

구 분 운동시간 내용 강도(intensity)

준비운동

(warm-up)
10분

·송장자세 2분

·발가락 구부리기

·발목 회전

·무릎 구부리기

·반 나비자세

·주먹 쥐기 20회

·어깨 회전

·목 운동

오른쪽, 왼쪽

7회 반복

본 운동

(main exercise)
40분

·태양 경배 자세 5회

·한발 자세

·낙타자세 1분

·등 펴기 자세 2분

·다리 들어올리기 자세 2단계

·자전거타기 자세 2단계

·배 자세 4회(회당 호흡 5회 유지)

·송장자세 1분

·어깨 자세 1분

·어깨서기 자세 2분

·쟁기자세 2분

·물고기 자세 2분

오른쪽, 왼쪽

15회 반복

  표 5. 비하르요가 빠완묵따아사나 수련 프로그램(5주~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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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운동시간 내용 강도(intensity)

정리 운동 

(cool-down)
10분

·다리 잠금 자세 5회

·일반적인 척추 비틀기 자세 

(오른쪽 왼쪽 각각 1분)

·반대호흡 2단계 3분

·송장자세 4분

  표 6. 비하르요가 빠완묵따아사나 수련 프로그램(5주~8주)

구 분 운동시간 내용 강도(intensity)

준비운동

(warm-up)
10분

·송장자세 2분

·발가락 구부리기

·발목 회전

·무릎 구부리기

·반 나비자세

·주먹 쥐기 20회

·어깨 회전

·목 운동

오른쪽, 왼쪽

7회 반복

본운동

(main 

exercise)

40분

·태양 경배 자세 6회

·한발 자세

·낙타자세 1분

·등 펴기 자세 2분

·다리 들어올리기 자세 2단계

·자전거타기 자세 2단계

·배 자세 5회(회당 호흡 5회)

·송장자세 1분

·어깨 자세 1분

·어깨서기 자세 2분

·쟁기자세 2분

·물고기 자세 2분

오른쪽, 왼쪽

20회 반복

  표 7. 비하르요가 빠완묵따아사나 수련 프로그램(9주~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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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운동시간 내용 강도(intensity)

정리 운동 

(cool-down)
10분

·다리 잠금 자세 5회

·일반적인 척추 비틀기 자세 

(오른쪽 왼쪽 각각 1분)

·반대호흡 2단계 3분

·송장자세 4분

  표 8. 비하르요가 빠완묵따아사나 수련 프로그램(9주~12주)

D.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아래 <표 9>와 같다.

측정요인 측정도구 제조사(국가) 방법

신체

조성

신체형태 신장․체중계 새우시스템(한국)
자동

측정방식

체 성 분 In body 620
바이오스페이스

(한국)
8점터치식

근지구력 윗몸일으키기 새우시스템(한국) LED 감지

유연성 유연성 측정계 새우시스템(한국) 최대거리

근력 악    력 새우시스템(한국) 최대악력

  표 9.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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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측정항목 및 측정방법

  본 연구의 신체조성 체력 측정항목은 대상자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신체

조성(체중, 신장, 체성분)과 체력(유연성,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은 S건강

체력선터에서 측정하였다. 

  1. 신체조성측정

    a. 신장(height)

  발육의 지표로서 중요하며 체질과 체력의 기초적인 것 중 하나이다. 이 측정은 

신장계의 서서 양쪽 발뒤꿈치를 가지런히 하고 무릎을 편다. 머리를 수평으로 

고정 시킨 후 측정하여 최단거리를 cm단위로 기록한다.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신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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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체중(Weight) 

  체중은 신체의 모든 부분들의 발육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신체구성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운동에 강도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한다. 측정 전에 대소변을 보도록 하여 오전 11시경에 측정하였다.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체중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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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신체조성

  참여자들에 대한 신체조성 측정은 체중, B.M.I, 비만도, W.H.R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밀 체 성분 분석기(Inbody 620)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방법은 

양말을 벗은 뒤 몸에 있는 금속을 제거 하고 기계에 올라간 뒤 양발 뒤꿈치를 

금속 센서 부분에 맞추고 허리를 곧게 펴서 손잡이에 위치해 있는 금속센서를 

잡는다. 이때 양팔은 몸에서 살짝 거리를 두고 측정이 시작되면 몸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측정기구는 <그림 3>, <그림 4>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그림 3. 신체조성 측정기

그림 4. 신체조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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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체력 측정 

    a. 근력

  근력(악력) 측정은 네 개의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악력계를 잡고 몸에 닿

지 않도록 한다. 좌, 우측 교대로 2회씩 측정하였으며, 가장 높은 기록으로 결정

했다. <그림 5>, <그림 6>과 같다.

그림 5. 악력 측정기

그림 6. 악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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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유연성 

  유연성 측정은 신발을 벗고 검사도구 위에 무릎을 완전히 펴서 앉은 뒤 양발

은 떨어지지 않게 한다. 측정자의 지시에 따라 숨을 내쉬며 몸을 앞으로 숙이고 

손을 최대한 멀리 뻗어야 하고 수 초간 멈춘다. 측정 간에 무릎은 구부러지지 않

도록 한다. 측정은 2회 실시하였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기록으로 결정하였다. 

<그림 7>, <그림 8>과 같다.

그림 7. 유연성 측정기

그림 8. 유연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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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근지구력

  근지구력 측정은 윗몸 일으키기를 통해 측정했다. 윗몸일으키기 판에 누운 후 

양손을 X자로 교차시킨 후 가슴에 올려서 부 저음과 동시에 측정을 시작 하였으

며, 측정 시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적외선 감지 센서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정확한 

동작을 요구하여 30초간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그림 9>, <그림 10>과 같다. 

그림 9. 근지구력 측정기

그림 10. 근지구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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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심폐지구력

  심폐지구력 측정은 에르고미터를 이용하여 5분간 실시하였다. 측정 간 15watt

씩 부하를 증가시키는 다단계 점증부하법(Nho et al, 1998)으로 하였다. 운

동부하테스트 시 심 박수, 혈압 및 주관적 운동 강도의 변화를 관찰하고 측정단

위는 ㎖로 표시하였다. <그림 11>, <그림 12>와 같다.

그림 11. 심폐지구력 측정 1

그림 12. 심폐지구력 측정 2



- 28 -

F.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SPSS 22.0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들의 

신체조성과 체력의 측정은 요가프로그램 사전, 사후 간 대응표본 t-test를 실시

하였다. 모든 유의 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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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A. 신체조성의 변화

  1. 체중의 변화

비하르요가의 빠완묵따아사나 그룹 프로그램의 신체조성 변화 중 체중의 변화

는 <표 10>, <그림 13>과 같다. 사전 61.62±8.25㎏에서 사후 59.23±7.58

㎏으로 –2.39㎏이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체중변화
후-전 t p

Pre Post

N M SD M SD

15 61.62 8.25 59.23 7.58 -2.39 12.360 .000***

  *** p<.001

  표 10. 체중의 변화                                           (단위: ㎏)

그림 13. 체중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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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MI의 변화

비하르요가의 빠완묵따아사나 그룹 프로그램의 신체조성 변화 중 B.M.I의

변화는 <표 11>, <그림 14>와 같다. 사전 23.41±2.31㎏/㎡에서 사후 22.50± 

2.07㎏/㎡으로 –0.91㎏/㎡이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BMI 변화
후-전 t p

Pre Post

N M SD M SD

15 23.41 2.31 22.50  2.07  -0.91 13.031 .000***

BMI: Body Mass Index, *** p<.001

  표 11. BMI의 변화                                         (단위: kg/㎡)

그림 14. BMI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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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만도의 변화

비하르요가의 빠완묵따아사나 그룹 프로그램의 신체조성 변화중 비만도의 

변화는 <표 12>, <그림 15>와 같다. 사전 110.37±10.06%에서 사후 

106.12 ±8.97%로 –4.25%가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p<.001). 

비만도 변화
후-전 t p

Pre Post

N M SD M SD

15 110.37 10.06 106.12  8.97 -4.25 13.257 .000***

*** p<.001

  표 12. 비만도의 변화                                          (단위: %)

그림 15. 비만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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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복부지방률(WHR)의 변화

비하르요가의 빠완묵따아사나 그룹 프로그램의 신체조성 변화 중 W.H.R의 

변화는 <표 13>, <그림 16>과 같다. 사전 0.85±.02에서 사후 0.82±.01로 –

0.03가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복부지방률 변화
후-전 t p

Pre Post

N M SD M SD

15 0.85 0.02 0.82 0.01 -0.03 18.444 .000***

*** p<.001

  표 13. 복부지방률의 변화  

그림 16. 복부지방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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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체력의 변화

1. 근력의 변화

비하르요가의 빠완묵따아사나 그룹 프로그램의 체력의 변화 중 근력 변화는 

<표 14>, <그림 17>과 같다. 사전 22.87±4.87㎏에서 사후 24.54±3.20㎏으로 

1.67㎏이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근력의 변화 
후-전 t p

Pre Post

N M SD M SD

15 22.87 4.87 24.54 3.20 1.67 9.290 .000***

*** p<.001

  표 14. 근력의 변화                                      (단위: kg)

그림 17. 근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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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연성의 변화

비하르요가의 빠완묵따아사나 그룹 프로그램의 체력의 변화 중 유연성의 변화

는 <표 15>, <그림 18>과 같다. 사전 13.90±0.43㎝에서 사후 16.39±0.97㎝

로 2.49㎝가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유연성의 변화 
후-전 t p

Pre Post

N M SD M SD

15 13.90 0.43  16.39 0.97 2.49 17.076 .000***

*** p<.001

  표 15. 유연성의 변화                                        (단위: cm)

그림 18. 유연성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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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지구력의 변화

비하르요가의 빠완묵따아사나 그룹 프로그램의 체력의 변화 중 근지구력의 변

화는 <표 16>, <그림 19>와 같다. 사전 15.21±9.28회에서 사후 16.32±5.22

회로 1.11회가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근지구력의 변화
후-전 t p

Pre Post

N M SD M SD

15 15.21 9.28  16.32 5.22 1.11 4.106 .021*

* p<.05

  표 16. 근지구력의 변화                                       (단위: 회)

그림 19. 근지구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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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심폐지구력의 변화

비하르요가의 빠완묵따아사나 그룹 프로그램의 체력 변화의 중 심폐지구력의 

변화는 <표 17>, <그림 20>과 같다. 사전 24.55±1.63㎖/㎏/min에서 사후 

28.40±3.03㎖/㎏/min으로 3.85㎖/㎏/min이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심폐지구력의 변화
후-전 t p

Pre Post

N M SD M SD

15 24.55 1.63  28.40 3.03 3.85 9.873 .000***

*** p<.001

  표 17. 심폐지구력의 변화                              (단위:㎖/㎏/min)

그림 20. 심폐지구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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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우리나라에서도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서는 미비한 

수준이지만 점진적으로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 생각한다. 과거에는 

수행자들에 의해 수련되어진 요가는 수행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생활체

육 및 여가생활에 운동 프로그램 중 일부분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특히 중년여성

들의 참여가 높아졌다. 본 연구는 요가 수련 프로그램 중에 정통요가에 속하는 

비하르요가의 빠완묵따아사나 수련을 통해 중년여성들을 대상으로 12주간 수련

을 실시한 뒤 신체조성과 체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뒤 결과를 얻어 다음

과 같이 논의해본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많은 선행연구들처럼 요가 수련을 통해 신체조성과 체

력에 유의한 차이나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기존에 몸 풀기 운동 또는 준비 

자세로 알려진 비하르요가의 빠완묵따아사나 그룹 중심의 요가자세들이 수련자

가 목적과 강도에 따라서 준비 운동 뿐만 아니라 본 운동 프로그램으로 활용되

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단체수업을 통해 부상의 위험과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피해야 될 자세들을 안내하기에 힘든 상황에서 단순한 동작으로 

구성되어 누구나 쉽게 수련 할 수 있는 빠완묵따아사나 그룹에 속한 요가자세들

을 이용하면 좋을 것이다. 비하르요가의 창시자인 싸띠아난다는 과거에 일반인들

에게 빠완묵따아사나 그룹을 일반인들에게 지도할 때 한 자세를 가지고 20~30

분 동안 체력증진을 위해 지도를 했다는 일화를 그의 제자인 니란잔아난다에게 

인도 유학시절 그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또한, 과거에 군인들을 대상으로 이 수

련 프로그램을 체력증진을 위해 지도를 한 적도 있다고 한다. 후속적 연구에서는 

기존에 비하르요가에서 중점적 다루는 의식적인 부분을 기존에 비하르요가의 다

양한 명상법과 호흡법 그리고 빠완묵따아사나 수련을 통해 스트레스의 완화 및 

관절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면 이 그룹의 요가자세들과 다른 요

가 행법들을 수련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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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G광역시 소재 B요가원, J스포츠센터, H휘트니스에서 중년여성 

15명을 대상으로 12 주간 주3회 실시하였으며, 요가 프로그램은 1일 60분씩 

준비운동 10분, 본 운동 40분, 마무리 운동 10분씩 진행하였다. 사전, 사후의 

체중, 체질량지수(BMI), 비만도, W.H.R과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검사를 통해 신체조성과 체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12주간의 비하르요가 빠완묵따아사나 그룹 수련 후 신체조성에서 체중, 

BMI, 비만도, WHR의 전·후 변화는 모두 p<.001수준에서 유의하게 감소

하였다.

2. 12주간의 비하르요가 빠완묵따아사나 그룹 수련 후 체력에서 근력, 유연성, 

심폐지구력에서 전·후 변화는 p<.001수준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근지구력의 변화는 p<.05 수준에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론을 종합하면 비하르요가의 빠완묵따아사나 그룹 수련 프로그

램은 신체조성의 변화와 체력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비하르요가의 빠완묵따아사나 그룹 수련

이 단지 관절운동이나 준비 운동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횟수와 강도를 높

인다면 본 프로그램으로 수련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이 나타났고, 중년여성 뿐만 

아니라 다른 성별과 다양한 연령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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