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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요가는 하타요가와 같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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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요어: 하타요가, 현대요가, 라야요가, 라자요가, 대중적 현대요가]

하타요가와 현대요가라는 용어는 그 개념의 외연이 다른 것이지만 현대
요가가 마치 하타요가의 직접적 계승이나 발전의 형태인 것처럼 용어가 사
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현재 서구학계의 하타요가와 현대
요가에 대한 연구 성과를 이용하여, 하타요가와 현대요가의 개념을 규명하
고 이 두 용어의 정확한 사용을 주장하였다. 

먼저 현재 서구의 하타요가 연구 현황을 소개하고, 현재까지의 연구 결
과를 이용해 하타요가의 성립과 발전, 그 개념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현
대요가의 발전과 현대요가의 개념에 대한 최근 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보았
다. 

그리고 본 연구는 현대요가에 내포된 네 가지의 개념(현대 하타요가, 현
대의 전통적 하타요가, 현대 명상요가, 대중적 현대요가)을 제시하고 하타
요가와 대중적 현대요가의 가장 큰 차이점을 사마디의 추구라는 수행의 목
표에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점은 대중적 현대요가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아사나(āsana, 體位)가 하타요가, 혹은 하타요가와 서구 체조가 결합된 형
태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대중적 현대요가의 아사나마저 그 태생의 근원에서 분리된다
면 이것은 새로운 체조일 뿐이지 더 이상 요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융합요가학과 외래 강사. nirodha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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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하타요가와 현대요가

국내에서도 2000년 이후 요가의 대중적인 인기와 더불어 요가 

연구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국내의 요가 연구들은 인도

철학 분야의 주제보다는 요가와 연관된 심리학, 체육학, 교육학 

계통의 융합적인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체육학 

관련 요가 연구가 압도적이다.1) 아무래도 철학이나 역사적 고찰

의 기초가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 융합적인 분야의 국내 학계의 요

가 관련 논문은 부정확한 사실을 게재하거나2), 기본적인 용어의 

통일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2016년 5월 21일 ‘한국요가와 하타요가’라는 주제로 

한국요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보면 매우 중요

한 용어인 하타요가와 현대요가가 제각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
를 들어 김미경은 현대요가를 ‘대중적 하타요가’라는 용어로 표현

하고 있다.3) 또 곽미자는 전통적인 인도의 하타요가를 ‘고전 하타

요가’, 현대요가를 ‘현대 하타요가’로 표현하고 있다.4) 
현재 서구학계에서는 하타요가를 인도 고대의 고행주의적 전통

과 탄트라의 결합을 통해 11세기 이후 발생한 요가의 한 유파로 

정의한다.5) 특히 15세기 하타의 등불(Haṭhapradīpikā, 이하 HP) 
이후 아사나(āsana), 쿰브하카(kumbhaka), 무드라(mudrā), 나다

* 동국대 불교대학원 융합요가학과 강사

1) 곽미자(2011) p. 11.
2) 이충웅(2011)
3) 김미경(2016) p. 27.
4) 곽미자(2016) pp. 46-47.
5) Birch(2016)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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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nādānusandhāna)이라는 정식(定式)을 확고히 했다. 현대요

가는 아직 확실히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미첼리스(E. De Michelis)
나 싱글톤(M. Singleton)이 이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6) 이들은 기

존 인도전통과의 관계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19세기 이후라는 시

기적 특징과 특히 영어권의 문화적 영향에 의한 상당한 문화적 변

용을 거친 다국가적인(transnational) 요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하타요가와 현대요가가 다른 것임을, 최소한 크게 변형된 점을 주

장하고 있다. 
국내 요가학자들이 현대요가를 대중적 ‘하타요가’나 현대 ‘하타

요가’로 부르려면 현대요가로 불리는 것이 어떤 점에서 하타요가

인지 제시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기 어렵다. 
곽미자는 고전 하타요가(즉 하타요가)와 현대 하타요가(즉, 현대요

가)의 차이점으로 수련목적, 수련내용, 수련방법, 스승의 유무, 요
가 수련자의 자격의 5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7) 만약 사실이 그렇

다면 현대 하타요가에 어떻게 하타요가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가? 목적, 내용, 방법이 다르다면 겉(내용과 방법)과 속(목적)까지

도 완전히 다르다는 말이 아닌가? 
하타요가와 현대요가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하

타요가의 정체성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다고 생각

된다. 또한 20세기 이후 요가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먼저 하타요가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에 대

한 가장 최근의 서구학계의 연구 성과를 제시하여 하타요가의 정

의를 도출해보고, 다음으로 20세기 이후 요가의 현대적인 변천과 

현대요가학자들의 현대요가 정의를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하

타요가와 현대요가의 공통점과 차이를 도출하고 이 두 용어의 보

6) De Michelis(2008) pp. 19-20; Singleton(2013) p. 38.
7) 곽미자(2016) pp. 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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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확한 사용을 주장하려 한다.
또한 본 연구의 주제 상 직접 다루지는 못했지만 하타요가 형성 

초기의 역사는 티베트 밀교수행과 관련이 적지 않기 때문에 본 연

구가 향후 티베트 불교와 인도사상 간의 비교 연구의 작은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Ⅱ. 하타요가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

1. 서구의 하타요가 연구

서구의 하타요가 연구의 방향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문헌분석

에 기초한 것이고, 또 하나는 문화기술적(ethnographic) 방법론에 

기초한 것이다. 
전자의 방법으로 현재 학계의 두각을 나타내는 학자는 단연 말

린슨(J. Mallinson), 버치(J. Birch), 키스(C. Kiss)의 3인을 들 수 있

다. 옥스퍼드 출신인 이들의 활약은 무엇보다 1980년대 이후 옥스

퍼드의 산더슨(A. Sanderson)의 불이론 쉬바파(Advaita Śaivism)
의 문헌과 역사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부이(Christian 
Bouy, 1948-2011)의 1994년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촉발된 것으로 

생각된다.8) 
후자의 방법은 하타요가뿐만 아니라 현대요가 연구의 중요한 

방법론이기도 하다. 이 방법론에 따른 현대요가 분야의 대표적 연

구는 알터(J. Alter), 미첼리스, 싱글톤의 경우가 있다.9) 그러나 말

8) Sanderson(1988); Bouy(1994).
9) Alter(2004); De Michelis(2004); Singleton(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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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슨은 현대의 고행 요가수행자가 극히 희소한데다가, 그들은 수

행 기법을 교단의 입문자에게만 보여주고, 그리고 하타요가가 기

원됐다고 하는 나트(Nāth) 교단에서도 하타요가의 육체적 수행을 

수련하는 수행자들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방법을 하타요가 연구에 적용할 때는 부분적인 연구 방법으로만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0)

2014년 말린슨은 유럽연합 산하의 유럽연구위원회(the Europe-
an Research Council, ERC)에 기금을 신청하여 2015년 10월부터 

5년 기한의 하타요가 프로젝트(Haṭha Yoga Project)를 시작했다. 
하타요가에 버치, 아사나와 현대요가에 싱글톤, 문화기술 분야의 

베빌라쿠아(D. Bevilacqua)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구이다. 기금

을 위해 말린슨이 제출한 A4 14쪽 분량의 제안서 “ERC Consolid-
ator Grant 2014 Research Proposal 2014”(ERC 통합관리자 기금 

연구 제안서, 이하 제안서)는 현재 서구 하타요가 연구의 성과와 

향후 연구주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11) 
제안서에서 말린슨은 하타요가의 형성기와 발전기를 대변하는 

각각 6종, 4종의 문헌들을 제시한다.12) 그리고 각 문헌들이 가지

는 역사적 의의를 잘 드러냄으로써 복잡한 하타요가사를 어느 정

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계기를 주고 있다. 이것은 문헌 중심

의 연구가 올린 개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 제안서에 소개

된 문헌들에 대한 내용을 도표로 제시해본다. 

10) Mallinson(2014a) p. 1.
11) 서구의 하타요가 연구 동향은 국내에서 박영길(2013) pp. 34-62의 소개가 

있었다. 
12) Mallinson(2014a) pp. 4-7. 본 연구는 형성기와 발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제안서에서 형성기와 발전기라는 용어 외에도 ‘초기 문헌’, ‘후기 

문헌’이라고도 칭하고 있다. “나는 1450년의 HP에 차용된 문헌들을 통해서 

초기의 문헌들(1-6)을 규정했다. 버치는 하타요가의 이후의 발전을 이해하는 

열쇠로서 4종의 후기 문헌들을 규정했다.” Mallinson(2014a)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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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하타요가 10종 문헌의 내용 및 역사적 의의13)

13) 도표 내용의 출처는 Mallinson(2014a) pp. 4-7. 도표는 필자가 정리한 것임.

시
기

문헌명(연대)14)
게
송
수

내용/ 역사적 의의

형
성
기

1.
불사의 성취

Amṛtasiddhi
(12세기 이전)

284

1) 하타요가의 수행법(mahāmudrā, mah
ābandha, mahāvedha)을 최초로 교

설한 문헌.
2) 요가의 4단계(ārambha, ghaṭa, paric

aya, niṣpatti)가 교설됨.
3) 불교탄트라와 관련이 깊음.
4) 12세기 초중반에 필사가 시작된 가장 

오래된 하타요가 경전임.

2.
다타트레야요가론

Dattātreyayogaśāstra
(13세기)

169

1) 교설하는 수행법을 최초로 하타요가

로 칭함.
2) 하타요가의 핵심적인 수행법들(kheca

rī와 vajrolī의 무드라들)이 교설됨.
3) 넓은 의미의 요가의 하부 개념으로 4

가지 요가(mantra, laya, haṭha, rāja)
의 개념이 최초로 나타남. 

4) 나트파의 문헌이기 보다는 비슈누파 

고행자들의 분위기가 나타남.
5) 쿤달리니의 각성이 나타나지 않고, 빈

두(bindu)의 유지를 강조함. 

3.
고락샤백송(百頌)
Gorakṣaśataka 

(13세기)

101

1) 나트파 전통 최초의 하타요가 문헌.
2) 불사의 성취와 다타트레야요가론

에 나타나는 ‘빈두의 유지’ 수행에 영

향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나트파의 

육체적인 쿤달리니 요가만 나타나는 

유일한 문헌.
3) 샥티찰라니 무드라(śakticālanī mudr

ā)가 최초로 설해진 문헌

4) 후대의 이 계통의 문헌들에 선구가 되

었지만, 하타의 진주환(珍珠環)(Ha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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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atnāvalī)을 빼고는 대개의 후대 

문헌들에 나타나는 수행법들은 이성

적이지 못한 형태로 교설됨.

4.
깨달음의 태양

Vivekamārtaṇḍa
(13세기)

173

1) 탄트라적인 쿤달리니 수행과 불사의 

성취와 다타트레야요가론의 ‘빈두

의 유지’ 수행이 결합한 나트파 최초

의 문헌으로서 15세기 하타의 등불
과 그 이후 문헌들의 선구가 된 문헌. 

2) 이 문헌의 확장본이 고락샤백송(百
頌)으로 오해된 경우가 있었음. 

5.
요가의 보석

Yogabīja (14세기)
190

1) 탄트라적 쿤달리니 요가와 불사의 

성취와 다타트레야요가론의 수행 

기법이 결합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타

요가로 불렀던 최초의 문헌. 
2) 하타요가의 수행법에 최초로 철학적 

해설을 한 하타요가 문헌.

6.
아마라우그하프라보다 

Amaraughaprabodha
(14세기)

74

1) 불사의 성취의 기법에서 파생된 하

타요가를 전하는 문헌이지만 나트파

의 틀 안에서 교설됨.
2) 이전 시기의 문헌들을 편집한 부분이 

많음.

발
전
기

7.
요가의 성환(星環)

Yogatārāvalī (15세기)
29

1) 하타와 라자요가가 결합한 최초의 문

헌.15)

2) 파타비 조이스(Pattabhi Jois, 1915-20
09)가 설립한 현대요가의 대표적 스

타일인 아쉬탕가 빈야사 요가에서 이 

문헌을 매우 강조함.

8.
요가의 여의주

Yogacintāmaṇi
(17세기)

3,4
23

1) 거의 90종 이상의 이전 하타요가 문

헌들을 인용한 기존 하타요가 문헌을 

집성한 개설서.
2) 다양한 체위(āsana)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일부 체위는 오직 동시대의 페

르시아의 요가 문헌, 불사의 대양(不
死의 大洋)(Baḥr al-Ḥayāt)16)에만 나

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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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시된 10종의 하타요가 문헌들을 통해 연구할 주제들을 

말린슨은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이것은 제안서의 연구 주제이면

서 학계가 풀어야만 할 향후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① 형성기의 하타요가의 수행들은 무엇이었는가?
② 왜 그 당시에 하타요가가 형성되었는가?
③ 하타요가문헌들은 누구에 의해,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가?
④ 그 문헌들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⑤ 누가 하타요가를 수행했는가?
⑥ 재가자도 하타요가를 수행했는가?
⑦ 왜 하타요가를 수행했는가?
⑧ 어떻게 그리고 왜 시대에 따라 하타요가의 수행자들은 변천하였는

가?
⑨ 현대의 세계화된 요가로 발전하려던 여명(黎明)의 시기에 인도에서

14) 이 문헌들의 연대와 게송수는 이설이 있을 수 있다. 일단 제안서의 내용을 

그대로 표기한다.
15) 버치는 이 문헌이 HP 직전의 문헌이라고 주장한다. Birch(2015) p. 7.
16) 불사의 대양(Amṛtakuṇḍa)을 16세기 이슬람 수피(sufi) 무하마드 가우스(M

uhammad Ghawth)가 범어에서 페르시아어로 번역한 것이다.
17) 요가의 불사화의 문헌적인 문제는 서봉기(2016) pp. 68-77를 참고. 

9. 하타삼케타찬드리카

Haṭhasaṃketacandrikā
(18세기)

?
1) 페르시아의 요가 문헌 불사의 대양

과 유사함. 

10.
카팔쿠룬타카하타아브

흐야사파다티

Kapālakuruṇṭaka-haṭh
ābhyāsapaddhati (?)

?

1) 24장(folio)으로 이루어진 산문임.
2) 이 문헌은 현대 체위요가의 아버지 크

리쉬나마차리야(T. Krishnamachary
a, 1888-1989)가 체위를 만들 때 사용

했던, 현재는 소실된 요가의 불사화

(不死華)(Yoga Kurunta)17)의 원전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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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엇이 요가를 구성하고 있었는가? 
⑩ 현대의 세계화된 요가 수행의 어느 부분이 근대 이전의 하타요가에

서 발견되는가? 
⑪ 오늘 날의 고행자는 하타요가를 어떻게 그리고 왜 수행하는가?
⑫ 오늘 날 인도 고행자의 요가 수행은 현대의 세계화된 요가의 영향 

아래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18) 

특히 제안서에는 향후 5년간의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

고 있는데,19)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자들은 하타요가 관련 분

야의 최고의 권위자들로서 서구에서 향후 5년간의 하타요가 연구

는 이 프로젝트의 결과에 그 성패가 달렸다고 할 만하다.

2. 하타요가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

여기서는 먼저 하타(haṭha)의 개념을 고찰해보고 형성기의 하타

요가가 어떻게 HP의 하타요가로 변천해 갔는지를 살핀다. 그리고 

다음으로 HP의 하타요가가 그 이후에 어떻게 변천했는지도 간략

히 고찰해 본다.20) 

1) 하타요가의 개념

하타의 개념은 버치의 연구를 이용하여 박영길이 이미 발표한 

18) Mallinson(2014a) p. 2.
19) Mallinson(2014a) pp. 8-10.
20) 이것은 현재 수준의 최선의 가설이다. 향후 연구에 따라 변동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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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버치의 연구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정

리하는데 그치려 한다.21) 버치는 하타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한다. 하나는 하타(haṭha)를 ‘힘, 격렬함’의 뜻을 지닌 어근 

haṭh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이때 하타는 ‘힘(force)’을 의미한다. 
또 하나는 비의(秘義)적 의미, 즉 하타요가의 신비생리학적 의미에

서 하타요가를 ‘ha와 ṭha의 결합’으로 보는 것이다. 
하타를 전자의 의미에 따라 이해할 때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먼저 현대의 서구학자들은 이 어근을 통해 하타요가를 매우 힘이 

드는 자기 학대의 극단적인 고행주의의 수행으로 이해했다. 즉 힘

을 노고(勞苦)로서 받아들인 것이다. 이것은 19세기 이래 서구의 

민족지적 측면의 편견이 작용한 잘못된 이해이다.22) 두 번째의 경

우는 쿤달리니의 상승이나 빈두의 유지를 성취하게 하는 하타요

가 수행 기법들의 힘, 즉 효력(effect)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버치

는 이 의미로 하타요가를 이해하고 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깨
달음의 태양(13세기)의 두 게송을 예로 들고 있다.23)

하타요가를 하와 타의 결합으로 보는 것은 19세기 바수(Srisa 
Chandra Vasu, 1861–1918)의 소개로 서구에 널리 알려진 개념이

다. 하를 해, 프라나바유, 핑갈라나디, 샥티로 보고 타를 달, 아파

나바유, 이다나디, 쉬바로 보아 이 둘의 결합을 위한 것이 하타요

가라는 것이다. 박영길은 “하타요가를 프라나와 아파나의 결합으

로 정의하는 것은 심증적인 어원 해설에 의거한 것이긴 하지만 꾼

달리니의 각성이라는 하타요가의 방법론과 수행의 목표를 제시하

는 것으로 판단”24)하고 있다. 버치는 이런 해석의 최초 등장을 
요가의 보석(14세기)에서 확인하고, 이후 이를 따라 후대 하타요

21) Birch(2011); 박영길(2013).
22) 이에 대해서는 심준보(2016) pp. 218-220을 참고.
23) Birch(2011) p. 538, 548.
24) 박영길(2013)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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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헌들(HP 이후, 즉 15세기 이후의 문헌들)인 요가쉬코파니샤

드(Yogaśikhopaniṣad), 하타의 진주환(珍珠環)(Haṭharatnāvalī), 
하타원리주해(註解)(Haṭhatattvakaumudī)에서 이를 반복하고 있

다고 밝히고 있다.25) 그는 이런 점에서 이런 정의는 후대 하타요

가 문헌에서 주로 현저히 나타난 것이라고 한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하타요가를 그 개념의 측면에서 보면 강력

한 효력을 지닌 기법들을 통해 아파나, 프라나의 결합시켜 쿤달리

니의 상승이나 빈두의 유지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하타요가의 역사적 전개

(1) 형성기

오늘 날 하타요가는 HP의 정식(定式)을 기본으로 한다. 하타요

가의 수행 지분은 아사나, 쿰브하카, 반다를 포함한 무드라, 나다

명상의 4가지로 구성되었고, 예비 수행으로 6종 정화법(ṣaṭkarma)
을 포함할 수도 있다. 고전요가의 윤리적 수행 지분인 야마(yama)
와 니야마(niyama)는 하타요가 수행의 기본적인 기초로서 인정된

다.
HP의 편집자인 스와트마라마(Svātmārāma)은 나트(Nath) 교단

에 속한 수행자였고, HP는 이후 다른 하타요가 문헌들의 절대적

인 권위가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타요가의 정식들은 나트파

에 기인한 것이라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HP는 기존의 다양한 요

가문헌들을 차용하여 구성된 문헌으로서 나트파 이외의 요소도 

25) Birch(2011) p.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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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의 <도표 1>을 꼼꼼히 살폈다면 알 수 

있겠지만, HP 이전에 이미 하타요가는 존재하고 있었고, 이 형성

기의 하타요가와 HP의 하타요가는 개념의 외연이 다르다. 이에 

대해 말린슨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트파는 고락샤가 혁신한 하타요가의 수행과 오랫동안 연결되어 

왔다. 하타요가의 최초 정식(定式)은 13세기 저작일 것으로 거의 생각

되는 다타트레야요가론에서 보이는데, 이 문헌은 나트파의 분위기

에서 구성된 것은 아니다. 그 수행 기법들은 생기(生氣)의 정수인 빈두

(bindu, 精液)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 기법들은 어떤 범위에서는 나

트파의 선구인 파스치맘나야(Paścimāmnāya)26)의 요가 기법들인 성적

(性的) 의례를 포함한 쿤달리니 상승, 그리고 다른 탄트라 관상들과 같

은 그런 것들과는 공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깨달음의 성취, 고락

샤백송, 케차리비드야, 그리고 하타의 등불(HP)과 같은 초기의 

나트파 하타요가 문헌들은 (다타트레야요가론과 이후 문헌들에서 

라야요가로 불린) 자신들의 하타요가에 [빈두의 유지를 중심으로 하

는]27) 그들의 기법들을 덮어씌운 것이다. 하타의 등불이 성공함으로

써 이 종합은 하타요가의 주도적인 형태가 되고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다.28)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HP의 하타요가는 빈두의 유지를 목표로 

하는 하타요가의 일파와 쿤달리니 상승을 목표로 하는 나트파의 

전통이 결합되어 이루어 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앞서의 <도표 1>
을 보면 자신들의 교설을 하타요가로 칭했던 최초의 문헌은 2. 
다타트레야요가론(13세기)이다. 이 문헌을 구성한 일파들은 나트

파가 아닌 비슈누 고행파들의 분위기를 가지며, 쿤달리니의 상승

이 아니라 빈두의 유지를 목표로 했다. 3. 고락샤백송(13세기)은 

26) 카울라(Kaula)파에 속한 탄트라 전통의 일파로 쿠부지카(Kubijikā)라고도 함. 
자세한 사항은 Dyczkowski(2004) p. 123 참조. 

27) [ ]안의 내용은 본 연구의 부기임.
28) Mallinson(2011a) p.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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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두의 유지가 나타나지 않고 순수하게 쿤달리니의 상승만이 나

타나는 나트파 전통의 문헌인데, 이 문헌은 자신들의 교설을 하타

요가라고 칭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나트파 내에서 빈두의 유지와 

쿤달리니의 상승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문헌 4. 깨달음의 태

양(13세기)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결합을 하타요가로 지칭한 최

초의 나트파 계열 문헌이 5. 요가의 보석(14세기)이다. 그리고 

HP에서 이 결합은 하타요가의 정식이 되고, 이후 이것이 하타요

가로 불리게 되었다.

(2) 형성기 하타요가와 라야요가의 수행 기법들의 유래와 전승

빈두의 유지와 쿤달리니의 상승이라는 하타요가의 목표가 인도 

수행사에서 각기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 기법들이 

무엇이었는지 하는 것은 향후 연구를 더 필요로 한다. 이것은 앞

서 제시한 제안서의 연구 주제 중 “① 형성기의 하타요가의 수행

들은 무엇이었는가?, ③ 하타요가문헌들은 누구에 의해, 누구를 

위해 만들어 졌는가?”의 주제들과 관련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제 상 이 문제를 더 이상 다룰 수는 없다. 다만 여기서는 

향후 연구의 실마리가 될 부분만을 짚고 넘어가려 한다. 버치는 

형성기의 하타요가 개념의 성립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중세 베단타와 요가문헌들(11세기 이후)에서 하타요가는 파탄잘리

요가보다는 탄트라요가에 기반을 둔 라자요가와 연결되어 늘 나타난

다. 라자와 하타요가 사이의 경쟁관계는 하타요가가 노고를 요하고 불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 비해 라자요가는 노고가 없고 가장 효과적이라

는 주장에 기초한다. 이런 입장은 특히 11-12세기의 무심(無心)의 요

가(Amanaskayoga)로 알려진 문헌의 제 2장에서 강하게 주장되었다. 
하지만 이런 경쟁관계는 다타트레야요가론(12-13세기)29)같은 다른 

중세 요가문헌들에서 4종요가(만트라, 라야, 하타, 라자)의 체계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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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되었다. 그리고 수세기 후에 스와트마라마는 자신의 하타의 등불

에서 이 체계를 해체시키고 하타요가와 라자요가가 서로 의존한다고 

주장하며, 이전의 하타요가와 라자요가의 체계를 함께 혼합하였다. 이
렇게 함으로써 요가의 완전한 체계를 만들었고 이것을 하타요가라고 

불렀다.30)

이 인용문에서 보듯이 다타트레야요가론은 형성기 당시의 요

가를 만트라, 라야, 하타, 그리고 라자의 4종으로 구분했다. 앞서 

제시한 말린슨의 인용문을 따라 “다타트레야요가론과 이후 문

헌들에서 라야요가로 불린”31)것을 나트파의 요가로 본다면, 다
타트레야요가론에서 말하고 있는 당시의 하타요가는 빈두의 유

지를 목표로 하는 기법들과 사상들이고, 라야요가는 쿤달리니의 

상승을 목표로 하는 기법들과 사상들일 것이다. 
버치에 따르면 위 인용문에서도 보이듯이 라자요가의 최초 정

의가 나타나는 무심의 요가에서 라자요가는 다른 요가들 보다 

월등한 요가라는 개념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12-15세기 하타요가

의 형성기에 라자요가는 사마디와 동일한 개념을 의미했다. 그리

고 16세기 이후에는 라자요가에 대한 재해석과 더불어 다른 요가 

체계(요가수트라나 요가바시스타(Yogavāsiṣṭha)와 같은 요가 

문헌에서 나타나는 체계)와 연관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난다고 한

다.32)

그러므로 HP가 말하는 하타요가는 다타트레야요가론의 하타

와 라야의 결합이고, HP의 라자요가는 하타와 라야요가처럼 특수

한 기법들에 기반한 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타나 라야요가

29) 버치는 이 문헌의 시기를 12-13세기로 보았는데 현재는 13세기로 보는 것이 

학계의 주류설인 것으로 보인다.
30) Birch(2011) p.527.
31) Mallinson(2011a) p.423.
32) Birch(2013) p.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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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도달하는 경지, 즉 사마디를 의미한다. 그리고 HP에서는 

만트라요가의 요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HP에서 결합하기 이전의 하타와 라야의 기법들은 무

엇일까? HP 이전의 하타는 빈두의 유지를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

문에, 여기에 속하는 기법들은 빈두의 유지와 깊은 관련을 가진 

바즈롤리 무드라를 포함한 3종의 무드라(vajrolī, sahajolī, amaro-
lī), 도립(倒立)무드라(karaṇī viparītakhyā), 케차리무드라(khecāri
mudrā)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타요가의 기법들이 최초

로 교설된 문헌이며, 빈두의 유지를 강조한 전통을 가진 불사의 

성취(12세기 이전)에 나오는 마하무드라(mahāmudrā), 마하반다

(mahābandha), 마하베드하(mahāvedha)의 기법들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한 편 라야요가에 속하는 기법들은 나다명상, 쿤달리

니의 상승, 송장체위(Śavāsana), 샴브하비무드라(śāṃbhavīmudr-
ā), 명상적으로 변형된 케차리무드라, 미간집중명상33)이라고 말린

슨은 주장한다.34) 이를 통해 HP 이전의 하타와 라야요가의 기법

은 대개 무드라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쿤달리니의 상승이든 빈두의 유지든 이것은 에너지를 

끌어 올리는 기법과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무드라의 기법들은 HP
의 하타요가를 이루는 두 전통과 공통적으로 관련을 가질 수도 있

다. 케차리무드라가 빈두의 유지를 목표로 하는 전통(형성기의 하

타요가)과 쿤달리니 각성을 목표로 하는 전통(즉, 라야요가)에서 

공히 존숭되는 것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케차리무드라는 HP
에서 두 번 설명되는데, 3장 무드라에서 설명되고35) 4장 사마디에

33) 말린슨은 이 명상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 않다. HP에서 미간에 집중하는 

것은 케차리무드라, 특히 라야요가와 관련된 케차리무드라인데 이것은 이미 

언급되었기 때문에 제외한다면 이 명상이 무엇인지가 불확실하다.
34) Mallinson(2011b) p. 773.
35) HP. 3.32-54(2:458-484). 본 연구에서 HP의 인용은 박영길(2015a)의 번역을 

사용한다. 문헌의 장절 표시 뒤의 괄호 안의 숫자는 박영길 본(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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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라야요가와 연관하여 또 한 번 설명된다.36) 전자는 혀로 연구

개 부분을 막아 빈두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빈두의 유지와 깊은 관

련을 보이고, 후자는 라야의 상태를 추구하는 관점에서 설명된다. 
같은 케차리무드라이지만 빈두의 유지를 목표로 하는 형성기의 

하타요가와 라야요가의 케차리무드라가 함의하는 차이를 보여주

고 있다.
이것은 무드라 뿐만 아니라 아사나나 쿰브하카의 경우도 마찬

가지이다. 쿰브하카는 기도총(氣道總. nāḍīcakra)을 정화시키고, 
이다나디(idanāḍī)와 핑갈라나디(piṅgalanāḍī)의 기(氣, māruta, 
vāyu)의 흐름을 막아 슈슘나나디(suṣumnanāḍī)를 열어서, 사마디

를 성취하고 초능력(siddhi)을 얻을 수 있는 수행기법이다37). 그러

므로 이 기법은 쿤달리니의 상승을 목표로 하는 전통과 깊은 관련

을 가진 기법임을 짐작할 수 있지만, 쿰브하카는 아사나와 더불어 

인도 수행사의 긴 전통을 가진 수행 기법이기 때문에38) 이 기법들

이 라야요가의 전통이나 HP 이전의 하타요가 전통 중 어느 하나

에만 속해서, 그것이 HP의 하타요가에 전승되었다고 할 수 없다. 
즉 HP 이전의 라야요가나 하타요가의 전통에는 공통적인 수행 부

분도 있고 자신의 유파만의 특별한 기법들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이런 HP를 구성하는 기법들의 유래와 그 전승의 정확한 규

페이지를 표시한다. 특히 괄호 안의 앞의 숫자는 박영길 본(本)의 권수(총 

2권)를 표시한다.
36) HP. 4.43-53(2:664-675).
37) HP. 2.41-43(1:353-357).
38) 쿰브하카의 기법의 역사가 오래이기 보다는 쿰브하카를 메카니즘의 

일부로 포함하는 호흡(prāṇāyāma)법의 역사가 길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쿰브하카, 특히 자연발생한 지식(止息)인 

케발라쿰브하카(kevalakumbhaka)는 슈슘나의 각성과 쿤달리니의 상승, 
그리고 빈두의 유지를 성취시키기 때문에(반대로 슈슘나의 각성 등에 

의해 지식이 발생한다고도 할 수 있다) 호흡을 바라보는 하타요가의 

관점, 즉 호흡의 핵심을 지식으로 간파한 하타요가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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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문제는 이전 문헌들의 세심한 고찰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현재 

학계 수준보다도 더욱 진척된 문헌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3) 발전기

발전기란 HP 이후 19세기에 이르는 시기를 말한다.39) 버치는 

“16세기 이후 하타와 라자요가는 보다 정통적인 브라만 전통 속에 

흡수 되어 초기의 하타와 라자요가의 교설에 보다 현학적인 철학

이나 형이상학 교설들이 포함되었고, 이로 인해 소위 요가우파니

샤드와 요가의 여의주와 같은 큰 규모의 편집본들이 나타나게 

되었다”40)고 이 시기의 특징을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즉 발전기

의 하타요가는 브라만 전통에 강한 사상적 영향을 받았고, 이로 

인한 결과물이 17세기 요가우파니샤드 문헌들의 집성과 요가의 

여의주같은 기존 하타요가 문헌을 총집성한 대규모 편집본의 출

현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상적 발전을 연대기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향후의 

보다 진척된 문헌적 고찰을 필요로 하겠지만,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밝힌 것은 부이의 기념비적 연구가 최초라 할 수 있다.41) 
박영길은 “스와뜨마라마(Svātmarāma, 1450년경)의 HP가 그 이후

의 불이론자들에게 대단한 반향을 일으킨 후 점차 권위를 지닌 요

가의 고전으로 간주되기 시작했고, 15-16세기부터 유행처럼 번져 

18세기 초반에 이르러서는 고락샤의 문헌과 HP의 권위는 확고해

지게 된다. 부이에 따르면 불이론이 하타요가를 수용한 주요한 결

과물이 17세기의 108우빠니샤드집성42)에 수록된 요가우빠니샤

39) 학계의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며 본 연구에서 임시적으로 사용한다.
40) Birch(2015) p. 12.
41) Bouy(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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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문헌이다.”43)라고 그의 연구를 요약했다.
요가우파니샤드 뿐만 아니라 요가의 여의주 역시 불이론 베

단타의 영향을 받아 작성된 문헌이다. 말린슨에 따르면 HP를 작

성하며 오늘 날 하타요가의 정식을 형성하는데 크게 공헌했던 나

트파는 하나의 교단으로 합치기 시작한 16세기 이후 하타요가 문

헌들을 더 이상 만들지 않았고, 대신 아디 상카라(Ādi Śaṅkara)를 

추종하는 다사나미 산야시(Daśanāmī saṃnyāsī)의 전통과 비슈누

파의 신앙자들인 라마난디(Rāmānandī) 전통들의 학자들이 요가

우파니샤드들, 요가의 여의주, 요가성취강해(講解)(Yogasiddh
āntacandrikā), 요가의 등불(Jogpradīpikā) 그리고 하타의 등불

강해(Haṭhapradīpikājyotsnā, Jyotsnā)와 같은 요가 관련 목록, 
선집, 주석서들은 계속 만들어 내었다고 한다.44) 
박영길에 따르면 부이의 1994년의 연구 이전에는 아디 샹까라

가 비판하고 부정했던 요가가 어떻게 그 후손들에 의해서 적극적

으로 채용되었는지 이해되지 않았다고 한다.45) 하지만 불이론 베

단타에 의해 받아들여진 요가는 불이론적인 하타요가이지 아디샹

카라가 비판한 파탄잘리의 이원론 요가가 아니었다. 그리고 말린

슨은 “하타요가는 다양한 쉬바파 수행들과 개념들의 안식처를 제

공하였지만 그 철학적 기초는 불이론 베단타에 의해 점유되었

다46)”라고 주장하여 기존에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게 하타요가에 

대한 쉬바파 탄트라의 철학적 영향보다도 불이론 베단타의 영향

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하타요가는 원래부터 비종파

적인 성격이 강하고 형이상학에 대한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쉬바

42) 현재 형태의 요가우파니샤드들은 17세기에 성립되었고, 18세기 초에 108
우빠니샤드집성에 수록되었다.

43) 박영길(2015b) p. 298.
44) Mallinson(2011b) p. 780.
45) 박영길(2015b) p. 294.
46) Mallinson(2014b) p.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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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의 불이론은 하타요가 문헌들에서 불이론 베단타의 형이상학과 

무리 없이 혼재하여 인도사상사에서 불이론 쉬바파가 사라진 후

에도 하타요가를 통해 존속하였다고 한다.47) 
그러므로 발전기의 하타요가가 브라만 사상, 즉 불이론 베단타

에 동화된 것은 하타요가의 불이론적 형이상학의 근원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래 

“스와트마라마에 기초한 전형적 정식(定式)에서 하타요가는 보다 

오래된 베다 외적 해탈법들의 쉬바파적인 변형”48)이었음에도 불

구하고 그 형이상학적 근원에 기인하여 발전기의 끝 무렵(19세기)
에 하타요가는 정통 브라만 사상과의 동화를 통해 인도 수행론의 

정식이 되었다. 
앞서 제안서에서 제시한 “⑨ 현대의 세계화된 요가로 발전하려

던 여명(黎明)의 시기에 인도에서는 무엇이 요가를 구성하고 있었

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타요가는 브라만 사상과 동화되어 

당시에 요가 자체를 지칭하였다고 본 연구는 생각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더욱 문헌적 연구가 진척되어야 해결될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입장을 지지해 줄 비베카난다의 에피소드를 제시하려 한다.

Ⅲ. 현대요가의 발전과 개념

1. 비베카난다의 하타요가와 라자요가 

스와미 비베카난다(Swami Vivekananda, 1863-1902)는 유명세

47) Mallinson(2014b) p. 225.
48) Mallinson(2014b) p.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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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는 계기가 된 샌프란시스코 강연 이전인 1890년에 바라나시

(Varanasi) 근처 가지푸르(Ghazipur)에서 비슈누파 수행자인 파브

하리바바(Pavhari Baba, ?-1898)로부터 하타요가를 배웠다. 싱글

톤에 따르면 요통 때문에 하타요가를 수련한 비베카난다는 파브

하리바바의 고결한 인격에 감화 받아 그의 문하에 입문하려 하였

으나, 꿈에 나타난 스승 라마크리슈나(Ramakrishna, 1836-1886)
의 슬픈 얼굴을 보고 입문을 포기하였다고 한다.49) 
그러나 비베카난다는 파브하리바바를 라마크리슈나 다음으로 

존경하였으며, 그에게서 하타요가를 배웠음에도 그를 라자요기로 

칭하고 있다. 또한 하타요가를 단지 육체적 수련에 한정하는 태도

도 이 당시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비베카난다가 파브하리바바에게

서 하타요가를 배웠음에도 그를 라자요기로 칭하고, 하타요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하타요가를 수련하던 이 시기에 나타난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이에 대해 싱글톤은 “현대 이전의 실천적 요가에는 하타요가가 

필수적인 요소였지만 20세기 이후는 명상과 신체수련의 양극화가 

나타난다”50)는 브하라티(A. Bharati, 1923-1991)의 말을 인용하면

서 “파브하리는 하타와 하타 외적 수련을 자신 속에 모순 없이 포

괄할 수 있었지만, 비베카난다는 자신의 라자요가의 체계 안에 하

타요가를 삽입하기를 피했다”고 지적한다.51) 
앞 절에서 밝혔듯이 하타요가 발전기의 끝 무렵인 19세기에 하

타요가는 불이론 베단타에 동화되어서 파브하리바바 같은 전통적

인 인도의 요가수행자들의 경우 하타요가를 불이론 베단타의 갸

냐(jñāna, 지혜)를 얻는 필수적인 수행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라자

요가와 대립되는 별개의 수행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요가

49) Singleton(2010) pp. 72-74. 심준보(2016), p. 225 재인용. 
50) Bharati(1976) p. 163.
51) Singleton(2010)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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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행수행자들의 기괴한 행법으로 오해한 당시 서구의 민족지

적 편견은 캘커타에서 서구 방식의 대학 교육을 마친 비베카난다

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그는 서구에서 오해를 받고 있던 

요가를 하타요가로, 명상을 통해 사마디를 얻고 지혜를 깨달아 해

탈을 성취하는 요가, 혹은 그와 같은 차제로 구성된 파탄잘리의 8
지요가를 라자요가로 지칭하고 둘을 대립적인 것으로 위치시켰다. 
이것은 하타요가를 육체 중심의 서양, 라자요가를 영성 중심의 

인도라는 이분법을 통해 인도의 정신적 우월성을 강조하려는 그

의 민족주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52) 이런 그의 입장

은 기존의 편견을 불식시키고 서양이 요가의 가치를 새롭게 이해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지만, 한편으로 하타요가는 육체 중심의 하

급의 수행이라는 또 다른 편견을 가져 왔다. 

2. 현대요가의 발전 

비베카난다 이후 요가는 인도를 벗어나 서구화되기 시작했다. 
원래 하타요가는 요가수행자의 철학과 관련 없이 작동하는 해탈

법이다. 이런 비종파성과 종교적 독단의 부재는 비베다적 전통이 

강한 쉬바파의 불이론과 베다의 정통인 베단타의 불이론의 혼재

를 가능하게 했고, 이슬람에게도 받아들여진 가장 큰 원인이 되었

다.53) 하타요가가 기독교라는 서구문화의 핵심 요소에도 아랑곳

없이 받아들여진 데는 이러한 하타요가의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타요가의 형성기에 빈두의 유지를 강조하는 일파와 쿤달리니

52) 이에 대해서는 심준보(2016) pp. 226-228 참조.
53) 이에 대해서는 Mallinson(2014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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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승을 강조하는 일파가 결합하여 HP의 정식이 형성되었듯이, 
20세기 이후의 요가의 서구화는 신지학(神智學, Theosophy)을 위

시한 서구의 은비학(隱秘學, occultism) 전통54)과 19세기 이후 서

구 민족주의에 기인한 체육문화(Physical culture)의 발흥에 큰 영

향을 받았다. 또 시기적으로는 1920년대 말까지는 명상이나 삼매

같은 요가의 정신적 측면이 강하게 부각됐다면, 1930년대 이후는 

요가의 육체훈련의 측면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1990년대 서구

의 요가 붐 이후 오늘 날 서구 요가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1930년대 이후 크리쉬나마차리야(T. Krishnamacharya, 1888–
1989) 계열의 파타비 조이스(K. Pattabhi Jois, 1915-2009), 아이엥

가(B. K. S. Iyengar, 1918-2014) 등의 육체 훈련 중심의 요가이다.
서구 은비학의 영향에 대해서 미첼리스는 비베카난다의 프라나

와 프라나야마 개념 해설은 18세기 독일과학자 메스머(F. A. Mes-
mer, 1734–1815)의 사상55), 크리스천 사이언스(Christian Science) 
등을 포함한 19세기 미국의 조화종교(調和宗敎, Harmonial Religi-
on)의 강한 영향력이 보인다고 주장한다.56) 메스머는 도교의 기

(氣)나 인도사상의 프라나와 유사한 개념인 인체 내의 자기(磁氣)
의 균형을 강조하며 이를 이용하여 심신양면에 걸친 치유(治癒)에 

적용하려 하였다.57) 조화종교는 영적인 평정, 육체적 건강, 물질

54) 하네그라프(W. J. Hanegraaff)는 뉴에이지 종교(new age religion)를 

세속화된 비교(secularized esotericism)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서구 

비교(秘敎)의 세속화는 르네상스 초기부터 발생했는데 특히 19세기 이후 

철저한 세속화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이 19세기 이후 철저한 세속화 과정을 

거친 서구 비교를 특히 은비학이라고 부른다. 이 은비학은 오늘 날 뉴에이지 

종교의 뿌리가 되었다. Hanegraaff(1996) p. 422. 전명수(2009) pp. 
92-93.에서 재인용.

55) 보통 메스메리즘(mesmerism), 혹은 동물자기주의(動物磁氣主義, animal 
magnetism)로 번역된다.

56) De Michelis(2004) p. 151.
57) 이에 대해서는 전명수(2009) pp. 167-1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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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부까지도 개인과 우주, 혹은 신성과의 조화(harmony)에서 나

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육과 물질 등이 상관관계를 가진 것

으로 생각하는 사상이다. 서구 은비학과 하타요가의 일부 이론은 

유사한 점을 보이기 때문에 비베카난다는 서구에 현대 힌두교와 

요가를 전파할 때 이들의 이론을 차용하여 서구인들의 이해를 용

이하게 하였다. 또한 서구 은비학자들도 자신들의 사상과 일치하

는 요가의 입장을 적극 서구에 전파하였다. 
이러한 사조 속에 1920년대 나타난 요가가 신사상요가(New 

Thought Yoga)이다. 신사상은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한 분파에서 

일어난 초개신교(超改新敎) 운동인데 앞서의 조화종교와 같은 사

상을 강조한다. 이런 입장은 1920년대 당시 미국에 활동하던 인도 

출신 요가 수행자나 미국의 자생적인 요가수행자들에게 많은 영

향을 끼쳐 신사상의 사상적 영향 아래 요가를 이해하여 출판하고 

수련하는 일이 유행하였다. 그러나 이 때까지도 하타요가는 육체

훈련에 국한된 요가로 인식되어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19세기 이후 민족주의의 발흥은 서구 열강 각국에서 국방력 강

화의 일환으로 체육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체육문화의 

대표적인 것이 체력 강화를 위한 체조의 보급과 보디빌딩의 탄생

이었는데, 특히 체조는 보편교육과 더불어 학교를 중심으로 급속

히 유럽에 퍼져나간다. 이것은 학교뿐만 아니라 건전한 육체를 기

반으로 강인한 신앙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세군이나 기

독청년회(YMCA) 운동을 통해 선교의 방편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

급되었다.
이와 같은 체조교육과 현대 보디빌딩은 인도에도 강한 영향을 

미친다. 원래 체조교육은 식민지 노동착취의 일환이었지만, 인도

의 민족주의자들은 강인한 인도인을 육성한다는 민족주의적 관점

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또 보디빌딩은 전통적으로 장사(壯士)에 대

한 동경을 품고 있는 인도인들에 매우 강한 영향을 끼쳤는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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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1905년도 세계적인 보디빌더 유진 산도(Eugen Sandow, 1867–
1925)의 인도 방문은 다음 세대 인도의 체육 전문가들과 현대요가 

선구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심지어 알터는 현대요가 형성

에 가장 영향을 끼친 것은 비베카난다나 오로빈도가 아니라 산도

였다고 주장하였다.58) 하타요가의 아사나는 이 때 보디빌딩의 육

체 수련의 한 방법으로 고려되었고59), 아사나와 보디빌딩 수련법

의 결합은 이후 요가 아사나 부흥의 중요한 한 원천이 되었다.60)

현대요가의 가장 큰 특징인 아사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1930년대 크리쉬나마차리야 이후의 시기이다. 이전에도 보디빌딩

의 수련법으로서 또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국민들의 강건한 신체 

교육의 일환으로서 요가의 아사나 훈련이 관심을 받았다. 특히 민

족주의적 목적에서 하타요가의 아사나를 서구 생리학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전통적인 하타요가의 학적 탐구를 통해 기존 하타요가

의 비밀엄수의 전통을 벗어나 대중적인 눈높이에 하타요가를 끌

어 올린 스와미 쿠발라야난다(Swami Kuvalayananda, 1883–1966)
와 그가 세운 카이발리야담마 요가연구소(The teaching and re-
search institute Kaivalyadhama)의 활동은 1930년대 이후 요가 

아사나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크리쉬나마차리야는 1933년에 인도 마이소르(Mysore)의 자간모

한궁(Jaganmohan Palace)에서 마이소르의 마하라자, 크리슈나라

자 우디야르 4세(Krishnaraja Wodiyar IV, 1884–1940)의 후원 아

래 요가체위를 지도하기 시작했다. 마하라자는 체육문화의 열렬한 

지지자였는데, 크리쉬나마차리야는 마하라자의 외가 쪽 왕족 소년

들을 지도하면서 스와미 쿠발라야난다가 이미 정립하고 있던 요

가 아사나와 서구의 체조동작들의 혼합에 자신의 수정을 가하여 

58) Alter(2004) p. 28.
59) 이에 대해서는 Singleton(2010) pp. 95-111 참조. 
60) 이에 대해서는 Alter(2000)의 연구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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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이고 반복되는 연결들로 결합된 체위시퀀스로 이루어진 유

산소 운동의 수련체계를 만들었다. 이 수련체계는 뒷날 파타비 조

이스의 아쉬탕가 빈야사(Ashtanga Vinyasa) 요가와 아이엥가 요

가 스타일의 모태가 된 것이다. 아쉬탕가 빈야사 요가에서 오늘 

날 구미를 중심으로 가장 인기 있는 대중적 요가 수련 체계인 파

워요가(Power yoga), 빈야사 플로 요가(Vinyasa flow yoga), 파워 

빈야사 요가(Power vinyasa yoga)가 파생되었다. 특히 싱글톤은 

크리쉬나마차리야의 수련 체계는 덴마크인 부쿠(Niels Bukh, 1880
–1950)의 책, The Primitive Gymnastics(1923)에서 끌어 왔을 개연

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61) 
지금까지 본 것처럼 체육문화의 측면에서 현대요가 형성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보디빌딩과 서구의 체조였는데, 특히 싱

글톤은 다음과 같이 현대요가에 미친 조화체조(調和體操, Harmo-
nial Gymnastics)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요가의 다국적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조류 중 하나가 여성 체조의 

전통이다. 이것은 19세기 구미에서 성장하였는데 나는 이것을 여기에

서 조화체조라고 부르려고 한다. 대개 여성들에 의해서 또 여성들을 

위해서 발전된 이들 체계는 신에 도달하는 핵심으로서 육체를 영광스

럽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때때로 개신교의 신체에 대한 캘비니즘적 폄

하에 대한 자의식적 거부이기도 한 것이었다. 많은 경우 스트레칭과 

“리드미컬한 호흡”인 이들 체계는 현대적인 다국적 하타요가의 실천

과 이론의 선구였다. 많은 방식들에서, 오늘 날의 전형적인 다국적 하

타요가 수업은 인도 전통의 하타요가 체계보다도 단언컨대 이들 여성

체조에 더 많은 것을 빚지고 있다. 조화체조의 전통은 미국여성인 제

네비브 스테빈스(Genevieve Stebbins, 1857–1915)가 그 전형적인 예이

다. 그녀는 프랑스인 델사르트(F. Delsarte, 1811–1871)62)에게 연극표

61) Singleton(2013) p. 53.
62) 델사르트는 19세기 프랑스 배우이자 교육자로서 연기(演技)표현을 위한 

일종의 체조인 델사르트 기법(Delsarte Method)을 창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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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을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독특한 체계로 변형시켰다.63)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하타요가는 19세기 이후 100년의 세월

을 지나면서 많은 변화를 거쳤음을 보았다. 먼저 사상적으로는 서

구 은비학과 과학에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었다. 또 체육문화적인 

측면에서 서구 체조와 보디빌딩의 기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특히 하타요가의 전 역사를 통 털어서 아사나가 이렇게 

주목된 것은 최초의 일이다. 과연 이와 같은 변화를 겪은 오늘 날

의 하타요가를 하타요가라 할 수 있을 것인가?

3. 현대요가의 개념

미첼리스는 4가지 특징으로 현대요가(Modern Yoga)를 정의하

였다. 

① 현대요가는 남아시아의 문화 맥락에 근거를 둔 훈련이나 학파를 의

미한다.
② 특히 힌두이즘의 철학이나 교설, 실천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③ 이들 교설과 실천법은 해외로 전파되면서 혼합적인 동화와, 그에 

연속된 문화변용의 과정을 통해 오늘 날 전 세계적 차원에서 (주
로) 도시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④ 그리고 이러한 교설과 실천은 주로 영어로 전파되고 논의되었다.64)

위의 ①과 ②는 현대요가의 역사적, 사상적 기원에 대한 것이

고, ③과 ④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의이다. 즉 현대요가는 인도

63) Singleton(2013) pp. 49-50.
64) De Michelis(2008) pp.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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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사상적으로 힌두이즘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세계화되어 문화 변용의 과정을 거쳐 현대 도

시 문화의 기본적 요소가 되었고, 이 세계화의 과정에 특히 중요

한 역할을 한 것은 영어권 문화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현대요가의 범주들을 몇 가지로 나누고 있다.65) 

<현대 심신요가> → <현대 교파적 요가>

• 스리 요겐드라의 요가 연

구소 전통

• 카이발리야담마 전통

• 스와미 쉬바난다와 그 제

자들의  전통

• 브라흐마 쿠마리스

• 하레 크리쉬나운동

• 라즈니쉬 교단

↓

     ↓
 <현대 체위요가>

         ↓
    <현대 명상요가>

• 파타비 조이스의 아쉬탕

가 요가

• 아이엥가 요가

• 초기의 TM 명상

• 불교의 명상 센터들

• 친모이 명상 센터

<그림 1> 현대요가의 범주들 

그녀에 따르면 비베카난다 이후 1920년대 까지 현대요가는 현

대 심신(心身)요가(Modern Psychosomatic Yoga)로 발전했는데, 
여기에는 스와미 쿠발라야난다의 카이발리야담마 전통이나 스와

미 쉬바난다 사라스와티(Swami Sivananda Saraswati, 1887–1963)
와 그 제자들의 요가 전통 등이 포함된다. 이것은 신 힌두 민족주

의(neo-Hindu nationalism)적 이념들과 일정 정도 관련을 가지며, 
수행에 중점을 두고, 조직을 이루고는 있지만 종파적 성격이 강한 

65) De Michelis(2004) p. 188에는 범주표의 그림이 제시되고 있다; De 
Michelis(2008) pp.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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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특히 구루의 가르침에 대해 중점을 두고 종파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현대의 요가형태를 미첼리스는 현대 교파적 요가(Modern 
Denominational Yoga)로 지칭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에서도 유행했던 오쇼 라즈니쉬(Osho Rajneesh, 1931–1990) 교단 

형태 같은 것들을 말한다. 
현대 심신요가 이후 아사나 수련에 더욱 중점을 둔 현대 체위요

가(Modern Postural Yoga)와 명상 수련을 강조하는 현대 명상요

가(Modern Meditational Yoga)가 나타난다. 이들 현대요가의 각 

범주들은 어느 정도 시기적 선후 관계는 있지만 인과적 관계를 가

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싱글톤은 “오늘 날 대중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서 요

가는 서구에서 발전된 초종교적인 현대 체육문화의 기법들과 토

착적인 인도의 아사나 수련, 그리고 최소한 비베카난다 시기 이후

로 인도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영어로 이루어진 요가에 관한 다양

한 담화들 사이의 변증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라고 말하

면서 이것을 “다국적 영어권 요가(Transnational Anglophone Yo
ga)”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 용어를 통해 현대요가라는 용어를 대

치하려 시도하면서 이 용어를 “인도,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19세
기 중반 이후로 나타나기 시작한 요가의 일정한 체계”로 정의했

다.66)

그에게 있어서 오늘 날 대중적인 요가를 이루는 3가지 구성요소

는 현대 체육문화의 기법들, 인도의 아사나, 그리고 비베카난다 

이후 인도에서 나타난 영어로 된 요가에 관한 담화들이다. 이 3가
지의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이루어 진 것이 오늘 날의 요가, 즉 

미첼리스의 용어를 따르면 현대요가이다. 싱글톤은 “다국적 영어

66) Singleton(2013) p. 38.



현대요가는 하타요가와 같은 것인가? ∙ 215

권 요가”라는 개념이 현대요가라는 개념보다도 단순하게 그 현상

을 묘사하고, 그럼으로써 담화와 수행들의 통일되고 범주적인 문

제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인상을 막아주기 때문에 더 좋은 

용어라고 주장한다.67) 즉 ‘현대’라는 용어가 발생시킬 불필요한 

학문적 노고를 방지하고, 또 앞에서 다루었던 미첼리스의 현대요

가의 범주적인 분류와 같은 복잡한 논의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현대요가, 혹은 다국적 영어권 요가든 간에 이 두 용어는 19세

기 중반 이후라는 시기적 특징과 인도를 넘어서 뻗어나갔다는 지

역적 특징의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진다. 그런데 이 때 영어권 국가

를 중심으로 뻗어나간 이 요가의 정체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고찰

했듯 이것은 19세기 당시의 인도의 전통적인 요가이다. 그리고 그 

전통적인 요가는 파탄잘리의 요가가 아니라 당시 브라만들에게 

‘요가’자체로서 받아들여진 쉬바파의 불이론과 베단타의 불이론이 

느슨하게 혼재한 사상을 근간으로 한 하타요가이다. 다시 말해 이 

당시의 요가란 수행의 방식은 하타요가이고, 사상적인 면, 혹은 

그 목적의 면은 라자요가(즉 사마디)인 것의 결합으로서의 요가이

다. 이것은 마치 HP가 기존의 하타요가와 라자요가를 불가분리의 

상호의존적인 것으로 하여 그 전체를 하타요가로 부른 것과 유사

하다. 
물론 이 19세기의 전통적인 요가는 파탄잘리의 요가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파탄잘리 요가의 이원론은 폐기되었지만 8지
의 수행 체계는 발전기 하타요가 문헌들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더욱 심도 있는 문헌적 고찰이 필요한 일이지만 파탄잘리

의 요가나 하타요가, 베단타 사상 이외에도 또 다른 형태의 사상

이나 기법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당시 요가라고 

67) Singleton(2013)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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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린 것의 구체적인 기법들이 HP에서 완성된 정식을 근간으로 하

고 있었을 것은 “현대 이전의 실천적 요가에는 하타요가가 필수적

인 요소였지만 20세기 이후는 명상과 신체수련의 양극화가 나타

난다”68)는 앞서의 브하라티의 언급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을 것이

다. 이와 같은 양극화가 원래 하나였던 하타요가와 라자요가를 둘

로 나누어 본 비베카난다의 자의적인 해석에서 비롯된 것임은 이

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19세기의 전통적인 요가를 그 시기까지의 

인도 하타요가의 최종 형태로 생각하여 이를 하타요가로 명명하

고, 그 시기 이후 영어권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로 그 영역을 넓혀

간 전통적인 요가의 변형된 형태를 일단 현대요가로 지칭한다. 
그렇다면 현대요가는 하타요가의 역사적 계승이기 때문에 현대 

하타요가로 불러도 무방한 것인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
늘 날 대중적인 요가교실에서 지도되는 현대요가는 하타요가이기 

보다는 서구의 체조에 보다 더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도 

인용했지만 싱글톤은 오늘 날의 요가 수업은 인도 전통의 하타요

가 체계보다도 단언컨대 서구 전통의 조화체조에 더 많은 것을 빚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69)

그렇다면 하타요가에서 비롯되었지만 하타요가로 부를 수 없는 

현대요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현대요가는 서구의 은비학과 과

학(특히 생리학과 해부학을 포함하는 의학)이라는 사상적인 측면

과 체육문화, 특히 체조와 보디빌딩의 미용적인 측면의 육체 수련

의 기법에 강하게 영향을 받아 하타요가와는 다른 점을 보여 준

다. 
그러나 신지학의 사상이나 미용적인 육체 수련의 기법들은 한 

편으로 하타요가의 사상이나 기법과 통하는 면이 없지도 않다. 비

68) Bharati(1976) p. 163.
69) Singleton(2013)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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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카난다나 스와미 쉬바난다 사라스와티는 은비학의 이론을 통해

서 하타요가를 해설하기도 했다. 이것은 서구의 은비학이나 과학

이 서구인들의 요가 이해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하타요가의 이

론과도 일정 부분 합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또 체위를 강조하는 크리쉬나마차리야와 이후 제자들의 수련 

체계는 서구 체조에 많은 영향을 받은 점이 보이지만, 크리쉬나마

차리야 자신이 원래 발전기 이후 하타요가를 전승해 온 다사나미 

산야시의 수행 전통에 속한 수행자이며, 그의 제자이자 오늘 날 

현대요가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아쉬탕가 빈야사 요가를 창안

한 파타비 조이스는 수련 전에 HP의 직전 저작으로 HP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15세기 나트파 문헌 요가의 성환(星環)의 첫 게

송을 읽고 수련에 임할 정도로 하타요가의 전통을 강조한다.70) 
한 편으로 하타요가를 강조하며 또 한 편으로 하타요가와는 전

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현대요가의 정체성은 참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요가를 현대요가라는 단일한 용어

로서 하타요가와 구분하려는 것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

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현대요가라는 용어 안에 4가지의 하위 

개념을 제시한다.
첫 째는 현대 하타요가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하타요가에 서구

의 영향을 받아들여 하타요가의 기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발전시

키는 전통이다. 이것은 19세기 이후 하타요가의 진정한 현대적 계

승과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속하는 것으

로는 스와미 쿠발라야난다의 카이발리야담마요가 연구소, 스와미 

쉬바난다 사라스와티와 그의 제자들의 전통, 크리쉬나마차리야와 

그 제자들의 전통들을 들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구미 각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요가들로서 파타비 조이스의 아쉬탕가 빈야사 

70) Birch(2015)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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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를 모태로 하는 다양한 요가들(파워요가, 빈야사 플로 요가, 
파워 빈야사 요가)도 이 속에 포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다음 절에서 고찰한다. 
두 번째는 현대의 전통적 하타요가이다. 인도에서는 아직도 19

세기 이전의 하타요가 수행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는 수행자들

이 남아 있다. 이들은 이 부류에 포함된다. 이 부류의 요가는 오늘 

날 문화기술적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요가이다.
세 번째는 현대 명상요가이다. 이것은 미첼리스가 현대 명상요

가로 분류한 부류이다. 이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미첼리스는 초기 

TM명상, 인도 출신으로 서구에서 활동한 명상지도자 친모이

(Chinmoy Kumar Ghose, 1931-2007)의 명상 센터, 불교 명상 단

체들을 들고 있다.71) 이 부류는 요가를 수행이라는 큰 개념으로 

생각할 때 요가에 포함되는 것이긴 하지만 하타요가의 수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대중적 현대요가이다. 이것은 정신적인 면, 혹은 수

행의 궁극적인 목적에서 전통적인 하타요가와 연결되지 않고, 다
만 육체적인 건강과 미용만을 목적으로 하타요가의 일부분, 대개 

아사나를 중심으로 수련되는 요가이다.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가로 불리는 이유는 이들이 수행하는 아사나가 전통적 하타요

가, 내지는 전통적 하타요가와 현대 서구의 체조가 결합한 형태의 

아사나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에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그림 2>로 표시한다. 

71) De Michelis(2004) p.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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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현대요가의 하위 개념과 하타요가와의 관계72)

Ⅳ. 하타요가와 현대요가의 동이점

하타요가와 현대요가의 동이점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하타요가

와 비교될 현대요가의 개념의 외연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
대요가의 정체성은 아직까지 정확히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현대요가의 하위 개념으로 현대 하타요가, 현대의 전통

적 하타요가, 대중적 현대요가, 대중적 현대요가라는 개념을 제시

했다. 이 중에서 현대의 전통적 하타요가는 19세기 이래 전통적인 

하타요가가 그대로 계승되어 인도의 전통적 수행자들에 의해 수

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하타요가와 다른 것이 아니다. 그
러므로 하타요가와 비교할 이유가 없다. 현대 명상요가는 초기 

72) 필자의 작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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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명상, 불교 명상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타요가와는 

이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타요가와 비교하기 어렵

다. 
하타요가의 진정한 의미의 현대적 계승은 현대 하타요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카이발리야담마 요가연구소의 요가 전통, 
스와미 쉬바난다 사라스와티와 그의 제자들의 전통, 크리쉬나마차

리야 계열의 전통이 포함된다.73) 이 전통들은 19세기 이래 하타요

가 전통에 서구의 문화적 영향이 더해져 세계화된 요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을 통해 알 수 있듯 이중에서도 특히 앞의 두 

전통을 미첼리스는 현대 심신요가, 후자의 전통은 현대 체위요가

라고 지칭했다. 
미첼리스가 붙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자는 전통적인 하

타요가와 같이 심신을 전인적(全人的, holistic)으로 파악하여 요가

를 수련한다. 그리고 요가수행의 목표를 세속적인 건강과 미용, 
치유와 장수에 한정하지 않고, 근원적인 진리의 탐구와 그 깨달음

을 통해 해탈을 추구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하타요가와

는 다르게 비밀엄수의 규칙을 벗어나서 과학적, 학문적으로 요가

의 원리를 추구하고 있다. 또 일정한 교단에 입문하기를 수행자에

게 요구하지 않는다.
미첼리스가 현대 체위요가라고 이름붙인 크리쉬나마차리야 계

열의 요가 역시 단지 미용과 치유에만 수행의 목적을 한정하지 않

고 깨달음을 추구한다. 다만 이 유파는 하타요가의 정식 중에서도 

특히 아사나를 매우 강조한다. 이것은 아마도 이 요가가 실용적인 

성향을 지닌 서구인과 현대인들에게 강하게 어필한 가장 큰 이유

73) 이외에도 미첼리스는 스리 요겐드라(Sri Yogendra, 1897-1989)의 

요가연구소(The Yoga Institute in Santa Curze, Mumbai, India)를 이 

전통에 포함했고, 이 외에도 기타의 다른 전통들이 있지만 논술의 편의상 

여기서는 이 두 전통만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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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것이다. 이들의 체위는 그 근간을 전통적인 하타요가에 두고 

있지만 서구 체조의 형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이런 점에서 앞 절에서 제시했던 의문, 파타비 조이스의 아쉬탕

가 빈야사 요가를 모태로 하는 다양한 요가들(파워요가, 빈야사 

플로 요가, 파워 빈야사 요가)도 현대 하타요가의 개념에 포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이들 유파들이 그 스승이 했던 것처럼 자

신들의 수련의 목적을 깨달음에 두느냐, 아니면 상업성에 매몰되

어 하타요가의 원래적인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달

렸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스승의 목적을 망각하고 미용을 

위한 체위 계발에만 몰두한다면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서구 체조

이지 현대 하타요가라고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현대 체위요가의 스승들이 요가경을 이해하

지도 못했고, 무드라를 전수받지도 못했고, 결국 쿤달리니의 각성

이라는 축복을 얻지 못했다”74)고 주장한 박영길의 현대 체위요가

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와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기

서 더 이상 상론하지 않는다.75) 
마지막으로 가장 대중적이지만 하타요가와는 이질적인 형태의 

대중적 현대요가가 있다. 가장 대중적이라는 것은 이 요가의 형태

는 아사나 훈련을 중심으로 해서 미용이나 치유에 목적을 두기 때

문이다. 이 형태의 요가에 접근하는 이들은 이것을 수행법의 체계

보다는 에어로빅댄스나 헬스운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여러 운동

법의 하나로서 생각한다. 바로 이 점이 하타요가와 이질적인 측면

이다. 그리고 수련 기법에 있어서도 대중적 현대요가의 체위는 현

대 하타요가에서 발생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타요가와 관계없이 

74) 박영길(2013). p. 27.
75) 이 문제는 향후의 독립된 연구에서 고찰할 예정이다. 다만 영적 성취를 궁극 

목표로 한다면 체위 수련을 통해서 무드라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라는 것만 말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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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체조 기법에서 도입된 것들이 적지 않다. 싱글톤이 오늘 

날의 전형적인 다국적 하타요가 수업(즉 대중적 현대요가의 수업)
은 인도 전통의 하타요가 체계보다도 단언컨대 이들 여성체조(조
화체조)에 더 많은 것을 빚지고 있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

다.76) 오늘 날 현대요가가 영성이 결여되어 요가 원래의 목적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때 현대요가란 바로 이 대중적 현대요가를 말한

다. 
현대요가가 하타요가와 동일한 것은, 즉 현대 하타요가로 불릴 

수 있는 것은 양자의 목표가 단순히 초능력이나 미용, 치병, 건강, 
장수와 같은 세속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차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 하타요가와 현대요가의 가장 큰 차이점, 즉 

현대요가가 진정한 의미의 하타요가가 아니라 단순히 대중적 현

대요가인 것은 그것이 단순한 건강법에 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타요가의 정식을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 중에 단지 체위만을 부

각시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 현대요가를 수련하는 이

들에게 요가는 에어로빅댄스나 헬스운동 같은 것과 언제나 대체 

교환이 가능한 하나의 운동 상품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그 수련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현대요가는 하

타요가와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현

대요가를 하타요가로 등치시켜 부르는 것은 옳지 못하다. 만약에 

현대요가를 하타요가로 부르려 한다면 본 연구에서 현대 하타요

가라고 부른 것에만 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중적 현대요가

를 하타요가로 부를 수는 없지만 현대 하타요가, 또 그 이전의 전

통적 하타요가에서 유래된 체위와 관련을 가진 점에서 현대요가

로 부를 수 있다. 이와 같이 하타요가와 현대요가를 연관시켜 지

칭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76) Singleton(2013)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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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s Modern Yoga equal to Haṭha Yoga?

Sim, Jun-Bo
(The Graduated School of Buddhism, Dongguk University)

Although Haṭha yoga and Modern yoga have different 
conceptions from each other, They have been used as if the 
latter is a direct development of the former. 

So this paper considered the conceptions of two terms 
and suggested proper use of them, using present outcomes 
of the Western scholars on Haṭha yoga and Modern yoga. 
This paper firstly introduced the present state of Haṭha yoga 
study in the West, and investigated into the formation, de-
velopment and conception of Haṭha yoga using the latest 
studies. And then this paper considered the recent dis-
cussions on the development and conception of Modern 
yoga.

This paper suggested that the four smaller conceptions 
be included under the concept of Modern yoga: Modern 
Haṭha Yoga, Modern Traditional Haṭha Yoga, Modern 
Meditation Yoga, Popular Modern Yoga, and that the most 
important difference between Haṭha yoga and Popular 
Modern Yoga is concerning the aim of its practice. The 
common factor shared between Haṭha yoga and Popular 
Modern Yoga is that various techniques of āsana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in Popular Modern Yoga, have been 
come from Haṭha yoga, or from the fusions of Haṭha y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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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estern gymnastics in the very least. 
So if even the postural techniques of Popular Modern 

Yoga leaves Haṭha Yoga as it's original home, it will then be 
just only a sort of gymnastics and cease to be a yoga any 
more.

Keywords: Haṭha Yoga, Modern Yoga, Laya Yoga, Rāja
Yoga, Popular Modern Y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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