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동 조건 경허락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l 차적 저 물  성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허락조건
 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러한 조건들  적 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적  할 수 없습니다. 

동 조건 경허락. 하가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했  경
에는,  저 물과 동 한 허락조건하에서만 포할 수 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


    

2009200920092009년 년 년 년 2222월월월월

석사학위논문석사학위논문석사학위논문석사학위논문

하타요가의 하타요가의 하타요가의 하타요가의 쁘라나야마에 쁘라나야마에 쁘라나야마에 쁘라나야마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문헌적 문헌적 문헌적 문헌적 고찰고찰고찰고찰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대학원 보건대학원 보건대학원 

대체의학과대체의학과대체의학과대체의학과

한 한 한 한 주 주 주 주 희희희희

[UCI]I804:24011-200000237895



하타요가의 하타요가의 하타요가의 하타요가의 쁘라나야마에 쁘라나야마에 쁘라나야마에 쁘라나야마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문헌적 문헌적 문헌적 문헌적 고찰고찰고찰고찰

Bibliographical Bibliographical Bibliographical Bibliographical Study Study Study Study of of of of PPPPrrrrāāāāṇṇṇṇāāāāyyyyāāāāmmmma a a a of of of of HaHaHaHaṭṭṭṭhhhhaaaa----yyyyooooggggaaaa

2009년   2월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대학원 보건대학원 보건대학원 

대체의학과대체의학과대체의학과대체의학과

한한한한    주 주 주 주 희희희희



하타요가의 하타요가의 하타요가의 하타요가의 쁘라나야마에 쁘라나야마에 쁘라나야마에 쁘라나야마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문헌적 문헌적 문헌적 문헌적 고찰고찰고찰고찰

지도교수  문 경 래

이 논문을 대체의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8 년   10 월   일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대학원 보건대학원 보건대학원 

대체의학과대체의학과대체의학과대체의학과

한  한  한  한  주  주  주  주  희희희희



한주희의  한주희의  한주희의  한주희의  석사학위 석사학위 석사학위 석사학위 논문을 논문을 논문을 논문을 인준함인준함인준함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8 년  11  월    일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대학원보건대학원보건대학원



목      목      목      목      차차차차

ABSTRACT                                                          

제1장.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 3

     가. 연구문헌......................................................................................3

     나. 연구내용......................................................................................4

제2장. 쁘라나(prāna).................................................................................6

  1. 쁘라나의 어원과 의미........................................................................6

  2. 쁘라나의 역할....................................................................................8

  3. 쁘라나의 특징...................................................................................10

  4. 요가체계에서 쁘라나 조절의 필요성.................................................12 

제3장. 쁘라나야마(prāṇāyāma).................................................................14

  1. 쁘라나야마의 의미와 구성................................................................14

  2. 쁘라나야마의 종류와 방법................................................................16

    가. 문헌에 나타난 쁘라나야마의 종류................................................16

    나. 쁘라나야마 특징 및 효과.............................................................29

제4장. 쁘라나야마와 관련된 하타요가......................................................32

  1. 아사나(Āsana)...................................................................................32 

  2. 반 다.................................................................................................35

     가. 우디야나 반다(Uḍḍīyānabandha)....................................................36 

     나. 잘란다라 반다(Jālandhara)..............................................................37

     다. 물라 반다(mūlabandha)...................................................................39 

  3. 무드라................................................................................................43

     가. 마하무드라(Mahā Mudrā)...............................................................44

     나. 마하베다 무드라(Mahāvedha Mudrā)............................................44

     다. 나보 무드라(Nabho Mudrā)..............................................................45

     라. 샥띠찰라나 무드라 (Śakticālana Mudrā)..........................................45

     마. 까마귀 무드라(Kākī Mudrā)..............................................................45

제5장. 쁘라나야마 수행과 질병치유와의 관계............................................47

  1. 몸과 마음작용에 미치는 영향...........................................................47 

  2. 종교철학적 의의...............................................................................50



  3. 질병치유와의 관계...........................................................................53

 제6장. 결론...........................................................................................59

   참고문헌............................................................................................62



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Bibliographical Bibliographical Bibliographical Bibliographical Study Study Study Study of of of of PPPPrrrrāāāāṇṇṇṇāāāāyyyyāāāāmmmma a a a of of of of HaHaHaHaṭṭṭṭhhhhaaaa----yyyyooooggggaaaa

                              Han, Ju Hee 

                           Advisor: Prof. Moon, Kyung Rye, MD. Ph. D.

                           Department of Alternative Medicine,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Chosun University

 

 Yoga is designed to acquire mental freedom using prāṇa actively by 

suppressing physical elements and considering the mental freedom as 

basic energy of the cosmos and origin of human vitality. Primary 

training method is breathing that receives prāṇa.  Breathing is the best 

way to connect spirit, and physical bodies, and the cosmos and me, and we 

can be equal with the God by exercising prāṇāyāma. In haṭha-yoga that 

uses prāṇāyāma as a main training method, the yoga trainee usually 

exercises advanced level of āsana, which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original method of haṭha-yoga. Therefore, this study is to exactly 

understand prāṇāyāma and confirm that ancient training method can be 

executed in real life instead of its being only in the scriptures, aiming 

to reconsider the disparaged judgement that the goal of haṭha-yoga is to 

complete the physical training.   

 The main body of the study examines the linguistic origin and meaning of

prāṇa as it is very important in yoga training and the meaning of prāṇāyāma 

in an aspect of haṭha-yoga based on bibliographies on yoga.

 And it examines training essentials  of a total 11 kinds of training

including Nadishodhana Pranayama and cautions while training. And the



final section compares features and effects of each training method. 

 This study examines āsana, bandha and mudrā relating to prāṇāyāma, 

and what effect prāṇāyāma has on human bodies and disease treatment 

and it is found that desirable breathing brings proper physiology and 

metabolism, and controls energy saved properly. Prāṇāyāma can adjust 

and control mind through control of prāṇa and give much help to 

physical,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of yoga trainees. 

Hhaṭha-yoga including prāṇāyāma makes bodies and minds healthy and 

helps with emergence of supernatural power, extinction of karma, 

samadhi, and moksha.

 So, if prāṇa is well adjusted  through prāṇāyāma, bodies and mentality 

can be healthy and all the diseases will disapp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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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1111장장장장. . . .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1. 1. 1. 1. 연구목적연구목적연구목적연구목적   

    

 요가(Yoga)란 말은 범어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된 것으로써 “Yuj 유즈” 즉 ‘얽어  

매다’ ‘결합하다’ ‘붙이다’ ‘말에 멍에를 씌우듯 이어붙이다’ 등의 뜻과 ‘자신의 주  

의력을 이끌어주고 집중시키며. 그것을 사용하고 응용 한다’ 등의 의미를 가지    

고 있다. 즉 인간의 정신활동을 일정한 곳에 고정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   

이다. 말을 붙들어 매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인간의 감각기관     

이나 사고를 억제하여 잡념이나 망상이 생겨나는 것을 정지시켰던 사실에서 요    

가는 이후에 명상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명상을 통하여 얻고자하는 것은 궁     

극적으로 해탈이다. 요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도의 모든 종교와 학     

파에서 수용, 공유하는 실천방법이다. 요가의 기원은 고대의 요가자세를 취한      

유물 등을 통해서 추정해 볼 때 기원전 3천년 경에 발달한 인더스문명에서 찾     

을 수 있으나. 문헌적으로는 기원전 1,500년경에 성립된 베다경전의 기록부터     

요가수행법을 알 수 있다. 기원후 2세기경에는 Patañjali의 저서인 Yogasũtra1)   

가 성립되어 요가 고유의 철학체계를 갖추게 되고, 그 후 요가는 계속적으로 발    

전하여 13~17세기에 이르러 육체적, 생리적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하타요가      

(hatha yoga)2)가 크게 발달하였다. 

 하타요가는 딴뜨리즘3)을 사상적 배경으로 완전한 육체를 성취하고, 이를 수단   

으로 자아실현을 하려는 수행법이다. 하타요가의 수행범위는 일반적으로 요가수   

트라의 8지칙 중 제 5지칙의 감각제어 (Pratyãhãra)까지로 간주한다. 따라서 하    

타요가는 고전요가라 불리는 라자요가와 관련하여서는 마음을 중심으로 수행하    

는 라자요가의 예비단계로 간주되기도 하나,4) 육체적인 수행법에 초점을 두는 점  

1) 요가수뜨라의 수행의 체계는 금계(yama), 권계(niyam), 아사나(āsana), 쁘라나야마  

   (Prãnãyãma, 호흡법), 쁘라띠하라(pratyāhāra, 감각제어), 정신집중(dhāranā), 명상  

   (dhyāna), 삼매(samādhi) 라는 8가지로 되어 있어서 8지칙 요가라고도 한다. 

2) ha 와 tha 가 각각 소우주의 태양과 달을 의미하고 요가가 두 원리의 결합(union)'  

   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타요가는 태양 (삥갈라 나디)과 달(이다 나디)의 결합 혹은   

   남성 원리인  śiva와 여성원리인 śakti의 결합을 의미 한다.

3) 딴뜨리즘은 ‘딴뜨라(tantra)'라는 경전에서 설명되는 종교철학이면서 문화이다. 딴   

  뜨리즘의 기원은 역사적으로 분명치 않다. 학자에 따라서 그 기원을 베다 시대로    

  보기도 하고 베다 이전의 시대로 보기도 한다. Georg Feuerstein, Encyclo-pedic   

  Dictionary of Yoga, London: Unwin Hyman, 1990, p.363.



2

에서 다를 뿐 삼매와 해탈을 목표로 하는 점에서 라자요가와 차이가 없다. 이러    

한 하타요가의 신체적 수행법은 정화법, 아사나(asãna), 쁘라나야마, 무드라로      

구분된다. 이중에서 하타요가의 핵심은 요가수뜨라의 제4지칙에 해당하는 쁘라     

나야마(Prāṇāyāma, 호흡법)이다. 

 요가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이상의 고찰로부터 오늘날 일반인에게 보여지   

는 요가수행의 모습은 하타요가 본래의 수행법과 큰 차이가 있다. 오늘날 요가     

의 대중적인 이미지는 고난도의 아사나를 하고 있는 요가 수행자의 모습이 지     

배적이며, 일반대중에게 요가는 고난도의 아사나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단

순한 건강관리나 몸매관리 차원에서 접근 하는 경향이 있다. 하타요가의 주요수행

이 호흡수련 쁘라나야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왜곡되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요가의 체위들이 인도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동작들이고 외형적으로 보여 질

수 있지만 아사나는 쁘라나야마의 준비 과정일 뿐이고, 하타요가에서 중시하는 아

사나는 달인좌, 연화좌, 등 쁘라나야마를 수련하는데 적합한 좌법들이다. 분명 하타

요가는 쁘라나야마에 의거한 고도의 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쁘라나야마에 관한 

연구는 빈약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은 연구의 범위를 문헌으로 설정하고 이미 발표되어진 여러 문헌을 통해

서 쁘라나야마의 의미와 종류를 살펴보고, 쁘라나야마에 대한 이해와 접근도를 높

이고, 보다 나아가 호흡 수련이 심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질병치유와 어떠

한 관련이 있는지를 구체적 실천법으로 살피고자 한다. 

4) 근대 인도의 요가학자인 Swami Vivekananda (1863-1902)와 Sri Aurobindo      

   (1872-1950)는 요가를 바가와드기따에 전거를 둔 bhakti ․ jῇāna-yoga 세 가지    

   요가와 요가수뜨라에 전거를 둔 rājayoga로 분류 하였다. 특이한 점은 이들이 아사  

   나나 쁘라나야마는 물론 mantra ․ kundalinī ․ śkti-yoga와 같은 hathayog적인 행  

   법을 모두 rājayoga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haṭhayoga가 rājayoga에 포함한 배경에  

   는 Maitrī Upanisad(Ⅳ.18)의 六支요가나 고전요가의 六支요가 체계에 근거한다. 여  

   기서는 아사나 쁘라나야마 같은 하타요가를 명상적인 라자 요가의 전단계로 배열하  

   고 있다. 또한, 하타요가 경전인 게란다상히따(5.229)에서�하타요가는 라자요가    

   없이 완성되지 않고, 라자요가는 하타요가 없이 완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요가행자  

   는 훌륭한 guru(지도자)의 지도에 의해서 하타요가 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하   

   여, 두 요가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태영, 「고전요가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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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

    가가가가.  .  .  .  연구문헌연구문헌연구문헌연구문헌

 하타요가의 창시자인 9-10세기경의 고락사 나타 (Gorakṣa-Nātha)는 그 때까지 

이어져 내려오던 요가를 집약해서「하타요가 (Haṭhayoga)」와「고락사 샤다카 

(Gorakṣa-Śataka)」5)을 썼다. 그러나 이 중 「하타요가」는 전해져 오지 않고 14

세기 중엽의 스와뜨마라마 요긴(Svatmarama Yogin)이 쓴「Haṭhayogapradīpikā」

가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더불어「Gheraṇaḍsaṁhitā」와「Śivasaṁhitā｣ 

가 일반적으로 하타요가의 주요 경전으로 다루어진다. 

(1) 하타요가쁘라디삐까 Haṭhayogapradīpikā

 하타요가의 경전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하타요가쁘라디삐까」는「하타쁘라디삐

까」로도 불리며 그 뜻은 ʻ하타요가의 등불ʼ 로 수행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빛과 

같은 것이 되고자 한다는 의미이다. 14세기 중엽에 스와뜨마라마가 썼고 총 4장 

389절로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하타요가의 행법 체계가 완성되게 되었다. 

그 구성내용을 보면 Ⅰ장은 수행을 위한 조건과 아사나에 관한 것이고, Ⅱ장은 정

화법과 호흡법, Ⅲ장은 무드라, Ⅳ장은 명상과 삼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다양

하게 장별로 분류되어 있으나 주된 수행법인 쁘라나야마과 관련되어 있다. 

(2)게란다쌍히따 Gheraṇaḍsaṁhitā

 「게란다쌍히따」는 17세기 후반에 위대한 성자 게란다(Gheraṇaḍa)가 그의 제자 

짠다까빨리(Candakapali)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모두 7장 351절로 이루어져 있다. 

수행법을 중심으로 하여 그 특징을 잘 설명하였고, 아사나의 종류가 가장 많이 소

개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책의 대화적 특성이 아사나의 명칭에도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아사나의 명칭은 여러 제자들의 이름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게란다쌍히따」의 구성내용을 보면Ⅰ장 정화법, Ⅱ장 체위법(Āsana), Ⅲ장 결인 

(Mudrā), Ⅳ장 감각제어(Pratyāhāra), Ⅴ장 호흡법(prāṇāyāma), Ⅵ 명상(Dhyāna), 

Ⅶ장 삼매(Samādhi)로 이루어져 있다. 「게란다쌍히따」의 수행체계는 몸을 정화

시키는 것을 첫 단계로 하여 이것이 더 높은 수행의 경험에 접근하기 쉽게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이유로 원래 8천 4백만 가지라는 아사나를 최종적

으로 32가지의 요긴한 것만 골라서 선보이고 있다. 

5) 위대한 요기 고락사에 대한 소개의 글과 주석으로 38절의 경구로 이루어졌고 원본 그대로 잘 

보존되어 발견된 지 300년이 지난 1894년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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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바쌍히따 Śivasaṁhitā

 「쉬바쌍히따｣는 17-18세기에 씌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작자도 알려져 있

지 않다. 베단따 철학을 강조하였고 쉬바(Śiva)신이 부인인 빠르와띠(Parvati)에게 

요가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총 5장 645절로 이루어져 있다. 각 장의 구성내용은 Ⅰ

장 우주관, Ⅱ장 인간관, Ⅲ장 수행체계, Ⅳ장 무드라, Ⅴ장 삼야마(Samyama )이

다. 이 경전에서는 우빠니샤드의 특징인 범아일여(梵我一如)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기존의 다양한 논의들이 종합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특히 순수정신인 아뜨만에 대

한 강조가 눈에 띈다. 그러나 아사나에 대한 설명은 가장 중요한 네 가지만 나와 

있다. 

 본 논문은 하타요가의 쁘라나야마에 관한 문헌적 고찰로 이상의 세 문헌을 중심

으로 쁘라나야마의 수행의 의의를 비교 ∙ 고찰했으며, 연구문헌으로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영역본을 한글번역과 장 ∙ 절에 대한 번호부여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번역내용을 이태영의 「요가-하타요가에서 쿤달리니 탄트라까지｣ 

(2000)참조하였다.

 

        나나나나. . . . 연구내용연구내용연구내용연구내용

 본 논문은 인간의 생명력의 원천인 쁘라나를 살펴보고  쁘라나야마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심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고찰하였다. 각 장르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요가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개념인 쁘라나의 어원과 의미를 출

발점으로 삼고 쁘라나의 역활과 특징을 바탕으로 요가체계에서 쁘라나 조절의 필

요성을 강조하였다. 

 제3장은 쁘라나야마의 구체적인 의미는 쁘라나를 어떻게 정의하는 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다. 쁘라나는 생명의 근원 또는 우주의 생명력이라는 의미가 보편

적이다. 따라서 쁘라나야마를 단순히 호흡법으로 명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왜냐

하면 호흡법은 쁘라나야마에 도달하기 위한 많은 수행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쁘라나야마의 의미와 구성, 하타요가 경전에 소

개된 쁘라나야마의 종류로 나디 정화호흡을 비롯, 총11가지 쁘라나야마별 수행법

의 각각 용어의 어원을 살펴보고, 그의 방법과 수행 시 유의사항, 그에 따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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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장에 쁘라나야마 수행의 특징을 비교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하타요가 경전

을 구성하는 신체적, 생리적 수행법으로 아사나, 반다, 무드라를 살펴보았다. 아사

나는 쁘라나야마 수행을 위해 필요한 좌법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반다는 물라반다, 

잘란다라 반다를 각 반다별 수행법별로 수행요령, 효과 등을 경전에 입각하여 살펴

보고 무드라는 마하, 마하베다, 나보, 샥띠 찰라나, 까마귀 무드라의 수행법을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각 쁘라나야마 수행의 의의와 질병치유 와의 관계

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을 통해 고찰해본 쁘라나야마의 수행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바람직한 호흡은 우리의 신체를 적절한 생리와 신진대사 상태로 가져다주고 저장

된 에너지를 적절히 관리해 준다. 따라서 올바른 쁘라나야마의 수행은 육체와 정신

의 기능이 좋아져서 건강해지고 심신의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쁘라나 

조절을 통해서 마음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 不動心, 즉 삼매에 까지 이르도

록 한다는데 종교 철학적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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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2222장장장장. . . . 쁘라나쁘라나쁘라나쁘라나(prana)(prana)(prana)(prana)

  1. 1. 1. 1. 쁘라나의 쁘라나의 쁘라나의 쁘라나의 어원과 어원과 어원과 어원과 의미의미의미의미

  쁘라나prāṇa는 산스끄리뜨어로 pra(앞)+²√na(호흡하다, to breathe)에서 파생된  

결합어이다. 쁘라나를 呼吸으로 번역하는 것은 문자적 의미에 충실한 번역이지만   

쁘라나의 의미와 역할은�氣�에 가깝다. 기는 원래의 글자가 气(호흡) 라는 문자

이다6). 이 둘은 중국과 인도가 거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보여 지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감지될 수 있는 현상이

기 때문이다. ʻ호흡, 활력, 생기, 정신, 우주정신, 입 코 눈 귀 등의 감각기관ʼ 등을 

의미하고, prāṇa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산스끄리뜨어는�apāṇaʼ,�śvas�śvasita�

asu�등이 있고, 그 동사형으로는 pra-√an, apa√an, svas(호흡하다, 탄식하다), ā√ 

śvas, ud√ śvas, nis√ śvas, pra√ vā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은 Vedas에

서 극히 일부분에서만 보이며, 위 용례를 대표할 수 있는 용어가 prāṇa이다7).

요가에서 쁘라나(prāṇa)는 대게 호흡으로 변역되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기는 쉽    

지 않다. 쁘라나는 전 우주의 모는 차원에 걸쳐 스며들어 있는 에너지이다. 그것   

은 물질적, 정신적, 지적, 성적인 에너지인 동시에 영적이고 우주적인 에너지이며,  

모든 진동하는 에너지이다. 열, 빛, 중력, 자력, 전기 같은 모든 물리적 에너지도   

쁘라나이다. 그것은 모든 행위의 원동력으로서 창조하고 유지하고 또 파괴하는 에  

너지이다. 원기, 힘, 생명력, 생명과 영혼 이 모두가 쁘라나의 형태이다8). 하타   

요가쁘라디삐까(Haṭhayogapradīpikā) 2장 3절에 따르면, 쁘라나가�체내에 있는 

동안을 살아있다고 하고, 쁘라나가 몸에서 떠난 것을 죽음이라고 한다. …ʼ고 하여, 

인간의 삶과 죽음의 기준을 쁘라나에 두고 있다. 인간은 쁘라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쁘라나는 꿈꾸는 동안이나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작동한다. 그렇지 않

다면 잠자는 순간에 쁘라나가 작동하지 않아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살아있는 

6) 氣의 원래 글자는 내쉬는 숨의 기체가 상승하는 모양을 상형문자로서 호흡을 의미  

   한다. 호흡이 생명을 유지하는 힘을 생각하여 생명력 또는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생  

   리적 의미가 강하다. 여기에 영적인 힘을 생각하였고 일보 전진하여 인간 생명력의  

   관념을 자연에 의인적으로 투사한 것이 천지天地의 氣라는 관념이다. 동양의 氣라  

   는 의미와 거의 유사하다. pneuma를 엠페도클레스는 ‘공기’ 또는 ʻ내쉬는 숨ʼ으로   

   본다.

7) 문을식,「VEDA에서 Prāṇa의 의미 고찰」,「동국사상｣ 제22호.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학생회, 1989) p.123.

8) B.K.S.Iyengar (문지희 譯), 요가호흡, 서울: 문지희 요가연구회, 1994,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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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에 인체 내에서 쁘라나가 어떻게 작동되는 지는 개인 영혼(jivaātaman)이 경

험하는 4가지 차원의 의식 상태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4가지 차원의 의식상태란 깨어있는 상태, 꿈의 상태, 깊은 잠의 상태, 뚜리아      

(turiya) 또는 초의식 상태(superconscious mind)로 표현된다. 보통의 쁘라나     

(sthūla 또는 gross prāṇa)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의식(conscious mind)을 통해    

서 작동되고, 꿈의 상태에서는 잠재의식((subconscicus mind)을 통해서, 그리고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의식(unconsciocs mind)을 통해서 작동된다. 그러나 뚜

리아(turiya)에서는 보통의 쁘라나는 정지되고, 물라다라 짜끄라로부터 발생되는 

sūkssma라고 하는 subtle prāna가 작동된다.

 한편으로, 쁘라나의 의미를 샹키아 철학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샹키아    

철학에서 뿌루샤는 영적 원리 또는 의식이고 쁘라끄리뜨(prakrti)는 에너지와 물   

질을 나타내는 원리이다. prakrti가 prāna에서 접두어 pra와 행위(action)를        

의미하는 krti로 구성되는데, 이로부터 쁘라끄리는 쁘라나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   

된다. 의식(뿌루샤)영적이고 쁘라나(쁘라끄띠)는 동적이다. 쁘라나는 존재의 원인   

도 아니고 의식의 그 결과도 아니다. 의식은 그 원인도 아니고 쁘라나는 그 결과  

도 아니다. 쁘라나와 의식은 만물의 성질을 결정짓는 존재의 양면이다. 뿌루샤는   

의식으로서 움직이게 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 자체는 自動的이 없다. 쁘   

라나 로서의 쁘라끄리띠는 모든 것에 나타난다. 그것은 움직이는 힘은 있으나 자   

신의 의지는 없다. 뿌루샤는 쁘라끄리뜨 또는 의식과 쁘라나의 결합으로부터 행동  

이 일어난다. 이에 대해서 샹키야에서는 ‘뿌루샤는 볼 수 있으나 걸을 수 없는     

반면에 쁘라끄리띠는 걸을 수 있으나 볼 수 없다’는 것으로 비유한다. 딴뜨라 문   

헌 에서 쁘라나를 여성적 원리로, 意識을 남성적 원리로 상징화한다. 이것은 쉬바

와 샥띠라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두 힘은 독립적이면서 상호 의존적이다. 

두 힘이 결합 될 때 창조가 일어나고, 분리될 때 소멸이 일어난다9).

리그 베다에서 우파니샤드에로 가는 가교의 위치에 있는 아타르바-베다 시대에    

이르면, “쁘라나 찬가10)�에서 쁘라나는 일체의 주(主)로서 일체를 지배하고, 일   

9) Swami N.S., Prāna Prãnãyãma Prāna Vioya, Dlhi : Bihar School of            

    Yoga, 1994, p.17-21.

10) “쁘라나 찬가” 중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숨을 밖으로 내고 있는 그  

    대에게 경례하노라. 숨을 안으로 쉬고 있는 그대에게 경례하노라.… 쁘라나는 모든  

    생물을 얼싸안는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을 안아 주듯이 쁘라나는 호흡하는 것,  

    호흡하지 않는 것, 그런 모든 것의 지배자라… 태내(胎內)에서 사람은 숨을 쉬는   

    도다. 숨을 마시고 내뿜는 도다. 쁘라나여, 그대가 활기를 띌 때에, 그 때 그는 다  

    시 태어나도다. … 잠자는 자에 있어서 몸을 곧게 하여 눈을 뜨고 결코 옆으로 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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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속에서 인간이나 동물 등의 잠을 자더라도 잠을 자지 않는 최고 원리이자    

창조신으로 발전 한다11). 또한 Yoga-Vāsishtha (Ⅲ.13.31)12)에서는 쁘라나를 모  

든 존재의 바탕이 되는 “진동하는 힘(vibratory power)"으로 정의하고 있기도     

한다.

 이렇게 쁘라나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숨쉬기라는 생리적 의미에서 생명의 근원, 

더 나아가 우주의 생명력 또는 우주의 존재원리나 창조자의 의미로 확대 되었다. 

구약의 창조신화에 나타나듯이 고대 철학에서 호흡은 생명 ․ 영혼 ․ 창조의 원리와 

신성이 인간에 내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숨을 쉰다는 것은  한 개체의 생

명활동이면서 동시에 우주적 생명력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13). 쁘라나는 단순히 호

흡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 상호 침투하고 지탱하는 생명력이다14).

    2. 2. 2. 2. 쁘라나의 쁘라나의 쁘라나의 쁘라나의 역할역할역할역할

    

 Prāna는 모든 것의 근원적인 원천이며 개인의 불면하는 내부적 정수로서 몸 안   

에서 다양한 호흡(apāna)과 기능들로 나타난다.

쁘라나는 현대과학으로 인체에 기가 흐르고 있다고 입증된 바는 없지만, 요가 수행

에 있어서 몸으로 체득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에너지다. 힌두 전통은 쁘라나를 

인간의 생명에너지로 본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생명 에너지를 부여 받았는데, 호흡

    지 않는다. 어떤 것이고 잠자는 자에게서 그도 잠자지 않나 니라. “김순금, ｢인도  

    종교사상 강의안｣, 2003, pp.39-40. 

11)�쁘라나(prāna)는 만물에 생기를 부여하는 원천으로 찬양된다. 후기 인도 형이     

    상학에서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는 쁘라나에 대한 교의가 ｢아타르바 베다｣ 에서 처  

    음으로 언급되며, 이것은 아마 Rig-Veda에 있어서 공기 원소의 발전된 형태 일   

    것이다.�Sarvepalli Radhakrishaa (이거룡譯)「인도 철학사」,서울 : 한길사1997,  

    p.177.

12) Yoga-Vāsishtha-Rāmāyana는 고상한 산스끄리뜨 문자로 씌어진 30,000절 내    

    외의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서, 위대한 Rāmāyana 서사시의 저자      

     Vālmīki의 작품으로 간주된다. Yoga-Vāsishthasms는 Rāmā왕자와 그의 스승인     

     Vāsishtha간의 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3) 이태영, 「하타요가」. (서울 : 여래, 2003), p.130.

14) Frauwallner, History of Indian Philosophy (2 voks) (Delhi: Motilal Banarsdass, 1973),  

 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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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은 바로 이 생명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매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도사상은 인간 구성의 중심에 아뜨만이 있다고 인식하듯이 쁘라나   

를 육체적 활동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다15).

 G․Krishna는 “요가의 전체 탐험은 단지 쁘라나의 힘의 놀이일 뿐이다16)�라고    

하여 요가의 과정에서 쁘라나의 현저한 중요성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prāṇa는 다른 prāṇa들의 통치사(samrāj)이고 그들에게 몸 안의 저마다의 자리     

로  갈 것을 지시한다17).

그리고 쁘라나는 인체 내에서 각각의 기능을 달리하며 분포해 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며, 이 에너지들이 응집된 곳이 짜끄라 이다. 이러한 에너지들의 과

부족이나 기도의 통로가 막혔을 때 질병이 일어난다. 이러한 것들의 해소법 중 호

흡이 제일이며, 또한 호흡을 통해서 인체 내에 잠재해 있는 근본에너지가 발현된다

고 본다. 그것을 요가에서는 쿤달리니의 각성이고, 이러한 잠제에너지를 요가는 수

슘나 기도를 통해 사하스라라-짜끄라로 끌어 올리는 방법이다.

중요한 것은 요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육체수행의 체득에 의해서 가능하며, 최고

15) Jean Varenne, Yoga and Hindu Tradiuon (Chicago : Univ, of Chicago        

     Press, 1976, pp.111-112.

16) G․Krishna, The Dawn of a Science (New Delhi: Kundalini Research and      

     Publication. Trist, 1978), p.223.

17) PU,3,에 의하면 prāṇa는 눈,귀,입,코에 위치해 있고,태양에 의해 지지된다.(anugṇhnāna)
MaitU.2.6.은 그것이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진술한다.그러므로 그 둘은 보편적으로는 같은
의견이지만, UP의 주장은 prāṇa가 감각 기능 중 단 하나,즉,눈으로만 연결되어 있다고 말
한 상징적 상호 연관은 긴장 관계에 있다.
prāṇa와 관련하여,UP.3은 그것이 배설과 생식 기관(pāyūpasthe)에 위치해 있고 땅의 신에
의해 지지된다고 주장한다.이것은 apāna가 아래쪽으로 이동한다고 한 MaitU.2.6과 일치하
는데,이것은 그것이 언어와 연관이 있다고 사는 사실과는 양립할 수 없다.Vyāna는 UP.3에
의하면,nāḍī안에서 움직이고,그것에 의하여 MaitU.2.6과 BAU.3.9.26이 제시하듯,prāṇa와
apāna를 지지하면서 이동한다.다시 이 정보는 위에 언급된 귀와의 연관성과는 양립될 수
없다.UP.3은 samāna를 몸 안의 가운데에 위치시키는데,MaitU.2.6에 의하면,그곳으로부터
음식의 필수 영양소 (dhātu)를 다양한 기관으로 퍼뜨리며,이것은 SB와 BAU에 제시된 더
일반적인 개념 ‘prāṇa’에 외해 수행되는 기능이기도 하다.udāna는 UP.3에서 tejas(열기,빛)와
동일시된다.죽음의 순간에 몸을 떠나는 것을 그 사람의 장점이나 단점에 따라서,nāḍī중 하
나를 통하여 좋은,나쁜,혹은 인간의 세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MaitU.2.6에서 그것은
아주 다른 기능을 가진다.마시고 먹었던 것을 앞으로 내뿜거나 삼키는 것이다.
PeterConnolly,VitaiisticThughtinIndia(Delhi-India;SriSatguru,1992),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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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관지를 얻어 개인의 영혼이 최고의 우주적인 것과 용해되어 개인성이 용해되

고 초 의식적인 세계로의 용해로 이끄는 것이다.

3. 3. 3. 3. 쁘라나의 쁘라나의 쁘라나의 쁘라나의 특징특징특징특징

                

 Prāna는 요가 수행에서 아주 중요한 기본 개념이다. 우주는 살아있으며, 생명   

력이 있다. 이 생명력을 Prāna라고 하는데, 우주의 바람과 같은 운동성을 속성     

을 갖고 있으며, 인체의 생리적 활동을 이끌어 생명을 유지한다.

비베카난다는 쁘라나를 신체적 활동뿐 만 아니라 마음의 활동과 사고 작용에 있  

어서도 근원이 되는 힘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육체의 모든 힘과 감각기관의 기능   

그리고 마음을  Prāna의 작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것은 모든 곳에 퍼져있는   

‘유기적’ 에너지이기도 하다. 유기적 에너지로서의 쁘라나는 숨, 호흡, 생명, 활기,  

바람, 에너지와 힘을 의미한다. 한편, 쁘라나는 육체와 상반되는 개념으로서의 ‘영  

혼’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는 Prāna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간에게 있어 신체의 작용으로서 신

경체계의 흐름으로서 사고 작용의 힘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Prāna다18).

다시 말해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근원적 상태로 되돌아 용해된 것을 Prāna라     

할 수 있다. 또한 Prāna란 무한, 편재, 현현하는 바탕으로서의 힘, 에너지 같은     

것이며 생명력 또는 활동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것을 Prāna의 현현  

이라 할 수 있다.

 넓은 의미로써 Prāna는 우주에 충만한 것이며, 작게는 인간의 생명유지    여부

를 결정짓는 일차적 요소다. 

Prāna와 氣는 사람의 호흡이라는 뜻에서부터 생명력 또는 활동의 근원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Prāna는 모든 氣를 총칭한다. 좁은 의미로는 상승하는 성향   

을 가진 氣로서 가슴에서 호흡과 순환을 담당한다. 이것은 인체 내에 있는 에너지  

śakti로 생리적인 의미가 강하며, Prāna는 확대되어 우주에 추만하고 광대한 것    

이며, 사람의 몸에도 가득 찬 것이다19).

한의학적인 측면에서 氣란20)우주를 채우고 만물을 구성하고 만물의 성질을 만     

18) Vivekananda, Raja Yoga (New; Ramakrishna-Vivekananda, center, 1955), p.34-40.

19) 이태영, ｢요가의 이론과 실천｣. (서울: 민족사, 1988), p.57.

20) ‘氣’자에서 ‘기운 기气’는 하늘에 세 겹의 층을 이루고 떠 있는 구름을 의미하고    

    ʻ쌀 미米ʼ는 벼나 기장과 같은 귀하고 좋은 곡식의 열매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그  

    러므로’氣‘는 공기와 쌀 등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나 원천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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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실체(實體)인데, 氣에는 물질적인 의미와 기능적이고 작용적인 의미가 동시   

에 들어 있다. 몸속을 채우는 氣는 장부(臟腑)와 지체를 구성하며 생명 활동을     

일으키고 유지하는 존재이며 빛이 입자성(粒子性)과 파동성(波動性)을 동시에 나타

내는 것과 같이 氣는 물질적이면서 동시에 에너지이다21).

이러한 氣는 위로 오르고 아래로 내리고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어가는 승강출입 

(昇降出入) 운동으로 인체의 생리기능을 유지한다.

인도 의학서 아유르베다22)는 쁘라나(prāna)를 우리 몸 내부의 활력인 생체 에너지  

로 본다. 아유르베다에서는 대우주의 자연 생태계의 힘이 우리 몸에 연장 되고     

표현된 것을 세가지 기질23)로 표현 했으며, 그 체내에 있는 세 가지의 요소인     

‘생명 에센스’라 부르는 쁘라나(prāna, 생명력), 테자스(teja, 인체의 근본 에너지), 

오자스(oja, 신진대사의 원동력)의 구성으로 보았다.

이 중 prāna는 제일 생명력으로 미묘한 공기 에너지로서 모든 마음-몸 작용의     

이면에 있는 으뜸 세력이고, 호흡, 감각, 마음의 조정을 책임지며, 내적인 수준에   

서는 보다 높은 의식 상태 계발을 관장한다. 마음속에 있는 prāna는 마음이 움직

이고 삶의 도전들에 반응하게 해 주며, 보다 깊은 의식 속에 있는 prāna는 환생의 

절차를 거치는 내내 우리에게 에너지를 부여하며 우리 본질의 모든 면에 생명을 

준다24).

prāna는 음식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액체 그리고 물론 호흡을 통해서도 받아 들    

여지는 생명 에너지이다. 체액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prāna에 의해 에너지를 부여  

받으며, prāna는 청각과 촉각을 통해 흡수되기도 한다25).심리적 불균형은 생명     

    는 뜻이 있다.

21) 정통침뜸교육원,  ｢침뜸의학개론｣ (서울: 정통침뜸연구소, 2002) p.85.

22) 아유르베다는 두 단어 'Ayu(새영)과 ‘Veda'(지식)의 합성어로서 ʻ생명의 과학ʼ이    

    라 뜻으로 본질적으로 “신체-정신-영혼”의 의학이다. 또한 인간(소우주)과 우주   

    적 환경(대우주)이 연속체라고 본다. 소우주란 개별적인 생물체이자 에너지로서    

    대우주의 산물이다. 

23) 다섯 가지 조대요소인 흙, 물, 불, 공기, 에테르는 인간의 육체 안에서 세 가지 기  

    본적인 성분, 또는 기질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뜨리도샤라고 한다. 에테르와 공기의  

    요소로부터 공기적 성분인 와따 도샤(vāta  dosa)가 나타난다. 또한 물과 불의 요  

    소로부터 불의 성분인 삐따도샤(pitta dosa)가 나타나며, 흙과 물의 요소로부터 물  

    의 성분인 까파 도샤(kapha dosa)가 나타난다. 김은옥, ｢아유르베다와 요가의 정  

    화법 비교 연구｣(서울: 원광대 석사논문, 2005), p.9.

24) 데이비드 프롤리 지음, 정미숙 옮김, ｢아유르베다와 마음｣(서울: 슈리 크리슈나나  

    스  아쉬람, 2006), p.44.

25) 정미숙, 위의 책,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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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스와 관련이 있는데, prāna는 정신에서의 정열과 표현을 책임지며, prāna가   

없으면 우울증과 정신적인 정체를 겪는다.

 마음은 감각 기관, 운동기관은 통해 작용하면서 prāna를 처리한다. 마음은  숨처

럼 불안정하게 타고 났으며 쉽게 동요되고 산란해 질 수 있다. 그것은 마음    의 

동요에 의해 여러 가지 행동을 부추겨 심리적 문제만이 아니라, 신체적 문제    를 

일으키도록 할 것이다. 외적마음은 감각 기관과 prāna를 통해 제한된다.

감각을 통제하는 요가 수행을 하면 prāna가 깨어나기 시작한다. 우리는 호흡을    

통해 팽창된 에너지를 경험하거나, 몸을 통해 움직이면서 미묘한 역량들을 일깨    

우는 에너지의 다양한 흐름을 느낀다. 각성된  prāna와 각성된 지성은 관련되어   

있다. 붓디(buddhi)가 깨어나면서 prāna도 깨어나며, prāna가 깨어나면서 붓디   

도 깨어난다. 각성된 생명과 각성된 지성은 함께 움직인다.

쁘라나는 그 움직임과 작용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누어진다26).

4. 4. 4. 4. 요가체계에서 요가체계에서 요가체계에서 요가체계에서 쁘라나 쁘라나 쁘라나 쁘라나 조절의 조절의 조절의 조절의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호흡조절은 말, 몸, 그리고 마음의 제어이다27). 마음은 몸을 순환하고 있는 생명

력의 진동 prāna-spanda28)에 의해 자극을 받는다. 반면 생명력을 원초적 욕망 

26) David Frawley, Ayurveda and the Mind-The Heaiing of Consciousness(Delhi  

    : Motilal Banarsidass Pubishers Private Ltd, 2004), p.314. 

27)  Uddhava-Gītā 17.

28) prāna-spanda(‘호흡의 진동’): Laghu-Yoga-Vāsishtha(V.9.78)에 따르면, 언제나  

   역동적인 생명의 힘(prāna)이 멈출 때, 생각의 운동도 그와 같이 멈춘다.

 Prāna 신체적 위치 신체적 작용 미묘한 작용

vyāna바유-

확산 생명력

가슴과 마사지

전신에 스며듦
움직임과 순환 정신적인 순환과 팽창

uddāna바유-

상승 생명력

목구멍

가슴상부
언어, 날숨, 성장

열망, 정열, 노력, 

정신적 성장

prāna바유-

내향적 생명력
가슴과 뇌

삼키다, 들숨,

감각인식

정신적 에너지부여와 

수용성

samāna바유-

균등화 생명력
배꼽 소화와 물질대사

apāna바유-

하향적 생명력
배꼽 아래 배설, 생식, 면역 정신적 배설과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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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āsanā) 에 휩싸이며, prāna의 진동의 조절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강제적인  욕

망의 힘을 초월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29).

�마음작용의 원인이 되는 것은 훈습(薰習)30)과 기(氣) 이다. 기를 통제하는 것은  

의식을 통제하는 것이고, 의식을 통제하는 것은 기를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므   

로 이 둘 중의 하나가 소멸될 때는 둘 다 소멸한다31).�

 호흡의 실천은 모든 하타요가의 수행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호흡법의     

실천이 요가 수행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요가에서는 호흡이야말로 영적 진보의    

동력이며 요가 수행자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로 바꾸어주는 연금술적 과정   

을 일으키는 촉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32).

하타요가 철학에서 인간의 윤회전생하며 쌓아온 업에 따라 살아가는데, 이러한    

삶에서 업으로 인한 생명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 호흡이다. 호흡은 생명만을 유   

지하는 작용이 아니다. 즉 호흡이 업(karma)을 작용하게 한다. 따라서 호흡법을    

수행함으로써 전생에 쌓은 업과 현생에서 생긴 업까지도 소멸할 수 있다.

그래서 하타요가 경전에서는 요가수행자는 호흡수행으로 모든 업을 소멸해서 해탈

한다고 한다33).

MaitU.6.25에서는 “숨과 마음의 하나 됨, 감각들의 하나 됨, 그 어떤 상태의 존재

도 모두 사라지는, 이 과정을 요가”라고 호흡의 중요성을 말한다.

   Georg Feuerstein, Encycloped ic Dictionary of YOGA

   (London: Unwin Paperbacks, 1990), p.267. (이하 Georg Feuerstein (1990)으로  

   약칭함)

29) 바이슈타에게 있어서 마음(manas)은 에고의식을 의미한다. 그것은 근본이 되는 욕  

    망(vāsanā)의 힘에 의해 나아가는 상상력이 풍부한 의지의 과정을 통해 자신을 가  

    진 미친 사람에 비유한다. 

    Georg Feuerstein, The Yoga Tradition (Delhi: Motilal Banarsidass, 2002),    

    p.403. (이하 Georg Feuerstein (2002)으로 약칭함.)

30) ‘훈습(薰習)ʼ은 불교용어로 ʻ습기ʼ라고도 한다. 윤회하면서 전생의 결과가 현생의 성  

    격으로 나타난 심리적 성향을 말한다.

    이태영, ｢요가-하타요가에서 쿤달리니 탄트라까지｣(서울: 여래, 2000), p.278.

31) HYP. Ⅳ22.

32) Jean Varenne, Yoge and the Hindu Tradition(Chicago Univ,Chicago           

     Press,1976) p.158.

33) 이태영 ,「하타요가｣ (서울; 여래, 2003),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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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3333장장장장. . . . 쁘라나야마쁘라나야마쁘라나야마쁘라나야마((((pppprrrrāāāāṇṇṇṇāāāāyyyyāāāāmmmmaaaa))))

    1. 1. 1. 1. 쁘라나야마의 쁘라나야마의 쁘라나야마의 쁘라나야마의 의미와 의미와 의미와 의미와 구성구성구성구성

   

 prāṇāyāma는 ‘ prāṇa’와 ‘āyāma' 또는 ʻprāṇa’와 ‘yāma'로 구성된다. āyāma는   

연장 또는 확장을 의미하고 yāma는 통제, 억제, 조절을 의미한다. 따라서 쁘라     

나야마는 쁘라나를 통제하고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쁘라나야마의 구체적인 의미는 쁘라나를 어떻게 정의하는 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쁘라나를 숨 또는 호흡(breath)으로 이해하여 쁘라나야마   

를 호흡의 연장 내지 통제 기법(breath control)으로 단순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쁘라나는 생명의 근원 또는 우주의 생명력(life     

force)이라는 의미가 보편적이다. 따라서 쁘라나야마를 단순히 호흡법으로 명명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호흡법은 쁘라나야마를 도달하기 위한 많은 수    

행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34).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Haṭhayogapradīpikā, Gheraṇaḍsaṁhitā, Śivasaṁhitā 등    

의 하타요가 경전에서 소개되는 쁘라나야마 수행법을 호흡법으로 번역하여도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쁘라나는 몸에 머무를 때만이 생명이 유지될 수 있고, 마음과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이다. 이러한 쁘라나를 통제 ․ 조절하여 不動心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쁘라나야마이다. 나아가서 쁘라나야마는 쁘라나의 조절을 통해서 몸 안에 있  

는 신성한 우주의 힘인 꾼달리니 샥띠는 일깨워서 수슘나 나디를 타고 머리 꼭    

대기로 상승케 함으로써 꾼달리니 샥띠와 쉬바가 결합되어 사하스라라 짜끄라가   

각성된 깊은 삼매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쁘라나야마는 세 가지 과정으로 되어 있다. 첫째는 숨을 마시는 들숨(pūraka)이   

 고, 둘째는 공기로부터 쁘라나 에너지를 흡수 ․ 분배하는 주된 방법으로서 숨을   

34) 또한, Pataῇjali 는 요가수뜨라(2.49)에서 prānāyāma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호  

    흡법 이라는 것은 들숨과 날숨의 움직임에 대한 통제이며, 그것은 아사나(firm     

    posture)가 실현된 뒤에야 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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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신 상태에서 호흡을 멈추는 止息, 즉 꿈바까(kumbhaka)이며, 셋째는 마신 숨을  

내쉬는 날숨(recaka)이다. 이중에서 꿈바까는 쁘라나야마와 동일한 의미로 자주    

사용 된다35). “이것은 들숨과 날숨 혹은 숨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등의 규제이며, 

숨의 길이 ∙ 부피 ∙ 참는 정도에 대한 규제이고, 숨을 길게 연장시키고 연마시키는 

훈련이다.”라고 볼 때 통칭하여 호흡 통제 ∙ 조절 ∙ 수련이라 할 수 있다36).

많은 경전들에서는 호흡 수련이 육체의 불멸을 위한 최고의 비결이라고 간주하고 

있다37).

들숨 할 때는 우주적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내가 참자아(Ātman)인 것을 인식하는 

것이고, 내적정지를 할 때는 우주정신(절대)과 개인적인 영혼(jīvāman)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다. 날숨 할 때는 오염된 공기와 독소를 배출하고, 모든 감정과 사고

가 호흡과 함께 비워지고, 망상을 몰아내어 뇌를 휴식케 하고 외적정지를 할 때는 

자아를 버리고 쁘라나의 형태로 우주의 쁘라나와 융합된 상태이다. 다시 말해서 마

음이 정화되고 집중되어 나의 본성, 궁극적 실재에 대해 이해가 가능해진다. 즉 쁘

라나야마는 신체내의 쁘라나와 이미 우주에 존재하는 질서정연한 쁘라나와 조화를 

이루게 한다38).

요가의 목적은 마음의 조절과 안정에 있다. 감정의 흥분은 호흡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호흡의 신중한 조절은 감정의 흥분을 제어하며, 감각기능을 조절 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호흡기를 튼튼하게 하고, 신경조직을 안정되게 하며, 갈망과 욕

망을 이완시켜 준다. 

생명력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요가수행자는 몸 안에 쁘라나 에너지를 

세운다. 그것이 적절하게 배치될 때 머리 정점(브라흐만의 열린 틈)에 있는 감추어

진 문을 열 수 있다. 개별화된 생명력이 우주적 생명력과 다시 결합 하는 것은 여

기서부터 이다39).

35) “호흡조절은 날숨과(reca-pūraka) 그리고 멈추는 숨(kumbhaka)이라는 세 가지 작용에 의한  

  것으로 말해졌다.” HYP.2.71.

36) 박영길, 「하타요가 체계에서 Prāṇāyāma」, 「한국 요가협회」 제3회, 서울: 2007.

37) 이태영,｢호흡 수련의 종교적 역할｣,「회당학보」 제4집(서울: 회당학회,1996), p.214.

38) 이형록,「아슈땅가 요가」(서울; 춘해대 출판부, 2005), p.228

39) Georg Feuerstein(2002), 앞의 책, PP.5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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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유지나 정신 역시 쁘라나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정신의 지

배는 호흡에 의해서 가능하다. 명상이란 호흡에 의해서 안정되고 강화된 정신으로 

다시 쁘라나를 순화하여 근본자아가 발현 되도록 하는 것이다. 

 쁘라나야마는 들숨(pūraka) ․ 지식(止息, kumbhaka) ․ 날숨(recaka)의 세 가지 요

소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각 요소들에 대해 1)호흡 (들숨, 날숨, 지

식)의 시간길이, 2)들숨의 깊이, 3)호흡(들숨, 날숨)의 속도 등을 조절한다. 다양한 

쁘라나야마 호흡법은 이들 6가지 요소의 조합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특히, 호  

흡의 길이를 조절하는 것은 쁘라나야마 수행에서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하타    

요가 쁘라나야마 기법은 가능한 오래 참고 견디는 止息(kumbhaka)을 강조한다.    

그리고 들숨(pūraka) ․ 지식(止息, kumbhaka) ․ 날숨(recaka)간의 길이의 비율도 

중시되는데, 이 는 이 비율을 지킴으로써 집중상태를 지속시키고 자율신경계의 충

동적 욕  구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들숨, 지식, 날숨의 이상적인 비율은 일반

적으로 1:4:2 로 한다.

 하타요가의 쁘라나야마 수행은 척추 기저에서 잠들어 있는 근본적 생명력인 꾼   

달리니를 깨어나게 하고, 이는 수슘나(suṣumnā) 나디를 통해 사하스라라 짜끄라   

까지 끌어 올림으로써 해탈을 얻기 위한 수련법이다. 쁘라나야마는 꾼달리니를     

효과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해서 무드라(mudrā)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수행한다.     

신체의 특정부위를 수축시키는 반다는 무드라의 일종으로서 쁘라나야마의 수행    

으로 생성된 쁘라나에너지가 분산되지 않고 특정 부위에 정확히 흘러가도록 하    

기 위해 행한다. 쁘라나야마 수행에서 반다는 없어서는 안 되는 행법이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물라반다를 하고, 들숨이 끝났을 때 잘란다라 반다를 하며, 止息이  

끝나고 숨을 내쉬기 전에 우디야나 반다를 한다.

    2. 2. 2. 2. 쁘라나야마의 쁘라나야마의 쁘라나야마의 쁘라나야마의 종류와 종류와 종류와 종류와 방법방법방법방법

  

        가가가가....    문헌에 문헌에 문헌에 문헌에 나타난 나타난 나타난 나타난 쁘라나야마의 쁘라나야마의 쁘라나야마의 쁘라나야마의 종류와 종류와 종류와 종류와 방법방법방법방법

 하타요가경전에서 소개하고 있는 쁘라나야마는 총 11종으로 Haṭhayogapradīkā와 



17

Gheraṇḍasaṁhitā, Śivasaṁhitā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Haṭhayogapradīkā에서는 

쁘라나야마 수행과 관련하여, 맨 먼저 나디쇼나다(Nāḍīśodhana)라고 알려진 나디

정화 호흡법을 소개한다. 이 문헌에서는 쁘라나야마의 종류로 태양관통호흡

(sūrya-bheda), 승리호흡(ujjāyi pranayama), 싯소리호흡(sītkārī), 냉각호흡(Śītalī 

prāṇāyāma) 풀무호흡(bhastrikā prāṇāyāma), 벌소리호흡(bhrāmarī prāṇāyāma), 

자아상실호흡(mūrcchā prāṇāyāma), 부상호흡(plāvinī prāṇāyāma) 등 8종만을 쁘

라나야마의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Gheraṇḍasaṁhitā에서는 Haṭhayogapradīkā와 

같이 쁘라나야마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Nāḍīśodhana을 설명하고, 여기에서

는 Haṭhayogapradīkā 8종의 쁘라나야마 중 싯소리호흡(sītkārī)과 부상호흡

(plāvinī prāṇāyāma)을 제외한 6가지와 Haṭhayogapradīkā에는 없는 결합호흡

(sahita prāṇāyāma)과 완전호흡(kevalī prāṇāyāma)이 추가되어 있다. Śivasaṁhitā

에는 나디정화호흡(Nāḍīśodhana prāṇāyāma)외에는 수행방법이나 명칭이 명확하지 

않고 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1) 나디정화호흡 (Nāḍīśodhana prāṇāyāma)은 산스끄리뜨어 nāḍī(쁘라나 통로)

와  śodhana(purification, 정화)가 결합되어 파생된 말이다. 따라서 나디정화호흡  

은 nāḍī를 정화하기 위한 수행법이다.

부적절한 음식, 과음 및 흡연 등으로  nāḍī가 오염되게 nāḍī에 結節(granthi)       

이 생겨서 쁘라나가 자유롭게 순환할 수 없다. 이렇게 nāḍī가 오염되고 막히면     

쁘라나야마를 수행할 지라도 쁘라나가 몸의 중앙을 관통하는 수슘나 나디로       

흘러 들어갈 수 없다. 또한 수슘나 나다가 충분히 정화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      

서 고도의 쁘라나야마를 수행하게 되면 꾼달리니 샥띠의 상승으로 수행자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운마니 상태(unmani avastā)40)에 이를      

수도 없고 요가의 목적인 해탈도 달성할 수도 없다.

40) unmana avastā avast("state")는 prāna의 통제를 통해 성취되는 하타요가 삼매   

    (samadhi)상태이다. 라자요가에서는 asamprajnata samadhi라고 불리고, 갸나요   

    가에서는 nirvikalpa samadhi 또는 turiya라고 부른다. 박티요가에서는 bhaba     

    samadhi 또는 sef-surrender라고 불린다. Swami Vishnu-Devananda, Hatha    

    Yoga Pradipika, Delhi:Om Lotus Publications, 1987,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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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ṭhayogapradīpikā와  Gheraṇḍasaṁhitā의 호흡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화좌 (padmāsana)를 한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쪽 콧구멍(삥갈라   

      나디)을 막고 왼쪽 콧구멍(이다 나디)을 통해 숨을 마신다. 들이마신 숨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체내에 유지한 후 오른쪽 콧구멍으로 천천히 내쉰다.   

      이 때 결코 거칠고 난폭하게 내쉬어서는 안 된다41).

둘째,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을 천천히 마셔 몸에 채운 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또는 힘이 허락하는 한 오랫동안 유지한 후 왼쪽 콧구멍으로 천천히 내쉰다.  

      이 때 조심스럽게 쉬어야 한다42).

셋째, 위와 같이 숨을 왼쪽 코로 마신 경우에는 그것을 유지한 후 오른쪽 코로 내  

      쉬고, 숨을 오른쪽 코로 마신 경우에는 그것을 유지한 후 왼쪽 코로 내쉬어  

      야  한다43).

넷째, 이른 아침(해뜰 때)․저녁(해질 때)․한밤중 4차례 걸쳐 이 호흡을 수행하고,    

      호흡횟수는 20번을 기본으로 한다. 이를 날마다 조금씩 늘려나가 마지막에  

      는 80번까지 한다44).

 한편, Gheraṇḍasaṁhitā는 숨을 마시고 멈추고 내쉴 때, 5원소45) 만뜨라(mantra)

를 각각 16, 64, 32번 염송으로 사념에 의한 호흡법(samanu)을 소개하고 있다. 이

호흡법은 병상을 병행하는 수행법이다. 그 호흡방법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

다46).

첫째, 연화좌로 허리를 곧게 펴고 앉는다.

둘째, 風의 종자만뜨라 �yaṁ�을 16번 암송하면서 왼쪽 콧구멍으로 숨을 마신다.  

     지식(止息)한 상태로 다시 64번 염송한 후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을 내쉬면서  

41) Haṭhayogapradīpikā, 2.7 : Śivasaṁhitā, 3.22.

42) Haṭhayogapradīpikā, 2.8 ; Śivasaṁhitā, 3.23.

43) Haṭhayogapradīpikā, 2.10.

44) Haṭhayogapradīpikā, 2.11. ; Śivasaṁhitā, 3.24-25.

45) 5원소는 지(地), 수(水), 화(火), 풍(風), 공(空)을 지칭하는데, 이는 각각 문자�La�,�Va�,

�Ra�,�Ya�,�Ha�로 상징화 되어있다. 

46) 나디 정화법은 사념법(samanu)과 무사념법(nirmanu)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사념법은 종자  

 만뜨라 (bīja-mantra)를 사용하고, 무사념법은 사념법을 수행하기에 앞서 나디를 정화하는   

 6가지 신체 정화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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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만뜨라를 32번 염송한다. 

셋째, 화(火)의 성질과 지(地)의 성질을 결합시켜 두 성질이 혼합된 빛을 생각한다.

넷째,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을 마시면서, 화(火)의 종자만뜨라�raṁ�을 16번 염송  

     하고 지식 (止息)하면서 64번 염송 후 왼쪽 콧구멍으로 숨을 내쉬면서 32번  

     염송한다. 

다섯째, 코 끝에 의식을 집중하고 공(空)의 종자만뜨라�ṭaṁ�을 16번 염송하는   

       동안 왼쪽 콧구멍으로 숨을 마신다. 지식(止息)한 상태에서 수(水)의 종자   

       만뜨라�vaṁ�을 64번 염송한다. 그 다음 지(地)의 종자만뜨라�laṁ�을   

       32번 염송하면서 완전히 숨을 내쉰다.

 이 호흡법을 수행함에 있어서 ida와 pingalā나디, 즉 좌우의 콧구멍을 교대로 호  

흡 하는 방식을 취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ida와 pingalā는 인간 생  

리의 상반된 두 요소로서 동양의 음양원리와 일치한다. 왼쪽 코는 陰에 해당 하    

고, 여성적인 달로 상징되며 습하고 차가운 성질로 부교감 신경을 지배하여 밤과  

수면에 관계된다. 반면에 오른쪽 코는 陽에 해당하며, 남성적인 태양으로 상징 되  

며, 건조하고 뜨거운 성질로 교감신경을 지배하여 낮과 소화력과 관계된다. 이     

호흡법에 의해 음과 양,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유지하고 조화롭게 한    

다47).

  (2)결합호흡 (sahita prāṇāyāma)의 산스끄리뜨어 sahita는 ‘결합(joined, united)' 

을 의미하는데48) 들숨과 날숨을 지식(止息, kumbhaka)과 결합하여 (sahita)수행하

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다49).

결합호흡은 Gheraṇḍasaṁhitā에서 소개하는 호흡법이다. 결합호흡에는 종자        

(bija)만뜨라 ‘AUM’을 염송하는 염송호흡(sagarbha prāṇāyāma)과 종자(bija)      

47) pingalā 나디와 idā 나디의 기능에 대해 Śivasaṁhitā(3.36)는 “수행자는 바람(prāṇa)이 태   

 양(pingalā 나디)애 들어갔을 때 식사하고 바람이 달(idā 나디)에 들어갔을 때 잠자리에 들   

 어 야 한다.”라고 말한다. 즉, prāṇa가 pingalā 나디에서 활성화 되어 있을 때는 소화가 잘  

 되므로 식사를 하고, idā 나디에서 활성화 되어 있을 때는 수면에 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오른쪽 코로 호흡하면 소화기능이 활성화되고 왼쪽 코로 호흡하면 수면이 용이해진다.

48) Motionary-Williams,Digital Sanskrit Dictionary, v1.5 beta, 2001.  

49) Hathayogapradipikā,2.72 : Georg Feuerstein, Enoyolopedic Dictionary of     

    Yoga, London: Unwin Hyman,1990, 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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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먼저, 염송호흡법의 요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쪽이나 북쪽을 향해 吉祥坐(sukhāsana, svastikāsana),50)로 앉는다. 오    

     른쪽 콧구멍을 엄지손가락으로 막고 왼쪽 콧구멍으로 숨을 마시면서, 피처럼  

     빨간색을 띤 라자스(rajas)로 충만한 창조자 범신(Brahmā)을 상징하는 ‘아    

     (A)'음으로 16번 반복 염송하며 명상한다51).

둘째, 들이마시는 호흡 끝에 止息하기 직전 우디야나 반다 (uḍḍīyāna bandha)를   

      한다52).

셋째, 지식(止息)상태에서 검은색을 띤 sattve 성질의 유지자인 비슈누(viṣṇu)      

      신을 상징하는 ‘우(U)' 음으로 64번 반복 염송하며 명상한다. 이때 양 콧구  

      멍을 막되, 왼쪽은 넷째와 다섯째 손가락으로 오른쪽은 엄지손가락으로 막는  

      다53).

넷째, 왼쪽 콧구멍을 오른 손의 넷째와 다섯째 손가락으로 막고서 오른 콧구멍     

      으로 숨을 내쉬면서 하얀색을 띤 따마스 성질의 파괴자 쉬바신을 상징하는  

      ‘마(M)’음으로 32번 염송하며 명상한다54).

다섯째,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자만뜨라 AUM을 순서(A→U→M)대로 사용하       

        며 숨을 오른쪽 콧구멍으로 마신 뒤 참았다가 왼쪽 콧구멍으로 내쉰다.

        이렇게 코를 바꾸어가면서 반복한다55).

 한편, 무염송호흡법은 종자 만뜨라를 염송하지 않으며, Haƫhayogapradīpikā와    

Śivasaṁhitā의 나디정화호흡법과 유사하다. 단, 나디정화호흡법과 달리 우디야나 

반다(uḍḍīyāna bandha)가 추가된 점은 다르다. 무염송호흡법은 세 가지 종류로 구

분된다. 최상급의 호흡은 들숨(pūraka)의 시간이 20마뜨라(mātrā)56)이다.   

50) 吉祥坐(svastikāsana)는 양발을 장단지와 대퇴부 사이에 단단히 끼우고 몸을      

     바르게 세워 편안히 앉는 좌법이다. 安樂坐(sukhāsana)라고 부르기도 한다.

51) Gheraṇḍasaṁhitā, 5.48-49.

52) Gheraṇḍasaṁhitā, 5.49.

53) Gheraṇḍasaṁhitā, 5.50, 5.53.

54) Gheraṇḍasaṁhitā, 5.51

55) Gheraṇḍasaṁhitā, 5.52.

56) 여러 가지 수행 시간, 특히 호흡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인도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측정단위임. Yoga-Tattva-Upanisad (40)에 따르면, 손바닥으로 무릎에 원을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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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eraṇḍasaṁhitā(5.56-57)에서는 무염송호흡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호흡수행

의 경지에 따라서 다음 증상이 나타난다. 하급의 호흡수행 결과 땀이 나고, 중급의 

호흡수행 결과로는 척추에 진동이 오고, 최상급의 호흡수행 결과 공중부양 현상이 

나타난다. 이 호흡법을 통해 공중부양 능력이 생기고, 모든 병이 치유되며, 샥띠가 

각성된다. 또한 마음의 평화와 정신능력의 고양이 생기고, 마음속이 환희로 충만 

된다. 라고 한다. 

  (3)태양관통호흡 (sūrya-bheda)에서 sūrya는 ‘태양’ 즉 삥갈라 니디를 의미하  

고, bheda는 ‘관통하다’를 의미한다. 따라서 태양관통호흡은 삥갈라 나디를        

관통하여 쁘라나가 원활하게 흐르게 하기 위한 호흡법이다. 이 호흡법에 대        

해서는 Haṭhayogapradīpikā와  Gheraṇḍasaṁhitā에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 있다. 

첫째, 편안한 좌석에서 어느 한 가지 좌법(āsana)으로 앉는다57).

둘째, 오른쪽 콧구멍(삥갈라나디)으로 천천히 숨을 마신다58).

셋째, 잘란다라 반다(jālandhara bandha)를 하고 지식(止息)한다. 손톱, 발톱, 모발  

      의 뿌리에서 땀이 배어나올 정도로 꾹 참는다59).

넷째, 왼쪽 콧구멍으로 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천천히 부드럽게 숨을 내쉰다60).

다섯째, 이 호흡법을 연속하여 반복 한다61).

 이상의 설명에서 Haṭhayogapradīpikā가 단순히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을 마시    

고 멈춘 후 내쉬는 동작만을 설명한데 비해서, Gheraṇḍasaṁhitā(5.59,5.6āla6)    

는 좀 더 구체적이다. 숨을 들이마시고 멈추었을 때 잘란다라 반다(jndhara        

bandha)를  해야 하고, 들숨과 지식을 하는 동안 모든 쁘라나는62) 배꼽 중심에    

    후 손가락으로 소리내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마뜨라(mātrā)라고 한다. Gheraṇḍasaṁhitā,  

    5.54.-55.n, Encyciopedic Dictionary of Yoga, London ; Unwin Hyman, 1990,       

    p.215-216.

57) Hathayogapradipikā, 2.48.

58) Hathayogapradipikā, 2.48. ; Gheraṇḍasaṁhitā, 5.58.

59) Gheraṇḍasaṁhitā, 5.59.

60) Hathayogapradipikā, 2.49 ; Gheraṇḍasaṁhitā, 5.66.

61) Gheraṇḍasaṁhitā, 5.67.

62) 쁘라나의 10가지 종류인 prāna, apāna, samāna, udāna, vyāna, nāga, kuram,    

     krkara, devadatta, dhanaῇjaya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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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된 열(태양)과 더불어 모아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4)승리호흡 (ujjāyi pranayama)의 산스끄리뜨 단어 ujjāyī는 ‘속박’ ‘구속’을   

의미 하는 접두어 ud와 ‘정복’ ‘승리’를 의미하는 어근 ji가 결합되어 파생된        

단어이다63). 따라서 이 호흡법을 완전히 할 수 있을 때, 속박으로부터 자유        

롭게 되기 때문에 요가의 승리자가 된다는 의미에서 승리호흡이라 한다.

Haṭhayogapradīpikā와 Gheraṇḍasaṁhitā를 중심으로 호흡요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화좌, 달인좌 등의 명상자세로 앉는다.

둘째, 입을 다물고 들이쉬는 숨이 목에서 심장에 이르기까지 기도에 거쳐서 (      

      ‘싸～’ 하는)소리가 나도록 양 콧구멍으로 숨을 천천히 마신다64). 이 때, 양  

      콧구멍으로 외부의 쁘라나를 빨아들여 입안에 간직하고, 내부의 쁘라나를    

      폐와 목구멍으로부터 끌어 올려 입안에 간직한다65).

셋째, 지식한다66). 이렇게 숨을 안으로 보유하는 것을 안따라 꿈바까(antara       

       kumbhaka)라고 한다. 이 때 잘란다라 반다(jndhara bandha)를 하면서     

       가능한 오랫동안 숨을 멈춘 상태에서 폐와 목구멍으로부터 끌어올린 내부  

       의 쁘라나를 입안에서 돌린다. 

 Haṭhayogapradīpikā 2장 51절에서는 숨을 내쉴 때 왼쪽 코로 쉬라고 적고 있다. 

이에 반해서, Gheraṇḍasaṁhitā는 숨을 내쉬는 요령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긴장을 풀면서 천천히 ‘하∼’ 하는 소리가 나도록 양쪽 코로 

숨을 쉰다. 다시 호흡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동안 기다리는 바야 꿈바까(bahya 

kumbhaka)를 한다. 

 또한, 이 호흡은 서서도 할 수 있고67), 앉은 자세, 누운 자세 등 어떤 자세로도   

가능하다. 척추디스크나 척추염 환자는 금강좌 (vajrāsana)나 악어 아사나         

63) Swami S. Saraswati, Asana Prāṇāyāma Mudra Banoha, Bihar school of       

     Yoga,1996. p.393. 

64) Hathayogapradipikā, 2.51.

65) Gheraṇḍasaṁhitā, 5.69.

66) Hathayogapradipikā, 2.51.

67) Hathayogapradipikā,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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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arā-sana)를 한 상태에서 승리호흡을 할 수 있다68). 이 호흡이 숙달         

되면 혀를 목구멍으로 말아 넣은 kechari mudra(tongue lock)를 하고서          

도 할 수 있다. kechari mudra 중 혀의 피곤이 느껴지면 잠시 혀를 잠시 풀었다가 

다시 행하고, 승리호흡은 중단 없이 계속 행한다69).

이 호흡법은 신경시스템을 이완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심리적인 수준에서     

의 깊은 이완효과가 있다. 불면증을 완화하고 취침 전 사바아사나(savāsana)상태 

에서 할 수 있다. 심장병 환자는 승리호흡 시 지식(kumbhaka)이나 반다(bandha)

를 행하지 말아야 한다. 지식이나 반다를 하지 않고 승리호흡을 한다면 심장박동이 

느리고 고혈압 치료에 좋다.

  (5)냉각호흡 (Śītalī prāṇāyāma)의  śītalī는 서늘함(cooling)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호흡은 몸과 마음을 서늘하게 하는 호흡법이라고 간단하게 정의 할 수 있다.

 Haṭhayogapradīpikā와 Gheraṇḍasaṁhitā에서 설명하는 호흡방법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혀를 입술 밖으로 내밀어 새의 부리처럼 말아서 숨    

     을  마신다70). 그러면 숨은 혀를 통해 위장으로 들어가 위장을 채운다71).

둘째, 지식(止息) 한 다음 양 콧구멍으로 천천히 내쉰다72).

 이 호흡은 몸과 마음을 서늘하게 하고 생물학적 요구 및 체온조절과 관련되는    

대뇌중추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다. 이 호흡을 수행함으로써 심신을 서늘      

하게 하여 정신적이고 감성적인 흥분을 가라앉히고, 몸 전체에 흐르는 쁘라나의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따라서 근육의 이완과 마음의 평온을 이끌    

어 내어 잠자기 전 진정제로써 이용될 수 있다. 이 호흡을 통해 배고픔과 갈증을   

극복되고 민족감이 일어난다. 또한 혈압을 낮추고 위산 과다를 경감한다. 

  (6)싯소리 호흡 (sītkārī)은 호흡할 때 입을 통해 ‘싯’(sit)이라는 소리가 나기 때  

68) Swami S. Saraswati, Asana Prāṇayama Mudra Bandha, Bihar School of Yoga, 1996,   

  p.393.

69) Swami S. Saraswati, Asana Prāṇayama Mudra Bandha, Bihar School of Yoga, 1996,   

  p.392.

70) Hathayogapradipikā, 2.57.

71) Gheraṇḍasaṁhitā, 5.73.

72) Hathayogapradipikā,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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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싯소리 호흡은 하타요가 주요경전 중 Haṭhayogapradīpikā       

에서 간단히 소개된다. 호흡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편안한 명상자세로 앉아서 윗니와 앞니를 서로 맞닿을 수 있도록 가볍게       

      대고, 맞닿은 이빨이 보이도록 위 아랫입술을 조금 벌린다.

둘째, 두 이빨 사이에 혀를 대고 ‘시∼’하는 소리를 내면서 입으로 마신 후 입을     

      다물고 코로 천천히 내쉰다73). 또는 혀를 뒤로 말아서 연구개에 놓는         

      kechari mudra 상태에서 천천히 코로 숨을 마시고 입으로 내쉬기도 한       

      다.

 이 호흡은 전반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냉각호흡과 효과가 같다. 아울러 치아와 잇   

몸을 건강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74).

  (7)풀무호흡 (bhastrikā  prāṇāyāma )는 대장간의 풀무를 뜻한다. 따라서 풀무  

호흡 (bhastrikā prāṇāyāma)은 대장간에서 풀무질을 하듯이 코를 통해 숨        

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이다. 

Haṭhayogapradīpikā와 Gheraṇḍasaṁhitā의 내용을 중심으로 호흡요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발을 양쪽 대퇴부 위에 놓고 앉은 연화좌 (padmāsana)상태에서 머리와    

       척추를 바로 세운다.

둘째, 입을 다문 채 힘껏 숨을 내쉰다. 이 때, 내쉼에 따라 발생되는 압력이 심장   

       과 목 과 머리까지 느껴지도록 한다75). 

셋째, 다음에 숨을 재빨리 마셔서 심장에 이르도록 한다76).

넷째, 같은 방법으로 숨을 내쉬고 마신다. 이는 배 부위를 약간 의도적으로        

      움직이면서 복식호흡으로 행하며 어깨나 가슴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숨을 내쉬고 마시는 방법에 의해서 쁘라나가 자기의 몸 안에서 부단히 움직  

      이도록 한다77). 

73) Hathayogapradipikā, 2.54.

74) Swami S. Saraswati, Asana Prānāyāma Mudra Banoha, Bihar school of       

     Yoga,1996. p.387.  

75) Hathayogapradipikā, 2.60.

76) Hathayogapradipikā,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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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이렇게 풀무질하는 것과 같은 반복하는 방식으로 빠른 호흡을 20번 하    

        고 나서, 한 번 깊이 마신 다음에 지식(止息, kumbhaka)을 한 후에 같은  

        방식으로 숨 을 내쉰다. 이것이 한 주기의 풀무호흡이다.

 풀무호흡은 호흡수행자의 역량에 따라 호흡속도를 세 가지(느리게, 보통, 빠르게)  

로 행해질 수 있다. 이 호흡에 익숙해졌을 때 리듬을 유지하면서 점차적으로 호    

흡 속도를 빨리 한다. 의식은 호흡과정, 복부의 움직임, 마음속으로 횟수 세기,     

마니뿌라 짜끄라에 둔다. 또한 숙련자는 지식하는 동안 잘란다라 반다 (jālandhara 

bandha)와 물라반다(mūla bandha)를 결합하여 수행하기도 한다.

 호흡수행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심해야 한다. 호흡수행 중에 현기증, 과    

도한 호흡 또는 구토감 등이 나타나는 것은 호흡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     

이다. 또한, 격렬하게 호흡하거나 얼굴을 찡그리는 것, 몸을 지나치게 흔들리게     

하는 것 등을 피해야한다. 풀무호흡이 혈액을 정화하고 나쁜 안색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호흡수행을 너무 급하게 하면 모든 불순물들이 몸 밖으로 급하    

게  배출되어 몸의 상태를 악화 시킬 수 도 있다. 따라서 풀무호흡에는 느리면서 

도 성 실한 접근이 필요하다. 풀무호흡은 신체적 에너지의 소비가 매우 큰 역동    

적 호흡법이다. 초보자는 호흡을 1회전 마칠 때마다 잠깐씩의 휴식이 권고된다. 또

한 고혈압, 심장병, 탈장, 위궤양, 뇌출혈, 간질, 현기증 등을 앓고 있는 환자는 풀

무호흡을 해서는 안 된다78).

  (8)벌소리호흡 (bhrāmarī prāṇāyāma)의 산스끄리뜨어 bhrāmarī는 ‘벌’을 뜻한   

다. 벌이 내는 소리를 흉내 내서 호흡하기에 그렇게 붙여졌다.

Haṭhayogapradīpikā와 Gheraṇḍasaṁhitā에 게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벌소리호흡   

법을 살펴보자.

첫째, 고요한 한밤중에 연화좌, 달인좌 등의 명상자세로 앉은 채, 양손의 인지나 중  

     지를 사용하여 두 귀를 막는다79). 두 귀를 막는 방법으로는 손가락을 귓구멍  

77) Hathayogapradipikā, 2.63.

78) Swami S. Saraswati, Asana Prānayāma Mudra Banoha, Bihar school of       

     Yoga,1996. p.396. 

79) Gheraṇḍasaṁhitā,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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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직접 넣어 막거나 귀의 주변을 눌러 막을 수 있다.

둘째, 숫벌의 날개에서 나는 소리와 같은 소리를 내며 숨을 빠르게 들이 마신다80).

셋째, 두 귀를 막은 상태에서 들이 마신 상태에서 지식(止息)한다81). 그리하면 오  

      른 귀에서 신 의 내부로부터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것이다. 처  

      음에는 귀뚜라미, 플릇, 천둥, 시냇물, 벌, 종, 심벌즈, 뿔피리, 트럼펫, 북,   

      마지막으로 여러 개의 북소리가 들린다82). 벌소리 호흡이 익숙해지면 지식  

      (止息, kumbhaka) 하는 동안 물라(mūla)와 잘란다라 반다(jālandhara       

     bandha)를 수행해도 좋다83).

넷째, 암벌의 날개에서 나는 것과 같은 소리를 내며 숨을 천천히 내쉰다84). 이것으  

     로  벌소리 호흡의 한 주기를 마친다.

 벌소리 호흡의 특징은 내부감각기관을 통해서 지적한 다양한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감각을 방해하지 않도록 외부적 소음이 거의 없는 한 밤중 또

는 이른 새벽과 같은 시간대에 수행하도록 권장한다.

호흡수행에 드는 소요시간은 일반적으로 5∼10회 정도로 하도록 권장되나, 호흡에 

숙달 정도와 필요정도(극도의 정신적 긴장이나 걱정 등의 완화)에 따라 정해진

다85).

벌소리 호흡 수행 시 유의할 점은 누워서는 하지 말고, 심각한 귓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수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심장병 환자는 지식호흡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호흡법을 규칙적으로 수행한 사람은 심장에서 나는 아나하따 소리가 메아리    

처럼 공명하며 들린다. 그 공명하는 소리 속에 빛이 있고, 그 빛 속에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은 우주의 빛(절대자)속으로 소멸한다.

80) Hathayogapradipikā, 2.68.

81) Gheraṇḍasaṁhitā, 5.78.

82) Gheraṇḍasaṁhitā, 5.79.

83) Swami S. Saraswati, Asana Prāṇayama Mudra Bandha, Bihar School of Yoga,         

  1996, p.391.

84) Hathayogapradipikā, 2.68.

85) 벌소리호흡 시간에 대해서 Satyananda Saraswati (1996)는 10∼15분까지 점차   

    늘리고, 정신적 긴장 또는 걱정을 경감할 때는 30분까지 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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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자아상실 호흡 (mūrcchā prāṇāyāma)의 산스끄리뜨어 mūrcchā ‘졸도’ 또는 ʻ

실신(faingting)ʼ을 의미한다. 이 호흡수행을 하게 되면 실신할 만큼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이 붙여졌다.

 Haṭhayogapradīpikā와 Gheraṇḍasaṁhitā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호흡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화좌나 달인좌로 앉아서 천천히 숨을 마신다.

둘째, 마시는 숨이 끝났을 때 지식(止息, kumbhaka)을 하며 아주 강하게 잘란다라  

     반다 (jālandhara bandha)를 한다86). 편안한 상태에서 지식(止息)을 하고 모  

     든 대상에서 마음을 거두에 미간에 집중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환희로        

     가득 찬 망아의 경지에 이른다.

셋째, 천천히 숨을 내쉰다87). 숨을 내쉬는 동안에도 잘란다라 반다를 유지하여 궁  

     극적으로는 의식의 상실을 초래한다.

 이 호흡의 핵심은 들숨의 止息이다. 이 호흡 수행의 강도는 지식을 오래 하는 것

에 비례한다. 그러나 이 호흡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실신하거나 가벼운 두통이 발

생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목의 혈관이 압박되고 그 영향으로 두개골 내부 

압력이 파동을 치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몸의 순환에 대한 자율적 통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경동맥동 (頸動脈洞, carotid sinuses)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기 때

문에 자율신경계의 상태가 변화되어 실신하는 감각이 일어난다. 나아가서 지식 (止

息)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두뇌로의 산소공급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88).

 따라서 이 호흡은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신체정화, 적절한 식이요법, 경험 많은  

요가전문가로부터의 지도 등의 수행여건을 마련하고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   

절한 준비가 없이 지식 (止息, kumbhaka)을 연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이 호흡의 수행 시 심장병, 고혈압, 간질, 뇌질환, 경동맥 또는 두개기부(頭蓋基   

部)의 동맥경화증(atherosclerosis) 등의 환자는 수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     

86) Hathayogapradipikā, 2.69.

87) Hathayogapradipikā, 2.69.

88) Swami S. Saraswati, Asana Prāṇāyāma Mudra Banoha, Bihar school of        

    Yoga,1996. p.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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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실신에 이르는 느낌이 오면 수행을 중단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아상실    

호흡의 목적은 완전한 실신이 아니라 실신에 가까운 상태(semi-fainting)를 유     

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10)부상호흡 (plāvinī prāṇāyāma)의 산스끄리뜨어 plāvinī는 ‘뜨게 하는 것      

(floater)"를 의미한다. 이 호흡의 요령은  Haṭhayogapradīpikā(2.70)에서 ʻ뱃속에 

공기를 충분히 채우고 그 로 인해 물속에서도 연꽃잎처럼 쉽게 뜰 수 있게 하는 

호흡법ʼ 으로만 간략 하게 소개되어 있고 구체적인 호흡요령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

다. 그러나 이 경전의 호흡요령을 중심으로 실제 행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을 마시듯이 공기를 천천히 마셔서, “udara(뱃속)”에 공기를 가득히 채    

      운다89). 그러면 점차 위장은 부풀게 된다. 위장이 공기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위장을 툭툭 치면 북소리가 난다.

둘째, 이 호흡을 마치고 뱃속의 공기를 완전히 뺄 때는 우디야나 반다와 딸꾹      

      질을 사용 한다90).

 위장이 음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경우는 호흡수행을 하지 않는 것이 호흡수행

의 일반적인 원칙인 점을 고려할 때, 위장이 공기로 가득 차 있다면 횡경막이나 복

근의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호흡수행에 장애가 되는 법이다. 따라서 부상호흡

은 공기를 뱃속에 가득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흉강을 활용하여 물 표면에 떠있으

면서 하는 호흡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완전호흡 (kevalī prāṇāyāma)의 산스끄리뜨어 kevala ʻ분리된(isolated)ʼ ʻ 

절대적인(absolute)ʼ ʻ완전한(whole)ʼ을 의미한다. 완전호흡은 들숨과 날숨으로      

부터 분리하여 (isolated, kevala)91)즉, 들숨과 날숨 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서 자연스럽게 숨이 멈춰진 상태를 일컫기 때문에 kevlī Prānayāma 또는         

kevala kumbhaka라고 칭한다. 지식(止息, kumbhaka)에는 이러한 완전호흡       

이외에 이글의 앞쪽에서 고찰한 결합호흡 (sahita kumbhaka)이 있다. 결합호      

89) Hathayogapradipikā, 2.79.

90) The Global Oneness Commitment의홈페이지(http//www.experiencefestival.com/    

     plavini)에서 설명된 내용임. 

91) GeoGeorg Feuerstein(2002), 앞의 책, 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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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은 들숨과 날숨을 결합하여(sahita) 행하는 의도적인 지식(止息, kumbhaka)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완전호흡(kevalī prāṇāyāmaī)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수행      

해야 한다.

 완전호흡은 앞에서 들숨과 날숨을 이용하는 다양한 쁘라나야마들과는 차원      

이 다른 쁘라나야마이다. 이것은 고차원의 명상상태에서 일어나는 높은 단계       

의 쁘라나야마이다. 완전호흡, 즉 kevala kumbhaka의 상태에서는 폐의 활        

동과 호흡은 정지한다. 이 때, 존재의 미묘한 측면들을 볼 수 없게 가로 막        

았던 베일이 걷히고 실재를 볼 수 있는 높은 통찰력을 획득하게 된다92).

  Gheraṇḍasaṁhitā 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행하도록 한다. 

첫째, 양 콧구멍으로 숨을 마시고 완전호흡을 한다. 첫날은 1회만 지식(止息,       

      kumbhaka)을 하고, 점차 64회까지 늘린다93).

둘째, 완전호흡은 3시간마다 한 번씩 하여 하루에 총 8회를 해야 한다. 매일 5회씩  

     해도 좋다. 

셋째, 완전호흡을 완전히 성취할 때까지는 아자파(ajapā)의 길이를 5배에 이르도록  

     날마다 늘린다94). 이렇게 호흡의 길이가 연장될수록 호흡의 수는 줄어들고,   

호흡의 수가 줄어들수록 수명은 연장된다.

 이 호흡의 효과에 대해 Haṭhayogapradīpikā(2.73-75)에서는 “이 완전호흡에 도

달한 요가수행자는 라자요가의 경지에 이르게 되며, 지식호흡에 따른 꾼달리니 각

성으로 수슘나 나디(suṣumnā)가 모든 장애로부터 자유로와지며 하타요가에 성공한

다.”고 적고 있다. 또한 완전호흡을 통달하면 한정된 수명은 연장되고 마논마니    

삼매에 이른다.

        나나나나....    쁘라나야마별 쁘라나야마별 쁘라나야마별 쁘라나야마별 특징 특징 특징 특징 및 및 및 및 효과효과효과효과

 하타요가 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쁘라나야마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요가   

92) Swami S. Saraswati, Asana Prānayāma Mudra Banoha, Bihar school of       

     Yoga, 1996, p.364. 

93) Gheraṇḍasaṁhitā, 5.92.

94) Gheraṇḍasaṁhitā,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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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자에게 다소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쁘라나야마를 소개하는 이유     

는 각 쁘라나야마 마다 기후나 지역조건, 심신의 상태 등에 따른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쁘라나야마의 특징과 효과에 대해 잘 숙지하여 활용하는 지    

혜가 필요하다.

승리호흡(ujjāyī), 풀무호흡(bhastrikā), 나디정화호흡(nādīśodhana), 등은 평소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호흡법이다.

일부 호흡법들의 경우 기후와 장소 등의 특별한 조건에서만 행해져야 하기 때문     

에 유의해서 수행해야 한다. 싯소리(sitkāri)와 냉각호흡 (sitali)의 경우 매우 더운   

날에 몸을 시원하게 하거나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자 할 때 활용한다. 이들 호흡    

법들은 기본적으로 목의 중심을 자극하고 고온 건조한 조건 속에서 시원하고 습   

기찬 공기를 제공함으로써 일종의 냉장고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에, 태양 관통 호흡은 삥갈라 나디(오른쪽 콧구멍)를 이용하기 때문에 열을 내는   

것이 필요할 때 수행하는 호흡법이다. 따라서 시원한 자리에서 행해야 한다. 한편,  

풀무호흡은 양쪽 코를 균등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수슘나의 양쪽에서이다-삥갈라   

에너지 균형을 이루게 하며 정상체온을 유지하게 하나, 매우 더운 날씨를 피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호흡을 해야 한다95). 

풀무호흡의 효과를 현대 생리학적 관점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풀무호흡은 호흡에 따라 횡경막이 빠르고 리듬감 잇게 오르고 내리며        

      내장 기관을 마사지하고 자극하여 소화기계를 건강하게 한다.

둘째, 폐 속으로 빠르게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에 혈류에 이산화탄소와 산          

      소의 교환을 향상 시킨다. 이로써 신진대사율을 높이고, 열을 발생시        

      키며 체내의 독소를 배출한다. 또한 폐 속의 이산화탄소 수준을 감속        

      시켜 천식환자와 폐질환을 앓는 사람에게 매우 유익하다.

셋째, 호흡이 기도로 빠르게 유입되기 때문에 기도 내 점액이 청소됨으로써        

      목의 염증과 담을 완화한다.

95)Swami Vishnu-Devananda, Hatha Yoga Pradipika,Delhi:Om Lotus Publications

   ,1987, p.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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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eraṇḍasaṁhitā 5장 77절에서는 현명한 자는 이 풀무호흡을 세 번만 실행하여

도 어떠한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건강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태양관통 호흡은 풍의 과잉을, 승리 호흡은 점액의 과잉을, 싯소리호흡과 냉각호    

흡은 담즙의 과잉을 치료한다. 그러나 풀무호흡은 모든 체질의 부조화를 치료한      

다96). 벌소리 호흡은 내부소리를 통해서 마음의 조화와 의식의 내적 유도를 함으로  

써 명상 상태에 이르도록 하고, 마음과 신경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나디정화 호흡(nādīśodhana Prānayāma)과 결합호흡(sahita Prānayāma )은 이다와   

삥갈라 나디를 교대로 호흡하여 균형 있게 결합(sahita)시킨다는 점에서 유사하     

여, 두 호흡법을 ‘교호호흡(交互呼吸)ʼ으로 불리기도 한다. 교호호흡은 나디를 정화    

하고 생리적인 불균형을 바로잡기 때문에 심신의 불균형에 의한 질환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

 꿈바까에는 sahita kumbhaka(결합호흡)와 kevala kumbhaka(완전호흡)가 있는데,   

sahita kumbhaka는 들숨과 날숨 없이 긴장을 갖지 않고 자연스럽게 숨을 멈추는    

결합호흡보다 발전된 꿈바까 이기에 완전호흡이라고 칭한다. sahita kumbhaka가    

꾼달리니샥띠(kundalinī-śakti)를 수슘나 나디로 유입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kevala kumbhaka는 꾼달리니 샥띠가 수슘나 나다를 따라 사하스라라 짜    

끄라까지 올라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97). 따라서 sahita kumbhaka 는 kevala      

kumbhaka(완전호흡)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kevala kumbhaka를     

성취하면 척추 제일 아래에 잠들어 있는 근본 생명력인 꾼달리니가 각성되고 수     

슘나 나디(susumnā)에 모든 장애가 제거되어서 하타요가에 성공하게 된다.

 

96)Swami Vishnu-Devananda, Hatha Yoga Pradipika,Delhi:Om Lotus Publications

   ,1987, p.81. 

97)Georg Feuerstein, Encycloped ic Dictionary of Yoga, London :Unwin          

   Hyman,1990, p.188.  



32

제제제제4444장장장장. . . . 쁘라나야마와 쁘라나야마와 쁘라나야마와 쁘라나야마와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하타요가하타요가하타요가하타요가

 

 하타요가 경전을 구성하는 신체적, 생리적 수행법에는 아사나, 쁘라나야마, 무    

드라 등이 있다. 쁘라나야마를 중심으로 볼 때, 각 수행법들은 깊은 연관을 가지   

고 있다. 아사나와 무드라는 쁘라나야마와 복합적으로 수행되는 행법들이다. 이    

장에서는 쁘라나야마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각 하타요가 수행법들이 고찰된다.

  

1. 1. 1. 1. 아사나아사나아사나아사나((((ĀĀĀĀssssaaaannnnaaaa))))

 

요가에서 모든 운동의 기본이 되는 아사나는 체위법을 의미한다. 즉 요가자세를  

지칭하는데 “요가수트라”에서는 “미동도 없는 편안한 앉음의 자세가 아사나이     

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아사나란 휴식을 가져다주는 편안    

한 자세를 의미한다. 척추를 곧게 하고, 아랫배에 힘을 충만 시키며 다리를 묶고   

앉는 결가부좌가 그 기본자세이다98).

하타요가의 아사나는 몸에 쁘라나를 잘 흐르게 하여 독소를 제거하는 수행법이    

다. 이를 통해 몸이 유연해지고 움직임이 우아해지면서 불가능해 보이던 아사나    

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아사나는 동적인 아사나와 정적인 아사나로 구분된다.   

동적인 아사나는 근육을 발전시키고 유연성을 증가시키며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또 근육과 관절을 이완하고 에너지가 잘 흐르게 한다. 이러한 결과로 피부와 근    

육이 부드러워지고 폐가 튼튼해지며 소화기능이 활성화 된다. 정적인 아사나는   

한 자세에서 오랫동안 움직임 없이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신경계통을    

이완시킬 뿐만 아니라 내장기관, 분비기관, 및 근육을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특     

히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쁘라나야마, 쁘라띠야하라, 명상 등을 위한 준비행법으로  

수행한다.

 아사나는 일반적인 운동법과 다른 차이점들이 있다. 즉, 아사나 수행 시 호흡과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고요해진다. 또한 산소소비량과 체온은 내려가며 이화작용    

98) 정태혁, 2000. 요가수트라, 서울, 동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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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억제한다. 반면에 일반적인 운동법은 호흡과 신진대사가 빨라지고 산소소비량   

과 체온은 올라가며 이화작용이 증가한다. 

Rama(1970)는 요가에서의 체위법을 신체의 훈련에 의해서 마음을 수양하고 생    

활을 개선하는 것이며 인간이 본래 타고난 균형 유지력과 적응력을 강화하고 일  

상 생활 중에서 생긴 나쁜 자세를 수정하여 바른 자세, 정신통일이 되는 것을 기   

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아사나는 육체의 조절을 통해서 궁    

극적으로 정신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에 둔다. 요가의 느리고 고요하며     

정적인 특성을 갖는 체위 중에서 정신집중과 함께 자세에 맞는 호흡이 병행되는  

데 일반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아사나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진다.

첫째, 결가부좌로 알려져 있는 빠드마사나(padmasana) 즉 연꽃자세, 연화좌이     

     다. 이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앉으면서 다리를 앞으로 뻗는다. 머리를  

     들고 상체를 일직선으로 세운 뒤 손으로 천천히 왼발을 끌어 올려 오른쪽 넓  

     적다리 위에 놓은 다음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에 놓고,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고리모양으로 만들고 무릎위에 놓는다. 

둘째, 완벽한자세로 알려져 있는 시디사나(siddhasana)이다. 즉 달인좌이다. 이     

     자세는 왼쪽발꿈치는 회음에, 오른쪽 발꿈치는 치골에 위치하게 해야 한다.   

     오른쪽의 발끝은 왼쪽 허벅지와 장딴지 사이에 보이도록 위치하고 왼쪽 다리  

     의 발끝은 오른쪽 허벅지와 장딴지 사이로 끌어당겨 엄지발가락이 보여야 한  

     다. 손은 연화좌 같이 취해야 한다.

셋째, 스와띠스까사나(swatiskasana)이다. 이 자세는 다른 자세에 비해 안락한     

     데, 특히 여성들을 위해 추천할 만하다. 왼쪽 무릎을 굽히고 난 뒤 왼발을 오  

     른쪽 허벅지에 걸쳐서 밑으로 위치하게 한다. 오른발은 왼쪽 장딴지 위에 놓  

     는다. 발의 바깥 가장자리와 발끝은 허벅지와 장딴지 근육 사이에 위치한다.  

     손은 처음 두 자세와 마찬가지로 한다. 

넷째, 숙카사나(sukhasana)이다. 소위 말하는 양반다리 자세로서 다른 세 가지     

      자세가 불편하다면, 이 자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초보자나 나이든 사람들  

      이 많이 사용한다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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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상의 기본자세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자세들은 겉보기에는 결코    

과격해 보이지 않지만 그 효과는 체내 깊숙이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아사나는 긴장과 이완의 리듬과 조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이완이 중심이 되   

는데 이는 아사나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동작을 취할 때는 긴장하며 동작을    

끝내고 나서는 호흡을 조절하면서 이완한다. 하타요가 경전 “Gheraṇḍasaṁhitā”에

서는 아사나의 종류가 생물의 수만큼 많다고 기술되고 있으며, 쉬바신은 8천 4백  

만 가지를 가르쳤다고 한다. 실제로 “Gheraṇḍasaṁhitā” 에서는 32가지가 전해지

고  있으며, “Haṭhayogapradīpikā” 에서는 15가지, “Śivasaṁhitā” 에서는 오직 4

가지만 전해지고 있다. 요가 동작을 수행할 때는 그 동작의 목적과 효과를 이해하

고, 자극부위에 정신을 통일하여 체위에 따라서 자극이 미치는 곳에 의식을 집중 

하면서 의식과 무의식을 통일하고, 몸을 앞 ․ 뒤 ․ 좌 ․ 우로 움직여서 균형을 갖추

면 긴장과 이완의 조화로 인해서 심신이 안정되고 피로가 쉽게 회복된다고 한

다100).

 요가에서 신체적 수행법은 여러 가지 좌법, 무드라, 반다 등의 체위를 동반한     

호흡법이다. 또한 체위는 실제로 호흡을 통해서 자기의 몸, 언어, 태도, 동작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몸을 부드럽게 하면서도 강  

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1). 호흡과 명상이 좌선이라면 요가의 체위는 동작을  

수반하는 선, 즉 동선 (動禪)이다. 요가 동작을 수행할 때는 그 동작의 목적과 효   

과를 이해하고 자극 부위에 정신을 통일하여 체위와 호흡이 서로 일치되게 하여   

야 한다. 또한 근육이나 관절, 내장기관 등에 의식을 집중하고, 호흡은 리듬에 맞   

추어 동작을 취해야하며 모든 자세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 가지 자세를 오랫    

동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102).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하타요가는 그 자체로 독   

립된 한 파이나, 라자요가의 예비단계로서 사용된다. 요가는 원래 해탈(영혼의     

자유)이라는 종교적인 목적을 갖는 수행법이어서 하타요가의 체위법이나 호흡법    

99) 김병채, 요가수행으로 나타나는 의식의 변형,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1993.

100) 이태영, 초원의 길 해달의 길, 서울, 민족사. 1995.

101) 강여주, 윤여탁(2004). 요가 수행자들의 수행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한국    

     체육학회지 2004, 제 43권, p.25-34.

102) 김현수, 요가, 서울, 삼호 미디어.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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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명상 즉 라자요가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요가의 체위법이나 호흡법은     

명상으로 가기 위한 준비단계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명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    

이다. 그런 까닭에 하타요가 자체만으로도 현대인들의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에    

위대한  업적을 낳을 수 있다103).

    2. 2. 2. 2. 반다반다반다반다(bandha)(bandha)(bandha)(bandha)

 

 반다(bandha)의 종류에는 물라, 우디야나, 그리고 잘란다라 반다가 있다. 그리    

고 마하 반다는 물라 반다와 잘란다라 반다의 결합이다. 반다(bandha)의 사전     

적 의미는 다양하나 보통 반다는 간단하게 잠금(lock)의 뜻으로 현대의 요가 문    

헌에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반다는 본질적으로 역설적인 뜻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면에서 신체의 특정 근육을 수축하거나 잠그는 것은 심리적    

이고 쁘라나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미묘한 잠금의 해제(unlocking)과정이 일어    

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반다가 긴장이나 근심, 억압과 같은 형태로 존재 하    

는 granthi를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알려진 것은 이러한 이유    

에서이다. 더불어 현대의 근육이완 치료법의 원리가 신체적, 정신적인 긴장을 제   

거하기 위해서 먼저 긴장을 최대로 극대화함으로서 보다 완전한 이완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매우 흥미로워 보인다. 

 한편 반다(bandha)는 강에 댐을 만들다 ʻdamming of a riverʼ, 다리를 놓다 ʻ     

building a bridgeʼ에 비유되기도 한다. 이것은 반다가 세속적인 존재의 세계인     

쌈싸라(samsāra)의 대양을 건너 해탈의 저 건너편에 닿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     

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강에 댐을 만들어 물에 가득 저장하여      

필요할 때 쓸 수 있듯이 반다를 함으로써 쁘라나를 몸에 가득 채워 가두었다가    

수행자의 의도대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인     

체라는 항아리 속에 쁘라나를 가득 채워 막는 것이 반다라면 무드라는 그것을     

몸속에서 운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03) 임수현,「요가의 심리치료 효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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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러한 반다로부터 생성되는 힘은 보통 튜브(tube)104)속에 증가되는 압력  

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물라 반다는 이 튜브의 가장 아래쪽을 봉인하는 것이고     

잘란다라 반다는 윗부분을 막고 우디야나 반다는 위아래가 막힌 튜브를 확장하    

여 갇힌 쁘라나의 압력을 증대한다105). 그러므로 반다는 호흡이나 무드라를 주    

요행법으로 하는 꾼달리니 요가의 기본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실제로 대부분의     

무드라는 반다와 함께 행해진다. 

  가가가가. . . . 우디야나 우디야나 우디야나 우디야나 반다 반다 반다 반다 (U(U(U(Uḍḍḍḍḍḍḍḍīīīīyyyyāāāānnnnaaaabbbbaaaannnnddddhhhhaaaa))))

 우디야나(uḍḍīyāna)또는 우다나(uddāna)라고도 불리는 이 반다는 큰 새106)가 하  

늘을 날듯이 기가 수슘나 속으로 솟아오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복부를      

수축하여 척추 쪽으로 끌어당기는 ʻabdominal contractionʼ 으로도 알려진 이 반   

다는 소화기관과, 부신, 신장 그리고 태양총을 압축하여 눌러준다. 특히 태양총     

이 압박되면 요가생리학적으로 가슴과 복부는 치료의 효과가 있는 에너지로 가   

득 차게 된다. 생리적으로는 인체가 즉각적인 신체활동을 하도록 준비시키는데     

관여하는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 체제를 완화시키며 스트레스와 근심을 조절 하   

여 보다 효율적으로 작용하게 한다. 

경전을 중심으로 수행방법과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꼽 아래에서 위에 이르기까지 복부를 수축한다. 이것이 죽음의신 코끼리   

     를 내쫒는 사자와 같은 우디야나 반다이다. 큰 새는 이 반다에 의해 끊임없이  

     중앙의 수슘나로 솟아오른다.

둘째, 배꼽 위아래 복부를 수축하여 내장이 등에 닿을 정도로 등 쪽으로 끌어당긴  

      다.

 즉, 우디야나 반다는 가슴의 쁘라나기와 하복부의 아빠나기를 마니뿌라 짜끄라    

의 사마나기와 결합하여 수슘나 나디를 통해서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디야나 

104) 이 때의 튜브(tube)는 쑤슘나 나디를 일컫는다.

105) Swami Buddhananda, Moola Bandha, The Master Key, New Delhi; Bihar School of  

   Yoga, 1996, p.7 

106) 큰 새는 여기서 lihe force(prāṇa)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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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다의 효과는 매일 쉬지 않고 4번씩 이 행법을 수행하는 요가행자의 내장은 청청

해지고, 그 결과 그의 몸의 기는 정화된다. 요가행자가 이 무드라를 6개월간 수행

하면 반드시 죽음을 극복한다. 그의 위장의 불(식욕)이 점화되고 소화액이 증가한

다. 이 수행을 통해 육체는 완성되고 요가행자의 질병은 소멸된다. 

스승이 가르쳐 준대로 우디야나 반다를 습관처럼 열심히 수행하라. 그러면 비록    

늙었을지라도 다시 젊어진다. 참으로 우디야나 반다는 모든 반다 가운데 최고 이   

다. 우디야나 반다에 통달하면 해탈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우디야나 반다는 물리적으로 늘어진 내장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노화나 아랫배    

의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이 반다는 보통 반다의 맨 마지막에 하는데 숨을 마시    

면서 물라 반다를 하고, 숨을 다 마신 다음에 잘란다라 반다를 하고, 숨을 내쉬    

기 직전에 우디야나 반다를 한다.

  나나나나. . . . 잘란다라 잘란다라 잘란다라 잘란다라 반다 반다 반다 반다 ((((JJJJāāāāllllaaaannnnddddhhhhaaaarrrraaaa))))

 산스끄리뜨어 jāla는 ʻwaterʼ를 의미하며 dhara는 ʻsupportingʼ 혹은 도관(導管) ʻa  

-tubuiar vessel in the bodyʼ을 뜻한다. 이로부터 잘란다라 반다는 물의 통로를   

막는“water pipe lock” 또는 “throat lock"의 뜻을 가지고 있다.

사하스라라 짜끄라 아래 머리 뒷부분의 bindu visarga에서 흘러나오는 감로는     

목뒷부분의 lalanā-cakra라고 하는 곳에 떨어져 저장된다. 감로는 이곳으로 부     

터 비슈다 짜끄라를 거쳐 마니뿌라의 불에 다다르고 그곳에서 인체의 대사과      

정에 열과 에너지를 제공하며 타서 없어진다. 그러나 잘란다라 반다를 행함으      

로서 이 감로를 비슈다 짜끄라에 유지할 수 있다.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잘      

란다라 반다를 설명하고 있다. 

 목을 당겨 조이고, 턱을 가슴에 꽉 붙인다. 이것이 잘란다라 반다로서 늙음과     

죽음을 파괴한다. 

잘란다라 반다는 기도를 막아 감로가 위에서 흘러내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붙였다. 이 반다는 목의 모든 고통을 없애준다. 목을 수축하는 잘     

란다라 반다를 유지하는 한 감로가 위의 불속으로 떨어지지 않고, 기가 바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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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른다107). 이다와 삥갈라 나디는 이 반다에 의해 완전히 그 작용에 멈추는데 이

것 이 몸의 16부위(ādhāra)를 통제하는 중앙 짜끄라(Madhyacakra)이다.

잘란다라 반다는 인간의 배꼽 부위에 있는 소화의 불이 1,000개의 꽃잎을 가진    

연꽃(정수리 짜끄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감로를 마셔 소진해 버리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다. 그럼으로써 요가행자는 스스로 이 감로를 마실 수 있다.

요가적인 개념으로서 잘란다라 반다로 감로의 흐름을 막는다는 것은 생리적으     

로는 신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반응에 의한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    

다. 이는 생리학에서의 음식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생성하는 반응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분자의 합성과 관계되는 것으로 이는 잘란다라 반다의 위치가 바     

로 이러한 대사율을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ʻthyroxineʼ이 분비되는 목     

의 앞부분이기 때문이다. 티록신은 영양소의 소비, 세포의 제생, 조직의 노화 등    

세포수준에 이르기까지 온몸 깊숙이 영향은 미친다. 목을 수축함으로서 인체의    

조직대사율을 조절하는 갑상선 또는 부갑상선을 눌러주어 정상적인 호르몬 분     

비를 도와주는데 특히 갑상선 기능 항진을 완화하고 조절하는 것으로 많은 요     

가 문헌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요가적인 의미에서 불사의 감로를 막는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중요한 잘란다라 반다의 효과에 대해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잘란다라 반다는 늙음과 죽음을 없애준다. …중략…이것은 목에서 일어나는 모   

든 종류의 질병을 없애준다108).�

현명한 요가 행자는 이 반다의 수행으로 스스로 이 감로를 마셔 불사를 얻어      

삼계에서 노닌다. 이 잘란다라 반다는 그것을 통달하는 자에게 초능력을 준다.     

107) Sixteen ādhāras; big toes, ankles, knees, thighs, perineum, generatve organ, navel,  

  mid-chest, neck, region of throat, tounge, nose, region between the eye-brows, f   

  ore-head, upper edge of the fore-head, and anterior fontanelle-top of the head,    

  HP.p103; EDOY, 에는 ‘회음’(perineum) 대신 ‘음경이나 음핵의 포피’(prepuce),'혀        

  ‘(tongue) 대신 ʻ구개ʼ(palate)로 되어있다.

108) “The method taught for purification of the entire nadi structure governing the      

   movement of the sun and absorption of the vital fluid is maha mudra."YCU.,mantra  

   40,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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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힘을 얻고자 하는 요가 행자는 규칙적으로 이 반다를 수행해야 한다. 

머리에서 만들어진 하늘의 물(감로)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이 잘란     

다라 반다는 목의 모든 질환을 없애며 동시에 감로는 마니뿌라의 불로 떨어지     

지 않고 숨은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않는다109).

 위에서 얘기하는 목의 여러 질병들은 보통 목의 염증, 과도한 점액, 말더듬 또    

는 편도선염과 같은 목의 부조(不調)를 경감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 밖에 목소     

리를 아름답게 하고 흉부의 쁘라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요가경 Ⅲ장 29절

과 30절은 목구멍과 꾸르마 나디(kūrmanāḍī)110)에 관한 종합 명상의 초능력효과

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목에 있는 인후혈에 대한 종합 명상에 의해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없앤다111). 목

에 있는 거북이 맥관에 대한 종합 명상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이 성취된

다112). 

 주의할 점은 이 반다는 혈압에 영향을 미치므로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사

람은 스승의 안내를 따라 수행해야 한다. 

 

  다다다다. . . . 물라 물라 물라 물라 반다 반다 반다 반다 ((((mmmmūūūūllllaaaabbbbaaaannnnddddhhhhaaaa))))

 물라 반다의 ʻmūlaʼ는 싼스끄리뜨어로 근본 또는 토대 ʻfoundation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물라 반다가 생명 활동의 근본이 되는 중요한 행법이기 때    

문이다. 뿌리를 뜻하는 ʻrootʼ라는 의미에서부터 ʻlower partʼ, ʻsourceʼ, ʻ         

beginningʼ, ʻoriginʼ등의 여러 가지 뜻이 있으며 요가의 뿌리가 되는 기초이며      

근원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밀교에 있어 하향하는 아빠나기는 인간 의식을 낫은 곳으로 이끄는 것으로 대    

109) YCU.,mantra, 50-51.

110) 목구멍 바로 밑에 잘란다라 반다를 했을 때 턱이 닿는 부분이 꾸르마 나디이다.

111) “Upon the pit of the throat, the suppression of hunger and thirt.", Bangali          

   Baba,Yogasūtra of Pataῇjali with the commentayy of Vyāsa, Delhi; Motilal          

   Banarsidass, 1976, p.84

112) "Upon the Kūrrmanāḍī, firmness."Vyāsa,는 주석에서 sthairyam을 동면을 하는 뱀에 비  

   유하고 있다. Bangali Baba, Yogasūtra of Pataῇjali with the commentary of Vyāsa,   

   Delhi; Motilal Banrsidass, 1976,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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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된다. 이것은 세속적인 요소들로서 본능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 지나친      

방임, 무기력, 무관심, 게으름 등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의식이 아래로 내려 오    

는 것을 막고 그것을 위로 되돌리는 중요한 행법이 바로 물라 반다이다.

경전에 나타난 물라 반다의 수행법은 다음과 같다.

 발뒤꿈치로 회음을 누르고 항문을 수축하여 하향하는 성향이 있는 아빠나바유    

(apāna vāyu)를 강하게 위로 끌어 올린다.

왼발 뒤꿈치로 회음을 누르고 항문을 수축하여 배꼽 주변의 내장기관을 척추      

쪽으로 끌어당긴다. 오른발 뒤꿈치는 성기나 치골부위에 댄다.

발꿈치로 항문을 누르면서 아빠나기가 상승할 때까지 반복하여 회음을 강하게     

수축한다.

 일반적으로 물라 반다는 항문 주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며 특히 여성의 요실    

금이나 남성의 조루증 등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노화방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물라 반다의 효과는 그보다 훨씬 지대하다. 요가 생리학적    

으로 72,000개의 나디는 깐다(kānda)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깐다(kānda)는 척추의 기저 혹은 인체의 중앙에 있다고 보는데 딴     

뜨라에서는 나디의 기원을 sukṣma śarira(astral body)에 있는 meḍhra(foundatio  

-n, base)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므로 물라반다 시에 수축되는 곳은 

회음만이 아니고 72,000개의 나디가 수축되는 것이다113).

경전에 나타는 이 반다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쁘라나와 아빠나 그리고 비음과 빈두가 이 물라 반다의 힘에 의해 결합될 때 요  

가행자는 요가의 완성을 이룬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114).

끊임없이 물라 반다를 수행하면 대소변이 감소하고 쁘라나와 아빠나의 합일이     

113) Swami Buddhananda, Moola Bandha, The Master Key, New Delhi; Bihar School of  

   Yoga, 1996, p.28.

114) 물라 반다 수행으로 쁘라나와 아빠나가 결합하여 쑤슌나 속으로 들어가면 심장에서 나는  

   내부의 미묘한 소리인 나다(nāda)가 들린다. 이 내부의 소리는 집중된 호흡에 편승하여    

   쁘라나와 아빠나와 함께 심장 위로 올라가서 빈두(bindu)와 결합한다.HP.Ⅳ.90절에서는   

   “꿀을 먹는 벌이 꽃의 향기를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내부의 미묘한 소리 (nāda)에 흡수   

   된 마음은 감각기관이 만들어 내는 대상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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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며 늙은이도 젊어진다.

만약에 이 반다의 수행으로 쁘라나와 아빠나기를 결합시킬 수 있으면 그것은     

태궁 무드라가 된다. 태궁 무드라를 성취하면 이 지상에서 성취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 반다 덕택에 요가행자는 결가부좌를 한 채 공중에 뜰 수 있      

다.

물라 반다의 수행은 첫째, 성(性)적인 치유 효과가 있다. 영적인 에너지는 정신     

적이거나 성적인 표현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다. 물라 반   

다는 성적 충동을 제어하는 수단인 동시에 많은 성적인 문제를 경감시키는 방     

법이기도 하다. 언뜻 보면 이 말은 서로 상반된 듯 두 주장으로 들린다. 그러나 성

에 대한 통제는 생식력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에너지를 영성의 

계발을 위해서 위로 올리거나 혹은 결혼생활에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아래로 내리

는 제어능력을 말한다. 

둘째, 물라 반다의 수행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준다. 임      

     신 기간 동안 물라 반다를 수행하여 자궁 근육의 신축성을 유지하면 이는 출  

     산시 고통 없는 분만을 도와준다. 또한 출산 후에는 물라 반다와 함께 아슈위  

     니 무드라(aśvinī mudrā)와 와즈롤리 무드라(vajroḷi mudrā)를 행함으로서 임  

     신과 출산으로 늘어난 근육을 빠르게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 그밖에  

     탈장과 요실금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

셋째, 특히 폐경기 여성에 있어 나타나는 여러 생리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부드     

     럽게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호르몬 변화에 따른 몸의 부조(不調)와 무기력,  

     흥분이나 성냄, 의기소침,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 고혈압  

     그리고 현기증과 같은 불쾌한 증상을 완화한다. 

넷째, 정신병 치료에 탁월하다. 물라 반다를 포함하여 반다는 일반적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우리가 다양한 성격 속에 반영되어 보는   

     어떤 병적인 공포증(phobia)이나 조병(躁病, mania), 병적인 흥분(hysteria),  

     우울증(depression), 불안(anxiety)등과 같은 심리적인 긴장들은 물라 반다로  

     이완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물라 반다는 삶을 어렵게 만드는 억압된 불안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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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너머의 감춰진 내적인 장애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마음을 해방시키기 때  

     문이다115).

 이에 대한 생리적 근거는 이러하다. 물라 반다의 수행은 건강한 몸에 있어 부     

교감신경체계의 활동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호흡, 심박 수, 혈압을 낮추고 뇌파를   

안정시킨다. 그러면 전체적인 내분비계는 조화를 이루고 이것은 마음의 안정과     

평정을 갖게 한다. 이때 마음은 이완되고 건강해지는 것이다116). 그러나 무엇보다

도 물라 반다의 수행은 꾼달리니의 각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것은 단순한 근

육의 수축이 아니다. 하향하는 성향을 가진 아빠나기와 위로 올라가는 성향을 지닌 

쁘라나 기를 호흡으로 결합하여 신체 내부에 불을 일으킴으로서 꾼달리니 샥띠를 일깨

우면 일반적인 보통 의식은 높은 의식으로 고양된다.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빠나기가 상승하여 배꼽 부분에 이르면 그곳에서 뜨거운 열이 발생한다. 그리   

고 그 열은 본래 따뜻한 성질은 가지고 있는 쁘라나와 만나 육체의 불을 대단     

히 강화시킨다. 이것에 의해 잠자던 꾼달리니는 눈을 뜨고 채찍을 맞은 뱀처럼     

쉿하고 소리를 내며 일어선다. 그러고 나서 뱀이 구멍에 들어가듯이 꾼달리니는    

수슘나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요가행자는 언제나 이 물라 반다를 수행해야    

한다.

 위에서 꾼달리니가 채찍을 맞은 뱀처럼 곧게 일러서는 표현에 대하여            

Muktibodhananda(1993)는 생리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즉, “꾼달리니    

가 깨어날 때 중추신경계(central nervous system)는 활성화되고 신체는 에너     

지로 가득차게 된다. 에너지는 하나의 신경세포(neuron)에서 불이 붙어 다음 신    

경세포로 이어지고 신경섬유체인은 강력해진 에너지의 힘으로 쭉 곧게 펴진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중추신경계를 통해 흐르는 에너지의 양은 꾼달리니의 그것과 비교     

할 때 낮은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대부분의 에너지는 감각기관을 통해     

115) Swami Buddhananda, Moola Bandha, The Master Key, New Delhi; Bihar School of  

   Yoga, 1996, p.36.

116) Swami Buddhananda, 앞의 책,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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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으로 방출되기 때문이다. 물라 반다의 수행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에너   

지를 위로 끌어 올림으로서 일상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인 뇌를 활성화시    

킬 수 있다.

 

    3.3.3.3.무드라무드라무드라무드라((((MMMMuuuuddddrrrrāāāā))))

 

 요가에서 “mudrā"는 일반적으로 자세(attitude)또는 상징적 동작(gesture)을 말하

지만, 이 무드라는 본래 ”봉인(封印),” “도장(印),” “상징,” “비밀”이라는 뜻을 가지

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무드라를 비밀로 수행해야 할 행법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되었다. 많은 하타요가 문헌들이 무드라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

으나, 문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거나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무드라 행법은 오로지 스승(guru)으로부터 가르침 속에서 전수되고 

있기 때문에, Haṭhayogapradīpikā와 Gheraṇḍasaṁhitā에서는 절대로 비밀로 할 것

을 강조하고 있다.

 무드라는 빛이나 음파의 형태로 있는 에너지를 거울로 비추는 것과 같은 방식으

로 쁘라나를 조정한다. 나디와 짜끄라는 신체로부터 벗어나 흩어지는 쁘라니를 끊

임없이 발산한다. 무드라 수행으로 신체 내부에 장벽(barrier)을 만듦으로써 에너지

가 내부로 향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요니 무드라에서 손가락으로 눈을 막음으로

써 눈을 통해 발산되던 쁘라나를 뒤로 굴절한다. 똑같은 방식으로, 바즈롤리 무드

라(vajroli mudrā)수행에서는 바즈라 나디(vajra nādī)를 통해 발산되는 성적 에너

지를 뇌(brain)로 향하도록 한다. 쁘라띠하라(pratyāhāra, 감각제어) 또는 다라나

(dhāranā, 응념)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쁘라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능

력에 무드라는 꾼달리니 요가 수행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다117).

하타요가 경전에 따르면, 이러한 무드라 수행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스승의 은총으로 잠자고 있던 꾼달리니가 눈을 떴을 때야말로 모든 짜끄라와     

117) Swami S. Saraswati, Asana Prāṇayama Mudra Banoha, Bihar school of           

   Yoga, 1996, p.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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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전이 파괴된다. 그리하면 장애물이 없어진 수슘나는 쁘라나가 통행하기에 편    

리 한 길이 된다. 그때 의식은 대상에서 해방되고, 죽음을 초월한다.(중략)... 그   

러므로 수슘나의 입구에서 잠자고 있는 여신(꾼달리니)을 깨우기 위해 수행자는 다

양한 무드라 수행을 해야 한다.

구루의 은혜를 입어 잠자고 있던 꾼달리니의 여신이 눈을 뜨면, 그녀는 모든 짜    

끄라를 관통하고, (쁘라나의 호흡을 막는)결절까지도 관통한다. 그러므로 브라흐    

만의 동굴 입구에서 잠자고 있는 여신이 눈을 뜨도록 무드라를 열심히 수행해     

야 한다. 

 하타요가 문헌에 소개되어 있는 24종의 무드라 중에서 쁘라나야마와 함께 가장 

많이 이용되는 무드라 로서 마하(mahā), 마하베다(mahāvedha), 나보(nabho), 샥띠

찰라나(śakricālana), 까마귀(kākī)무드라를 다음에서 살펴보자.

  

   가가가가. . . . 마하무드라 마하무드라 마하무드라 마하무드라 ((((mmmmaaaahhhhāāāā    mmmmuuuuddddrrrrāāāā))))

 무드라의 수행으로 꾼달리니가 각성되어 막대기에 맞는 뱀처럼 똑바로 일어나게 

되고, 두 나디(이다와 삥갈라)와 관계가 있는 활동이 정지 된다고 한다. 여기서 두 

나디와 관계가 있는 활동의 정지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왼쪽 및 오른쪽 콧구

멍을 통해 하는 호흡의 정지와 이다와 삥갈라 나디 에서의 쁘라나 흐름의 정지를 

의미한다118). 

마하무드라 수행은 소화를 자극하여 복부질환을 치유케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물

라다라 짜끄라와 아갸 짜끄라를 연결하는 에너지 회로를 자극하는 몸 전체를 쁘라

나로 충만케 하여 의식을 강화하고 자연스럽게 명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막혔던 에너지가 뚫리기 때문에 정신적 우울증도 빠르게 치유된다119).

   나나나나. . . . 마하베다 마하베다 마하베다 마하베다 무드라무드라무드라무드라((((MMMMaaaahhhhāāāāvvvveeeeddddhhhhaaaa    MMMMuuuuddddrrrrāāāā))))

118) Swami Digambaraji, Hathapradīpikā of Svātmāma, Maharashtrs : Kaivalta-dhams,     

   S,M,Y,M, Samiti, 1970, p.77.

119) Swami S. Saraswati, Asana Prāṇayama Mudra Banoha, Bihar school of               

  Yoga, 1996, p.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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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베다 무드라는 쁘라나 차원에서의 깊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물라다라, 마니

뿌라, 비슈다 짜끄라에 영향을 미치고 내부 에너지를 통제한다. 무드라 수행으로 

앞의 두가지 무드라에 의해 결합된 쁘라나(아빠나, 쁘라나, 사마나)를 이다와 삥갈

라 나디를 벗어나 중앙의 수슘나 나디를 관통하여 올리고,120)이때 이다, 삥갈라, 

수슘나 각 나디의 흐름들을 결합함으로써 불사에 이르게 한다고 적고 있다. 

  

        다다다다. . . . 나보 나보 나보 나보 무드라 무드라 무드라 무드라 (Nabho (Nabho (Nabho (Nabho MMMMuuuuddddrrrrāāāā))))

 이 무드라는 다른 일반 무드라와 달리, 어떠한 곳에서 있던지 어떤 일을 하던지 

일상생활 중에 수행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졌다. 이 무드라는 혀를 위로 말아 올리

는 kechari 무드라와 숨을 마시고 멈추는 지식(止息)을 조합한 수행법으로써 일상

생활 속에서 무드라와 호흡법의 효과를 동시에 도모하며,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데 

효과가 있다.

   라라라라. . . . 샥띠찰라나 샥띠찰라나 샥띠찰라나 샥띠찰라나 ((((ŚŚŚŚaaaakkkkttttiiiiccccāāāāllllaaaannnnaaaa    MMMMuuuuddddrrrrāāāā))))             

 샥띠찰라나 무드라(śakticālana mudrā)는 문자 그대로 꾼달리니의 동의어인 샥띠

(śakti)를 자극(cālana)하여 각성시키기 위한 무드라이다.

이 무드라 수행법은 풀무호흡, 지식(止息), 아쉬위니 무드라, 잘란다라 및 우디야나 

반다를 이용하여 아빠나 바유와 쁘라나 바유를 결합시켜 샥띠, 즉 꾼달리나가 깨어

나 되도록 자극(cālana)하는 방법이다. 조금 더 간단히 하면,  샥띠찰라나 무드라는 

아빠나 바유를 이용하여 꾼달리니를 각성시키는 수행법이다.

이 무드라 수행으로 꾼달리니가 각성되어 수슘나 나디를 타고 상승하게 되면 하타

요가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언급한다.

금욕적 삶을 즐기고 언제나 건강에 좋은 음식물을 절도 있게 섭취하면서 꾼달리니

(각성을)수행하는 자는 40일이면 초능력이 발현된다121).

항상 이 무드라를 수행하는 요가행자는 초능력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이것이 성취

되면 육체는 완전해지고 모든 질병이 없어진다.

     

    마마마마. . . . 까마귀 까마귀 까마귀 까마귀 무드라 무드라 무드라 무드라 ((((KKKKāāāākkkkīīīī    MMMMuuuuddddrrrrāāāā))))

120) 이 를 한의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면, 하단전에 쌓인 기를 회음을 통하여 충맥 으로 올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태영「쿤달리니 요가 」, 서울 : 여래, 2004, p.137-8.

121) Hathayogapradipikā, 3.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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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마귀 무드라(Kākī Mudrā)는 Gherandasaṁhitā에 소개되어 수행 방법으로�입

을 까마귀 부리처럼 뾰족하게 하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라122).�고 설명되어 있

다. 이는 냉각호흡이나 싯소리호흡과 유사하기 때문에 호흡법으로 간주되기도 한

다. 이 무드라는 까마귀처럼 병이 없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122) Gheraṇḍasaṁhitā,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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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5555장장장장. . . . 쁘라나야마 쁘라나야마 쁘라나야마 쁘라나야마 수행과 수행과 수행과 수행과 질병치유와의 질병치유와의 질병치유와의 질병치유와의 관계관계관계관계

 호흡 수련을 하면 요가수행자는 건강에 많은 도움을 얻는다고 경전에서는 말하  

고 있다.

�호흡 수행에 의하여 기도가 청소되면 몸이 경쾌해지고, 혈색이 좋아지며, 숨을   

마음대로 멈출 수 있게 된다. 소화기능이 활발해지고, 비음(秘音)이 들리는 둥의    

외부 증상도 나타난다. 호흡에 성공했다는 신호는 다음의 여러 증상으로 나타난    

다. 몸이 날씬해지고, 안색이 밝아지고, 비음이 분명히 들리고, 눈이 맑아지고,     

병이 없어지고, 정액의 흐름이 조절되고, 소화력이 왕성해지고, 기도가 막히지     

않는  등이다. 이 때 완전한 건강을 찾을 수 있다123).�

 1. 1. 1. 1. 몸과 몸과 몸과 몸과 마음작용에 마음작용에 마음작용에 마음작용에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영향영향영향영향

 쁘라나야마는 다음과 같은 육체적, 생리적, 마음작용의 효과가 있다. 

�첫째 정맥혈관속의 이산화탄소를 처리하여 독소함유량을 줄여, 폐와 피를 깨끗   

하게하고 새로운 피가 계속 흐르도록 돕는다. 깨끗한 피의 흐름은 신경과 뇌,    

척수, 심장근육들의 효율적 기능에 도움을 주고 기억력을 증가시킨다. 또한 림프  

액을 효과적으로 순환시켜 줌으로써 피와 림프액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시켜 박   

테리아성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둘째, 폐와 주기적인 확장에 영향을 주어   

신장, 위, 간, 비장, 피부, 체액, 기타 기관들을 자극하여 각 신체부위의 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 한다. 셋째, 횡경막과 복부근육의 주기적 사용은 장의 연동작용  

과 장의 순환작용을 향상시켜 소화기능을 돕는다. 또한 간과 심장을 자극하여 간  

기능과 심장혈관계통을 활성화시킨다. 넷째, 호흡할 때 복부, 등 근육에서 일어나 

는 미세한 움직임에 의한 내부적 마사지는 신장 림프액의 흐름을 자극하여 신장  

을 건강하게 만든다. 다섯째, 좌측 횡경막 바로 아래에 있는 피의 순환을 정화 시  

키는 필터의 역할을 하는 비장과, 랑게르한스섬과 인슐린을 조절하는 췌장은 림   

123) Śivasamhita, 3.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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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구조 내에서 일어나는 쁘라나야마에 의하여 자극받는다. 여섯째, 배설은 피부   

의 땀선, 신장, 직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쁘라나야마가 그 기능을 돕는다. 일곱째,   

내부기관과 세포를 보호하여 면역력이 증가하도록 도와 피로감을 줄여 회복의    

진전을 빠르게 한다. 여덟째, 나디를 정화하고 꾼달리니를 각성시켜 활력과 생명  

력이 증가하고, 감각과 욕망을 잠재워 순수한 마음과 침착함을 유지시켜준다124)
.�

바람직한 호흡은 우리의 신체를 적절한 생리와 신진대사 상태로 가져다주고 저    

장된 에너지를 적절히 관리해 준다. 쁘라나가 잘 조절된다면, 육체와 정신의 기    

능이 좋아져서 건강해지고 심신의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올바른    

호흡법을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쁘라나야마의 생리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깊은 호흡을 통해 폐포낭 까지 폐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가스교환을 효율적   

      으로 증가시켜 준다. 

둘째, 요가의 완전호흡을 통해 호흡근육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증가시킨다. 

셋째, 횡경막의 상하운동으로 소화기관과 배설기관을 마사지하며 소화력과 배설 기  

      능을 향상시킨다. 

넷째, 깊은 호흡은 심장을 마사지하며 휴식을 취하게 하므로 원활한 혈액순환을 돕  

      는다. 

다섯째, 이다와 삥갈라의 조절을 통해 교감신경과 부교감 신경계의 조화와 안정을  

        유도한다. 불면증이나 신경계질환에 많은 도움을 준다. 

여섯째, 쿰바카와 깊은 호흡, 반다 등을 통해 인체에 형성된 적절한 압력은 내분비  

        기관을 자극하고 마사지 하는 효과가 있어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다. 

일곱째, 긴장된 간을 마사지하고 정화된 혈액과 순도 높은 산소를 간에 공급해 간  

        기능을 향상시킨다. 

여덟째, 깨끗한 혈액을 유지시켜 신경과 뇌, 척수, 심장, 근육들 간의 조화를 유도  

        해 그 기능들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한다.    

아홉째, 세포 깊숙이 산소와 영양물질 더 나아가 쁘라나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므   

124) 이형록 ｢아슈땅가 요가｣, 춘해대학, 2004, p.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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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피부가 맑고 건강해지며 혈색이 밝아지는 등이다.

 이상에서 요가 경전과 현대 생리학에서 쁘라나야마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   

향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쁘라나야마 수행은 신체건강을 향상시키는 수행법이라    

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음은 쁘라나야마가 마음 작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겠다.

 쁘라나(氣)와 마음(心)의 관계에 대하여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마음작용이 멈추면 쁘라나의 작용도 멈추고, 쁘라나의 작용이 멈추면 마음작용   

도 멈춘다. 우유와 물처럼 의식과 쁘라나는 혼합되어 같은 작용을 한다. 쁘라나    

가 작용하는 곳에 마음이 작용하고, 마을에 작용하는 곳에 쁘라나가 작용한다.    

둘중의 하나가 정지하면 다른 쪽도 정지한다. 한 쪽 작용이 일어나면 다른 쪽도    

작용이 일어난다. 둘 다 작용이 멈추지 않으면 감각기관은 대상을 향해 계속 작    

용한다.  그러므로 이 둘의 작용이 없어져야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125).�

 따라서 아래의 경전에서 지적한 것처럼, 쁘라나야마 수행은 쁘라나 조절을 통해  

서 마음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不動心,즉 삼매에 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다.

�쁘라나를 내보내거나 쁘라나를 보유함으로써 정신이 맑아진다126).�

�쁘라나가 중앙의 수슘나 나디를 흐르면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마논마니 삼매라고 한다. 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지식호흡  

(꿈바까) 방법에 통달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지식호흡을 한다127).�

 또한 쁘라나야마는 고대로부터 의식(마음) 집중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호흡을 리드미컬하고 천천히 함으로써 깨어있는 조건에서는 도달하기가 불가능    

한 어떤 상태, 특히 수면 중의 고유한 의식 상태를 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쁘라나야마 수련을 통해서, 깨어있을 때 보다 느린 수면 중의 호흡리듬에 도  

달함으로써 수면 중의 의식 상태를 투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도의 요가수행  

자들은 의식을 네 종류로 나눈다. 즉, 깨어있는 의식, 꿈을 수반하는 수면 중의 의

125) Hathayogapradipikā, 4.23-25.

126) Yogasūtra, 1.34

127) Hathayogapradipikā, 2.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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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꿈이 없는 깊은 의식, 뚜리아(turya)128)의 상태가 그것이다. 네 가지 의식은 쁘

라나야마에 의해서, 즉 꿈바까(止息)를 가능한 길게 연장함에 의해서 모두 간파할 

수 있게 된다. 요가수행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초보자에게는 이런 네 가지 의식 사

이에 단절이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상태에서 수면상태로 들어갈 때 무의식적 이

다. 그러나 숙련된 요가수행자는 쁘라나야마 수행을 통해서 의식의 연속성을 유지

하면서 각 의식의 상태를 꿰뚫어 보는 것이다129).

 따라서 쁘라나야마 수행은 쁘라나를 조절함으로써 마음을 조절 ․ 통제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성취된 의식의 집중을 바탕으로 깨어있는 조건에서는 도달    

하기 불가능한 의식상태 까지 꿰뚫어 볼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2. 2. 2. 2. 종교철학적 종교철학적 종교철학적 종교철학적 의의의의의의의의

 

 첫째, 하타요가 경전에서 무드라를 병행한 쁘라나야마의 수행의 결과로 능력을 얻

게됨을 빈번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초능력은 꾼달리니 샥띠가 깨어나 수슘나 

나디를 통과 하여 각 짜끄라가 열리면서 나타난다. 경전에서 쁘라나야마 수행의 단

계에 따라 다음의 여러 가지 초능력을 얻게 됨을 총괄적으로 적고 있다130). 

 수행이 진전되면 약 1시간 30분 동안 지식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초능력을 얻을 수 있다. 예언능력, 생각대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멀리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 미세한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 대소변을 황금으로 바꾸는 능

력, 사물을 보이지 않게 하는 능력 등이다131). 

 쁘라나야마 수행결과 3시간동안 단 한 번의 지식호흡으로  유지할 수 있거나, 또

는 3시간 15분 동안 수행자의 쁘라나를 움직이지 않을 수 있으면, 몸이 솜처럼 가

128) 의식의 완전한 상태로 세 번째의 깊은 수면 상태와 같이 주 ․ 객의 대립이 초월되며 모든  

  유한한 의식 활동이 그친 상태이다. 이 상태는 자아가 아무런 방해 없이 순수하게 드러나  

  는 지극한 희열의 상태로 신비한 체험의 세계이다. 

129) Eliade, M(정위교 譯),「요가」,서울 : 고려원, 1991. p.64.

130) Śivasaṁhitā, 3.44-67

131) Śivasaṁhitā, 3.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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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워져 자신의 엄지손가락만으로도 자신의 몸을 세울 수 있게 된다132). 

초능력에 대해서 빠딴잘리의 고전요가에서는 삼야마(saṁyama)133)수행을 수단으로 

하여 얻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 즉, 윤회에 대한 삼야마를 실천함으로써 전생을 알

게 되고, 관념에 대한 삼야마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보이지 않도록 사라지게 하는 

능력 등 다양한 초능력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134).

  둘째, 인간은 전생의 업에 따라서 태어나는데, 인간의 영혼은 정자와 난자가 만

나는 순간 전생의 모든 업을 끌어 모아 다섯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적인 육체 

속으로 들어간다. 이러한 육체를 브라흐만의 알(소우주)이라고 하나 이것은 고통과 

쾌락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아름답게 보이는 이 육체는 자신이 전

생에 지은 업의 과보를 받기 위한 도구인 셈이다135).

이상과 같은 업과 관련된 관점을 쁘라나야마의 실제 수행에서 연결된다. 하타요가 

경전에 따르면,�심장 속에서 무시이래 전생에 지은 업(業)의 결과로서 축적된 薰

習과 결합된 자아를 둘러쌓여 쁘라나가 작용하고 있다136).�고 한다. 즉 쁘라나의 

작용 때문에 전생의 업(業)의 결과로서 薰習(vāsanā)에 영향을 주고, 이 훈습은 쁘

라나의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즉, 훈습과 쁘라나는 둘 중 하나가 소멸되면 나머지

도 소멸되는 관계에 있다. 또한, 쁘라나와 훈습은 마음 작용의 원인이다137).

 따라서 전생에 쌓은 업과 현생에서 생긴 선업까지도 소멸하기 위해서 쁘라나의 

작용을 조절 ∙ 억제하는 쁘라나야마 수행이 필요하다. 경전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

하고  있는 것처럼 쁘라나야마 수행은 ‘업의 소멸’ 이라는 종교철학적 의미를 가지

고 있다.  

�현명한 수행자는 쁘라나야마 수행으로 전생에 쌓은 업과 현생에 쌓인 업을 단호

하게 소멸할 수 없다. 뛰어난 요가행자는 16가지의 쁘라나야마 수행으로 전생에서 

132) Śivasaṁhitā, 3.59.

133) 삼마야(saṁyama,總制)란 빠딴잘리의 8지칙 요가에서 마지막 3단계, 즉 응념(dhārāna), 정  

   려(dhyāna), 삼매(samādhi)를 통칭하는 말이다.

134) Yogasūtra, 3.16-52.

135) 이태영, 「요가- 하타요가에서 쿤달리니 탄트라까지｣, 서울 ; 여래, 2000, p.47.

136) Śivasaṁhitā, 3.1-2.

137) Hathayogapradipikā,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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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은 여러 가지 선업과 악업을 소멸할 수 있다. 죄업의 솜뭉치를 쁘라나의 불로 태

워버려라. 악업을 소멸시킨 다음 선업도 소멸시켜라. 위대한 요가행자는 쁘라나야

마 수행에 의해 8가지 초능력을 얻어 악업과 선업의 바다를 건너 삼계를 자유로이 

활보할 수 있다138).�

 셋째, 하타요가에서 삼매는 쁘라나야마 수행으로 쁘라나가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아뜨만에 흡수된 조화로운 상태139) 쁘라나가 중앙의 수슘나 나디를 

흘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140) 꾼달리니가 수슘나 나디속으로 상승하면서 각 

짜끄라가 각성된 상태로 본다. 쁘라나야마는 문자적 의미 그대로 쁘라나의 연장 ∙ 

억제 등의 조절로 쁘라나의 통로인 나디를 정화시키는 것을 직접적 목적으로 한다. 

나디가 더러우면 쁘라나가 몸의 중앙을 관통하는 수슘나 나디 속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경전 에서처럼, 나디를 정화하기 위해 쁘라나야마를 끊임없

이 수행해야 한다. 

�나디에 오물이 차 있으면 쁘라나가 몸의 중앙을 관통하는 수슘나 나디로 흐르지 

않는다. 이런 경우 어찌 무아의 상태에 이를 수 있겠는가. 또한 요가수행의 목적인 

해탈을 어찌 달성할 수 있겠는가. 오물로 가득한 나디가 완전하게 청소될 때 비로

소 쁘라나를 조절할 수 있는 달인이 된다. 그러므로 중앙의 수슘나 나디 속에 있는 

오물이 깨끗이 없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청정한 지혜로써 쁘라나야마를 해야 한

다141).�

 이러한 쁘라나야마 수행의 결과로 나디의 조직이 깨끗해지고 수슘나 나디에 모든 

장애가 제거되면 쁘라나는 수슘나 나디의 입구인 물라다라 짜끄라(회음부)로 흘러 

들어간다. 이때, 잠자고 있던 꾼달리니가 막대기로 맞은 뱀처럼 똑바로 일어나 수

슘나 나디를 타고 브라흐만 란드라로 올라가고 이다와 삥갈라 나디에서 쁘라나 흐

름은 정지외어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 즉 不動心의 상태가 된다. 이를 마논마

니(manonmani)삼매라고 한다. 

138) Śivasaṁhitā, 3.49-52.

139) Hathayogapradipikā, 4.6.

140) Hathayogapradipikā, 2.42.

141) Hathayogapradipikā,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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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요가의 삼매는 그 상태에 따라 단계별로 세분화시키는 데에 비해서, 하타요가

의 삼매는 신체적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 하는 수행법에 

주안을 두기 때문에 삼매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다. 

 하타요가에서 해탈은 쁘라나야마 수행을 함으로써 나디가 정화되고 쁘라나가 원

활히 흐르게 되어 꾼달리니의 각성 및 부동심을 성취함으로써 이루게 되는 것이다. 

    

        3. 3. 3. 3. 질병치유와의 질병치유와의 질병치유와의 질병치유와의 관계관계관계관계

 

 쁘라나야마에는 많은 종류의 호흡법들이 있고 , 그것은 신체의 여러 해부학적 부

위들 즉 근육, 신경, 기관, 선(腺)을 운동시키고 그 결과 전체 유기체가 건강하고도 

조화롭게 작용할 수 있게 하기위하여 수없이 많은 āsanas를 사용해야 한다. 이렇

게 변화가 심한 조건하에서 sādhakạ의 육체적, 정신적, 지적, 영적 요구조건에 부

응하기 위해 많은 종류의 쁘라나야마가 고안되고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호흡법들이 인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질병을 치유하는데 어떤 관계

에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Nādī śodhana의는 혈액과 세포조직에 보통의 호흡 때보다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

여 이산화탄소와 독소를 배출시키고 피를 정화하며, 심장, 순환기능과 호흡기 계통

을 향상시키고 안정시키는 작용을 한다142). 또한 사유의 명료화와 고요함, 집중을 

촉진시키고 에너지의 막힘을 뚫어주어 이다와 삥갈라 나디를 정화하고 균형 있게 

잡아 주어 영적 에너지의 각성과 깊은 명상에 들게 한다. 나디쇼다나는 자율신경계

를 균형 잡아 신경과 정신을 안정되게 하며, 집중력이 강화되고 뇌의 기능을 최적

의 상태로 만들어 준다. 그리하여 정신적 스트레스와 긴장을 감소시키고, 생기와 

면역체계를 향상시킨다. 그래서 이 호흡은 모든 병의 회복기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대부분의 경우, 호흡의 깊이와 속도는 신경계를 통해 자

가 조절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흡은 보통 자동적인 것이니 인간이 적극적으로 

142) 이형록,「아슈땅가 요가」, 춘해대학출판, 2004,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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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쁘라나야마 

에서는 폐와 신경계에 대한 끈기 있는 훈련을 통해, 호흡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속도나 깊이의 질을 바꿀 수 있다. 훌륭한 운동선수나 등산가, yogi

(지도자)들의 폐활량은 보통사람들보다 훨씬 큰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다.�

결합호흡은 Gheraṇḍa Saṁhitā (5.56-57)에 따르면 하급의 호흡수행 결과 땀이 나

고, 중급의 요가수행 결과로는 척추에 진동이 오고 , 최상급의 호흡수행 결과 공중

부양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 호흡법을 통해 공중부양 능력이 생기고, 모든 병

이 치유되며, 샥띠가 각성된다. 또한 마음의 평화와 정신능력의 고양이 생기고, 마

음속이 환희로 충만 된다고 한다. 이 호흡법은 질병 치유적 차원 보다는 수행적 의

미가 더 강한 호흡으로 생각된다.

결합호흡을 질병 치유적 측면에서 보자면, 폐의 주기적인 확장에 영향을 주며 신

장, 위, 간, 비장, 비부, 체액, 기타 기관들을 자극하여 각 신체부위의 기능을 강화

하고 활성화 한다. 호흡에 있어 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신선한 피는 동맥에 

의해서 심장의 왼편에서 시작하여 신체의 모든 구석구석 세포에 까지 전달되어 세

포들은 산소를 보충하여 저장하게 한다. 각각의 낭에서 배출된 폐물질은 정맥 혈류

를 따라 심장의 오른쪽에서 출발하여 폐로 전달되어 처리된다. 심장은 평균적으로 

1분에 70번 정도의 비율로 펌프질을 하여 이 피를 몸 전체에 퍼뜨리게 된다. 따라

서 제대로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모든 관련 부위들, 신경체계, 폐. 심장, 동

맥과 정맥 그리고 흉곽과 횡경막 등의 부위들이 서로 효율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것이다143). 결합호흡은 신체의 각 체계를 정상화시켜 인체의 불균형에서 오

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

 태양관통호흡은 폐의 움직임이 다른 호흡에 비해서 크다. 그러므로 횡경박의 움직

이는 활발한 호흡은 소화계통의 기관에 도움을 주어 소화능력을 향상시킨다. 이 호

흡은 삥갈라 나디를 정화시켜 질병치유에 도움이 된다144). 또한 대장질환을 치유

하는 효과가 있어 위십이지장의 질환 등의 치유에도 도움을 준다.

 승리호흡(Ujjāyī Prāṇāma)은 쁘라나야마나 쿰박의 근본 원리가 이 호흡법에 근거

143) Iyengar, 문진희 역, 「요가호흡의 정석」, 요가연구회, 1993, p.29.

144) 이형록 「아슈땅가 요가」, 춘해대학출판, 2004, 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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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둔다. 만약 이 호흡법에 통달하면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경지에 다다를 수 있으며, 심신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또한 젊음을 유지

하고, 노화를 방지하며, 명상 수행의 높은 경지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체험

함으로써 현실의 고뇌를 초월할 수 있다.

�이 호흡은 완전하게 하지 못해도 복강 내압이 올라가고 심장의 박동이 줄어든다. 

맥박이 몇 초간 정지하기도 하나 말초혈관의 혈액순환은 오히려 좋아지고, 내분비

기관의 활동이 촉진되나 긴장이나 흥분작용을 일으키는 아드레날린은 분비가 억제

되고, 해독제에 해당하는 아세칠콜린이 많이 분비되고, 외부의 전기 저항은 감소한

다. 이때에는 외부에서 어느 정도의 소리가 들리거나 자극을 주어도 느끼지 못하며 

뇌파에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심신의 자유로움을 느낀다.�

“이 호흡은 기관지의 담을 없애주고 기도와 체액과 복부 그리고 모든 체질 이상에

서 오는 질병을 치유하며, 숨을 마실 때 내부의 쁘라나를 끌어올리기 위해 복부를 

수축하게 된다. 그 결과로 내쉴 때는 자연스럽게 하복부에 압력이 가해지는 생리적

인 특징을 갖는다145).�

 이 호흡은 지식이나 반다를 하지 않고 하면 심장박동이 느리게 되고 고혈압 치료

에 효과가 있으며, 점액의 보유를 경감하고 dhatu(몸의 7가지 구성요소: 피, 뼈, 골

수, 지방, 정액, 피부, 살)의 질환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기관지의 담을 없

애주고 소화의 불을 증강시키고, 기도와 체액과 복부 그리고 모든 체질 이상에서 

오는 질병을 없애준다. 그리고 감기, 기침, 결핵, 열병, 황달, 발진 등과 같은 호흡

기나 소화기계의 질환을 없애주며 늙음과 죽음도 극복케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냉각호흡(Sītalīb Prāṇāyāma)은 몸과 마음을 서늘하게, 고요하게 만드는 호흡이다.

 Haƫhayogapradīpikā와 GheraṇḍaSaṁhitā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호흡은 몸과 마음을 서늘하게 하고 생물학적 욕구 및 체온조절과 관련되는 대

뇌중추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다. 이 호흡을 수행함으로써 심신을 서늘하게 하

여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흥분을 가라앉히고, 몸 전체에 흐르는 쁘라나의 흐름이 원

활할 수 있도록 촉진 한다. 따라서 근육의 이완과 마음의 평온을 이끌어내어 잠자

145) 이태영, 「요가-하탸요가에서 꾼달리니까지」, 여래, 2000,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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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 진정제로써 이용될 수 있다. 이 호흡을 통해 배고픔과 갈증이 극복되고 만족

감이 일어난다. 또한 혈압을 낮추고 위산 과다를  경감한다.

이 호흡을 요가디피카에서는 신체를 서늘하게 하고 눈과 귀를 안정시키며, 미열이

나 담즙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좋으며, 간장과 비장을 활성화시키고 소화를 촉진시

켜 갈증을 덜어 준다고 밝히고 있다.

 싯소리호흡(Sītkārī Prāṇāyāma)은 사랑의 여신처럼 아름다워지고, 배고픔․목마름․

졸림․피곤함을 막아주고 육체의 힘이 증가되고, 지상의 모든 고통에서 자유로워진

다. Haƫhayogapradīpikā(2.54-56)에서는 밝히고 있다. “풀무호흡(Bhastrikā 

Prāṇāyāma)은 쁘라나와 사마나와 아빠나를 결합시키는 데에 가장 효과적이다. 이 

셋이 배꼽 쪽에서 결합되면 이 기는 인체 중에 기가 부족한 쪽 그리고 기의 흐름

이 안 좋은 곳으로 간다. 그래서 이 호흡법보다 강렬하게 기를 돌리는 것은 없고, 

기가 바르게 돌면 모든 질병은 사라진다. 그래서 이 호흡법은 모든 질병을 치료 하

는데 아주 좋다. ｢GheraṇḍaSaṁhitā｣에서는 현명한 자는 ‘이 풀무 호흡을 3번만 실

행해도 모든 고통과 질병에서 벗어나 매일 건강하게 원기 왕성하게 살 것이다.”

고146)밝히고 있다.

Haƫhayogapradīpikā(2.65-67)에서는 담 ․ 담즙 ․ 점액의 이상으로 생긴 질병을 없

애고 소화의 불을 증가시키며, 빠르게 꾼달리니를 각성시켜서 나디를 청소하고 쾌

감을 주므로 몸에 유익하다. 또한 수슘나 나디의 입구를 막은 점액 등의 장애물을 

제거하다. 그리고 수슘나 나디 속에 생긴 완고한 세 개의 결절을 파괴하는 효과가 

있다.

 “이 호흡은 간과 비장, 췌장과 복부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자극시키므로 소화력이 

향상되고 공동(空洞)을 없애주며, 두 눈이 시원해짐을 느끼고 기분을 돋우어 준

다147).�

 “또한 비민을 감소시키고,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고 혈류에 산소와 이신화탄소의 

교환을 향상시킨다. 신진대사율을 높이고 열을 일으켜 노폐물과 독소를 씻어내고, 

내장기관과 소화기관을 자극하고 마사지하며 소화력을 증가시킨다, 천식과 폐 질환

146) 이태영, “쿤달리니요가” 여래. 2004, p.109∼110. 

147) 아행가 저. 현천 역｢ 요가디피카｣, 법보심문사, p.55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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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효과가 있으며 염증과 담을 완화한다. 신경체계를 균형 있게 강화하고 명상을 

쉽게 하도록 돕는다148).”

 벌소리호흡(Bhrrāmarī Prāṇāyāma) 은 치유적인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 호흡은 

스트레스와 뇌의 긴장을 제거하고, 화 ․ 걱정 ․ 불면증 ․ 혈압을 경감시키고, 몸 전

체 조직의 치료를 빠르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수행될 수 있다. 또

한 목소리를 강화 ․ 향상시키고 목구멍의 질환을 치료하는데 활용된다149).

 자아 상실 호흡 (Mūrcchā Prāṇāyāma)은 마음을 내적으로 향하게 하고 심령적 상

태를 경험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명상을 위한 매우 탁월한 수행법이다. 이 호흡은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을 끊고, 물리적인 신체와의 동일성을 금지하며 정신적 평온

을 일으킨다. 긴장, 걱정, 분노, 신경증 등 정신적 문제점을 완화시키고 쁘라나의 

수준을 높여준다.

GherandaSamhitā에서는 주어진 수명동안 호흡의 수는 정해져 있다고 본다. 호흡

법을 통해 가능한 호흡횟수를 줄여 수명을 연장코자 한다. 또한 “식사할 때, 걸을 

때, 잠잘 때 등 인간의 행위에 따라 쁘라나(또는 호흡)의 길이가 다르고 평상시 빠

져나가는 쁘라나(氣)의 길이를 줄이면 줄일수록 수명도 늘어난다고 한다. 나아가 

쁘라나가 몸 안에 있는 한 죽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쁘라나를 몸 내부에 묶어둬

서 육체 밖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게 시도 한다. 바로 이것을 완전 호흡 Kevalī 

Prāṇāyāma 라고 한다150).�

이렇듯 호흡법은 의식적 자연호흡법에 의해서 심신의 자연치유력을 높이고 자율신

경계와 욕정을 통제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생리적으로도 의식적 호흡통제를 통해서 

횡경막 상 ∙ 하 운동의 폭을 크게 하고 내장체조를 활발하게 일으켜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자율신경기관과 심리 상태를 자기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다151). 

최근 의학자들은 마음과 몸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둘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건강과 질병, 삶과 죽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

148) 이형록, ｢아슈따아 요가｣, 춘해대학출판, 2004, p.235.

149) Swami S. Saraswati, Asana Pranayma Mudra Bandha, Bihar School of yoga, 1996,   

  p.396.

150) Gheraṇḍa Saṁhitā, 5.89.

151) 김현수, 요가, 서울, 삼호 미디어. 2003.



58

었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빈곤, 직업에 대한 불만, 사회적인 냉대, 문화적인 

고립, 이별을 경험한 사람 등이 사회적 활동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보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152). 또한 믿음, 사랑, 열정에서부

터 공포와 분노에 이르는 감정적 상태들은 혈액의 화학변화와 심장박동 수, 위장에

서 면역계에 이르는 몸의 세포조직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반응을 유발시

킬 수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감정적인 동요가 인간의 유기체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히 입증되면서 사람은 감정 상태에 따라 아플 수도 건강할 수도 있다는 사실

이 밝혀졌다. 검진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끊임없이 신체적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발병원인을 마음에서 찾고자 했던 움직임들이 심신 상관관계의학의 시초

라 할 수 있다. 일종의 심인성 질환으로 불리는 이런 증상의 환자가 전체의 80%이

상을 차지한다는 것이 현재 의학계의 증론이다153).

 이렇게 동양의학은 마음의 상태가 질병의 중요한 직접적인 변수임을 알고 이것을 

다스리는데 노력하였다. 이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기(氣)와 물질로서 혈

(血)에 대한 깊은 통찰과 그 균형 유지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타요가 또한 신체와 마음의 결합이나 완전함의 뜻을 두고 있다. 이 의미는 고대 

인도에서는 고행과 금욕의 의미로 쓰이다가 현대적의미로 균형과 조화의 의미로 

정리되었다. 건강한 하타요가는 몸과 마음의 조화뿐 아니라 자연과 몸의 조화 세상

과 나의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건강을 이루는데 그 뜻이 있다. 

이외에도 하타요가의 깊은 호흡 즉 쁘라나야마에 의해 생명력이 강화되고 내분비

선의 분비액이 배출되므로 모든 선이나 기관의 기능이 강화되어 건강의 이상이나 

성격상 문제들을 정상으로 회복시킨다154).

 또한 수련자의 정신과 심리적 기질을 개선하여 성격을 바꾸는 동시에 용모까지 

변하게 한다. 쁘라나야마를 통해 정신의 안정과 지혜를 얻게 하여 인격의 완성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의 자유를 얻게 한다. 

152) 이명은, 요가 프로그램 적용이 여고생의 심신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153)  이명은, 앞의 책, 2002.

154) 이명은, 앞의 책,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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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6666장장장장. . . .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연구는 서론의 연구목적에서 제시하였듯이, 최근에는 건강과 삶의 질을 요구하

는 시대적 흐름과 관계하여 여러 수련법들이 대중들로부터 시선을 잡고 있다. 하지

만 이런 수련법들이 널리 행해지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많은 부작용도 따르고 있

다. 이에 요가 본연의 수행법을 고찰한 결과 오늘날 일반인에게 보여 지는 요가 수

행의 모습은 하타요가 본래의 수행법과 큰 차이가 있고 본래의 하타요가는 쁘라나

야마가 주 수행법을 밝힌다. 또한 하타요가의 목적이 ‘신체적 수련의 완성’에 있다

는 폄하된 가치평가를 재고하려는 목적으로 하타요가의 쁘라나야마에 관하여 고찰

하였다. 

 누구나 호흡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지만 나쁜 자세, 일그러지거나 안으

로 굽어 있는 가슴, 비만, 감정적 장애, 여러 가지 폐질환, 흡연, 호흡 근육의 고르

지 못한 사용,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호흡이 부적절해지고 자신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호흡을 하게 된다. 잘못된 호흡과 자세의 결과로 몸에서는 많은 미묘한 변

화들이 일어나며 결국 호흡이 무거워지고 폐의 기능이 떨어져서 심장 질환이나 기

타 질병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질병들은 쁘라나야마 수행을 통해서 질병을 예

방하고 견제하거나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쁘라나야마 수행으로 우리의 몸

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스스로의 의식 상태

를 간파하는 수단을 제공하며 쁘라나 조절을 통해서 마음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나

아가 不動心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쁘라나야마를 수행함으로써 육체와 정신의 

기능이 좋아져서 건강해지고 심신의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 신체건강을 향상시킴은 

물론 더 나아가 쁘라나의 작용을 조절 ․ 억제하는 쁘라나야마 수행으로 초능력의 

발현과 업의 소멸, 그리고 삼매, 해탈까지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그 수행의 의의를 

갖는다.   

  본 논문의 요가 경전에 기록된 쁘라나야마 수행법은 인도 고유의 뜨거운 기후조

건에 맞는 수행법으로 본 논문의 목적에 맞게 쁘라나야마를 실제 삶 속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나라 기후조건에 맞는 쁘라나야마 프로그램을 연구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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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 필요하다. 그리하면 대체의학으로서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

한 것은 수행에 있어서는 쁘라나야마는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려운 관계로 본인

의 근기나 성향에 잘 맞추어 정진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간과 할 수 없는 점은 

하타요가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강렬하고 엄격한 수행이 전제 되어야 한다. 

 이상의 고찰로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구대상 문헌이 영역본 이므로 산스끄리뜨

어 원본과 내용차이가 있을 수 있고 쁘라나야마에 관한 일부 문헌을 고찰하였으므

로 연구의 범위가 제한되었다는 점에 본인의 한계를 느끼게 됐고 역량이 부족함을 

절실히 깨우치게 됐다. 그 결과 더 깊이 있는 연구가 되지 못한 점도 아쉬움이 크

다. 또한 본 논문이 구체적이고 꾸준한 실천을 요하는 수행법을 주제로 했음에도 

주관적 수행체험 검증결과를 넣지 못했다는 점 또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여

건이 허용되는 선에서 쁘라나와 쁘라나야마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 5장에 쁘

라나야마가 질병치유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다뤄봤다.

쁘라나야마의 질병의 관계에서 분명하게 그 관계를 연결 짓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

면 쁘라나야마가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근본적인 

목적에는 치유적인면 보다는 오히려 명상이나 삼매, 해탈을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실생활에 가깝게 아유르베다에 밝혀진 질병개념과 그와 관계하

여 쁘라나야마의 특징을 접근해 들어가면 분명 치유목적과도 쁘라나야마가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쁘라나야마 수련 시에는 반드시 유의할 점과 주의사항들을 잘 살펴야 

하며, 특히 몸에 이상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호흡 수련이 적절치 

못 할 경우에는 천식이나 기침, 과다 긴장, 심장, 귀, 눈 부위의 고통, 세기관지의 

경화, 혀가 건조해지는 등의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올바른 호흡법을 실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쁘라나야마는 오랜 세월을 거쳐 수행자들에 의해 행해진 호흡의 과학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쁘라나야마는 호흡의 과학이다. 그 만큼 우리 인체와 바로 직결돼 

있기에 쁘라나야마 효과가 경전에서만 입증되는 것이 아닌 실제 생활 속에서 누구

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있게 의학적인 견지에서 세밀한 연구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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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이뤄진다면 대체의학으로서 쁘라나야마의 입지가 나아지리라 생각된다. 이로 

인해 실제 쁘라나야마를 통한 질병치유로 심신의 건강을 지켜 내는데 그 사례를 

밝혀 낼 수 있다면 보다 내실 있는 연구가 되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쁘라나야마의 

특징과 효과를 본 논문을 통해 치유적인 관점에서 질병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충분히 그 활용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호흡의 과학적 접근이나, 대

상과 질병에 맞는 맞춤 호흡 프로그램의 개발로 쁘라나야마에 꾸준한 관심과 연구

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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