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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정화] 행법(ṣaṭkarma)은 하타 요가의 행법 중 육체의 치유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 수행의 출발점이기도하다. 본고에서는 이 행법이 갖는 
질병 치유 효과들을 게란다상히타를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하타프라디
피카의 그것들과 비교해 보겠다. 

이 행법은 ①다우티(dhauti), ②바스티(vasti), ③네티(neti), ④라울리키
(laulikī), ⑤트라타카(trāṭaka), ⑥카팔라바티(kapālabhāti)로 이루어져 있
다. 먼저 신체 청소 부위에 근거하여 GhS의 행법들 보면 크게 두 가지 면
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HP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는 음식
물로 인해 신체 내부에 발생하는 물질적 오염물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식도, 
위장, 대장, 직장을 청소한다(①, ②, ④). 다른 하나는 공기가 들고나는 통
로에 발생할 수 있는 먼지 등으로 인한 오염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비강과 
비강에서 입으로 이어지는 부위를 씻어낸다(③, ⑥). 이것들은 모두 오염부
위를 직접 청소하는 방식을 취한다.

다음으로, 게란다상히타와 하타프라디피카의 행법들은 모두 크게 
보아 두 가지의 신체 질병 치유 효과를 갖는다. 이 둘은 모두 신체의 건강 
유지에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것들이다. 첫째는 세 도샤의 균형을 잡는 것이
다. 특히 카파 도샤의 불균형을 제거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이다. 둘
째는 소화의 불을 지피고 증가시키는 것이다.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기에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소
화력이 무엇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고전 요가와 마찬가지로 하타 요가에서 질병 치유의 근본 목적은 마음의 
평정을 찾는 데 있다. 그리고 게란다상히타와 하타프라디피카가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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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질병의 치유.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①‘질병’이 무

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고, 치유를 위해서는 ②‘질병의 원

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할 것이며, 진단을 기반으로 한 ③‘치유’를 

통해서 완전히 ④‘건강하게 된 상태’를 알아야 한다. 이는 일반적

인 의학의 구조라 할 수 있는데, 해탈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 요가 

전통 또한 이러한 체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전 요가의 근

본 경전인 요가수트라(Yogasūtra, 이하 Ys)에 대한 가장 오래되

고 권위 있는 주석서인 요가수트라바쉬야(Yogasūtrabhāṣya, 이
하 YBh)를 보면 제2장 제15경문에 대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서

술하고 있다. 

의학이 병, 병의 원인, 건강, 치료라는 네 부문으로 이루어지듯이, 
이 교전(요가수트라)도 그와 같이 바로 네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윤회, 윤회의 원인, 해탈, 해탈의 수단이다.1)

위와 같은 고전 요가의 수사(修辭)는 후고전 요가 시기의 대표

적인 요가 유파인 하타 요가(Haṭha Yoga)를 포함한 요가 전통 일

반에도 공히 적용되는 모델이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앓고 있는 병

1) 정승석(2010) p. 107.

의 순서 구성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하더라도 출발점이 음식으로 이루어
진 겹(annamayakośa)임에는 분명하다. 여섯 [정화] 행법은 미세한 신체를 
다루는 다음 단계의 수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단한 기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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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윤회’이다. 따라서 불치에 가까운 난치병인 이 윤회의 원인

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여야 한다. 이 원인은 일반적으로 ‘무
지’라 할 수 있고2), 고전 요가의 관점에서 좀 더 정확히 표현해 보

자면 순수정신(puruṣa)과 근본원질(prakṛti)의 결합이다.3) 윤회하

지 않는, 무지가 제거된 완전한 건강 상태는 깨달음을 얻은 해탈 

상태이고, 병의 원인인 무지의 제거 즉 ‘치유’란 요가의 경전들에

서 언급하고 있는 수행법들의 실천이다.
궁극적인 병이 윤회라 할지라도 수행자가 맨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병은 물질적인 차원 즉 육체에서 발생하는 질병일 것이다. 
육체적 질병이 갖는 의미를, 고전 요가에서는 마음을 산란하게 만

드는 원인으로, 따라서 수행의 장애가 된다고 파악하였고, 발병의 

원인을 생리적 요소･분비물･감관의 불균형에서 찾고 있다.4) 이러

한 관점은 하타 요가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하타 요가의 대표 

경전이라 할 수 있는 하타프라디피카(Haṭhapradīpikā, 이하 HP)
의 제1장 제17송을 보면, “… 요가 자세(āsana)를 수련한다면 [몸
과 마음이] 안정되고 질병이 없어지고 사지가 가벼워진다.”고 언

급되어 있다. 이 경전의 핵심 주석서인 지욧스나(Jyotsnā,이하 

Jt)에서는 이 ‘질병’을 ‘산란심’으로 파악하여서 “질병이 없어지는 

2) Ys의 경문에도 “그것(결합)의 원인은 무지이다.”(2.24)라고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다. 
3) 이는 Ys 경문에 보다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파기되어야 할 

것(닥쳐올 고통)의 원인은 지각자와 지각 대상의 결합이다.”(2.17) 
4) “병, 침체, 의심, 부주의, 나태, 무절제, 그릇된 지각, [요가의] 단계를 얻지 

못함, 불안정이 마음의 산란이며 이것들이 장애이다.”(Ys 1. 30) “[이] 아홉 

가지 장애들이 마음을 산란하게 한다. 이것들은 마음의 작용들과 함께 

일어난다. 이것들이 없을 때, 앞에서 말한 마음 작용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
병이란 [생리적] 요소(dhātu), 분비물(rasa), 감관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YBh 1.30) 여기서 “생리적 요소는 풍(風), 담즙, 점액 따위를 

가리키고 분비물은 마시거나 먹은 자양물의 특수한 변화를 가리킨다.” 
정승석(2010) p. 63의 각주 51). 밑줄 친 풍(風), 담즙, 점액은 각각 바타(vāta), 
핏타(pitta), 카파(kapha)이다. 이에 대한 개략적 설명은 뒤의 각주 28) 참조. 



68 ∙ 印度哲學 제51집

것이란 ‘산란심이라는 병’이 사라지는 것”5)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Ys나 YBh에서는 더 이상 병과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 

즉 병의 종류나 치료법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반해 하타 요

가에서는, 수행의 예비 단계적 성격을 띠는, 육체적 신체를 강화

하고 정화하기 위한 기법들 즉 요가 자세와 여섯 가지 [정화] 행법

(ṣaṭkarma)이 상당히 발달하였고 이것들의 질병 치유 효과에 대한 

서술 또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두 유파의 이러한 차이는 

실천 수행에서 육체적 신체, 더 나아가 미세한 신체의 역할의 차

이에서 기인한다. 다시 말해서 고전 요가는 마음의 정체와 그 양

태에 대한 탐구를 기반으로 마음으로 마음의 작용을 억제하기 위

한 방법을 핵심 수행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반면 하타 요가는 마

음을 포함한 미세신체(sūkṣmaśarīra)와 육체의 연관성에 주목하

고 그 매개로서 에너지체(prāṇamayakośa)의 정화와 강화에 초점

을 맞추고 있으며 이의 출발점으로 육체를 단련하는 다양한 방법

들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발달하였다.6) M. 엘리아데(Eliade)의 지

적처럼 이 유파의 저작들에서는 “철학적 정당화를 다룬 내용은 거

의 찾아볼 수 없다. 여러 가지 훈련에 상응하는 의식 상태들에 대

해서는 아주 드물게, 기초적인 내용들만 언급되어 있다. 저자들이 

관심을 두는 부분은 특히 육체와 명상의 생리학이다.”7) 
앞서 언급한 HP 외에 흔히 하타 요가의 주요 문헌으로 꼽히는 

것들로 게란다상히타(Gheraṇḍasaṃhitā, 이하 GhS)와 쉬바상

히타(Śivasaṃhitā, 이하 Śs)8)가 있다. 이 중 후자에는 구체적인 

5) HP 제1장 제17송에 대한 주석. 박영길(2015) p. 222.
6) 하타 요가의 신체론의 핵심 관념 중 하나가 신체 다섯겹(pañcakośa)론이고, 

물질적 육체는 가장 바깥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음식으로 이루어진 

겹(annamayakośa)에 해당한다. 
7) 엘리아데(2015) pp. 308-309. 이것은 HP의 내용에 대한 서술이나 하타 요가의 

다른 문헌들에도 공히 적용될 수 있다. 
8) 이 문헌은 대체로 17-18세기의 문헌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크리스티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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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법 특히 물질적 육체를 정화하고 단련하는 기법에 대한 설명

이 전자에 비해 극히 적은 편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보자면, 
물론 제3장 제96송에서 요가 자세가 84종이 있다고 언급하지만, 
제3장 제97송에서 제115송까지 달인(siddha), 연화(padma), 강력

(ugra), 길상(svastika)이라는 네 좌법만 설명하고 있고, 또한 여섯 

[정화] 행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다. 이와는 반대로 GhS에
는 요가 자세와 여섯 [정화] 행법에 대한 설명이 훨씬 많다. 앞의 

비교와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HP와 GhS 양자를 비교해 보

아도 마찬가지이다. 요가 자세의 경우, HP에는 15종, GhS에는 32
종이 언급되어 있다. 여섯 [정화] 행법은 거시적으로는 HP에 6종, 
GhS에 6종 즉 ①다우티(dhauti), ②바스티(vasti), ③네티(neti), ④
라울리키(laulikī)9), ⑤트라타카(trāṭaka), ⑥카팔라바티(kapālabh-
āti)가 설명되어 있어서 동일해 보인다.10) 그러나 세부 내용을 살

펴보면 GhS에는 HP보다 ①, ②, ⑥의 행법들이 더 다양한 방식으

로 발달하여 ①이 13종, ②가 2종, ⑥이 3종으로 설명되어 있어서 

사실상 총 21종으로 HP에 비해 15종이 더 있다. 후대로 올수록 더

욱 다양한 행법들이 만들어지고 기존에 제외되어 있던 행법 중 일

부가 수용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행법의 종류가 많이 늘어난 결과

라고 볼 수 있겠다.

부이(Christian Bouy)와 J. 말린슨(Mallinson)에 의해, 15세기 문헌인 HP보다 

약간 이른 13-14세기로 추정됨으로써 성립 연대가 상당히 앞당겨지게 되었다. 
박영길(2010) pp. 75-76 참조. HP 15세기 성립설은 박영길(2015) pp. 12-15 
참조. 본고의 주 대상 문헌인 GhS의 연대는 Digambarji(1997, pp. xx-xxi 
참조)는 17세기 말이나 18세기 초로, Mallinson(2007, p. xiv 참조)은 

1700년대로, 박영길(2011, p. 63 참조)은 앞의 두 논의를 종합하여 18세기 

전후 문헌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세 문헌의 연대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기존의 통념으로는 HP → GhS → Śs였으나 앞의 내용들에 근거하면 Śs →
HP → GhS이다. 

9) HP에는 ‘나울리’(naulī)로 표기되어 있으나 행법은 GhS와 동일하다. 
10) GhS 1.13, HP 2.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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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국내 요가의 흐름을 고려해 보면 이상과 같은 하타 요가 

행법들의 육체적인 질병에 대한 치유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수년 전부터 웰빙을 넘어 전 사회적으로 널리 퍼

져서 이제는 우리의 일상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힐링’이 요가 

분야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힐링 요가’, 
‘테라피 요가’, ‘치유 요가’ 등을 테마로 내건 사단 법인들이 생기

기도 하고 제도권에 심신통합치유 내의 전공으로서 요가 치유 관

련 학과들이 개설되기도 하며 심지어 민간자격으로 요가테라피스

트 자격증이 허가되기도11)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통 요가의 경

전에 나타난 치유 효과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작업이 다소 부족한 

편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하타 요가의 행법 중 육체의 치유와 가장 밀접한 관

련이 있기도 하고 또한 수행의 출발점이기도 한 여섯 [정화] 행법

과 그것들이 갖는 질병 치유 효과들을 GhS12)를 중심으로 고찰하

고자 한다.13) 더불어 HP에 나타난 해당 내용과 그것들을 비교해 

보겠다. 흔히 HP의 4지(4支, caturaṅga) 요가 체계가 널리 알려져 

있고 따라서 요가 자세를 수행의 첫째 지분으로 여길 수 있겠지

만, GhS의 7지(7支, saptāṅga) 요가 체계에 따르면 정화(śodhana)
를 발생시키는 여섯 [정화] 행법이 첫째 지분으로 이것에서 수행

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다루겠다.14) 논문의 전개 순서는 다

11) 김재민(2013) pp. 75-76 참조.
12) 본고에서 사용한 기본 판본은 Mallinson(2004)본이다.
13) 물론 이 두 문헌이 대표적인 하타 요가의 저작들이기는 하지만 양자 간에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게란다(Gheranda)는 자신의 요가를 하타 

요가가 아니라 ‘가타스타 요가(Ghaṭastha Yoga)’ 즉 신체의 요가(물론 

여기서 신체란 육체와 마음을 포괄하는 용어이지만)라고 칭하고 있고, 수행 

체계로 보았을 때 HP는 4지 체계로 되어 있는 한편, GhS는 7지 체계로 되어 

있으며, 스와트마라마(Svātmārāma)는 쉬바(Śiva)의 추종자이고 게란다는 

비슈누(Viṣṇu)의 헌신자(제5장 제77송과 제7장 제18송 참조)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른 지면을 통해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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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여섯 행법 중 가장 많은 종류가 설명되어 있는 다우티

를 본론의 제2장(Ⅱ. 다우티와 질병 치유)에서, 나머지 다섯 행법

을 제3장(Ⅲ. 바스티 등과 질병 치유)에서 다룬 다음, 앞의 두 장의 

내용을 제4장(정화 행법별 신체 정화 부위와 질병 치유 효과)에서 

종합･정리하고자 한다. 

Ⅱ. 다우티(dhauti)와 질병 치유

정화 행법은 앞서 보았듯이 GhS와 HP 양자 모두 기본 체계는 

‘여섯 종류’ 즉 1)다우티, 2)바스티, 3)네티, 4)라울리키 또는 나울

리, 5)트라타카, 6)카팔라바티이고,15) GhS에는 1), 2), 6)의 기법이 

보다 세분화되어 있다. 질병 치유 효과가 서술되어 있는 행법을 

중심으로 1)부터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14) HP: “아사나가 하타[요가]의 ‘첫 번째 지분’이기 때문에 [아사나를] 먼저 

설명한다. 아사나를 수련한다면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질병(산란심)이 

없어지고 사지가 가벼워진다.”(1.17)
논문 전체의 표기 통일성을 위하여 산스크리트 음역 표기와 한글 번역 용어 

및 한글 띄어쓰기는 논자의 기준으로 바꾸었다. 이후 인용 또한 마찬가지로 

이 규칙을 적용한다. 
GhS: “정화(śodhana), 힘(dṛḍhatā), 안정(sthairya), 고요(dhairya), 
가벼움(lāghava), 인식(pratyakṣa), 분리(nirlipta)는 신체를 완전하게 하는 

일곱 가지 수행(saptasādhana)이다.”(1.9)(śodhanaṃ dṛḍhatā caiva 
sthairyaṃ dhairyaṃ ca lāghavam/ pratyakṣaṃ ca nirliptaṃ ca ghaṭasya 
saptasādhanam//GhS 1.9). “여섯 가지 [정화] 행법(ṣaṭkarma)은 정화를, 
아사나들은 힘을 발생시킨다. 무드라(mudrā)들은 안정을, 
프라티야하라(pratyāhāra)는 고요를 발생시킨다.”(1.10)(ṣaṭkarmaṇā 
śodhanaṃ ca āsanena bhaved dṛḍham/ mudrayā sthiratā caiva 
pratyāhāreṇa dhīratā//GhS 1.10)

15) HP 2.22, GhS 1.12 참조. 



72 ∙ 印度哲學 제51집

1. 다우티

GhS에서 다우티는 네 종류가 소개되는데, 그것들은 안타르

(antar), 단타(danta), 흐리드(hṛd), 물라쇼다나(mūlaśodhana)이고 

신체를 청소(nirmala)하는 역할을 한다.16) 물라쇼다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셋은 다시 몇 가지 유형들로 나뉜다. 

1) 안타르 다우티

이 다우티는 다시 네 종류 즉 ①바타사라(vātasāra), ②바리사라

(vārisāra), ③바니사라(vahnisāra), ④바히슈크리타(bahiṣkṛta)로 

나뉜다.17) 이 중 효과가 서술되어 있는 것은 ①과 ③이다. 

①바타사라 다우티

[행법] 
“까마귀의 부리처럼 한 입을 통해 아주 천천히 공기를 삼켜서 위장

으로 이동시켜라. [그런 다음] 아래의 통로18)로 조용히 공기를 배출해

야 한다.”(1.15)19)

[치유 효과] 
“… [그것은] 신체를 청소하고 모든 질병을 파괴하며 신체의 불을 증

가시킨다.”(1.16)20)

16) GhS 1.13 참조. 
17) GhS 1.14 참조. 
18) 직장 또는 항문이다. 
19) kākacañcuvad āsyena pibed vāyuṃ śanaiḥ śanaiḥ/ cālayed udaraṃ 

paścād vartmanā recayec chanaiḥ/ GhS 1.15.
20) vātasāraṃ paraṃ gopyaṃ dehanirmalakārakam/ sarvarogakṣayakaraṃ 

dehānalavivardhakam// GhS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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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바니사라 다우티

이것은 흔히 아그니사라(agnisāra) 다우티로도 알려진 기법이

다. 

[행법] 
배꼽신경총(nābhigranthi)을 척추 쪽으로 일백 번 움직여라. …(1.1

9)21)

[치유 효과] 
 … 이것은 위장의 질병을 제거하고 소화의 불을 증가시킬 것이

다.(1.19)22) 

2) 단타 다우티

이것은 다시 다섯 유형으로 나뉘는데, 그것들은 ①단타 물라

(dantamūla, 이뿌리), ②지바물라(jihvāmūla, 혀뿌리), ③한쪽 귓

구멍과 ④다른 한쪽 귓구멍 즉 카르나(karṇa, [두] 귀의 구멍), ⑤
카팔라란드라(kapālarandhra, 두개골의 구멍)이다.23) 이 중에서 

치유 효과가 서술되어 있는 행법은 ②와 ⑤이다. 

②지바물라 다우티

이 다우티는 지바쇼다나(jihvāśodhana)로 불리기도 한다.

[행법] 
“집게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셋을 모아서 [그것들을] 목구

멍 가운데로 집어넣어서 혀의 뿌리를 문질러서 청소하라. …”(1.29)24)

“쇠집게로 여러 차례 그것(혀)의 끝을 당긴 후에 신선한 버터로 그

21) nābhigranthiṃ merupṛṣṭhe śatavāraṃ ca kārayet/ … // GhS 1.19.
22) … / udaryamāmayaṃ tyaktvā jāṭharāgniṃ vivardhayet// GhS 1.19.
23) Ghs 1.25 참조.
24) tarjanīmadhyamānāmā aṅgulitrayayogataḥ/ veśayed galamadhye tu 

mārjayel lambikāmūlam/ … // GhS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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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혀)을 문지르고 거듭 반복해서 그것을 [젖을 짜듯이] 훑어라.”(1.3
0)25)

“계속해서 해 뜰 때와 해 질 때에 조심스럽게 이것을 해야 한다. 이
런 식으로 규칙적이게 할 때 혀는 길어지게 된다.”(1.31)26) 

[치유 효과] 
“이제 나는 혀 청소 기법을 가르칠 것이다. 긴 혀는 나이 듦, 죽음, 

질병 등과 같은 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1.28)27) 
“… 카파(kapha)28)의 불균형들을 막을 수 있다.”(1.29)29)

25) mārjayen navanītena dohayec ca punaḥ punaḥ/ tadagraṃ lohayantreṇa 
karṣayitvā punaḥ punaḥ// GhS 1.30.

26) nityaṃ kuryāt prayatnena raver udayake ’stake/ evaṃ kṛte ca nityaṃ sā 
lambikā dīrghatāṃ vrajet// GhS 1.31.

27) athātaḥ saṃpravakṣyāmi jihvāśodhanakāraṇam/ jarāmaraṇarogādīn 
nāśayed dīrghalambikā// GhS 1.28.

28) 흔히 풍질(風質), 담즙질, 점액질로 번역되는 바타(vāta), 핏타(pitta), 
카파(kapha)는 아유르베다(Āyurveda)의 주요 관념이다. 이것들은 

다투(dhātu)와 말라(mala)와 더불어 인간 신체의 세 가지 주요 구성 중 

하나인 도샤(doṣa)로 통칭된다. 본고에서 이 셋이 치유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이것들의 개략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해 

도표화해 보면 아래와 같다.

구
분

요
소

기본 원리(핵심) 위치 주요 기능

바
타

風
空

생물학적인 운동과 

변화를 

지배(풍/운동)

골반, 직장, 
엉덩이, 
넓적다리, 발, 
뼈, 복부

바타는 호흡, 눈 깜빡

임, 근육의 움직임, 맥
박, 근육과 기관의 모

든 팽창과 수축, 신경 

충격

핏
타

火
水

신체의 

열에너지(화/열)
땀, 정액, 
림프액, 혈액, 
소장

소화, 흡수, 동화 작용

을 수행하고 체온을 유

지. 지성도 담당

카
파

水
地

신체와 신체의 구성 

요소들에 물질적 

재료, 형태, 구조, 
응집력 

제공(수/수분)

가슴, 머리, 목, 
관절, 위장, 
지방

관절에 윤활성, 피부에 

수분을 제공한다. 이것

은 또한 생물학적인 힘

과 활력과 안정성을 생

기게 한다. 
* ‘위치’에서 밑줄 친 부분은 해당 도샤의 특성이 특히 더 강하게 나타나는 부위.
** 도표 중 ‘위치’의 내용은 Caraka Saṃhitā(Sharma, 2005)의 제1권의 제2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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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린슨(Mallinson)의 지적처럼 위의 효과의 긴 혀는 요가 수행

자가 케차리 무드라(khecarī mudrā)를 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

에 죽음과 질병 등의 제거가 가능하다.30) 

⑤카팔라란드라 다우티 

[행법]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입천장의 [가장 뒤쪽에 있는] 구멍(bhālar-

andhra)31)을 문질러라. …”(1.33)32)

[치유 효과] 
“… 이와 같이 반복하여 수행함으로써 카파의 불균형들을 막을 수 

있다.”(1.33)33)

3) 흐리드 다우티

이 다우티는 세 종류, 즉 ①단다(daṇḍa, 줄기), ②바마나

(vamana, 구토), ③바사스(vāsas, 천)이고, 이 셋 모두 치유 효과

가 서술되어 있다. 

①단다 다우티

제8송을, 나머지는 Gharote(2010) pp. 7-8을 요약 정리.
29) … kaphadoṣaṃ nivārayet// GhS 1.29.
30) Mallinson(2007) p. 7의 각주 3) 참조. 케차리 무드라는 GhS의 3.21-28에 

걸쳐 설명되어 있다. 
31) bhālarandhra에 대한 번역은 대체로 두 가지로 수렴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이마와 콧대 사이의 움푹한 곳’(Praṇavānanda, Bahadur & Vasu, 
Ghosh)이고, 다른 하나는 ‘입천장의 [가장 뒤쪽에 있는] 구멍’(Digambarji & 
Gharote, Mallinson)이다. 단타 다우티의 전반적인 내용과 randhra(구멍, 
굴窟 또는 여성의 외음부나 음문)라는 단어의 의미를 고려해 볼 때, 
Digambarji & Gharot와 Mallinson의 번역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2) vṛddhāṅguṣṭhena dakṣeṇa mardayed bhālarandhrakam/ … // GhS 1.33.
33) … / evam abhyāsayogena kaphadoṣaṃ nivārayet// GhS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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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 
“질경이 줄기나 강황 줄기 또는 사탕수수 줄기를 식도로 넣어서 움

직이고 나서, 다시 천천히 그것을 꺼내라.”(1.36)34)

[치유 효과] 
“이렇게 하여 [요가 수행자는] 위쪽 통로(즉 입)를 통해서 카파와 핏

타 그리고 부패한 것(kleda)을 배출할 수 있다. 단다 다우티 기법으로 

[수행자는] 목구멍의 질병들을 확실히 제거한다.”(1.37)35) 

②바마나 다우티

이 행법은 HP의 가자카라니(gajakaraṇī, 코끼리 행법)36)과 유사

하다.

[행법]
“식사를 마쳤을 때 현명한 자는 목구멍까지 가득 찰 때까지 물을 마

셔야만 한다. 잠깐 위쪽을 본 후에 그 물을 다시 토해내어야 한다. 
…”(1.38)37)

[치유 효과] 
“… [이와 같이] 반복하여 수행함으로써 [요가 수행자는] 카파와 핏

타의 불균형을 막는다.”(1.38)38) 

③바소 다우티

[행법] 

34) rambhādaṇḍaṃ hariddaṇḍaṃ vetradaṇḍaṃ tathaiva ca/ hṛnmadhye 
cālayitvā tu punaḥ pratyāharec chanaiḥ// GhS 1.36.

35) kaphaṃ pittaṃ tathā kledaṃ recayed ūrdhvavartmanā/ 
daṇḍadhautividhānena hṛdrogaṃ nāśayed dhruvam// GhS 1.37.

36) “아파나(apāna)로 위장에 들어 있는 음식을 목구멍으로 끌어올려서 토하는 

[방법에] 점차적으로 익숙해져 나디총(nāḍicakrā)을 통제하는 그것이 

‘하타를 아는 자’들이 말하는 가자카라니이다.”(2.38)
37) bhojanānte pibed vāri ca ākaṇṭhaṃ pūritaṃ sudhīḥ/ ūrdhvāṃ dṛṣṭiṃ 

kṣaṇaṃ kṛtvā taj jalaṃ vamayet punaḥ/ … // GhS 1.38.
38) … nityam abhyāsayogena kaphapittaṃ nivāraye// GhS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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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손가락 너비의 얇은 천을 천천히 삼켜라. 다시 그것을 빼내라. 
[이것이] 다우티 행법이라고 불린다.”(1.39)39)

[치유 효과] 
“[복부의] 종양(만성위염), 열, 비장의 질병, 중한 피부병(한센병), 카

파와 핏타의 불균형이 파괴된다. 그(수행자)는 매일 [더욱 더] 건강해

지고 힘이 강해지게 될 것이다.”(1.40)40) 

4) 물라쇼다나 다우티

[행법] 
“직장(直腸, mūla)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한 [요가 수행자는] 아파나

(apāna)의 [기능상의] 장애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물라쇼다나를 수행해야만 한다.”(1.41)41)

“강황의 줄기나 가운데손가락으로 부지런히 반복해서 물로 직장/항
문을 씻어라.”(1.42)42)

[치유 효과] 
“이것은 장(腸)의 문제(변비)를 제거하고 소화불량을 막는다. 이것은 

아름다움과 양호한 영양상태의 원인이고 소화의 불의 영역을 자극한

다(즉 소화의 불을 피운다).”(1.43)43) 

이상으로 GhS에 나타난 다우티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 HP
에 서술되어 있는 다우티 행법과 그 치유 효과를 살펴보자. 

39) caturaṅgulavistāraṃ sūkṣmavastraṃ śanair graset/ punaḥ pratyāhared 
etat procyate dhautikarmakam// GhS 1.39.

40) gulmajvaraplīhākuṣṭhakaphapittaṃ vinaśyati/ ārogyaṃ balapuṣṭiś ca 
bhavet tasya dine dine// GhS 1.40.

41) apānakrūratā tāvad yāvanmūlaṃ na śodhayet/ tasmāt sarvaprayatnena 
mūlaśodhanam ācaret// GhS 1.41.

42) pītamūlasya daṇḍena madhyamāṅgulinā api vā/ yatnena kṣālayed 
guhyaṃ vāriṇā ca punaḥ punaḥ// GhS 1.42.

43) vārayet koṣṭhakāṭhinyam āmājīrṇaṃ nivārayet/ kāraṇaṃ kāntipuṣṭyoś ca 
vahnimaṇḍaladīpanam// GhS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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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 
“그 중에서 다우티는 다음과 같다. 폭이 약 7cm이고 길이가 약 3m

인 (따뜻하게) 젖은 천을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천천히 삼켜야 한다. 
[그리고 나울리로 복부회전을 하고난 후 조심스럽게 그것을] 다시 꺼

내야 한다. 이것이 다우티로 말해진 것이다.”(2.24)
[치유 효과] 
“기침, 천식, 비장의 병, 중한 피부병(한센병) 등 카파의 과잉으로 

생기는 20가지의 [질병은]44) 다우티 정화법에 의해 소멸된다. 여기에

는 의심할 것이 없다.”(2.25)

상기의 내용을 보면 GhS의 바소 다우티와 유사한데, HP의 경우 

천의 크기 규정이나 젖은 천을 사용한다는 등 설명이 더 구체적이

고 자세하며 다우티와 나울리를 결합하여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44) 이 송의 ‘20가지의 [질병]’이라는 표현은 하타 요가와 아유르베다와의 

직접적인 연관 즉 하타 요가가 질병과 관련된 관념에 있어서는 

아유르베다에 많은 부분 의거하고 있음을, 이미 바타･핏타･카파라는 용어의 

사용에서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왜냐하면 이 

20종의 질병에 대한 설명이 차라카상히타의 ｢수트라스타나｣의 ‘심한 

질병의 장’(mahārogādhyāya)으로 불리는 제20장의 제17송에 자세히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는 세 도샤 각각에 기인하는 질병들과 병인학, 
병리생리학, 치료학이 서술되어 있다. 이 장의 제17송을 보면 카파로 카파의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이 셀 수 없이 많지만 20가지 질병이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서 이것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신경성 식욕 부진(tṛpti), ②기면(嗜眠, tandrā), ③수면 과다(nidrādhikya), 
④심약함(staimitya), ⑤신체의 무거움(gurugātratā), ⑥게으름(ālasya), 
⑦입에서 단맛이 남(mukhamādhurya), ⑧타액 분비 과다(mukhasrāva), 
⑨점액 배출(śleṣmodgiraṇa), ⑩배설물 과다 배출(malādhikya), ⑪힘의 

손실(balāsaka), ⑫소화불량(apakti), ⑬심장주변에 들러붙은 

점액질(hṛdayopalepa), ⑭인후에 들러붙은 점액질(kaṇṭhopalepa), ⑮혈관 

경화(dhamanīpraticaya), ⑯갑상선종(galagaṇḍa), ⑰비만(atisthaulya), 
⑲소화력의 억제(śītāgnitā), ⑲두드러기(udarda), ⑳ⓐ안색 창백과 ⓑ소변, 
눈, 얼굴의 백화(śvetāvabhāsatā, śvetamūtranetravarcastva) 
Sharma(2005)의 제1권 제20장의 제17송. *원문에는 21종이 열거되어 

있으나 마지막 두 질병(⑳의 ⓐ와 ⓑ)은 하나로 묶을 수 있어서 20종이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하타 요가와 아유르베다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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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그리고 치유 효과 면에서도 HP는 카파의 과잉으로 생긴 

질병이 소멸되는 것으로 본 한편, GhS는 카파와 핏타의 불균형을 

제거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해를 돕기 위해 GhS의 12종의 다우티와 치유 효과가 서술된 

것들을 표기하여 도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종류 세부 종류 비고

1) 안타르
①바타사라, ②바리사라, 
③바니사라, ④바히슈크리타

3)의 ③은 

HP의 다우티와 

유사.
2) 단타

①단타물라, ②지바물라, ③한쪽 

카르나 ④다른 한쪽 카르나, 
⑤카팔라란드라

3) 흐리드 ①단다, ②바마나, ③바사스

4) 물라쇼다나 -

[표 1] 

GhS의 다우티(아래에 볼드체로 된 것은 치유 효과가 서술되어 있는 것)

Ⅲ. 바스티(vasti) 등과 질병 치유

다우티 다음으로 서술되어 있는 나머지 다섯 [정화] 행법 즉 바

스티, 네티, 라울리키, 트라타카, 카팔라바티를 순서대로 살펴보

자. 앞서의 다우티와 달리 이 행법들에 대해서는 모두 질병 치유 

효과가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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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스티

여섯 [정화] 행법 중 둘째로 소개되어 있는 바스티는 습식(jala)
과 건식(śuṣka) 두 종류가 있고, ①잘라 바스티는 물속에서, ②슈

슈카 바스티는 땅에서 수행해야만 한다고 서술되어 있다.45) 

1) 잘라 바스티

[행법] 
“배꼽까지 차는 물속에, 항문에 파이프를 삽입하고 쪼그리고 앉아

서(utkaṭāsana) [항문 괄약근을] 수축하고 팽창함으로써 잘라 바스티

를 수행하라.”(1.45)46)

[치유 효과] 
“[수행자는] 비뇨기계 질병, 변비, 풍(vāyu)47)으로 인한 문제들을 제

거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신체가 될 수 있고 (즉 자신의 

신체를 통제 하에 둘 수 있고) 사랑의 신(kāmadeva)처럼 (즉 매우 수

려하게) 될 것이다.”(1.46)48) 

2) 슈슈카 바스티

[행법] 
“파슈치못타나(paścimottāna) [아사나]로 부드럽게 아래쪽으로 하복

부를 움직이고 나서, 아슈위니 무드라(aśvinī mudrā)로 항문을 수축하

고 팽창하라.”(1.47)49)

45) GhS 1.44 참조.
46) nābhidagne jale pāyunyastanālotkaṭāsanaḥ/ ākuñcanaṃ prakāśaṃ ca 

jalabastiṃ samācaret// GhS 1.45.
47) 바타와 같은 뜻이다.
48) pramehaṃ ca gudāvartaṃ krūravāyuṃ nivārayet/ bhavet 

svacchandadehaś ca kāmadevasamo bhavet// GhS 1.46.
49) paścimottānato bastiṃ cālayitvā śanair adhaḥ/ aśvinīmudrayā pāyum 

ākuñcayet prakāśayet// GhS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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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 효과] 
“이와 같이 반복하여 수행함으로써 장(腸)의 질병들이 발생하지 않

는다. 소화의 불이 증가되고 변비와 [변비로 인해 찬] 가스(āmavāta)가 

제거된다.”(1.48)50)

다음으로 HP에 설명된 바스티에 대해 알아보자. 

[행법] 
“이제 바스티를 설명한다. 배꼽 깊이의 물속에 (발뒤꿈치를 들고) 

쪼그리고 앉아서(utkaṭāsana) 약12cm의 관(管)을 약9cm 정도 항문 속

에 삽입하고 괄약근으로 수축해서 [물을 끌어올린 후 나울리로 흔들어

서 배출]하라. 이것이 ‘물로 청소하는’(kṣālanam) 바스티 행법(vastik-
arma)이다.”(2.26)

[치유 효과] 
“부종(浮腫), 복수증(浮水症)[과 같은 수종(水腫)] 및 바타, 핏타, 카파

[의 부조화]로 생긴 질병들은 바스티 행법에 의해 모두 사라진

다.”(2.27)
“잘라 바스티는 ‘몸을 구성하는 [일곱] 요소’(dhatu) 및 [외적] 감관

과 내적 기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색을 좋게 하며 소화의 불을 지피고 

모든 체질 부조화를 없앤다.”(2.28)

이상의 설명을 보면 GhS의 잘라 바스티와 유사한데, 앞의 바소 

다우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삽입하는 관의 크기가 구체적이고 

나울리와 결합하여 수행한다는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치

유 효과에 있어서도 이 행법이, GhS에서는 비뇨기계 질병, 변비, 
풍(vāyu) 즉 바타로 인한 문제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한

편, HP에서는 수종 및 모든 체질 즉 바타, 핏타, 카파의 불균형으

로 인한 질병들을 없앨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자신의 신체를 통

제 하에 두고 사랑의 신처럼 수려한 용모를 갖게 될 것’이라는 

50) evam abhyāsayogena koṣṭhadoṣo na vidyate/ vivardhayej jāṭharāgnim 
āmavātaṃ vināśayet// GhS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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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의 서술은 위의 HP의 마지막 인용 송(2.28)의 내용과 일정한 

연관성, 다시 말해서 ‘일곱 다투와 감관과 기관들을 정화하고 혈

색을 좋게 하며 모든 체질 부조화를 제거’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

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

2. 네티

이 행법은 GhS에 HP와 마찬가지로 한 종류만 있고, 실천 방법

에 있어서도 아래의 송에서처럼 GhS와 HP가 동일하다. 

GhS: [행법] 
“약 24센티미터 길이(vitasti)의 가는 천을 콧구멍 속으로 넣어라. 그

런 후에 입으로 꺼내라. [이것은] 네티 행법이라고 불린다.”(1.49)51) 
HP: [행법] 
“이제 네티가 [설명된다]. 약 24센티미터(vitasti) 정도의 아주 부드

러운 실을 (한쪽) 콧구멍으로 넣어야 한다. 그리고 입으로 그것을 꺼내

야 한다.(그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이것이 네티라고 달인들은 

말했다.”(2.29)

그러나 치유 효과에 대한 설명에서는 양자가 약간의 차이를 보

인다. 

GhS: [치유 효과] 
“네티 행법을 수행함으로써 [수행자는] 케차리 [무드라]의 완성을 얻

게 될 것이다. 카파의 불균형이 제거되고 초자연적인 시력(divyadṛṣṭi)
이 발생된다.”(1.50)52) 

51) vitastimānaṃ sūkṣmasūtraṃ nāsānāle praveśayet/ mukhān nirgamayet 
paścāt procyate netikarmakam// GhS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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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치유 효과] 
“네티는 두개골을 정화하고 ‘초자연적인 시력’(divyadṛṣṭi)을 주고 

어깨 위쪽에 생겨난 다양한 질병들을 신속히 없앤다.”(2.30) 

HP에서 말하는 “초자연적인 시력”이란 Jt에 따르면 “미세한 대

상을 볼 수 있는 눈”53)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설명은 GhS에도 그

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 어깨 위쪽에 생겨난 다양한 

질병들”의 경우에도 위치상 카파가 지배적인 부위에 생겨난 것들

이므로 이것들이 “신속히 제거”되는 효과란 GhS의 “카파의 불균

형이 제거”된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치유 효과

에 대한 설명에서 양자가 보이는 차이는 케차리 무드라를 완성하

게 된다는 GhS의 설명이다. 하타 요가에서 궁극의 목적을 성취하

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드라 중 하나인 이 무드라를 완성하

게 된다는 GhS의 설명은 HP에 비해 네티의 효력을 더 강하게 부

각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3. 라울리키

이 행법도 네티와 마찬가지로 GhS에 한 종류만 서술되어 있다. 
수행 방법은 두 문헌의 내용이 동일하지만 용어는 약간 상이하다. 
HP에서는 나울리로 표현되어 있다. 나울리는 앞서 두 차례 언급

된 바 있다. 더 정확히 말해서 GhS의 바소 다우티, 잘라 바스티와 

유사한 HP의 행법들인 다우티와 바스티에 대한 내용을 고찰할 때, 

52) sādhanān netikāryasya khecarīsiddhim āpnuyāt/ kaphadoṣā vinaśyanti 
divyadṛṣṭiḥ prajāyate// GhS 1.50.

53) 박영길(2015) p.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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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행법과 나울리를 결합하여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설명된 바 

있다. 

GhS: [행법] 
“복부를 빠르게 양쪽 측면으로 움직여라. …”(1.51)54)

HP: [행법] 
“어깨를 [약간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복부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급격하고 신속하게 돌려서 회전시켜라. 이것을 [요가의] 달인들은 나

울리라고 말했다.”(2.33) 

행법들에 대한 앞서의 설명들처럼 HP가 GhS에 비해 더 상세하

다. 다음으로 각 문헌에서 서술하고 있는 이 행법의 치유 효과를 

알아보자. 

GhS: [치유 효과] 
“… [이것은] 모든 질병을 제거하고 신체의 불을 증가시킨다.”(1.5

1)55)

HP: [치유 효과] 
“약해진 [소화의] 불에 불을 붙여 소화력 등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

라 언제나 즐거움을 주고 체질 부조화로 생긴 모든 [질병]을 없애는 이 

나울리는 하타 정화법의 왕관이다.(가장 훌륭한 정화법이다.)”(2.34)

치유 효과는 양자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주

목할 점은 이 나울리가 ‘하타 정화법의 왕관’이라는 언급이다. 왕
관인 이유를 Jt는 “다우티와 바스티를 할 경우에도 나울리를 병행

해야 하”56)는 데서 찾고 있다. 이상의 설명으로 미루어 보아 GhS 
보다 HP가 더 적극적으로 이 행법을 활용하고 있고 더 중요하게 

54) amandavegena tundaṃ bhrāmayed ubhapārśvayoḥ/ … // GhS 1.51.
55) … / sarvarogān nihanti iha dehānalavivardhanam// GhS 1.51.
56) 박영길(2015) p.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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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다고 할 수 있다. 

4. 트라타카

네티, 라울리키와 마찬가지로 GhS에 한 종류의 행법만 서술되

어 있다. 먼저 두 문헌에 나타난 이 행법의 실천 방법부터 살펴보

자. 

GhS: [행법]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까지 눈을 깜빡이지 않고서 미세한 대

상을 응시하라. 현명한 이는 [이것을] 트라타카라고 부른다.”(1.52)57)

HP: [행법] 
“눈물이 흐를 때까지 시선을 고정하고(눈을 깜빡이지 않고) 미세한 

대상을 응시해야 한다. [이것을] 스승들은 트라타카라고 말했다.”(2.31) 

응시의 대상인 미세한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되고 있지 않다. 
현대의 트라타카 수행에서는 이 미세한 대상으로 주로 촛불을 사

용하지만, 여기서는 집중하기 좋은 아주 작은 물체나 형상을 의미

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치유 효과를 비교해 보

자. 

GhS: [치유 효과] 
“이와 같이 반복하여 수행함으로써 샴바비(śāmbhavī) [무드라]가 확

실히 일어난다. 눈병이 사라지고, 신성한 시력이 획득된다.”(1.53)58)

57) nimeṣonmeṣakaṃ tyaktvā sūkṣmalakṣyaṃ nirīkṣayet/ patanti yāvad 
aśrūṇi trāṭakaṃ procyate budhaiḥ// GhS 1.52.

58) evam abhyāsayogena śāmbhavī jāyate dhruvam/ netrarogā vinaśyanti 
divyadṛṣṭiḥ prajāyate// GhS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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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치유 효과] 
“[트라타카는] 눈에 생긴 질병들을 없애고 나른함 따위를 없앤다. 

마치 황금이 든 상자처럼 최선을 다해 트라타카를 비밀로 지켜야 한

다.”(2.32) 

눈병의 치유라는 효과는 양자가 동일한 한편, HP는 나른함 등

을 없앤다고 하였고, GhS는 하타 요가에서 가장 중요한 무드라 중 

하나인 샴바비의 발생과 신성한 시력의 획득을 언급한다. 이 점으

로 보아 GhS에서 이 행법이 HP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볼 

수 있다. 

5. 카팔라바티

이 행법은 세 유형 즉 ①바타크라마(vātakrama), ②비윳크라마

(vyutkrama), ③쉿크라마(śītkrama)가 있고 카파의 불균형을 제거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59) 이것들 각각의 행법과 치유 효과는 

아래와 같다. 

1) 바타크라마 카팔라바티

이 카팔라바티는 바마크라마(vāmakrama)로도 불린다. 

[행법] 

59) GhS 1.53 참조. 이 송에서 카팔라바티를 bhālabhāti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Mallinson의 지적처럼 동일한 수행법의 상이한 명칭이며, bhati는 문자 

그대로 ‘광휘’를 의미하는데, 두개골(kapala) 또는 이마(bhala)가 이 수행의 

결과로 빛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Mallinson(2004) p. 14의 

각주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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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콧구멍(iḍa)을 통해서 공기를 들이쉬고서, 다시 오른쪽 콧구

멍(piṅgalā)을 통해서 내쉬어라. 다시 오른쪽 콧구멍을 통해서 들이쉰 

후에 왼쪽 콧구멍(candra)을 통해서 내쉬어라.”(1.55)60)

“빠르게 들이쉬고 내쉰 후에 [숨을] 보유하지 마라. …”(1.56)61)

[치유 효과] 
“[이] 요가를 수행함으로써 [수행자는] 카파의 불균형을 제거할 수 

있다.”(1.56)62)

2) 비윳크라마 카팔라바티

[행법] 
“양쪽 콧구멍을 통해서 물을 마시고, 다시 입으로 그것(물)을 내뱉

어라.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물을 [마시는] 비윳크라마로 …”(1.57)63)

[치유 효과] 
“… 슐레슈마 도샤(śleṣmadoṣa)64)의 불균형들을 제거한다.”(1.57)65)

3) 쉿크라마 카팔라바티

[행법] 
“시끄럽게 소리를 내면서 입으로 물을 마시고서 양쪽 콧구멍으로 

내뱉어라. …”(1.58)66)

[치유 효과] 
“[수행자는] 실로 늙지 않고, [질병들로 인한] 열이 나지 않고, 자신

이 바라는 신체가 될 수 있고 (즉 자신의 신체를 통제 하에 둘 수 있게 

되고), 카파의 불균형을 제거한다.”(1.59)67)

60) iḍayā pūrayed vāyuṃ recayet piṅgalayā punaḥ/ piṅgalayā pūrayitvā 
punaś candreṇa recayet// GhS 1.55.

61) pūrakaṃ recakaṃ kṛtvā vegena na tu dhārayet/ … // GhS 1.56.
62) …/ evam abhyāsayogena kaphadoṣaṃ nivārayet// GhS 1.56.
63) nāsābhyāṃ jalamākṛṣya punar vaktreṇa recayet/ pāyaṃ pāyaṃ 

vyutkrameṇa … // GhS 1.57.
64) 카파 도샤와 동의어이다.
65) … śleṣmadoṣaṃ nivārayet// GhS 1.57.
66) śītkṛtya pītvā vaktreṇa nāsānalair virecayet/ … // GhS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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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설명된 바타크라마 카팔라바티는 실천 방법에서 멈

춘숨이 없이 양쪽 콧구멍을 한쪽 씩 번갈아 사용하는, 다만 빠르

게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는 나디 정화 호흡(nāḍīśodhana)으로 이

해해 볼 수 있다. 한편 나머지 두 카팔라바티는 물을 사용하는 것

으로 물의 입출구를 코와 입 두 구멍을 전환하여 사용하는 방식으

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카팔라바티’는 동일한 명칭으로 현대

에 통용되는 행법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반면 아래의 송

(2.35)에서 알 수 있다시피 HP에서 설명하는 카팔라바티는 흔히 

현대 요가에서 정화법이라기보다는 요가 호흡법의 하나로서 수행

되고 있는 행법 그 자체와 동일한데 수행 방법과 그 치유 효과는 

아래와 같다. 

[행법] 
“대장장이의 풀무질처럼 들숨과 날숨을 ‘어지러울 정도로 급격하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카팔라바티라고 불렸다.… ”(2.35) 
[치유 효과] 
“… [카팔라바티는] 카파[로 인한] 질병(kaphadoṣa)을 없앤다.”(2.35) 

GhS와 HP 두 문헌 모두 이 행법들을 통해서 카파로 인한 질병

을 치유한다는 데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GhS의 쉿크라마의 경우 

사실상 행법을 보면 비윳크라마와 치유 효과 면에서 큰 차이가 없

을 듯 보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원리를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

되는 일이겠지만, 나이 듦, 질병들로 인한 열, 자신의 신체를 통제 

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67) na jāyate vārddhakaṃ ca jvaro naiva prajāyate/ bhavet svacchandadehaś 
ca kaphadoṣaṃ nivārayet// GhS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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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화 행법별 신체 청소 부위와 질병 치유 효과

1. 정화 행법별 신체 청소 부위

앞의 본론 Ⅱ와 Ⅲ에서 살펴본 내용을 ‘행법별 신체 정화 부위’
를 중심으로 종합하여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섯 

[정화] 행법은 물질적 신체를 정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또한 

어느 부위를 중심으로 정화하는지 알아야 이 행법의 취지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GhS와 HP의 내용을 비

교해 봄으로써 하타 요가의 정화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

다. 신체 정화 부위를 중심으로 각 행법들을 도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종류 신체 부위 세부 종류 신체 부위

다우티
머리, 식도, 위장, 
대장, 직장

(HP: 식도, 위장)

1) 안타르 위장, 대장, 직장

2) 단타

머리 부위(이齒와 

혀의 뿌리, 귓구멍, 
두개골 구멍)

3) 흐리드 위장, 식도

4) 물라쇼다나 직장 

바스티
위장, 대장, 직장

(HP: 상동)
1) 잘라 직장

2) 수슈카 위장, 대장, 직장

네티
목 윗부위

(HP: 상동) -
목의 윗부위(특히 

비강에서 입으로 

이어지는 부위)

[표 2] GhS의 여섯 [정화] 행법별 신체 정화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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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와 HP 두 문헌을 비교해 보았을 때, 위의 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카팔라바티이다. 나머지 정화 행법들과 달리 이 행법

은 수행 방법과, 당연하게도, 그 효과가 확연하게 다르다. 네티, 
라울리키, 트라타카 모두는 두 문헌에서 설명하는 행법과 청소 부

위가 동일하다. 다우티와 바스티 특히 다우티의 경우는, 한 종류

만 언급된 HP보다 훨씬 많은 종류(13종)가 GhS에 서술되어 있다. 
한 행법씩 차례로 살펴보면, 다우티는 기본적으로 두 문헌 모두 

음식물이 들어와서 소화되고 배출되는 전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

결되어 있는 장기들, 다시 말해서 입에서부터 차례로 식도 → 위
장 → 대장 → 직장에 이르는 통로 전체를 청소하는 것으로 설명

하고 있다. 이것이 다우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

다. 여기에 더하여 GhS의 단타 다우티는 사하스라라 차크라

(sahasrāracakra)와 관련이 있다고 간주되는 열째 구멍 즉 두개골

의 구멍을 포함하여 머리부위까지 다루고 있으므로 GhS의 다우티

는 그야말로 머리끝부터 항문까지 청소한다고 할 수 있겠다. 바스

티는 위장에서 직장까지, 네티는 비강에서 입으로 이어지는 부위, 
라울리키는 위장을 중점적으로, 트라타카는 안구를, 카팔라바티는 

HP에서는 두개골을, GhS에서는 세 종류 모두 비강 또는 비강에서 

입으로 이어지는 부위를 청소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GhS의 여섯 정화행법은 크게 두 가

지 면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음식물로 인해 신체 

라울리키 위장(HP: 상동) - 위장

트라타카 눈(HP: 상동) - 눈

카팔라바
티

비강에서 입으로 

이어지는 부위

(HP: 두개골)

1)바타크라마 비강

2)비윳크라마
비강에서 입으로 

이어지는 부위

3)쉿크라마
비강에서 입으로 

이어지는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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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발생하는 물질적 오염물들을 직접적으로 씻어내는 듯한 

방식으로 청소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다우티, 바스티, 라울리키이

다. 이 행법들은 요가 자세만으로는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

을 다루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 보다 쉽고 안정적인 호흡 수행

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기도 하다.68) 다른 하나는 공기가 들고나는 

통로에 발생할 수 있는 먼지 등으로 인한 오염과 관련된 것이다. 
그것들은 네티, 카팔라바티이다. 이것들 또한 앞의 행법들과 마찬

가지로 오염부위를 직접 청소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들로, 물리적

인 면에서 호흡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들이다. 

2. 정화 행법별 질병 치유 효과 

다음으로 본론에서 살펴본 내용 중 각 행법들이 갖는 질병 치유 

효과들을 종합하여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여섯 [정
화] 행법이 갖는 치유 효과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기에 

치유 효과들을 좀 더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다. 

68) 기본적으로는 여섯 [정화] 행법이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HP의 제2장 제36송과 제37송을 보면, 여섯 [정화] 행법이 호흡 수련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36송)과 호흡수행만으로도 모든 불순물이 사라지기에 

정화법이 필요치 않다는 입장(37송)이 상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이 행법들의 유용성을 두고 논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종
류

세부 종류 질병 치유 효과

[표 3] GhS의 여섯 [정화] 행법별 질병 치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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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의 내용을 거시적으로 분류해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다
우
티

1) 안타르
위장 및 모든 질병 파괴/ 신체의 불과 소화의 

불 증가

2) 단타
나이듦･죽음･질병 등 제거/ 카파의 불균형 

막음

3) 흐리드

카파･핏타의 불균형 막음/ 부패한 것을 배출, 
목구멍의 질병 제거/ 복부 종양(또는 

만성위염), 열, 비장 질병, 심한 피부병(또는 

한센병) 제거

4) 물라
쇼다나

장의 문제(변비) 제거 및 소화불량 막음, 
소화의 불 활성화

(HP)
카파의 과잉으로 생기는 20가지 질병(기침, 
천식, 비장의 병, 한센병 등) 소멸

바
스
티

1) 잘라 비뇨기계 질병, 변비, 바타성 질환 제거

2) 수슈카
장의 질병 막음, 변비 및 변비로 찬 가스 

제거, 소화의 불 증가

(HP)
부종, 복수증과 과 같은 수종, 
바타･핏타･카파로 인한 질병 제거

네티

카파의 불균형 제거

(HP)
어깨 위쪽에 생겨난 다양한 질병(카파의 

불균형) 신속히 제거

라울리키 모든 질병 제거, 신체의 불 증가

(HP)
소화의 불에 불을 붙여 소화력 촉진, 도샤의 

부조화 생긴 모든 질병 제거

트라타카 눈병 사라짐

(HP) 눈에 생긴 질병 제거

카
팔
라
바
티

1)바타크라마 카파의 불균형 제거

2)비윳크라마 슐레슈마(즉 카파)의 불균형 제거

3)쉿크라마
늙지 않음, [질병으로 인한] 열이 나지 않음, 
카파의 불균형 제거

(HP) 카파로 인한 질병 제거



여섯 [정화] 행법(ṣaṭkarma)의 질병 치유 효과 ∙ 93

있다. 첫째는 세 도샤(doṣa) 즉 바타, 핏타, 카파를 균형 잡는 것

(볼드이탤릭체로 된 부분)이고, 둘째는 소화의 불을 자극하여 활성

화하는 것(밑줄 친 부분)이다.
첫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질병은 다투(dhātu)들과 도샤들의 비율과 작용의 불균형에서 발생

하는 것이기에 이것들을 균형 잡는 것이 건강 회복의 핵심이다. 
요가 수행자의 건강 또한 이러한 원리를 따른다. 그러므로 세 도

샤의 균형을 잡는 행법들이 발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GhS에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데, HP의 제2장 제36송
의 “여섯 [정화] 행법으로써 비만 및 카파에서 생긴 불순물 등을’ 
없앤 후에 호흡을 수행한다면 더 쉽게 [요가를] 완성할 수 있을 것

이다”라는 구절에서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이 송에 대한 Jt의 서술

에서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등등(等等, ādī)이라는 말이 있으므

로 핏타 등에서 [생겨난 불순물도 포함된다.]”69) 즉 앞의 밑줄 친 

HP의 구절의 ‘등’이라는 표현에는 세 도샤가 모두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도샤 중 특히 카파의 불균형을 

제거한다는 언급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그 이유 또한 HP
의 제2장 제21송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세 도샤가 균형 잡힌 사람

들은 이 행법들을 할 필요가 없고, 지나치게 뚱뚱한 사람과 카파

가 많은 사람의 경우에 호흡법을 수행하기에 앞서 해야 한다고 언

급하고 있다. 즉 카파 불균형한 사람의 경우에 특히 더 이 [정화] 
행법들을 수행해야만 한다.70)

여섯 [정화] 행법의 효과 중에서 이것들이 신체의 소화의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한다는 언급이 상당수 있다. 이 둘째 효과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화의 불(jāṭhrāgni)’이나 ‘신체의 불

69) 박영길(2015) p. 348.
70) 그러나 HP에는 호흡 수행만으로도 모든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정화 

행법들이 필요치 않다는 견해가 언급되어 있기도 하다(제2장 제37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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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hānala)’ 또는 ‘소화의 불의 영역(vahnimaṇḍaladīpana)’으로 

표현되는 ‘소화력’과 건강과의 연관을 알아야 한다. 이 점은 인도

의학의 핵심 문헌인 차라카상히타(Carakasaṃhitā)의 ｢수트라스

타나｣(Sūtrasthāna)에 잘 표현되고 있는데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

다. 음식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적절하게 소화된 음식은 신체를 유

지할 뿐만 아니라 안색, 마음의 명료함, 좋은 목소리, 총명함, 만
족, 자양분, 힘, 기억을 향상시킨다. 신체 자체는 음식의 발현이다. 
그러나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

다.71) 그리고 음식의 소화는 신체의 불에 달려 있다.72) 바꿔 말해

서 먹는 음식이 자기 자신이고 소화력이 건강의 열쇠인데, 이 소

화력은 소화의 불 등으로 표현되는 불의 증가에 달려 있다. 14세
기 의학 서적인 라자 니간투(Rāja Nighantu)의 “건강은 [소화의] 
불의 증가이다”73)라는 표현은 이 점을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따
라서 여섯 [정화] 행법은 만병의 근원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Ⅴ. 결론

7지 체계로 된 GhS의 첫 지분인, 21종으로 된 여섯 [정화] 행법

에 대해 질병 치유 효과가 서술된 행법들의 수행법과 그 치유 효

과를 중심으로 하여 그 각각의 내용들을 HP에 나타난 것들과 비

교하여 고찰하였다. 기본적으로 HP의 여섯 [정화] 행법은 각각 1

71) 27송, 28송, 45송. Rao(1987) p. 58의 내용 요약 재인용. 
72) Rao(1987) p. 58 참조. 
73) ārogyaṃ vahnivardhanam. Rao(1987) p. 10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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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으로 되어 있어서 문자 그대로 여섯 가지의 정화 행법이다. GhS
에서 설명하고 있는 각각의 행법들이 갖는 신체 청소 부위와 치유 

효과의 핵심 내용들을 HP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순서대로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체의 청소 부위부터 살펴보자. 다우티는 HP 보다 12종

이나 더 많은 기법이 열거되어 있다. 종류가 많은 만큼, 식도와 위

장을 다루는 HP보다 넓은 부위 즉 머리 부위, 식도, 위장, 대장, 
직장을 청소하고, 청소에 사용되는 도구 또한 다양하다. HP는 물

에 적신 천을 사용하는 한편, GhS에서는 천을 비롯하여, 공기, 손
가락, 집게, 식물의 줄기, 물 등도 이용하고 있다. 바스티는 2종이

고 이것들은 HP와 동일하게 위장, 직장, 대장을 청소한다. HP에서

처럼 물을 사용하는 방법과 더불어 그냥 바닥에 앉아서 즉 공기 

중에서 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GhS에 다우티와 바스티에서 직장

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법이 1종씩 따로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물라쇼다나 다우티와 잘라 바스티). 다음 순서들인 네티와 라울리

키 그리고 트라타카는 모두 HP와 동일하게 각기 1종류씩 서술되

어 있고 행법 또한 거의 흡사하다. 라울리키를 HP에서는 나울리

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점만 차이를 보인다. 네티는 비강에서 

입으로 이어지는 부위(목 윗부위)를 씻어내고, 라울리키는 위장을, 
트라타카는 눈을 청소한다. 카팔라바티는 HP보다 2종 더 나타나 

있다. 3종류 모두 행법과 효과에서 HP의 설명과는 완전히 다르다. 
좌우콧구멍으로 번갈아 빠르게 내쉬는 것 그리고 물을 코로 마셔

서 입으로 뱉는 것과 입으로 마셔서 코로 뱉는 것으로 셋 모두 비

강과 비강에서 입으로 이어지는 부위를 청소한다. 반면, HP의 행

법은 복식 호흡을 매우 빠르게 계속 반복하는 방식이고, 두개골을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여섯 [정화] 행법들은 모두 음식이나 공기

를 먹거나 마셔서 오염되는 신체 내의 부위 중 우리가 직접 씻을 

수 있는 곳들을 청소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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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 여섯 행법은 크게 보아 두 가지의 신체 질병 치유 

효과를 갖는다. 이 둘은 모두 신체의 건강 유지 근본적이고 필수

적인 것들로, 첫째는 세 도샤의 균형을 잡는 것이다. 특히 카파 도

샤의 불균형을 제거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이다. 둘째는 소

화의 불을 지피고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제대로 소화되지 않

은 음식은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기에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소화력이 무엇보다 우선한다고 보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고전 요가와 마찬가지로 하타 요가에서 질병의 치유란 ‘산란심

이라는 병’이 사라지는 것 즉 마음 작용의 제어와 관련이 있다. 다
시 말해서 비록 그것이 정화하는 부위와 효과가 물질적 육체라 할 

수 있는 ‘음식으로 이루어진 겹’이라 하더라도, 더 나아가 도샤가 

물질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생기로 이루어진 겹(prāṇamayakoś-
a)’까지 확장한다 하더라도, 치유의 근본적인 목적은 마음의 평정

을 찾는 데 있다. 이 점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럴 때 하타 

요가의 단계별 행법 하나하나가 삼매와 해탈로 가는 반석으로 작

용한다는 것을 전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GhS와 HP가 지분의 순서 구성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하더라

도 출발점이 음식으로 이루어진 겹(annamayakośa)임에는 분명하

다. 즉 여섯 [정화] 행법을 먼저 수행하든 요가 자세를 먼저 수행

하든 둘 다 중심이 물질적 신체의 정화와 강화에 두어져 있다는 

점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요가 수행의 궁극적 목적이 해탈에 

있다, 하더라도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첫걸음은 하타 요가의 경

우 언제나 물질적인 육체이고 이것을 정화･강화하는 것이다. 본론

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섯 [정화] 행법은 미세한 신체를 다루는 다

음 단계의 수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단한 기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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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apeutic Effects of Ṣaṭkarma:
focused on Gheraṇḍa-Saṃhitā

Kim, Jae-min
(Graduate School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ersity)

Six cleansing technique(ṣaṭkarma)s of Haṭha Yoga prac-
tices are closely related to bodily healing. And also these are 
starting point of that yoga practice. In this paper, ther-
apeutic effects of these techniques are to be studied being 
focused on Gheraṇḍasaṃhitā(below GhS) and being com-
pared with those of Haṭhapradīpikā(below HP).

These techniques are composed of ①dhauti, ②vasti, ③
neti, ④laulikī, ⑤trāṭaka, ⑥kapālabhāti. To begin with, the 
techniques of GhS based on regions of bodily cleansing have 
two aspects and HP is also same. One is to remove con-
taminants of the internal parts of body which are gullet, 
stomach, large intestine, rectum(①, ②, ④). The other is to 
clean the inside regions, which are defiled by dust and so 
forth, from nostril to mouth(③, ⑥). These are directly puri-
fying methods for cleaning internal dirty regions of body. 
And then these techniques of GhS and HP have broadly two 
types of curing effects of bodily diseases. These two are fun-
damental and essential condition to stay healthy. The first is 
to keep balancing 3doṣa. It is especially involved in making 
and increasing digestive fire of body. It could become the 
source of all kinds of diseases to be undigested. Ther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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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keep a healthy states, energetic digestive power is top 
priority. 

In haṭha yoga like classical yoga, the purpose of curing 
diseases is making mind calm. And it is obvious that the 
point of departure of yoga practice is annamayakośa in spite 
of different order of practices between GhS and HP. Ṣaṭkar-
ma is play a role of firm foundation to move on to next 
steps which deal with subtle body. 

Keywords: Gheraṇḍasaṃhitā, Haṭhapradīpikā, ṣaṭ-karma,
3doṣa, disease,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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