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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 부른다. 요가에는 여러 가지 치유기법
이 담겨져 있다. 요가의 호흡법, 여기서는 스와라 호흡(한쪽 콧구멍 호흡법)
을 통해 스트레스 상태의 개선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후고전 시기의 요가 전통들에서는 미세신체론이 매우 정교하게 발달하
였다. 하타 요가와 스와라 요가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이론의 핵심관념 중 
하나인 핑갈라․이다 나디는 오른쪽 콧구멍과 왼쪽 콧구멍의 호흡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양자는 빈번히 현대 의학적 신체론의 교감․부교감신
경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에 직접적이고 큰 영
향을 준다. 현재 심장박동변이도(HRV)로 이러한 영향의 결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나디
와 자율신경 양자의 상응관계에 기반한 스와라 호흡으로 자율신경계에 영
향을 준 다음, 스트레스의 변화 추이를 측정하였다.

제약영업직원 48명을 피실험대상으로 하여 스와라 호흡을 5분간 실시하
였다. 실시 전과 실시 후에 HRV를 측정한 결과치를 비교한 결과 스와라 호
흡이 자율신경계에 명백히 영향을 미치고 일부 스트레스 감소의 효과가 있
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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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수행과 관련하여 호흡을 다룰 때 호흡이란 마음을 고요하게 만

드는 방편이라는 점을 전제로 삼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리고 그 

주제는 대체로 복식･흉식･견식 또는 입호흡･코호흡과 같이 인체 

부위의 사용과 관련된 것들이거나, 호흡의 심도나 빈도처럼 호흡

의 양과 횟수에 대한 것들이거나, 또는 집중점으로서의 호흡 즉 

집중의 대상으로서 코끝에서 감지되는 호흡의 들고나는 느낌이나 

호흡에 따른 복부의 움직임 등에 대한 것들이다.
그러나 인도의 수행사에서 유래 없이 신체를 수행의 적극적인 

도구로 활용한 하타 요가(haṭha yoga)의 경우에 호흡법은 마음을 

통제하기 위해서 프라나(prāṇa)의 흐름을 조절하고 나디(nāḍī)를 

정화하기 위한 것이기에 그 내용에 있어서 앞의 내용과 차이가 있

다. 
특히 하타 요가의 몇몇 호흡법은 양쪽 콧구멍의 미세신체의 생

리적 특성, 다시 말해서 이다(iḍā)와 핑갈라(piṅgalā)로 불리는 나

디의 프라나의 흐름을 통제･활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예를 들자면 

하타 요가의 대표적 교전인 하타요가 프라디피카(Haṭhay-
oga-pradīpikā, 이하 Hp)의 제2장 제7송에서부터 제10송에 걸쳐 

서술되어 있는, 일반적으로 ‘나디 정화 호흡법’(nāḍīśodhana)으로 

알려진 기법이 있다. 이 기법은 양쪽 콧구멍을 번갈아 막으면서 

그 사이사이에 반다(bandha)와 멈춘숨(kumbhaka)을 병행하는 것

으로, 프라나가 흐르는 통로인 나디들을 정화하고 중앙통로인 수

슘나(suṣumnā)로 쿤달리니가 상승하도록 만들어서 수행의 궁극

적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게 돕는다. 동일 문헌의 제2장 제48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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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송까지 언급되어 있는 ‘태양관통호흡’(sūrya-bhedana) 또한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을 들이쉰 다음, 숨을 멈추었다가 왼쪽 콧구

멍으로 내쉬는 방식으로 한다. Hp의 가장 탁월하고 널리 알려져 

있는 주석서인 브라마난다(Brahmānanda)의 지욧스나(Jyotsnā)
에 따르면 이 호흡법은 몸에 열을 나게 하므로 추울 때 유익하다

고 언급되어 있다.1) 물론 호흡과 심신의 연관 관계에 대해 자세하

게 언급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주석을 보면 양쪽 콧구멍을 

특정한 방식으로 제어하는 것이 신체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킨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2) 
요가 수행사를 보면 이러한 양쪽 콧구멍 호흡을 토대로 발달된 

유파가 있다. 그것은 하타 요가와 미세신체관을 공유하지만 미세

신체 중 특히 나디들에 대한 이해와 그것들의 활용이라는 면에서 

더 정교하고 다양하며 확장된 양상을 보여 주는 스와라 요가

(Svara Yoga) 전통이다.3) 이 요가의 주요 문헌으로 두 가지를 꼽

을 수 있는데, 그것들은 쉬바스와로다야(Śivasvarodaya, 이하 

ŚSu)와 스와라 친타마니(Svara Chintamani, 이하 Sc)4)이다.
이 두 문헌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호흡할 때 한쪽 콧구멍씩 주기

1) 제2장 제66송에 대한 주석 p. 391 참조.
2)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보자면, 하타 요가는 호흡법의 기본적 목적이 마음의 

통제에 있지만, 문헌들의 내용을 보면 주로 신체적인 효과 즉 특정 질환의 

치유나 열의 발생과 감소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3) 이 전통의 특징에 대해 스와미 사티야난다(Swami Satyananda)는 양자 즉 

하타 요가와 스와라 요가의 호흡법을 서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하타 

요가의 호흡이 프라나의 방향을 바꾸고 통제하는 기법과 연관되어 있는 반면, 
스와라 요가는 호흡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하고 상이한 프라나적 리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사실상 하타 요가보다 훨씬 더 광범하고 정교한 

과학이라고 서술한다. Muktibodhananda(2004) pp. 3-4 참조. 그래서 스와미 

쉬바프리야난다(Swami Sivapriyanada)는 스와라 요가가 “호흡조절 기법이 

아니고 호흡의 패턴과 생기 에너지를 조화하기 위한 일반적 호흡 작용을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말한다. Sivapriyananda(2005) p. 4.
4) 전자는 산스크리트로, 후자는 타밀어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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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호흡이 더 원활하게, 강하게 일어나고, 이 주기는 달의 주

기와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인체의 리듬이 우주의 

리듬과 조율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해한다. 그리고 이 두 문헌에는 

두 콧구멍 중 한쪽 콧구멍으로 호흡이 강하게 흐를 때 하게 되면 

상서로울 일과 불길할 일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이 둘은 세속에서 일어날 대부분의 일들이 모두 좌

우 콧구멍 호흡의 강약을 통해 일정하게 미리 드러난다는 원리에 

근거하고 있는 예측서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5) 둘 중에서 

ŚSu는 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흡의 원리론에 대한 서술이 더 

있는 편이고, Sc는 ŚSu보다 좌우 콧구멍 호흡에 대한 훨씬 더 다

양한 활용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6) 현대의 스와라 요가 관련 문

헌들에서는 앞의 두 원전들에 근거하여 양쪽 콧구멍 호흡의 흐름

을 이용한 알맞은 식사법과 심신의 불균형･질환의 치유법 등에 대

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7) 
요가가 현대의학과 교류하면서 요가에서 미세신체 내에 있다고 

말하는 나디, 바유(vāyu), 차크라(cakra)와 같은 관념들이 현대의

학에서 말하는 물질적 신체의 특정 기관과 동등한 것으로 이해되

기도 한다. 예를 들면 나디 중 이다･핑갈라 나디는 자율신경계의 

교감･부교감신경에, 차크라는 신경총에 해당하는 것으로 흔히 간

주되곤 한다. 이러한 통념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연구결과들이 나

와 있기도 하다.8) 

5)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재민(2012) 참조. 
6) ŚSu는 총395송, Sc는 총 685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분량 면에서 후자가 

전자보다 290송 더 많다. 호흡이 활용되는 사례로 ŚSu에서는 전쟁, 여성을 

매혹함, 임신, 일년사(一年事), 질병, 죽음에 대한 예측이 있는 한편, Sc에는 

앞의 내용에 더하여 목욕, 식사법, 구장 나뭇잎 씹기, 비[雨], 사냥 등이 더 

다루어지고 있다. 
7)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면, 하리쉬 조하리(Harish Johari), 스와미 

쉬바난다(Swami Sivananda), 스와미 쉬바프리야난다(Swami 
Sivapriyanada)의 저작을 들 수 있다(서지사항은 참고 문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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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라 요가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의 호흡을 살펴보면 대부

분의 경우에 양쪽 콧구멍 중 어느 한쪽 콧구멍으로 더 강하게 흐

르고 있다.9) 이는 요가생리학적으로는 이다와 핑갈라 나디 중 한

쪽이 더 각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현대의 신경계와 연관하

여서는 자율신경계의 교감･부교감신경 중 어느 한쪽의 활성도가 

더 높아져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다양

하게 활용하고 있는 호흡법을 스와라 요가의 호흡법 또는 스와라 

호흡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호흡의 흐름이 강한 즉 지배적인 

콧구멍을 막아서 반대쪽 콧구멍의 호흡이 지배적이게 되도록 만

드는 호흡을 ‘스와라 호흡’이라고 지칭하겠다.10)

본고에서는 흔히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스트레스가 ‘스와라 

호흡’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고찰한다. 다시 말해서 

이다와 핑갈라 나디와 스트레스가 어떠한 연관 관계를 갖는지 실

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타 직업군에 비해서 스트레스가 높다

고 평가되는 제약영업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11)을 대상으로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콧구멍을 막고 반대쪽 콧구멍을 활성화시키는 

8)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뒤의 ‘Ⅱ. 나디와 자율신경 그리고 스트레스’ 
참조.

9) Telles 외(1994) pp. 133-4 참조. 
10) ŚSu나 Sc를 보면 왼쪽 콧구멍 호흡이 지배적일 때 이다 스와라로, 반대의 

경우 핑갈라 스와라로 부르고 있다. 따라서 M. 모한(Mohan)의 표현처럼, 
한쪽 콧구멍의 호흡의 흐름이 강한, 지배적인 상태를 스와라(svara)라고 할 

수 있겠다. Mohan(1996) p. 58 참조. 
11) 영업직군 41명의 스트레스를 분석한 신문 기사에 따르면 그들은 스트레스 

총점에서 한국 직장인 평균 23.1%에 비해 10% 포인트 높은 31.1%를 보였다. 
한겨레신문(2013.12.03 수정) 참조. 또한 퇴사율에서도 다른 직군에 대비해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퇴사가 가장 많았던 직무는(*복수응답) 
‘영업직’으로, 응답률 37.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생산/현장직(34.8%) 
△고객상담/TM(15.7%) △디자인직(13.1%) △영업관리(11.3%) 
△마케팅(10.0%) △기획(9.7%) △판매서비스(9.6%) 순으로 회사를 떠난 

직원이 많았다.” 잡코리아(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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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방법 즉 스와라 호흡을 실시한 후 심박변이도(이하 HRV)를 

측정한 다음, 해당 데이터를 분석하여 스와라 호흡과 스트레스와

의 상관성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서, 아직까지 스트레스와 관련된 

자율신경계 기능장애의 치료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12) 현실에서 

그러한 장애에 대한 치료법을 찾는 데 일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립하고자 한다.

Ⅱ. 나디와 자율신경 그리고 스트레스

1. 나디와 자율신경

하타 요가와 스와라 요가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미세신체관

을 공유하고 있다. 본고에서 다룰 스와라 호흡법과 직접적으로 연

관된 미세신체의 기관은 나디들, 그 중에서도 이다와 핑갈라 나디

이다. 먼저 나디의 총 개수와 이다･핑갈라의 위치는 두 요가 유파 

모두에서 동일하게 설명되고 있다. 다시 말해 나디는 총 7만2천 

개이고,13) 이다는 신체의 왼쪽에 있고 왼쪽 콧구멍으로 가고, 핑
갈라는 신체의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 콧구멍으로 간다.14)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조하리(Johari)에 따르면 “코의 감각 신경망을 통해

서 콧구멍은 미세한 신경으로 나디와 연결되어 있다.”15) 즉 이다

12) 김경락(2015) p. 359 참조. 
13) Hp 1.39, 3.123, 4.18 그리고 ŚSu 32 등 참조. 
14) 쉬바상히타(Śivasaṃhitā, 이하 Śs)의 2.25, 2.26, ŚSu 38, 49, Sc 3.6 등 

참조. 
15) 조하리(2008) p. 33. 이다, 핑갈라 각각의 뇌와의 연관성과 관련하여서는 pp. 

37-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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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왼쪽 콧구멍, 핑갈라는 오른쪽 콧구멍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

서 왼쪽 콧구멍이 더 열려 있으면 즉 호흡이 더 원활하게 또는 더 

세게 일어나면 이다 나디가 활성화된 상태이고, 반대의 경우 즉 

오른쪽 콧구멍이 더 열려 있으면 핑갈라 나디가 활성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ŚSu에 따르면 이다에 달이 위치하고 달은 여성이며 샥티(Śakt)

의 형태로 있는 한편, 핑갈라에 태양이 있고 태양은 남성이며 쉬

바(Śiva)의 형태로 있다.16) 이 문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두 나디

의 세속에서 작용하는 원리를 보면 양자의 속성 또는 성질이 보다 

잘 드러난다. 비교의 편의를 위해 표로 작성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1] ŚSu에 나타난 이다･핑갈라의 속성

16) 그리고 이다에 달이 위치하고 핑갈라에 태양이 [있다]. 샴부(Śambhu)는 

자신의 형태로 항사(haṃsa)를 취하여 수슘나에 있다.(iḍāyāṃ tu 
sthitaścandraḥ piṅgalāyāṃ ca bhāskaraḥ/ suṣumnā śambhurūpeṇa 
śambhurhaṃsasvarūpataḥ// Śsu 50). 내쉴 때 ha 음절이라고 말해진다. 
들숨은 sa 음절로 [말해진다]. ha 음절은 쉬바의 형태로, sa 음절은 샥티[의 

형태]라고 말해진다.(hakāro nirgame proktaḥ sakāreṇa praveśanam/ 
hakāraḥ śivarūpeṇa sakāraḥ śaktirucyate// Śsu 51). 왼쪽 나디로 흐르게 

하는 것은 달이다. [이는] 샥티의 형태로 있다. 그리고 오른쪽 나디로 흐르게 

하는 것은 태양이다. [이는] 샴부의 형태로 있다.(śaktirūpaḥ sthitaścandro 
vāmanāḍīpravāhakaḥ/ dakṣanāḍīpravāhaśca śambhurūpo divākaraḥ// 
Śsu 52). 달은 여성이고 태양은 남성이다. … (candraḥ strī puruṣaḥ sūrya 
… // Śsu 60). 

구분 이다 핑갈라

기본
속성

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나디

는] 감로와 같을 것이고 완

전하게 세계를 지탱한다. 
…17)

② … 왼쪽 [나디]는 모든 상서

로운 일에 지복을 준다.18)

① … 오른쪽에 [있는 나디는] 
움직이는 성질로 항상 세계

를 창조할 것이다.21)

② … 돌아올 때 오른쪽 [나디]
가 상서롭다. … 태양 [나디]
는 언제나 불안정하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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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두 나디 각각이 강하게 흐를 때 세속에서 해야 할 상서

로운 일들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위의 속성이 잘 드러나는 해당 

일들을 ŚSu에서 몇 가지 골라내어 대비해 보면, 이다가 흐를 때는 

①안정적인 작업, 장식하기, ②마음에 평화를 주는 일, ③덕행, 동
맹 [맺기], ④학습의 시작, 종교적 의례, ⑤자선, 저장고에 보존 등

이다.25) 한편 핑갈라가 지배적일 때는 ①동요 상태, 나라를 파괴, 
적들을 독살함, ②여행, 사냥, 가축의 판매, ③움직임 반복 연습, 
코끼리와 말 등과 전차[의 운전법을] 습득하여 운전함, ④체육, 살
해와 적을 파괴함, 여섯 행법 등의 수행, ⑤[다른 사람을] 통제함, 
[다른 사람을] 강제함, 경작, 격앙, ⑥적개심, 적을 궤멸시킴, 또 손

에 검을 듦, 적과의 전쟁, 또는 세속적 즐거움, 식사, 목욕, 일상의 

행동, 두드러진 행동의 성취 등이다.26) 

17) vāme cāmṛtarūpā syājjagadāpyāyanaṃ param … // Śsu 57.
18) … sarvatra śubhakāryeṣu vāmā bhavati siddhidā// Śsu 58.
19) … candranāḍīpravāheṇa saumyakāryāṇi kārayet// Śsu 60.
20) … candraḥ samaḥsuvijñeyo … // Śsu 59.
21) … dakṣiṇe carabhāgena jagadutpādayetsadā// Śsu 57.
22) … praveśe dakṣiṇā śubhā/ … ravistu viṣamaḥ sadā// Śsu 59.
23) sūryanāḍī pravāheṇa raudrakarmāṇi kārayet … // Śsu 61.
24) krūrāṇi sarvakarmāṇi carāṇi vividhāni ca/ tāni siddhyanti sūryeṇa 

nātrakāryāvicāraṇā// Śsu 123.
25) ①은 102송, ②는 104송, ③은 105송, ④는 106송, ⑤는 108송 참조. 

③ … 달 나디가 흐를 때 즐거

운 일을 해야 한다.19)

④ … 달 [나디]는 안정과 덕성

이고…20)

③ 태양 나디가 흐를 때 몹시 

힘든 일들을 해야만 한다. 
…23)

④ 모든 격렬한 일과 움직임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 
그것들은 태양에 의해서 성

취된다. 거기에 의심의 여지

는 없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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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위의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 현대의 스와라 요가 관련 문

헌들에서는 이다와 핑갈라의 속성을 묵티보다난다(Muktibodhan-
anda)처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다는 마음(chitta), 정신, 여성, 
음(陰), 달, 차가움, 직관, 욕망, 내적, 밤, 수동적, 주관성, 부교감

신경적, 잠재의식적 마음이고, 핑갈라는 프라나(prana), 생기, 남
성, 양(陽), 태양, 뜨거움, 논리적, 행위, 외적, 낮, 동적, 객관성, 교
감신경적, 의식적 마음이다.27) 조하리는 이러한 내용을 좀 더 생

리학적으로 확장하여서 “태양의 뜨거운 성질을 가진 오른쪽 콧구

멍은 산성 물질의 분비 작용을 증가시키는 반면, 달의 차가운 성

질을 가진 왼쪽 콧구멍은 알카리성 물질의 분비 작용을 증가시킨

다”28)고 설명한다. 
위의 묵티보다난다의 언급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이다를 부교

감신경, 핑갈라를 교감신경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결에 대해 조하리의 해석을 빌어 현대 과학적으로 이해해 보자. 
“오른쪽과 왼쪽 양쪽 콧구멍은 각각 반대쪽 대뇌반구와 뇌의 후엽

(嗅葉)과 연결되어 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상반되는 명령

은 한쪽 콧구멍에서 다른 쪽으로 호흡이 교대로 일어나도록 직접

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시상하부가 인간의 정신 작용과 행위의 

중추인 것이 가능하다. 코는 뇌의 후엽과의 연결에 의해 시상하부

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호흡 작용 과정에 의해서 콧구멍

은 신경근의 반작용과 연관되고, 따라서 자율신경계(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와 연관된다.”29) 실제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해석에 

대한 나름의 타당성을 일정하게 증명해 오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모한(Mohan)은 양쪽 콧구멍 중 호흡이 지배적인 즉 활성화

26) ①115송, ②116송, ③117송, ④118송, ⑤120송, ⑥121 송 참조.
27) Muktibodhananda(1999) p. 58 참조. 
28) 조하리(2008) p. 32.
29) 조하리(2008) pp.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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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나디와 자율신경기능검사를 위한 방법 중 하나인 두 손

바닥의 피부전기반응(GSR: 교감신경활동의 지표)과의 관련성 실

험을 통해 이 연결성을 입증하였다. 자세히 말해 보자면, 그는 핑

갈라 스와라(오른쪽 콧구멍 호흡의 지배)가 뒤따라 올 이다 스와

라(왼쪽 콧구멍 호흡의 지배)에서 교감신경의 활동이 낮아졌다는 

것을 발견했다.30) 
이상과 같은 나디와 자율신경의 상호 연관성에 기반하여, 다음 

절에서는 자율신경과 스트레스 그리고 양자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겠다.

2. 자율신경과 스트레스

자율신경계는 기본적으로 내장의 기능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중

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의 일부분이다. 이것은 “다양한 표적기관

(눈, 침샘, 후두, 심장, 폐, 위, 장, 신장, 생식기)들 사이에 촘촘하

게 연결된 신경로를 통해, 뇌의 가장 원시적인 부분인 뇌간을 신

체의 나머지 부분들과 연결해 준다.”31) 이 신경계는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하는 교감신경계(활동적)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부교감

신경계(비활동적)로 나뉘고, 심혈관계･온도조절계･위장간계･비뇨

생식계･외분비계･동공 등을 조절하면서 이것들과 연관된 다양한 

임상증상을 나타낸다.32) 이 둘 중 교감신경계는 스트레스를 받으

면 즉 외부환경의 신호를 받으면 이에 반응하여 심장박동을 빠르

게 하고 동공을 확대하고 소화계를 느리게 만들고, 부교감신경계

30) Mohan(1996) 참조.
31) Bruce McEwen 외(2010) p. 106.
32) 박기종(2007) p.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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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반대의 작용을 하여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킨다.33) 
이와 같은 자율신경과 관련하여 논자들이 주목하는 바는 무의

식적인 조절을 하는 자율신경계와 의식적인 조절을 가능하게 하

는 체성신경계의 작용에 의해서 분명하게 통제되는, 다시 말해서 

자율신경계와 체성신경계 양자 모두로 조절 가능한 ‘이중 조절점’ 
중 하나인 ‘호흡 작용’이다.34) 엘리어트(Elliot)는 자신의 저서인 
새로운 호흡의 과학(New Science of Breath)에서 체성신경계를 

이용해 호흡의 빈도와 심도의 조절을 통한 교감･부교감신경의 조

절에 대해 논하고 있다. 거기서 그는 이중 조절점의 긴장을 통해

서 교감신경의 흥분을 촉진시킬 수 있고, 교량의 이완을 통해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에, 이를 호흡과 연관지어 보면 

호흡의 빈도를 늘리면 교감신경의 흥분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호
흡의 빈도를 줄이고 심도를 높이면 부교감신경의 흥분을 고조시

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서술하고 있다.35) 논자들은 엘리어트와 마

찬가지로 호흡을 통한 교감･부교감신경의 조절을 다루겠지만 두 

신경의 조절을 위해서 이다와 핑갈라 나디 즉 오른쪽 또는 왼쪽 

콧구멍을 활용한다. 이 점이 논자들과 그의 차이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교감･부교감신

경과 핑갈라･이다 나디가 언제나 동일한 작용들을 한다고 이해해

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양자의 작용을 보면 등치하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요가의 문헌

들에서는 식사 때에 핑갈라 나디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좋다고 한

다. 앞에서 ŚSu를 인용하여 핑갈라가 지배적일 때 하면 상서로운 

33) Bruce McEwen 외(2010) pp. 106-8. 
34) 호흡과 관련하여 체성신경계가 관장하는 부위는 횡격막과 늑간근이다. 호흡 

외의 이중 조절점으로는 눈, 턱, 혀, 목구멍, 손, 방광, 배설, 발이 있다. 
Elliott(2006) p. 3 참조. 

35) Elliott(2006) p. 4 참조. 



90 ∙ 印度哲學 제50집

일들을 설명할 때 그 일들 중 하나로 ‘식사’를 꼽고 있고, Sc에서

도 “태양 나디가 작용하고 있을 때 음식을 먹어야 한다.”(5. 10)고 

언급되어 있으며, 현대의 스와라 요가 관련 문헌들에서도 동일 내

용을 보이고 있다. 어느 나디가 흐를 때 식사하라는 직접적인 언

급을 Hp나 Śs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현대의 하타 요가 관련 서적

들에서는 앞서와 동일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36) 그러나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소화작용은 기본적으로 부교감신경과 연계되어 

있는 미주신경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자율신경계적 측면에서는 

식사 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한다.37) 다시 말해서 두 

신경과 두 나디를 등치시켜 이해하는 경우 식사 때는 이다 나디의 

흐름이 더 지배적이어야 할 것이므로 앞서의 설명과는 상반되게 

된다. 이러한 점은 요가에서 말하는 미세신체 내에 존재하는 에너

지체들을 현대의 의학적 인체론과 연계하여 고찰함으로써 일정 

정도 유사점들을 발견할 수 있고 활용할 수는 있겠으나, 양자를 

등치시켜 이해할 수는 없다는 근본적인 전제를 다시 보여 준다. 
다음으로 스트레스에 대해 살펴보자. 스트레스란 개인이 의미 

있는 것으로 지각하는 외적･내적 자극으로서 감정을 일으키는 것

이고 스트레스 요인 자체보다는 이것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해석

36) 바그완 데브(Bhagwan Dev)에 따르면, “이다는 차갑게 하는 효과를, 
핑갈라는 덥히는 효과를 준다. 핑갈라가 발생시키는 열에 의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소화된다.” Bhagwan Dev(2004) p. 47. 데바난드(Devanand)는 

“가능하면 딱딱한 음식은 핑갈라가 더 활동적일 때 즉 오른쪽 콧구멍이 열려 

있을 때 먹으라. 이렇게 하는 것은 소화를 돕는다.”고 한다. Devanand(2008) 
p. 225.

37) 자율신경계를 측정하는 HRV검사를 소화불량 연구에 활용한 논문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예) 김소연, 윤상협(2009). ｢기능성 소화불량증에서 위장관 

미주신경 활성 평가를 위한 심박변이지표와 장음지표의 상관성 연구｣,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0권 1호. 서울: 대한한방내과학회, pp. 173-180. 
김소연, 한창우, 박성하, 권정남, 이 인, 홍진우, 최준용(2012). ｢소화불량 

환자에서 위전도 검사와 HRV 검사와의 연관성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26권 4호. 익산: 대한동의생리학회, pp. 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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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크다.38) 이렇게 발생한 스트레스는 신체

의 항상성(homeostasis)을 깨트리거나 알로스테시스(allostasis)에 

과부하가 걸리게 만든다.39) 이러한 이상 징후가 직접적이고 분명

하게 드러나는 곳이 자율신경계이다. 김경락의 다음과 같은 설명

은 스트레스와 자율신경계의 관계를 명료하게 설명한다.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인체의 자율신경계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

며, 근 긴장도의 항진, 혈압과 맥박수의 증가와 같은 교감신경의 활성

도 증가와 부교감신경의 활성도 감소 상태가 된다. 전형적인 악순환에 

의해 심화될 때는 만성적으로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

다.40) 

그리고 송미진에 따르면, 심장은 기본적으로 자율신경계의 조절

을 받기에 스트레스로 인한 HRV를 측정하는 것은 스트레스의 정

도를 알아볼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고, 다른 스트레스 

측정도구들, 예를 들면 뇌파 측정, 심전도, 근전도, 피부전도, 말초

혈류량 측정, 혈중 세로토닌 농도 등의 검사보다 정량화하여 검증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도구이기도 하다.41) 
이와 더불어 박기종의 지적처럼, HRV 분석은 심장의 박동과 박

동 사이의 간격을 이용하여 순간 심박시계열에서 변화를 분석하

는 것인데, 생리적이고 비침습적이며 환자의 협조가 없어도 가능

한 평가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42) 현재 스트레스 관련 연구들에

38) 민성길(2007) pp. 138-9, 521-3 참조. 
39) 항상성이란 유기체가 내적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을 지칭하고, 

알로스테시스는 신항상성이라고도 번역되는 용어로서 신체가 스스로를 

변화시킴으로써 안정을 유지한다는 관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Bruce McEwen 
외(2010) pp. 7-8. 

40) 김경락(2015) p. 359 참조. 
41) 송미진(2010) p. 1066 참조. 
42) 박기종(2014) p. 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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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HRV 변화 분석을 관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Ⅰ. 머리말’에서 언급했듯

이, 아직까지 스트레스와 관련된 자율신경계 기능장애의 치료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부족하나마 논자들이 진행한 실험

이 스트레스로 인해 심신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증상들

을 치유할 수 있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Ⅲ. 실험연구: 스와라 호흡과 스트레스의 상관성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5년 11월 2일에 000의료재단의 전국영업사원 업

무회의에 참석한 제약영업직 사원 5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에게 심신의 건강 유지에서 호흡이 갖는 의미를 20분가량 강

연한 후에 좌우 콧구멍 호흡법을 15분가량 실습하였고 연구의 의

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이들 중 4명은 호흡 후 심박변이도

(HRV) 측정에 참여치 않았으므로 총 연구대상 인원은 48명이다. 

2. 연구도구 및 측정방법

1) 심박변이도

피실험대상자들이 충분히 안정을 취하게 한 후에 의자에 착석

하게 하였다. 그 상태에서 심박변이도 측정 장치(모델명: Medico-
re SA-3000)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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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대상자의 양측 손목과 좌측 발목 부위에 전극을 부착시킨 후

에 약 5분간 측정하였다. 
HRV의 측정 방법, 생리적 해석, 임상적 사용에 대한 표준이 국

제적으로 정해져 있다.43) 이 측정 장치 또한 이 표준을 따르고 있

다. 세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44) 주요 분석 방법으로는 시간 

범위(Time domain)와 주파수 범위(Frequency domain)가 있다. 
시간 범위 분석으로는 Mean HR(Heart Rate; 5분 동안의 평균 심

박동수), SDNN(The Standard deviation of Normal to Normal 
intervals; 전체 RR 간격의 표준편차), RMSSD(Square root of the 
mean of the sum of the square of differences between adjacent 
NN intervals; RR 간격의 차이를 제곱한 값의 평균의 제곱근)를 

이용한다. 주파수 범위 분석으로는 TP(total power; 5분 동안의 모

든 power), VLF(very low frequency; 0-0.04 Hz에 해당하는 주파

수 대역의 강도), LF(low frequency; 0.04-0.15 Hz에 해당하는 주

파수 대역의 강도), HF(high frequency; 0.15-0.4 Hz에 해당하는 

주파수 대역의 강도), LF/HF ratio(LF와 HF간의 비율)를 이용한

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에 기초하여 해당 장비 즉 

Medicore SA-3000에서 앞의 데이터들을 분석･처리하여 출력되는 

‘자동검진 성인 리포트’, 다시 말해서 HRV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①자율신경계, ②스트레스, ③심장 세 부분의 측정 결과를 자동분

석한 리포트 자료에 근거하여 고찰하였다. 이 세 부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45) 먼저, ①자율신경계 

43) “심박동수 변이는 1996년 유럽심장학회와 북미 심조율전기생리학회의 Task 
Force를 통해 심박동수 변이도의 측정방법, 생리적 해석 그리고 임상적 

사용의 표준이 제정되었다.” 김정민 외(2004) p. 56. 
44) Medicore Clinical Research Team(2016) pp. 12-6과 김정민 외(2004) p. 

56의 내용 요약･정리. 
45) Medicore Clinical Research Team(2016) pp. 27-9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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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서는 자율신경계 조절능력을 반영하는 ‘자율신경 활성도’와 

교감･부교감신경의 전체적인 균형 정도를 반영하는 ‘자율신경 균

형도’를 보여 준다. 그리고 ②스트레스 항목에서는 스트레스에 대

해 인체가 적절하게 적응하여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지를 표현하는 ‘스트레스 저항도’와 인체에 가해지는 압박의 정도

를 표현하는 ‘스트레스 지수’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정
신적 피로 정도를 주로 나타내는 ‘피로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③심장 항목에서는 부교감신경계의 활동 지

표인 HF 파라미터로 심장의 전기적 안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심장 안정도’를 점검한 결과를 알 수 있다. 이 심장 안정도는 정

상인의 경우에는 좀처럼 감소하지 않으나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공포, 불안, 근심 등으로 고통 받거나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

우는 낮게 나타난다. 이 세 부분의 각각의 지표들은 세부적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보다 거시적으로는 

모두 스트레스의 측정과 이해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2) 스와라 호흡법

이 호흡법은 앞서 ‘Ⅱ. 나디와 자율신경 그리고 스트레스’에서 

언급한 ‘호흡 - 좌･우 콧구멍 - 이다･핑갈라 나디 - 교감･부교감

신경’의 연동 관계를 활용한 기법이다. 이 호흡법을 실험에 적용

한 프로세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좌우 콧구멍 중 호흡의 세기가 

강한 쪽 즉 열려 있는, 덜 막혀서 호흡이 원활히 일어나는 쪽을 찾

는다. 이를 위해서 호흡을 빠르게 해보거나 한쪽씩 막고 하거나 

코밑에 휴대폰의 유리액정 부분을 대고 숨을 내쉬어 본다. 그러면 

시원하게 느껴지거나 더 원활하게 숨이 쉬어지거나 숨의 김이 더 

길게 서리는 쪽이 더 열려 있는 쪽이다. 그런 다음 더 열려 있는 

쪽을 손가락으로 막고 반대쪽으로 숨을 약 5분간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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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흡 전후의 결과 분석

평상시의 심신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스와라 호흡법을 실시

하기 전에 HRV를 측정하였다. 그런 다음, 이 호흡법을 5분가량 실

시한 후에 다시 HRV를 측정하였다. 아래의 각 분석 요인별로 호

흡 전후의 상태를 5점 척도 즉 매우 좋음, 좋음, 정상, 나쁨, 매우 

나쁨으로, 단 자율신경균형도는 3점 척도 즉 균형, 불균형, 매우 

불균형으로 구분하여 점검하였다. 각 분석 요인별로 호흡 전후의 

상태 변화, 다시 말해서 개선되었는지, 현재 상태가 그대로 유지

되었는지, 아니면 악화되었는지를 측정결과치를 비교하여 검토하

였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해당 내용을 표로 작성하여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구분
호흡 전･후 상태

개선
(명)

% 무변화
(명)

% 악화(명) %

자율신
경계

활성도 7 14.6 28 58.3 13 27.1
균형도 11 23.0 24 50.0 13 27.0

스트레
스

저항도 6 12.5 28 58.3 14 29.2
지수 4 8.3 30 62.5 14 29.2
피로도 9 18.8 26 54.2 13 27.0

심장 안정도 9 18.8 24 50.0 15 31.2
계 46 15.9 162 56.3 80 27.8

[표2] 한쪽 콧구멍 호흡이 자율신경계, 스트레스, 심장에 미치는 영향

위 표에 따르면 스와라 호흡을 하기 전과 후의 상태를 전체적으

로 비교해 볼 때, 자율신경계･스트레스･심장의 상태와 연관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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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표들에 변화가 없는 경우가 56.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악

화되는 경우로 27.8%이고, 개선되는 경우는 15.9%로 악화되는 경

우보다 낮게 나타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이 호흡법이 심신

의 스트레스 상태를 개선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게 아

닐까, 라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악화의 내용에 대해 세부적인 지

표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개선된 세부 내

용과 관련하여 한 마디 덧붙이자면, 위의 [표2]에서 자율신경계의 

균형도가 23% 개선(개선 평균 15.9%)된 점을 보면 이 호흡이 자율

신경계를 균형 잡는 데 상대적으로 효과가 크다고 간주할 수 있

다. 그러면 자율신경계의 활성도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악화의 내

역을 호흡 전･후의 측정 척도를 통해 살펴보자. 

1) 자율신경계

구
분

악화 양상의 세부 내역

내역 인원(명) 총인원(명)
양호46)

→ 악화

활
성
도

매우 좋음 → 정상 또는 
좋음 2 

13 76.9%좋음 → 정상 1
정상 → 나쁨 6
정상 → 매우 나쁨 1
나쁨 → 매우 나쁨 3

균
형
도

균형 → 불균형 9
13 69.2%불균형 → 매우 불균형 4

[표3] 자율신경계의 활성도와 균형도

자율신경계의 활성도와 균형도 양자 모두에서 매우 좋거나, 좋

46) 여기서 ‘양호’는 매우 좋음, 좋음, 정상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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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정상적인 상태 또는 균형인 상태에서 나빠지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47) 활성도에서는 13명 중 10명(77%)이, 균형도에서는 13명 

중 9명(69%)이 이에 해당한다. 

2) 스트레스

구
분

악화 양상의 세부 내역

내역 인원(명) 총인원(명)
양호 →
악화

저
항
도

매우 좋음 → 좋음 2

13 92.3%
좋음 → 정상 3
정상 → 나쁨 6
정상 → 매우 나쁨 1
나쁨 → 매우 나쁨 1

지
수

매우 좋음 → 좋음 1

14 78.6%
좋음 → 정상 3
정상 → 나쁨 6
정상 → 매우 나쁨 1
나쁨 → 매우 나쁨 3

피
로
도

매우 좋음 → 좋음 2

13 69.2%좋음 → 나쁨 1
정상 → 나쁨 6
나쁨 → 매우 나쁨 4

[표4] 스트레스 저항도와 스트레스 지수 그리고 피로도

스트레스와 관련된 지표들에서도 매우 좋거나, 좋거나, 정상적

인 상태에서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저항도에서는 

13명 중 12명(92%)이, 스트레스 지수에서는 14명 중 11명(79%)이, 
피로도에서는 13명 중 9명(69%)이 악화 경향을 보인다. 

47) 매우 좋음에서 정상 또는 좋음으로, 좋음에서 정상으로 변화된 것도 상태가 

나빠진 것임으로 악화이다. 이는 아래의 2) 스트레스와 3) 심장 항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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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장

구분

악화 양상의 세부 내역

내역 인원(명) 총인원(명)
양호
→
악화

안정도

매우 좋음 → 정상 4

15 86.7
%

좋음 → 정상 또는 나쁨 2
정상 → 나쁨 7
나쁨 → 매우 나쁨 2

[표5] 심장의 안정도

심장의 안정도와 관련해서도 매우 좋거나, 좋거나, 정상적인 상

태에서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5명 중 13명(87%)으로 앞서 

살펴본 지표들과 궤를 같이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자율신경계･스트레스･심장 이 세 

항목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서로 연동

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경향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항목

의 세부 지표 중에서 호흡 전･후 상태 비교 시 ‘악화’의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들의 내역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매우 좋거

나, 좋거나, 정상적인 상태에서 나빠진 경우이다. 특히 정상 상태

에서 나빠진 경우가 대단히 높다. 이의 비중을 세부적으로 보면, 
자율신경 활성도에서는 10명 중 7명(70%), 스트레스 저항도에서는 

12명 중 6명(50%), 스트레스 지수에서는 11명 중 6명(55%), 피로

도에서는 9명 중 6명(67%), 심장 안정도에서는 13명 중 7명(54)으
로, 최저 50%에서 최고 70%까지 차지한다. 
이 점은 한쪽 콧구멍 호흡 즉 스와라 호흡이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특성을 잘 보여 준다. 물론 무변화의 비중이 

평균 56.3%로 가장 높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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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효과(15.9%)가 있고 매우 좋거나, 좋거나, 정상적인 상태에서 

강제로 현재의 흐름과 반대되는 콧구멍으로 호흡할 경우 현재 상

태보다 못한 상태로 변화된다는 점에서 그 특성을 발견할 수 있

다. 특히 정상 상태에서 악화되는 변화에서 이러한 점이 잘 드러

난다. 정상 상태란 나쁜 상태와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고, 정상에

서 하위에 있는 경우 쉽게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의 고찰에서 과제로 남는 한 가지 문제는 나쁜 상태에서 현

재의 호흡의 흐름과 반대되는 콧구멍으로 호흡하여도 더 나빠지

는 경우이다. 이 문제는 향후 보다 세밀하고 심화된 연구를 통해 

보충하도록 하겠다. 

Ⅳ. 맺음말

조하리는 자신의 저서에서 “고된 일과 육체노동으로 인해 생긴 

스트레스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왼쪽 콧구멍을 통해서 25분에서 

30분 동안 호흡함으로써 치유할 수 있다.”48)고 서술하고 있다. 여
기서 오른쪽으로 눕는다는 것은 스와라 요가에서 콧구멍의 호흡 

흐름을 왼쪽으로 바꾼다는 것이고 나디로는 이다 나디를 활성화

한다는 것이며 자율신경계상으로는 부교감신경계의 기능을 항진

시킨다는 의미이다. 고된 일과 육체노동 모두 본문의 내용에서 알 

수 있었듯이 핑갈라 나디를 지나치게 활성화한 상태로 유지시켜

서, 다시 말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항진된 상태가 유지되게 하여

48) 조하리(2008)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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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심신을 탈진 상태로 만든다. 따라서 균형을 위해서 이다 나디

를 활성화하여야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핑갈라와 이다 나디는 요가의 개념인

데 현대 의학적으로는 교감･부교감신경계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많은 부분 수긍 가능하고 미세신체 내

의 에너지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에 용이하여서 이 개념의 활

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
만 등치시켜서 이해해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전

제하고서 받아들여야 한다. 이 점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

다. 요가에서는 핑갈라 나디가 흐를 때 식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 현대 의학에서는 부교감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미주신경이 

원활히 작용할 때, 이때는 이다 나디가 지배적인데, 식사할 것을 

권한다. 
그리고 문두의 인용문에서 ‘고된 일’과 ‘육체노동’은 심신에 스

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스트레스가 너무도 광범

위한 원인에서 비롯되고, 나타나는 증상 또한 매우 다양한 탓에 

뚜렷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흔히 ‘스트레스성’이라는 수식

어를 붙인다. 바꿔 말하자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는 말은 모든 것이 스트레스의 원인일 수 있다는 역설을 내포하고 

있다. 그만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감소시키고 억제하는 것이 어

렵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에 직접적이고도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이는 자율신경계의 조절을 받는 심장의 박동에 변화

를 일으킨다. 따라서 HRV를 측정하는 것은 스트레스의 정도를 알

아볼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고, 현재 여러 측정 도구 중 정량화하

여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도구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한쪽 

콧구멍 호흡과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HRV 측정을 통해서 실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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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행한 실험 연구는 조하리의 경우에서처럼 이다 나디

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고 당시의 상태에서 자

신의 호흡을 점검하여 비활성화된 쪽을 활성화하는 방법 즉 스와

라 호흡을 사용했다. 그 이유는 피실험자가 모두 제각각 다른 원

인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일률적인 호흡 

방법을 택했다. 
본고 ‘Ⅲ. 실험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5분간의 스와라 호흡을 통

해서 ‘자율신경계’의 활성도는 14.6%, 균형도는 23%가, ‘스트레스 

저항도’는 12.5%, 지수는 8.3%, 피로도는 18.8%가, ‘심장’의 안정

도는 18.8%가 개선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자율신경의 균

형이 깨진 대상자들이 스와라 호흡을 통해서 다시 균형을 어느 정

도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변화가 50∼60%대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각 지표별로 악화 양태를 보인 사례가 개선 사례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양호한 

상태에서 악화된 경우가 70-80%대, 심지어 스트레스 저항도는 악

화의 정도가 90%대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균형 잡힌 상태에서 즉 

알맞은 콧구멍 호흡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반대쪽 콧구멍으

로 호흡하게 되면 오히려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개선과 악화라는 지표의 이면에는 스트레스와 좌･우 

콧구멍 호흡이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신의 현

재 심신 상태가 뭔가 불편한 경우에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쪽의 

반대쪽 콧구멍으로 호흡이 원활히 흐르도록 만드는 것이 현재의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 일정 정도 명확히 드러나 

있다. 
그러나 문두의 처방에서 조하리는 ‘적어도 25분에서 30분’은 오

른쪽 방향으로 누워 있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고, 동일 저작에서 

건강한 사람은 2-3분 내에 콧구멍의 방향이 바뀔 것이지만 심신

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질병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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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한 시간도 부족할 것49)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스트레스에 대해 스와라 호흡이 갖는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피실험대상자들에게 5분보다 긴 시

간 동안 이 호흡을 하게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스트레스의 감소

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호흡 기법 하나만 활용하기보다는 향후 보

다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일

이라고 생각된다. 

49) 조하리(2008) p. 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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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Svara 
Prāṇāyāma and Stress

Kim, Jae-min
(Adjunct Prof., Department. of Convergence Yoga, Graduate School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ersity)
Kim, Dong-hwan

(Head of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Green Cross 
Laboratories)

Stress is often called the source of all kind of diseases. 
Yoga has many therapeutic techniques. Today, first of all, 
āsanas are most popular yogic therapeutic skills and, sec-
ondly, meditations are second popular ones. With medi-
tations, attention of yogic breathing techniques have been 
also increased gradually. In this study, through svara 
prāṇāyāma(one nostril breathing), we make effort to be in 
search of possibilities of improving stages of stress. 

In the post-classical yoga traditions, theory of subtle 
body has been exquisitely developed. The same are Haṭha 
yoga and Svara yoga. In this paper, we focus on the theory 
which was appeared in the the Śiva-Svarodaya and Svara 
Chintamani. Iḍā nāḍī and piṅgalā nāḍī, one of the core idea 
of this theory, are connected to the streams of left nostril 
breathing and right nostril breathing. And both nāḍīs are 
frequently considered as corresponding to sympathetic and 
parasympathetic nerves of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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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medical theory of body. Stress has a direct and 
great influence on the autonomous nervous system which 
does detailed inner control function necessary for maintain-
ing proper inner circumstance of body. It is known to re-
searchers that measuring the effects of stress by HRV is 
very efficient and objective. First of all, in this research, au-
tonomous nervous system is effected by svara prāṇāyāma 
based on correlations of nāḍīs and symathetic･para-
sympathetic nerves. And then changes of stress stages are 
measured. 

48 Pharmaceutical salesmen as subjects of the experi-
ment are practiced svara prāṇāyāma. HRV measurement re-
sults of before and after the breathing show us conclusions 
which the breathing technique has clearly influence on au-
tonomous nervous system and decreasing stress stages 
partly. 

Keywords: svara prāṇāyāma, autonomous nervous system,
sympathetic･parasympathetic nerves, iḍā･piṅgalā
nāḍī, stress, Heart Rate Variability((H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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