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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 마사히로(沖正弘)의 요가행법이 한국요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심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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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요가지도자 오키 마사히로(冲正弘, 1919-1985)는 한국요가 초

기에 한국요가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60년의

세월을 맞이하는 한국요가계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가 한국요

가계에 미친 영향을 고찰했다. 그는 인도북부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현

대요가에 다양한 동양의학적 요소를 가미한 독특한 행법체계인 수정행

법을 창안했다. 본 연구에 따르면 1960년대는 오키와 한국요가지도자들

간의 직접적인 교류는 없었으나 당시 한국요가지도자들은 오키를 알고

있었고 그의 행법체계에 영향을 받았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걸쳐 그

는 한국을 방문하여 강습회를 개최했다. 이 강습회는 당시의 한국요가

지도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한국요가지도자들의 행법체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한국요가 초기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향후 한국요가의 창조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

다.

Ⅰ. 서론

60여년의 역사를 축적한 한국요가는 이제 과거의 역사를 정리

* 이논문은 2012년정부(교육부)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7037631).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융합요가학과 외래강사. nirodha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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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한국요가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미래의 향방을 가늠할 시기

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2,000년 이후 경제적 발전의 여파로 크

게 각광받은 요가는 구미와 인도에서 다양한 요가유파의 행법이

수입되면서 오늘 날 행법이나 이념의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었는데, 이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요가인들에게 많은 혼동을 가

져올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작업의 한 단초로서 본 연구는

일본에서 요가 보급에 가장 공로가 컸던 요가지도자인 오키 마사

히로(沖正弘, 1919-1985, 이하 ‘오키’로 표기)의 요가가 한국요가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기로 하였다. 그것은 오키요가가 1960-80년대

에 걸쳐 한국요가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

국요가의 정체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연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다.

그러나 그가 한국요가에 끼친 영향에 대한 기록 자료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문헌 자료에만 의지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는 매

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본 논문은 한국요가의 태동기(1950-6

0년대)와 정착기의 전반부(1970-80년대)에 활동하던 요가지도자

들 중의 대표적 인물들을 인터뷰하여 오키요가가 당시 한국요가

지도자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자료로 보충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증언은 기억의 혼란 등으로 부정확할 수 있

다는 단점이 있지만, 한 편으로 한국요가 태동기와 정착기의 기록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향후 관련 연구의 중요 자료로 남을 수

도 있을 것이다. 다만 소논문 형식에서 이 증언들을 전재할 수는

없기에 증언들을 정선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통해 무엇보다 먼저 오키요가가 한국요가

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오키요가 이외에 어떤

요가행법체계가 한국요가 태동기와 정착기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앞의 두 문제를 이해

함으로써 한국요가 초기의 역사 및 행법체계의 정체성을 어느 정

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를 진행하기 이전에 본 연구가 사용하는 요가,



오키 마사히로(沖正弘)의 요가행법이 한국요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181

현대요가, 한국요가라는 용어, 또 한국요가의 시기적 구분을 작업

가설적으로 정의하려고 한다. 먼저 요가란 넓은 의미에서는 수행

법 전반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독교의 묵상, 도교수행, 불교의 참

선도 포함될 수 있다. 좁은 의미에서는 인도의 문화적, 지역적 전

통을 가진 수행법들을 의미한다. 요가경을 중심으로 하는 고전
요가, 탄트라를 기반으로 한 수행실천 체계로서의 하타요가, 바
가바드기타에 나오는 3종요가들이 이 개념에 속한다. 일상적 의
미에서는 현대요가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요가는 좁은 의

미와 일상적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현대요가라는 용어는 미첼리스(Elizabeth De Michelis)에 의해

처음 이론화 되었다.1) 그런데 최근 싱글톤(Mark Singleton)은 “다

국적인 영어사용자의 요가(Transnational Anglophone Yoga, TA

Y)”라는 용어를 통해 기존 미첼리스의 현대요가라는 용어를 대치

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TAY는 “인도,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19

세기 중반 이후로 나타나기 시작한 요가의 일정한 체계”를 의미

하는 것인데, 이것은 19세기 말 비베카난다 이후 스리 요겐드라(S

ri Yogendra)와 스와미 쿠발라야난다(Swami Kuvalayananda)가

서구 과학과 의학, 그리고 국제적인 육체적 문화운동에 영향을 받

아 체위의 체계를 발전시키고, 1930년대 티루말라이 크리쉬나마차

리야(Tirumalai Krishnamacharya)에 의해 정립되고 발전한 체위

중심의 요가이다.2) 본 논문에선 이런 현대요가에 영향 받아 그 시

기 이후로 여러 나라에서 나타난 다양하게 변형된 요가들도 현대

요가라는 용어의 범주 안에 포함한다.

한국요가란 한국이라는 공간에 수입되고, 발전된 위에서 정의

한 좁은 의미와 일상적 의미를 포함한 요가, 즉 현대요가를 말한

다. 여기에는 실천적 요가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활동도 포함한

다.3)

1) Michelis(2004). 참조.

2) Singleton(2013) pp. 37-38.

3) 한국요가를 언급할 때 넓은 의미의 요가에 포함될 불교유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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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 논문은 한국요가의 역사적 발전을 태동기(1950-60년

대), 정착기(1970-90년대), 발전기(2,000년대 이후)로 시기를 구분

한다. 본 논문에서 말하는 한국요가의 초기는 태동기와 정착기 전

반부(1970-80년대)를 아우르는 시기이다.

Ⅱ. 오키 마사히로의 생애4)와 자료

오키는 1919년 일제강점기 한국 부여에서 태어나서5) 충남 강경

상고를 졸업하고 도일하여 오사카외국어대를 졸업하였다. 2차 대

전 중 일본군의 정보원으로서 몽고, 중국, 인도, 아라비아 등지를

다니며 동서의학요법과 각 종교 종파의 수행법을 배웠다. 연보에

따르면6) 1938년(19세)에 처음으로 인도에 갔으며, 1942년(22세)에

요가연수원을 세워 군장교들에게 요가를 지도했다고 한다.

전후에 선문(禪門)에 들기도 하였으며(1947년), 1951년 유네스코

평화건설국제봉사단의 일본대표로서 다시 인도에 가서 의료, 복지

분야에서 활동했다. 인도에 있을 때 간디에게 경도되어 그의 철학

을 탐구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장암진단을 받고 요가수련에 전

포함되지 않는다. 불교유식은 불교적 요가(yoga, 瑜伽)를 행하던

불교수행자들(yogācāra, 瑜伽行派)의 명상체험에 기반하여 성립된

의식과 세계에 대한 이론이다. 고전요가나 하타요가의 수행이

불교수행자들의 요가와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위의

요가의 정의(좁은 의미, 일상적 의미를 포함한 요가)에 따라 불교의

요가, 또는 그에 기반한 불교유식은 본 논문에서 논외로 한다.

4) 오키가 세운 단체인 구도실행회(http://www.okiyoga.org)와

오키요가협회(http://www.okiyoga.com)의 일본 홈페이지의 내용을 주로

참조해 생애를 서술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그의 생애에 대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5) 호적상으로는 1921년이다.

6) http://www.okiyoga.org/nennpu.htm <검색일, 2015.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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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한 후 1955년 일본에 돌아간다.

1957년에 요가행법철학연수회를 설립하고, 이를 발전시켜 1959

년 일본요가협회를 설립하면서 이후 본격적인 요가보급에 나서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1960년에 세 번째로

인도로 가서 장수법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1969년에는 종교법인

구도실행회(求道実行会)를 설립한다. 또 1980년 국제총합요가 세계

대회를 일본에서 개최하면서 비영리단체 국제총합요가협회(国際

総合ヨガ協会)를 설립했다.7) 1985년 유럽에서 요가를 지도하던 중

이탈리아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인도전통의 요가와 구별을 위해 오키는 자신의 요가를 오키요가

(冲ヨガ)라 명명했는데, 그 특징은 요가, 선, 음양철학, 동서의학요
법과 수행법을 총합한 입장에서 생활을 바로잡는 수양법, 수행법,

치병법으로 체계화된 시스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요가를

구도(求道ヨガ)요가, 생활요가, 총합요가(總合ヨガ)라고도 부른다.

그는 적지 않은 저술을 남겼고, 한국어, 영어, 이탈리어 등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그의 저술 목록은 본 연구의 말미에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그의 저술들은 대개 요가행법 관련 실용서

들 위주이다. 또 철학적인 내용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인

도요가 사상을 기반으로 자신의 독창적인 견해를 펼친다. 그런 점

에서 그의 요가관이나 행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거의 없는 편

이다. 요가사상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자이기 보다는 요가지도자로

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학술적 연구 논

문이 없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요

가사상이 학술적으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

개 요가에 대한 기존의 학술 연구는 고전문헌의 연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것일 뿐이지 현대요가의 중요한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인 그의 요가사상과 행법은 충분히 고찰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8) 무엇보다 그의 요가행법이 실제적으로 오늘

7) 이 단체는 오키 사후인 2012년에 오키요가협회(沖ヨガ協会)로 단체명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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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의 현대요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략하나마 그의 요가사상과 행법체계를 고찰한다.

Ⅲ. 오키 마사히로의 요가사상과 행법체계

1. 요가사상

오키는 강단의 요가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가에 대한 학술

적 정의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요가를 설명하고 있다. 그가 요가

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하는 개념은 조화(調和, balance)이다.

요가란 의식적으로 심신 및 모든 생활환경의 밸런스를 잡는 훈련을

종합적으로 행하는 철학이다.9)

건강과 자연은 동의어로, 요가에서는 자연이란 밸런스가 잡혀있는

상태를 말한다.10)

8) 현대요가는최근에야 학술적탐구의영역에 들어 왔다. 이분야의 대표적

연구로는 알터(Joseph S. Alter)의 Yoga in Morden India(2004),

미첼리스(Elizabeth De Michelis)의 A History of Modern Yoga(2004),

싱글턴(Mark Singleton)의 Yoga Body, The Origins of Modern Posture

Practic’를들 수있다. 최근의 이분야의 연구성과와 학자들에대해서는

http://modernyogaresearch.org/publications/<검색일, 2015. 3.10>을참조하라.

특히독일티에트케(Mathias Tietke)의 Yoga im Nationalsozialismus(국가

사회주의 하의 요가)(2011)는나치하에서요가, 혹은현대요가가어떻게

인식되고이용되었는지를연구한최근의화제작이다. 현대요가는기존의인도학,

인도철학의연구성과를기반으로최근심리학, 체육학등의제학문과융합하며

새로운학문분야로 떠오르고있다.

9) 오키(1981) p. 158.

10) 오키(1981)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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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의만을 놓고 볼 때 그는 사람을 심과 신으로 나누고, 그

사람을 둘러싼 여타의 조건을 생활환경으로 보아 이런 요소들을

조화시키려는 의식적 노력, 혹은 훈련을 요가로 이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나를 이루는 제 요소들이 조화를 이룰 때가

건강한 것이고 이것이 자연의 상태이다. 그는 이런 상태를 깨달

음, 해탈이라 하여 종교적인 측면의 가치까지 부여하였다.

깨달음(悟)이란 올바르게 느끼고 생각하여 행할 수 있는 인간이 되

는 것이지 특수한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11)

요가란 양(긴장)과 음(이완)의 밸런스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

것은 안정되어 자연스런 상태로 이것이 선(禪)의 상태이다. ··· 요가는

이 자연의 상태를 인간의 진실로 보고 해탈이라고 이름하고 있다.12)

오키는 심과 신(心身), 생활환경을 기본적인 세계로 이해하고

이것이 조화를 이룬 상태가 건강한 상태이며 자연스러운 상태이

고, 동시에 깨달음이자 해탈의 상태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13) 오

키는 적지 않은 저술에서 요가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가

요가를 바라본 핵심적인 관점은 심신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노력

이요, 그 철학이라 것으로 귀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상부정적, 정확히 말한다면 현상초월적 입장의

인도 전통의 요가에 비해 오키요가는 현상긍정적 관점이 두드러

진다. 요가경은 요가를 마음 작용의 억제라고 정의하며14), 이것
은 수련과 이욕(離欲)에 의해 억제된다고 한다15). 마음 작용은 바

른 인식, 그릇된 인식, 망상, 수면, 기억이고16), 수련은 마음 작용

11) 오키(1981) p. 5.

12) 오키(1981) pp. 5-6.

13) 오키는 한 때 일본 조동종과 연관을 가진 적이 있기 때문에 그의 관점과

묵조선의 지관타좌의 관계도 고려해볼 만 하다.

14) YS. 1.2. yogaścittavṛttinirodhaḥ

15) YS. 1.12. abhyāsavairāgyābhyāṃ tannirodh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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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어나지 않는 안정을 위한 노력17)을 말하며, 이욕은 경험의

대상이나 전승에서 유래한 대상에 대한 열망을 제압하는 의식이

다18). 이 수련과 이욕으로 마음작용이 억제되면 보는 자(purṣa)는

본성에 안주하여 청정한 독존이 성취된다.19) 고전요가는 절대불

변의 진아를 깨달아 안심입명을 성취하는 것이지, 심신과 환경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오키의 요가관이 현실 세계를 긍정하고 인간이 현실 속에서 조

화를 이루어 건강하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데 있었다면, 인도 고

전요가의 요가관은 현실 세계를 고통으로 부정하고 이를 초월하

여 진아에 안심입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점에서 양자는 큰 차

이가 있다. 이점은 중국 중심의 동북아문화권이 현실을 긍정적으

로 생각하는데 비해 인도문화는 인생을 고해(苦海)로 생각한 문화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20) 또는 요가수행의 효

과를 탈신비적 입장에서 현대적으로 해석하려 했던 오키 자신의

생각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21)

그러나 차이의 연원을 차치하고 감각적이고 현세중심적인 현대

인들에게 오키요가가 훨씬 매력적일 것은 분명하다. 오늘 날 요가

의 대중화는 고전요가의 관점이 아니라 오키 등의 현대요가의 실

용적, 현실긍정적 요가관이 주효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키의

16) YS. 1.5. vṛttayaḥ pañcatayyaḥ kiṣṭākliṣṭāḥ//

17) YS. 1.13. tatra sthitau yatno'bhyāsaḥ//

18) YS. 1.15. dṛṣṭānuśravikaviṣayavitṛṣṇasya vaśīkārasaṃjñā vairāgyam//

19) YSb 1.51. tasminnivṛtte purṣaḥ svarūpamātrapratiṣṭho'taḥ śuddaḥ

kevalo mukta ityucyata iti//

20) 이러한 문화적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는 가지(2002) pp. 36-44.를

참조하라. 가지 노부유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중국인은

인도인과 달리 이 세상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즐거운 곳으로

생각했다. 오감이 주는 즐거움들을 소중히 여겼다. 인도인이 탄생시킨

불교에서 오감의 즐거움 따위는 한낱 꿈이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는 출발점이 전혀 다른 것이다.” 가지(2002) p. 44.

21) 오키 스스로 “요가행법을 현대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신의

관심”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키(2006)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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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관은 한국요가의 현실적 발전을 위해 깊이 주목되어야 한다.

2. 행법체계

본 절은 오키요가와 고전요가 행법관의 차이를 알아보고, 오키

요가의 행법체계가 현대요가의 어떤 유파를 기원으로 하는지 살

펴본다. 다만 후자는 지면제한으로 본격적으로 다룰 수 없기 때문

에 기본적 가설만 제시하는데 그칠 것이다.

앞서 고찰한 요가관을 기반하여 오키요가 행법은 심리적, 신체

적, 환경적 부조화를 조화롭게 하는데 목표를 둔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심신이 이상한 상태에 이르는 것은 부자연, 또는 부조화한 것에 있

다는 것이 생명의 가르침이므로 회복법은 그 무리함을 제거하는 것이

다. 이 무리가 되는 것은 ① 몸을 기울어지게 사용하는 것과 비뚤어짐

이 고정화되는 것, ② 영양과 배설의 불완전, ③ 부자연하고 불충분한

호흡, ④ 마음의 동요와 혼란, ⑤ 낮은 적응력 등이다. 그러므로 요가

를 실행하여 인간이 본래 가진 바르게 느끼는 능력을 회복시키고 거

기에 후천적인 바른 사고 능력과 실행력을 더하면 이상 상태는 자연

히 고쳐진다. 그리고 이 방법은 동시에 건강과 깨달음의 길이기도 하

다.22)

오키는 그의 전 저술을 통해 ① 신체의 비뚤어짐을 바로 잡는

아사나와 수정체조, ② 올바른 호흡법과 ③ 마음의 동요와 혼란을

없애는 명상법, ④ 올바른 영양을 섭취하기 위한 섭생법과 단식법

을 제시한다. 이것은 인도전통의 하타요가나 그에서 파생된 현대

요가의 행법체계를 근간으로 하면서, 자신이 창안한 방법이나 다

22) 오키(1981)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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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전통들에서 전해지는 양생법의 행법들을 포함한 체계이다.23)

그런데 고전요가의 행법은 8지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금계

와 권계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확보한 후, 좌법을 통해 육체의 견

고함과 안락을 얻는다. 그런 다음 들숨과 날숨의 진행을 중지하는

조식을 하고, 감각과 대상이 결합하지 않는 제감을 이룬다. 제감

을 이루면 마음이 한 곳에 고정되는 총지를 얻게 된다. 총지는 정

려와 삼매의 정신 상태로 발전하게 된다. 삼매는 유종삼매에서 시

작하여 무종삼매24)로 나아가 마침내 독존을 성취하게 된다.

이와 같은 8지체계는 프라크리티의 전변을 거꾸로 돌리는 환멸

의 과정이다. 먼저 가장 조대한 육체를, 다음으로 호흡과 감각을

정지시키고, 다음으로 무의식의 심층을 파고들어, 마침내 프라크

리티의 평형상태에 도달하여 푸루샤와 프라크리티의 식별지를 얻

게 된다. 엘리아데는 “세속적인 차원에서의 중요한 모든 것을 요

가행자가 희생하는 것은 또 다른 존재 양식으로서의 재생 때

문”25)이라 하였다. 다시 말해 8지체계를 통해 요가행자는 가아(假

我)를 벗어나 진아를 회복한다. 요가행자는 8지체계의 행법을 수

련함으로써 대우주적 전변 과정을 소우주인 자신의 신체와 의식

속에서 되돌려 진아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전요가의 행법체계는 우파니샤드 이래 인도철학의

핵심인 대우주와 소우주(인간)의 일치라는 범아일여의 형이상학

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오키의 행법관은 심과 신(心

身), 그리고 환경의 요소를 조화롭게 한다는 다분히 실용적, 현실

적 관점에서 말해진다. 이것은 앞서 고찰한 요가관의 차이에서 기

23) 그가 저술한 요가책들의 목차를 보면 오키요가 행법체계의 구성

요소들이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진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오키(1981); 오키(2006)의 목차를 보라.

24) YS.Ⅰ.17-18에서는 유상삼매와 무상삼매로, Ⅰ.41-51은 유종삼매와

무종삼매로 삼매를 구분하였다. 또 삼매(samadhi)와 정(定, samapatti)이란

용어를 같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상술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이태영(1992) pp. 143-149.를 참고하라.

25) 엘리아데(1989) p.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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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북부전통

몸과 마음을 다루어 초월적이고 영적인

경험으로 이끌고자 함.

①

스와미

쉬바난다

(1887–1963)

보수적 베단타 종파의 출가자였지만, 다양한

요가를 종합하고 하타요가행법을 일신하여,

스스로의 요가를 총합요가(Yoga of

Synthesis)라고 칭했다. 그는

신성생활협회(Divine Life Society)를

창설했는데, 그의 뒤를 이은 이로 스와미

칫다난다와 스와미 크리쉬나난다가 있다.

②

스와미

사띠야난다

(1923-2009)

스와미 쉬바난다의 제자 중 1인으로

국제요가연합(International Yoga

Fellowship)과 비하르요가학교(Bihar School

of Yoga)를 창설하였다.

(2)

인도남부전통

영적인 체험을 중요시하지만, 특히 육체적인

아사나의 수련을 중요시하여 몸의 정렬을

강조함.

① 크리쉬나마

차리아

(1888-1989)

인도남부전통의 대스승

②

아이엥가

크리쉬나마차리아의 처남으로

아이엥가요가는 보조물의 사용, 근력강화를

인한 것이다.

20세기 이후 하타요가는 많은 변형을 겪으며 소위 현대요가로

불리고 있다. 일부학자들은 현대요가를 하타요가와 다른 것으로

규정한다.26) 20세기 이후 인도의 현대요가 전통은 아래와 같다.

표1) 인도의 현대요가 전통27)

26) “오늘 날 보통 수련되는 현대체위요가(Modern Postural Yoga: MPY)는

하타요가의 일부와 유사한 훈련 형태이다. 그 체위들의 대개는 20세기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최소한 그 중 50개는 근대 이전의 하타요가에서

나온 것이다.……학자인 마크 싱글턴(Mark Singleton)은 반론이 있지만

MPY는 구미의 20세기 운동법까지도 포함한 근대적인 세계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Wallis(2012) p. 319.

27) 서정혜(2010)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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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2014)
위한 스탠딩자세의 강조 등이 큰 특징이며,

지도자의 개별적 지도를 통한 매우 정확한

동작을 요구하는 특징을 가진다.

③

데쉬카차르

(1938- )

크리쉬나마차리아의 아들로 그의 요가행법을

비니요가라고 칭한다. 이 행법은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요가아사나를 다양하게 변형시켜

개인에게 적용하여 요가의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특징을 가진다.

④

파타비 조이스

(1915-2009)

크리쉬나마차리아의 제자 중 1인으로 그의

요가행법을 아쉬탕가 빈야사(혹은

파워요가)라고 한다. 이 행법은 웃자이호흡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서 호흡순환계를 정화하고, 강렬한

신체 운동을 통해 고요한 심경을 얻게 한다.

(3)

비크람

쵸두우리

(1945- )

그의 요가를 비크람요가, 혹은 핫요가(hot

yoga)라고 한다. 실내온도 38-40도, 습도

40%의 환경에서 26개의 동작과 2종의

호흡법을 수련하는 방식이다.너무 상업화되어

일부의 비판이 있다.

이 표 외에도 20세기 이후 인도에서 나타난 여러 형태의 현대

요가의 행법체계들이 있지만, 특히 중요한 것으로는 중인도 로나

블라(Lonavla)에 위치한 요가학교인 카이발야다마(The Kaivalyad

hama Institute)를 설립한 스와미 쿠발라야난다(Swami Kuvalaya

nanda, 1883–1966)의 전통이 있다.
1938년, 1951-5년, 1960년, 3회에 걸쳐 인도에 갔던 오키가 현대

요가를 깊이 수행한 것은 두 번째 방문인 1951-1955년 사이의 일

이다. 그는 이때 카이발야다마의 요가학교에 오래 머물면서 수행

하였다.28) 또한 쉬바난다와 기타 6명의 스승을 모셨다고 밝히고

있다.29) 오키가 세운 종교법인인 구도실행회의 일본 홈페이지에

는 그가 쉬바난다, 사티야난다와 찍은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30)

28) 이 때의 수행기는 오키(1979)에 잘 기술되어 있다.

29) 오키(2006)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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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키는 1980년 국제총합요가세계대회를 일본에서 개최하

면서 비영리단체 국제총합요가협회(国際総合ヨガ協会)를 설립하고,

자신의 요가를 총합요가(総合ヨガ)로 부르기도 했는데, 이는 쉬바

난다의 총합요가(Yoga of Synthesis)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한다. 무엇보다 그의 체위수련 방식은 쉼 없이 연결되는 인도남부

전통과는 다르게 체위와 체위 사이에 약간의 휴식을 가지는 전통

적인 하타요가 체위수련 방식인데, 이것은 카이발랴다마전통이나

사티야난다의 비하르전통과 유사하다. 또한 인도남부전통은 오키

가 인도에서 요가수련을 하던 당시에는 그다지 유력하지 않았

다.31) 이런 시기적인 측면을 생각해보더라도 오키요가가 인도남

부전통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런 점에서 오키요

가의 행법체계는 주로 인도북부전통과 관련을 가진 것으로 판단

된다.32)

그러나 그의 행법체계의 기원이 무엇이던 간에 오키요가가 독

창적인 것은 요가, 선, 음양철학, 동서의학요법과 수행법을 총합한

입장에서 생활을 바로잡는 수양법, 수행법, 치병법으로 체계화된

행법체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오키요가 행

법체계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키 이전의 하타요가나

현대요가에는 찾아볼 수 없는 수정체조(修正體操, 혹은 수정행

법)33)라는 특수한 체위이다. 이것은 “부조화한 행동이나 생활을

30) http://www.okiyoga.org/photoindex2.html<검색일, 2015. 3.10>.

31) 오늘 날 인도남부전통의 대표적인 현대요가 창시자 중의 하나인

아이엥가(Iyengar)의 요가는 1954년 이후 서구에 소개되고 이후 서서히

서구에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Michelis(2004) pp.

210-218.을 참조하라.

32) 지금의 연구 단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릴 수는 없지만

이것은 한국요가 초기에 도입되고 수련된 요가의 정체성과도 맞물리는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본 논문의 주제와 지면의 제한 상 이 문제는

다음의 연구 과제로 미룬다.

33) 정확히 말한다면 수정행법은 단지 체조만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행동, 호흡, 사고까지도 수정하는 종합적 행법체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정행법이 외형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수정체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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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한 결과로써 버릇이나 습관화된 신체의 이상조건을 제거하여

신체에 원래 주어진 회복능력을 재생시키려는 목적”34)으로 행해

지는 체위이다. 하타요가의 기존 체위가 프라나의 이론을 기반으

로 한 인도의 전통적 인체관을 기반으로 이루어 진 것임에 비해

수정체조는 하타요가의 기존 인체관에 더하여 현대적인 해부학과

생리학의 지식이 더해져 이루어져 있다.35) 싱글턴(Mark Singleto

n)은 크리쉬나마차리야의 현대체위요가(Modern Postural Yoga,

MPY)를 구미의 20세기 운동법까지도 포함한 근대적인 세계화의

산물36)이라고 평가했는데, 오키요가 역시 동일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키요가의 실용성은 요가 영성의 타락

이 아니라 하타요가의 현대적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높이 평가될

부분이 있다.

Ⅳ. 오키 마사히로와 한국요가

1. 한국요가 태동기(1950-60년대)에 있어서 오키요가의 도입

한국요가의 최초기와 관련하여 두 사람을 기억해야 한다. 요가

원인 신명원(信明院)을 세우고 후에 대한요가협회를 설립하는 장

인선(?-1978)과 인도철학의 학문적 기반을 중심으로 요가를 영적

인 수련체계로서 진지하게 접근한 전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였

던 정태혁이다. 장인선은 대중적 방면으로, 정태혁은 학문적 방면

으로 최초의 한국요가 도입자라 할 수 있다.37)

34) 오키(1981) p. 13.

35) 오키(2006) pp. 125-162를 참조하라.

36) 앞의 각주 22번 참고.

37)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국요가의 최초도입이라는 문제는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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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선이 신명원을 설립한 것은 장종수의 기록에 따르면 1955

년이다.38) 그런데 이교선(1903-1970, 대한민국 제4대 상공부장관

역임)은 1967년 5월 발간된 소화된 요가의 추천사에서 5년 전

에 신명원을 창설했다고 밝히고 있는데,39) 만약 그렇다면 신명원

의 창립은 1962년이 된다. 원래 신명원은 1955년 서울 북아현동의

조그마한 한옥에서 시작하여 1958년에 독립문 옆 교남동의 건물

2층(15평)으로 이전하고, 1961년에는 서대문로터리 적십자병원정

문 건너편 2층(30평)으로 이전한다.40) 이교선이 말한 1962년 창설

된 신명원은 1961년 서대문로터리에 세워진 신명원을 착각한 것

으로 생각된다. 이교선은 신명원의 실질적인 창설을 1961년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점은 장인선 자신도 그렇게 밝히

고 있다. 1965년 4월로 되어 있는 소화된 요가의 ‘저자가 드리

의미의 요가 정의에 있어서 불교적 요가의 도입 문제도 있고, 또

현대요가의 도입에 있어서 “다석 유영모 선생의 글에 보면 오산학교

백이행 초대교장선생님 아래에서 교사로 유영모 선생이 백이행 선생께

배웠다는 기록을 볼 때 1930년대부터 문익환, 전진환, 함석헌 등 원로급

중에서 요가가 자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김광백의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김광백의 주장은 2006년도 4월 15일 요가삿상에서

있었던 요가협회장 간담회에서 언급되었다.

(http://cafe.naver.com/ehwnrhd/191)<검색일, 2015. 3.10>. 그러나

유영모가 요가를 배웠다는 시기는 1910년대로 이 때는 아직 인도나

구미에서 체위를 중심으로 한 현대요가가 나타나기 이전이므로 이것은

현대요가의 형태가 아니라 중국식의 기공체조같은 것일 확률이 많다.

그러나 장인선의 요가도입과 수련 이전에도 식자층 중에서는 요가를

수련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선을

대중적 한국요가의 최초 도입자로 보는 것은 이후 한국요가계에 그의

발자취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학문적 영역의 요가 도입문제도

근대학문이 시작된 20세기 초반을 포괄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다른 연구를 통해 논구할 것이다.

38) http://www.busanyoga-as.com/yoga_1107/yoga_edu5.html<검색일,

2015. 3.10>.

39) 장인선(1967), 추천사.

40) http://www.busanyoga-as.com/yoga_1107/yoga_edu5.html<검색일,

2015.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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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씀’에는 “요가원을 창설한 지 5개년 간에”41)라고 하여 장인

선 스스로가 신명원의 창설을 1961년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장인선의 요가입문 계기는 그의 조카인 부산요가협회장 장종수

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6.25 전쟁의 부상 후유증으로 위장병과 심장병, 그리고 신경쇠약증

상, 불안공포증. 불면증으로 심하게 고생하시던 중에 당시 가깝게 지

내시던 이교선 상공부 장관으로부터 미국유학중에 구입하였다면서 미

국요가책(Physical-yoga)을 주시며 요가를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왔다면서 선물로 요가책을 받고 집에서 틈나는 대로 요가훈련

을 집에서 하고 있을 때 장인선 선생의 친구이신 조종익 해군대장으

로부터 일본에서 구입했다며 일본요가책("기적의 요가", 저자 오끼마

사히로)을 또 가지고 오셨다. 일본말을 유창하게 하시는 장인선 선생

은 책에 있는 요가훈련 프로그램 순서에 따라 요가를 연습한 것이 한

국요가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요가수련에 매력을 느끼고 건강이 점

점 좋아지시자 장인선 선생님은 일본으로 건너가 "오끼요가센터"에서

요가를 수련하시며 공부를 하시고 일본의 "생명의 실상"도 함께 공부

를 하시고 귀국하시어 한국적인 요가수련법을 체계화시켜 요가보급을

시작하셨다.42)

위 기록에는 장인선이 오키요가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되

어 있는데, 이 기록은 정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 먼저 오키의 저술

중에는 장인선이 조종익에게서 얻었다는 기적의 요가라는 제목
의 책이 없다. 그리고 장인선이 오키요가와 생명의 실상을 배워
요가를 보급하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인지 불분명하다. 신명원이

설립된 해라고 장종수가 기록한 1955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다. 왜냐하면 1955년은 오키가 인도에서 요가수련을 마치고 일본

에 귀국한 해로서 아직 본격적인 요가보급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

41) 장인선(1967) p. 15.

42) http://www.busanyoga-as.com/yoga_1107/yoga_edu5.html<검색일,

2015.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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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장인수나 조종익이 그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기적의
요가가 오키의 다른 책을 착각한 것이라면 오키 최초의 저술 
人間を改造するヨガ・行法と哲学의 발간이 1960년이므로 장인수

가 오키의 저술을 읽고 일본에 가서 오키를 만나 배운 것은 1960

년 이후의 일이 될 것이다. 특히 장인선이 1967년에 저술한 소화
된 요가에는 “일본 오키 마사히로가 저술한 책을 입수하여 연구
하여 오직 하나의 원리로서 치병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아내었

다”43)라는 내용은 나오지만 오키를 직접 만났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또 1965년 한일기본조약 협정 이전에는 일반 한국인이 일

본에 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967년도에 출간된 소
화된 요가의 ｢육체통제｣장에는 대개 전통적인 하타요가의 체위

들이 소개되면서,44) 신명원에는 약 50종의 체위들이 지도된다고

하였다.45) 1968년에 서울 신명원의 강사였던 현 동양요가협회 신

동길의 증언에 따르면, 1968년 당시의 서울 신명원 원장은 장인선

의 조카인 장익수였는데, 당시 강사들은 오키요가의 수정체조가

아니라 일반적인 하타요가의 체위들을 지도하였으며, 오키의 행법

체계와 신명원의 행법체계는 관계가 없다고 증언하였다.46)

또 장인선은 생명의 실상을 공부하였다고 하는데, 생명의 실
상은 일본의 종교단체인 ‘생장의 집’을 설립한 다니구치 마사하

루(谷口雅春)가 자신의 사상을 집대성한 전 40권의 서적이자, 종교

단체인 ‘생장의 집’의 교전(敎典)으로 종교 다원론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종교 사상이 다니구치 마사하루의 관점에서 통합되어 있

다.47) 아마도 장인선은 생명의 실상의 사상을 기반으로 오키요
43) 장인선(1967) p. 19.

44) 장인선(1967) pp. 125-206

45) 장인선(1967) p. 206.

46) 2015년 3월 8일 오후 4시-6시, 신동길 인터뷰(직접 대담).

47) 장인선의 소화된 요가의 부제는 생명의 집인데 이것은 생장의 집과의
모종의 연관을 보여주는 제목이 아닐까 한다. 이에 대해서는 장종수

역시 인정하였다. (2015년 3월 15일 오전 11시-오후1시, 장종수

인터뷰.(직접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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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나름의 입장으로 수정하여 지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정태혁은 요가수련의 계기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

다.

내가 요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전공하는 학문이 인도학이고, 196

1년에 일본 토오쿄오에서 인도의 학자인 제이 만트리씨와 알게 되어

요가를 같이 닦은 것과, 일본인 오키(冲正弘)씨를 만났었고, 다시 쿄오
토에 있을 때 오오다니대학(大谷大學)에서 인도철학을 강의하는 사호

다(佐保田)박사와 특히 친교가 있어 같이 요가를 수행하며 연구한 것

이 바로 내가 요가를 닦아 가지게 된 인연이다.48)

그런데 약간 다른 내용도 나타난다.

나는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공부하던 1960년에 인도 출신의 요기 비

타르다스 선생을 만나서 처음 요가를 수행했다.49)

1961년 일본 토오쿄오에서 인도의 요기와 알게 되어 요가를 같이

닦은 것과……50)

사단법인 한국요가연합회 제 2대 회장을 지낸 안승준은 정태혁

과 대화했던 내용을 증언하였는데,51) 그에 따르면 정태혁은 요기

비타르다스에게 요가를 수련했고, 62년도에 일본 경도에서 사호다

(佐保田)박사와 요가경을 공부하면서 오키의 도장에 몇 번 방문
한 적은 있으나, 그에게 직접 요가를 배우지는 않았다고 한다. 정

태혁의 글과 안승준의 증언에 따르면 정태혁은 오키와는 직접적

인 교류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요가를 치병법 정도

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52)

48) 정태혁(1967) p. 4.

49) 정태혁(2007), 머리말.

50) 정태혁(1990), 머리말.

51) 2015년 3월 15일 오후 2시-3시, 안승준 인터뷰(전화통화).

52) “현금에 유럽 등지에서 요가행법 중의 활동적 신체수련인 체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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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태혁이 처음 요가를 접한 요기 비타르다스(Yogi Vithal

das, 1911-1989)는 20세기 서구에 요가를 전파한 최초의 인도인

중 하나로 1960년(혹은 61년) 당시 일본에 체류하며 요가를 지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때 정태혁과 만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대중적인 요가개설서 ‘The Yoga System Of Health And Relief

From Tension(1957)’의 일역본53)과 S. 에스디안(Selvarajan Yesu

dian, 1916-1998)54)의 Yoga and Health(1953)의 일역본을 중심으

로 오키의 人間を改造するヨガ・行法と哲学(1960), ヨガによる
健康の秘訣(1964)의 일부를 편집해 시인 신동문(1928-1993)이 동
방구(東方龜)라는 필명으로 1966년 6월 민음사에서 요가: 신기한
건강의 비법이라는 이름으로 출판하였다.55) 이 책을 출판한 민음
사 사장 박맹호는 이 책의 저자를 오키 마사히로라고 하였는데,

아사나가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은 또한 그들 유럽인들의 성격과

생활에서요, 또한 한국에서 일부인에게 신비한 장수법이나 치병법으로

이용되려하는 것도 한국인의 정신적, 사회적인 자세가 그러한 편으로

수용케 한 것이니, 결국 모두가 요가의 상규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다.” 정태혁(1967) p. 4.

53) 일본의 아라타 코타니(小谷 新)가 目で見るヨガ라는 제명으로 1962년
일역하였다.

54) S. 에스디언은 인도인으로 1937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유럽 최초의

요가도장을 설립한 인물이다. 헝가리 공산화 이후 스위스에서 주로

활동했다.

55) 이 책의 대단한 인기로 인해 1966년 10월에는 충정홍 저, 방동찬 편의

요가: 건강의 비결, 섹스가 강해지는 책이 영창도서사에서 출간되는데
이 책은 ヨガによる健康の秘訣을 중심으로 편집된 것이다. 또 1972년
명지사에서 요가: 건강의 비결, 아름다워지는 비결이란 이름으로
이번에는 요기 비타르다스의 일역본과 오키의 저서 중 미용 관련 일부

내용을 편집하여 충정홍 저, 방동찬 편으로 출간된다. 이 책은 1973년

무등출판사, 1979년 인문출판사에서 중판이 발간되었다. 기타의 오키의

국내 번역물은 본 논문의 말미를 참고하라. 이와 같은 현란한 편집의

이유가 당시의 상업적 출판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여하간 요기

비타르다스의 일역본이 중심이 된 책까지도 오키의 저서로 둔갑한 것은

1970년대 초반에 이미 오키의 명성이 퍼지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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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이런 사정에 의한 착각으로 보인다.56) 이 책은 1966년 출

판되던 해에 만 오천부 이상 팔려나간 당시의 베스트셀러로서 일

반 대중들에게 요가라는 것을 각인시킨 첫 계기였다.57) 다음 해

장인수의 소화된 요가(1967. 5.25. 출판)와 정태혁의 요가의 원
리와 수행법(1967. 8.30. 출판)이 출판되었다.
이런 점에서 이 시기는 오키가 직접 한국에 와서 요가를 가르

친다던가, 누군가가 수정체조를 한국 내에서 지도한다던가 하는

일은 없었지만, 이미 오키의 명성만큼은 한국요가계에 퍼져있었다

고 할 수 있다. 특히 장인선은 자신의 요가가 오키요가의 영향을

받았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2. 한국요가 정착기 전반부(1970-80년대)에 있어서 

오키요가의 전개

이 시기에 오키는 한국을 여러분 방문하여 소위 ‘강습회’를 열

었다. 그의 방한58)에 대해서 당시 그를 만난 정철수의 다음과 같

은 자료가 있다.

내가 저자 오키 마사히로씨를 접하게 된 것은 1970년대 초였다. 그

56) 박맹호(2012) p. 198.

57) 이 책전에도 1963년에 오키의 저서 ヨガの楽園
秘境インド探検記(1962)가 동성문화사에서 신비로운 요가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이 책은 오키의 인도 요가수련기가 주된

내용이고 구체적인 요가행법은 후반부에만 나온다. 1964년에

에스디언의 Yoga and Health(1953)의 일역본, ヨガの心身康健法
(吉村夏比古 譯, 1962)이 동성문화사에서 이광종에 의해 요가의
심신강건법이라는 제명으로 번역된다. 아마 현대요가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소개는 이 책이 한국 최초가 아닐까 한다.

58) 오키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연보에 따르면 해방 이후 1945년 9월과

10월 사이에 한국에 온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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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나는 대구에서 최초로 요가원을 개설한 이보인(현재 미국 보스

톤 소재 New Life Health Center 원장)씨의 대구 요가원에서 요가 교

습을 받고 있었다. 마침 그 무렵 나는 이보인 원장의 초청으로 대구에

오신 오키 선생의 요가에 관한 강연과 행법실습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다. 약 2시간 동안의 강의는 매우 조리있고 설득력있는 명강의여

서 나는 크게 감동되고 매료되었다. 강의가 끝난 후 나는 오키 선생으

로부터 직접 나의 체형과 체벽(體癖)을 진단받고 이를 교정하는데 적

합한 요가행법을 몇 가지 교시받았다. 그 때 오키 선생은 일본에서 대

동한 조교로 하여금 나의 체벽 교정에 필요한 몇 가지 행법을 일일이

도시(圖示)하여 주었다.59)

위의 1970년대 초는 아마도 1971년 9월이라고 생각된다. 당시

이보인의 신명원 대구요가아카데미의 강사였던 김용상은 자신이

직접 오키를 맞이하러 대구역에 나갔다고 증언하였다.60) 김용상

의 증언에 따르면 오키의 대구 방문은 이보인의 초청에 의한 것

이 아니라, 1970년대 당시 일본에서 활동하던 승려 석홍원이 이보

인을 오키에 소개하여 이루어졌다고 한다. 오키는 먼저 서울에서

사무를 마치고61) 대구에 내려와 요가관련 강의를 했다고 한다. 오

키는 이보인을 일본으로 초청하여 고마자와대학원 불교학과에 입

학을 주선하고, 오키요가를 전수할 한국요가인들을 추천해달라고

하였으나, 이후에 이보인은 오키를 떠나 미국 보스톤에 자리 잡았

다.62)

59) 오키(2006) p. 7.

60) 2015년 3월 9일 오후 3시-8시, 김용상 인터뷰(직접 대담).

61) 김용상은 아마도 서울 지역의 요가인들과의 만남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 (2015년 3월 9일 오후

3시-8시, 김용상 인터뷰(직접 대담).) 그런데 신동길의 증언에 따르면

오키는 1972년 당시의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요가강습회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1971년 9월의 방한을 신동길이 착각한 것인지, 아니면

1972년에도 오키가 한국을 또 방문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만약

오키가 한국을 1971년도, 1972년도에 각각 방문한 것이라면 위의

정철수의 자료도 혹시 1972년의 만남이었을 수도 있다.

62) 2015년 3월 9일 오후 3시-8시, 김용상 인터뷰(직접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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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이후에도 오키는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김용

상은 1971년 이후에는 1978년에 당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있

었던 강습회에서 그를 두 번째로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신동길은

인터뷰를 통해 1970년대 오키의 강습회가 당시의 한국요가의 붐

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말했다.63) 김용상 역시 “오키마사히

로(沖正弘) 선생의 한국 방문이 이 땅의 요가 보급에 매우 중요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64)라고 말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1970년대 한국요가계에서 오키의 영향력

은 상당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81년에 오키는 4-5월과 10-11월 2차례 방한을 하는데, 4월은

한국요가협회(당시 회장 김광백)와 국제구도요가한국본부(당시 회

장 정판식)의 초청으로 방한하여 단식수련회를 지도하고65) 자연

요법세미나를 실시하였고66), 10월은 한국자연건강회 초청으로 방

한하여 국제구도요가한국본부 후원으로 자연건강법에 대한 강의

를 하였다.67) 1981년 5월 10일부터 12일에 걸쳐 행해진 자연요법

세미나에서 오키는 병을 고치는 방법, 각종 병에 대한 수정체조

법, 자연건강법의 원리, 생활의 밸런스를 찾는 법에 대해서 강연

하였다.68)

1982년 3월에 한국요가의 대표적 단체들이 당시 사회 상황에

의해 한국요가협회로 일시 통합된 일이 있었다. 이때 통합에 참가

했던 이들은 한국요가협회 김광백, 부산요가협회 장종수, 한국요

가회 김현수, 건우회관의 정판식 등이었다.69) 이들은 1970년대와

63) 2015년 3월 8일 오후 4시-6시, 신동길 인터뷰(직접 대담).

64) 오키(1981) p. 196.

65) <매일경제신문, 1981. 4.18. 12면>.

66) <매일경제신문, 1981. 5. 2. 12면>.

67) <매일경제신문, 1981. 10.27. 9면>, 한국자연건강회는 현재

생채식운동본부로 변경되었는데, 주로 단식과 일본 니시의학에 근거한

자연요법을 실천하는 단체이다.

68) <매일경제신문, 1981. 5. 2. 12면>.

69) “그 동안 한국요가협회, 한국요가회, 건우회관 등으로 나뉘어져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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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를 걸쳐 한국요가계의 영향력 있는 인물, 혹은 단체의 장들

이었고 지금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과 오키와의 관계를 짚

어보면 1970-80년대의 한국요가계의 오키의 영향력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김광백은 오키와의 인연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980년 봄에 일본에서 제6차 국제요가지도자총회가 개최되었을 때

15일간 일본 요가의 대가 오키마사히로, 인도의 요가대가 사치다난다

와 아이엥가 등과 함께 요가 연수를 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습

관과 직업적 활동 때문에 생기는 자세의 편중이 성인들의 불건강 원

인이고 청소년들의 발육에 불균형이 되는 원인이므로 그 자세의 불균

형을 수정하는 요가균형운동을 개발하는 것이 현대인을 위한 요가 발

전 방향이라는 연구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1984년에는 한일요가회

담을 동경, 미시마, 오사까에서 연속회의로 개최한 바가 있었는데, 오

키선생이 한국요가를 오키道로 해 준다면 막대한 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나, 그것을 저는 정중히 사양하였습니다. 재정이 빈곤

한 저희들 형편으로는 파격적 제안이었으나, 민족자존심이 그것을 허

락하지 않았으며, 한국의 요가는 세계적인 여러 요가 대가들의 가르침

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현대에 맞도록 창조적 발전을 도모하여 인류

에게 보급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

다.70)

한국요가계가 하나로 통합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매일경제신문, 1983. 3.23. 9면>; “당시 김광백 회장의 권유로

김현수 선생, 장종수 선생, 정판식 선생 등 한국을 이끌어가는 큰

지도자들이 한국요가협회의 중책을 맡아 뭉쳤었다.”

http://www.busanyoga-as.com/yoga_1107/yoga_edu5.html<검색일,

2015. 3.10>.

70) http://www.yogalife.co.kr/pgm/povw0801.asp. <검색일, 2013. 3.10> 이

내용에서 오키가 김광백에게 한국요가를 오키도라고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점에 대해(아마 이것은 한국요가가 아니라 한국요가협회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김광백은 1970년대와 80년대를 걸쳐

한국요가의 유일한 사단법인 단체였던 한국요가협회의 사무국장과

회장을 역임한 인물로서 한국요가계의 영향력있는 인물이었으나

한국요가 전체의 대표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용상은 이것은



202 ∙ 印度哲學 제43집

김광백이 주장하는 ‘요가균형운동’이란 오키요가의 수정체조의

취지와 매우 비슷한데, 이 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김광백의 저

술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김광백이 회장으로 있

던 1980년 당시의 한국요가협회 본부에서의 요가지도 방식은 1시

간 내에 40여 가지의 체위를 쉼 없이 수련하는 방식이었다고 한

다.71) 실제로 한국요가협회의 초대회장이었던 황영석이 1973년에

발간한 생활요가에는 한국요가협회 본부도장 교재라는 이름 아
래 44가지의 요가체위를 제시한다.72) 이 책에 제시된 체위와 오키

요가의 수정체조의 체위는 향후 비교가 있어야 하겠으나 최소한

체위에 관련된 내용에서 오키의 수정체조나 행법에 대한 함의는

나타나지 않는다.

故김현수는 전남대 의과대학을 수료한 인물로 요가와 의학적

지식을 결합시키려 노력한 요가인이다. 그는 1979년에 한일요가세

미나를 개최하고 오키를 초청하여 300명이 참가하였으며, 1980년

일본에서 개최된 제 6회 국제요가지도자총회에 참석하였다.73) 현

재 그의 딸 김윤정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요가중앙회의 홈페이

지에 실린 요가체위의 사진을 보면 오키요가 수정체조의 영향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74) 그러나 그의 동생인 김남현은 전화를

통한 질문의 대답에서 김현수의 요가는 김현수의 창안인 ‘배상요

법’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오키요가와는 다른 것이라고 증언했

다.75) 현재 요가중앙회는 ‘스피노요가(spinoyoga)’를 보급하고 있

다.76)

결코 사익추구의 음험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키 자신이 요가에

전심전력하였듯이 한국요가도 그와 같이 요가의 바른 정신에 정진한다면

물심양면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2015년 3월 9일 오후 3시-8시, 김용상 인터뷰(직접 대담).

71) 2015년 3월 5일 신석규 인터뷰(전화통화).

72) 황영석(1975) pp. 129-212.

73) http://www.spinoyoga.co.kr (협회소개> 연혁 부분)<검색일, 2015. 3.10>.

74) http://www.spinoyoga.co.kr (수정체조 부분)<검색일, 2015. 3.10>.

75) 2015년 3월 5일 김남현 인터뷰(전화통화).



오키 마사히로(沖正弘)의 요가행법이 한국요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203

현 국제요가협회 회장인 정판식은 1976년에 오키의 임명장을

받아 1979년 국제구도요가한국본부를 설립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1960년대 말 이보인의 신명원 대구아카데미에서 처음 요가

를 접했으며, 이후 1969년 12월과 다음 해 1월 사이에 일본 미시

마 소재의 오키도장에 입소하여 오키요가를 배웠다고 한다. 그의

부친인 정용운은 재일 한의사 출신으로 오키와 친분이 있었다고

한다. 1979년 자신의 건강조건의 출판 기념회 당시 오키를 서울
로 초청하였다. 그에 따르면 현 대구요가협회의 이대희(1983년도

입소), 현 국제요가협회 부회장 정현주(오키의 사후인 1985년 이

후 입소) 등이 미시마의 오키도장에 입소하였다고 하였다.77)

이 요가지도자들 이외에도 오키요가와 관련하여 두 사람을 기

억할 만하다. 먼저 신동길 현 동양요가협회 회장이다. 그는 1968

년 이보인의 신명원 대구요가아카데미에서 요가를 시작하고 그해

서울 신명원 강사를 지냈다. 이후 원주와 대구 등에서 요가원을

세워 지도하였으며, 1981년에 한국요가협회의 성동지부장으로 있

으면서 수정체조연구원장을 지냈다. 72년도에 오키의 서울 강습회

에 참가하고 1980년을 전후로 오키의 초청으로 미시마의 요가도

장을 5일간 방문하였다.78) 또 1983년에 일본오키요가협회에서 자

세수정요가법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는 개인적으로 꾸준히 오키

요가를 연구, 실천하고 발전시켜 ‘자세교정요가’를 보급하고 있다.

이 요가와 오키요가의 수정체조의 차이에 대해 신동길은 자세교

정요가는 신체교정과 결합된 보다 물리적(physic)인 행법이라고

설명하였다.79)

76) 스피노요가란 척추를 의미하는 ‘spinal’에서 나온 이름으로, 척추를

중심으로 신체의 균형을 바로잡고, 호흡과 명상을 통해 심신의 안정과

개선을 도모하며, 치유요가를 바탕으로 신체에 활력을 주어 치유를 돕는

행법체계라고 한다.

77) 2015년 3월 14일 오전 11시-오후 1시, 정판식 인터뷰(직접대담). 그

외에도 몇 몇 사람들이 오키의미시마 요가도장에 갔던 것을

증언하였으나 여기서는 부기하지 않는다.

78) 2015년 3월 8일 오후 4시-6시, 신동길 인터뷰(직접대담).



204 ∙ 印度哲學 제43집

다음으로는 1971년도에 이보인에게 요가에 입문하여 그해 신명

원 대구요가아카데미에서 강사를 지낸 김용상이다. 그는 1971년 9

월 대구에서 오키를 수행한 인연으로 그의 강한 카리스마와 인격

에 감화되어 오키요가를 연구하고 실천하였다고 한다. 주로 대학

생들과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에게 요가를 지도하던 그는 1977년에

전주에 마하요가연수원을 설립하여 제자들을 배출했는데,80) 그들

은 1981년에 한국요가협회의 북전주지부(김영자), 마산지부(신석

규), 김제지부(임길원), 거제지부(진원출)의 지부장이 되었다. 김용

상은 1981년에 오키요가의 보급을 위해 오키의 ヨガのすすめ 健

康と美の追求(1971)를 요가와 더불어라는 제목으로 번역출간하
기도 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마산창원 지역의 요가지도자들은

김용상의 문하인 신석규(사단법인 한국요가연합회 초대회장), 손

진국(한국요가연합회 4대 회장) 등에 의해 오키요가의 영향을 크

게 받게 되었다. 이들 마산창원 지역의 요가지도자들의 모임으로

1990년에 창립된 살림요가회는 2002년 이후 전국적인 단체로 성

장하였고, 2004년 사단법인이 된 이후로 현재 한국요가계의 가장

큰 규모의 단체 중의 하나인 사단법인 한국요가연합회로 성장했

다.

한국요가협회, 대한요가협회 요가라이프(회장 김광백), 신명원

의 맥을 이은 부산요가협회(회장 장종수), 동양요가협회(회장 신

동길), 요가중앙회(고 김현수), 국제구도요가협회한국본부를 거쳐

국제총합요가협회의 맥을 이은 국제요가협회(회장 정판식), 김용

상 문하의 제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한국요가연합회(회장 김성홍)

는 오늘 날도 한국요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단체들로서 이들

단체, 혹은 그 책임자들은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걸쳐 오키요가

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는 오키의 명성이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나 이것

은 주로 책을 통한 것이었고, 또 그의 책이 1960년대에는 한글로

79) 2015년 3월 8일 오후 4시-6시, 신동길 인터뷰(직접대담).

80) 2015년 3월 9일 오후 3시-8시, 김용상 인터뷰(직접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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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일어를 읽을 수 있는 일부 식자층의

요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었다. 이에 비해 1970년대 이후로는 오

키가 방한하여 강습회를 개최하고 한국요가지도자들과 교류하면

서 그의 명성은 한국요가계에 널리 퍼지고, 1970년대와 80년대의

한국요가계에서 그의 권위는 확고해졌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

치며 그의 영향을 받은 한국요가계의 인물들은 현재 한국요가의

원로로 자리잡고 자신들의 요가단체에서 요가지도자를 배출함으

로서 오키요가의 영향은 오늘 날에도 전해진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1950년대 혹은 60년대에 걸쳐 한국에 현대요가가 도입될 때 한

국요가계의 인물들을 오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당시 한국요가

의 상황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단체라 할 신명원의 설립자 장인선

은 자신의 요가가 오키에게 영향받았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당

시는 요가 자체가 대중적이지 못한 상황이었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오키는 여러 번 방한하여 강습

회를 열고 한국요가지도자들을 만났는데, 이것은 당시 한국요가계

의 지도자들을 크게 고무하였다. 오키와 당시 한국요가지도자들의

행법체계는 앞으로 더욱 고찰해 보아야 할 문제이겠으나, 1970년

대와 80년대를 걸쳐 한국요가에 있어서 오키의 명성과 영향력은

대단하였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그의 저술들이 1970년대 말 이후

많이 출판된 것으로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81), 오늘 날 한국요가

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오키요가의 행법체계가 한국요가의 여러 행법체계들 속

81) 본 논문 말미의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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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어떤 형태로 남았는지는 본 연구에서 확정할 수 없으며, 다

만 현재 말할 수 있는 것은 1970년대와 80년대를 걸쳐 그에게 영

향받은 한국요가지도자들이 한국요가의 원로로 자리 잡으면서 그

들로 부터 배출된 많은 요가지도자들이 오키의 사상이나 행법을

은연중에 지금도 전파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이 문제는 현재 한국요가계 원로들의 행법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논구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키요가가 현대인에

게 보다 적합한 요가로서 창안되어 대중들에게 환영받고 실제적

인 이익을 주었듯이, 오늘 날의 한국요가도 현대의 한국인에게 보

다 적합한 형태로 재창조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창조를 위해서 한국요가 전통의 연구는 필수적이다.

재창조는 전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지식을 받아 기존 전통의 부족

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과거를 폐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950년

대 이후 한국요가의 초기역사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

했던 오키요가의 도입사를 본 연구에서 고찰한 것이다.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으로 인해 현대요가를 수련하는 인구가

한국에서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시기 이후 한국요가의 기

존 전통에 기대지 않고 서구나 인도에서 직접적으로 현대요가의

행법체계를 익혀 들어온 요가지도자들이 많이 활동하게 되었다.

이러다 보니 한국요가 초기 의 전통을 계승한 지도자들과 2000년

대 이후 일부 요가지도자들 사이에는 일종의 괴리가 형성되어 있

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오키요가는 인도북부전통의 현대요가에 많

은 영향을 받았고, 1960년대 이후 오키요가 외의 한국요가 행법들

도 대개는 인도북부전통의 현대요가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2000년대 이후 서구나 인도에서 직접 들어 온 현대요

가는 대개 인도남부전통에 속하여 기존 한국요가의 전통과 연결

될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괴리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한국요가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괴리는 서로 간의 소통

을 통해 지양되어야 한다. 기존 한국요가 전통에 있었던 요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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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인도남부전통의 요가의 장점을 흡수해야 할 것이며, 인도

남부전통으로 요가를 지도하는 지도자들 역시 한국요가의 기존

전통을 존중하여 새로운 한국요가의 행법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요가계가 당면한 과제는 한국요가 전통의 정

체성 확인과 새로운 한국요가의 창조에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앞

의 과제는 무엇보다 학문적 역량 강화가 중요할 것이다. 인도북부

전통이든 남부전통이든 현대요가의 뿌리는 하타요가에 있으며 하

타요가는 탄트라의 실천 체계 속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탄트라 실천 체계의 연구는 오늘 날 다양하게 분파된 현대요가의

이념적 지표와 실천 체계의 원형을 도출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현대요가의 다양성과 서구 체육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은 근원적인 지표 하의 다양성일 때 현대요가는 요가로서의 의

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둘째과제인 새로운 한국요가 창조를 위해

서는 다양한 현대요가 행법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념적

지표와 원형도 중요하지만 현대요가가 대중들에게 어필하는 것은

그것이 가진 실용성에 있다.

요가의 이념적 지표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부단히 새로운 지식

을 받아들여 보다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법체계를 끊임없이

실험하고 실천할 때 중생들을 고통에서 해탈로 이끄는 진정한 요

가가 탄생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현대요가의 실용성이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학계와

대중적 한국요가계가 더욱 밀접히 관련을 맺고, 한국요가의 다양

성은 인정하더라도 요가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국요가지도자

들이 단합해야 한다.

찬란한 인도문명 중에서도 전 지구적 차원에서 가장 크게 이바

지 한 것은 불교와 요가, 특히 현대요가이다. 이들은 아직도 생생

히 살아있는 전통이다. 본 논문이 오키요가의 한국 도입을 연구한

것은 바로 이 귀중한 요가 전통이 현대 한국인, 더 나아가 전 인

류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생생히 살아남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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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인도의 불교가 한국불교가 되어 다시 세계로 퍼져나가듯 한

국요가 역시 그렇게 되기를 깊이 바라기 때문이다.



오키 마사히로(沖正弘)의 요가행법이 한국요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209

참고 문헌

1. 단행본

YS. Yogasūtra, 요가수트라 주석, 비야사 저, 정승석 역. 서울:
소명출판, 2011(c2010).

가지, 노부유키(2002). 침묵의 종교 유교, 이근우 옮김. 서울:
경당.

박맹호(2012). 박맹호자서전 책. 서울: 민음사.
엘리아데(1989). 요가: 불멸성과 자유, 정위교 譯, 서울: 고려원.

오키(1979). 암호지령: 이란으로 가라, 김삼평 역. 서울:
중화출판사.

오키(1981). 요가와 더불어: 건강과 미의 추구, 마하요가연수원
역. 서울: 개마고원.

오키(2006). 요가의 행법과 철학, 정철수 역. 서울: 학문사.
장인선(1967). 소화된 요가, 서울: 교육문교사.
정태혁(1967). 요가의 原理와 修行法: 이것이 요가다. 서울:

法文社.

정태혁(1990). 요가의 복음. 서울: 까치, 3판, 1980(초판).
정태혁(2007). 실버요가. 서울: 정신세계사.
황영석(1975). 생활요가. 서울: 삼신서적.
Michelis, Elizabeth De.(2008). A History Of Modern Yoga :

Patanjali and Western esotericism. London; New York:

Continuum, (c2004).

Wallis, Christopher D.(2012). Tantra Illuminated : the

philosophy, history, and practice of a timeless tradition,

The Woodlands, TX. USA: Anusara Press.



210 ∙ 印度哲學 제43집

2. 논문

서정혜(2010). ｢현대요가의 흐름과 스와미 사띠아난다의 공헌｣,
한국요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익산: 한국요가학회

이태영(1992). 古典요가의 理論과 實踐에 대한 硏究: 요가브하샤를

中心으로. 서울: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박사학위논문.
Singleton, Mark(2013), ‘Transnational Exchange And The

Genesis Of Modern Postural Yoga’, Yoga Traveling, by

Ed. Beatrix Hauser. Switzerland: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3. 기사 및 인터넷 검색

<매일경제신문, 1981. 4.18. 12면.>

<매일경제신문, 1981. 5. 2. 12면.>

<매일경제신문, 1981. 10.27. 9면.>

<매일경제신문, 1983. 3.23. 9면>

http://cafe.naver.com/ehwnrhd/191<검색일, 2015. 3.10>

http://modernyogaresearch.org/publications/<검색일, 2015. 3.10>

http://www.busanyoga-as.com/yoga_1107/yoga_edu5.html<검색일

, 2013. 3.10>

http://www.okiyoga.org/nennpu.htm <검색일, 2015. 3.10>

http://www.okiyoga.org/photoindex2.html<검색일, 2015. 3.10>

http://www.spinoyoga.co.kr (수정체조 부분)<검색일, 2015. 3.10>

http://www.spinoyoga.co.kr (협회소개> 연혁 부분)<검색일, 2015.

3.10>

http://www.yogalife.co.kr/pgm/povw0801.asp. <검색일, 2015.

3.10>



오키 마사히로(沖正弘)의 요가행법이 한국요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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だれでも悟り救われる沖ヨガ修行法 <살아있는 종교의 발견:
누구라도 깨달아 구원받는 오키요가 수행법> (竹井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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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n The Influence Of Oki Mashahiro's 
Yoga Practice To Korean Yoga82)

Sim, Junbo

Dongguk University

We suppose that Oki Masahiro(1919-1985) who was a

Japanese famous modern yoga teacher influenced to Korean

yoga. This study considers the influence of Oki Masahiro's

yoga to Korean yoga for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Korean

yoga which have history more than 60 years.

He created so called 'Shusei Taiso, or Shusei gyohou(修

正體操, or 修正行法)' which is a special yoga practice system

based on the modern yoga of the northern India yoga tradi-

tion plus oriental medical methods.

According to this study, there was not a direct meeting

between Oki and Korean yoga teachers in the 1960s, but at

that time, Korean yoga teachers knew about Oki, and were

influenced by his yoga.

In 1970s and 80s, Oki Masahiro used to visit to Korea

to hold yoga workshop. We can see that Oki's yoga work-

shop, or the workshop for health in 1970s and 80s, had a

strong influence to Korean yoga teachers and their yoga

practice systems at that time.

We hope that this study on the identity of the early

time of Korean yoga will help to the creative development

82)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2S1A5B5A07037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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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Korean yoga in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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