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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사회의 초국가적 맥락 속에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경험이

표현되는

방식과

그

치유

과정의

구체적

양상을

의료인류학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특히 인도 리시케쉬의 한국인,
일본인 요가 수련자들이 고국에서 경험한 고통을 어떻게 인도에서의 요가
수련으로 연결시키는지, 이들의 치유 과정이 함의하는 치유의 패러다임은
무엇인지,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치유의 효과를 생성해내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의학적인 틀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밝혀내기 위해 연구대상자들의 ‘질환 서사’를
이용하였다. 한국인, 일본인 요가 수련자들은 인도에 오기 몇 년 전의 기간 동안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을 경험하였으며, 대안을 찾기 위해 끊임없는 시행착오와
탐색의 과정을 거쳤다. 많은 이들이 우울증, 근심, 폭식증을 비롯한 심신성
질환을 경험하였으며, ‘진정한 나’를 찾고 싶다고 느꼈다. 이들은 그 원인으로
사회경제적 소외와 좌절감, 물질적 성취로 판단하고 인간 관계와 규율을
중시하는 고국의 문화를 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질환들은 생의학을 포함한
기존의 의학 체계로는 치유되지 않았으며, 결국 이들은 인도에서의 요가 수련을
선택하였다.
요가 수련자들은 리시케쉬에서 철저히 요가를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정체성에

맹목적으로 순응했던 삶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개인적 자아를 회복하는 해방을
경험함으로써 전인적인 치유를 체험하며, 요가 계율의 준수를 통한 건강한 삶의
방식까지 갖게 된다. 점점 요가는 이들의 삶을 규정짓는 핵심적인 가치판단의
근거이자 유사종교가 되며, 이들은 요가 수련을 위해 직업 및 인간 관계를
축소시키고 인도를 중심으로 떠도는 삶을 살게 된다. 그 결과, 리시케쉬에는
고국에서와는 다른 형태와 성격의 ‘공동체’가 형성된다. 이들에게 고국에서의
강제적인 사회적 관계는 불편함의 대상이었지만, 언제든지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리시케쉬 요가 공동체”는 오히려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서로를
지지하는 치유의 공간으로 기능한다.
이들의 치유 과정은 믿음, 여행, 더 높은 목적의 추구라는 ‘순례’의 3가지
성격을

보여준다.

수련자들은

“리시케쉬

요가

공동체”에서는

고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요가 수련을 하는 ‘몸’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며, 현재 상태의 변화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공유하고, 더 높은 정신적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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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 갈망을 가지게 되면서 인생을 재해석한다. 인도에서의 요가 수련은 이들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을 바꾸어 주지는 않지만, 지금까지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도전으로 재해석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게 하며,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희망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에게 증명하게 함으로써
생의학적 패러다임과는 다른 형태의 치유를 제공한다. 이러한 인도 요가 수련
여행을 ‘의료 순례’로 파악할 때, 생의학적 패러다임을 전제한 ‘의료 관광’ 혹은
‘의료 여행’이라는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치유 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요어 : 인도, 요가, 보완대체의학, 의료 관광, 순례, 질환 서사, 치유
학 번 : 2010-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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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인도로 훌쩍 떠난 사람들, 그리고

인도에서의 삶이 그들에게 선사한 색다른 경험과 깨달음은 1990년대 한국
1

사회의 대중적인 소설과 여행기 의 흔한 소재였다. 아래의 두 중견 작가의
소설에서 ‘인도’라는 단어는 그 자체만으로도 갑갑하고 허탈한 도시적 삶에
대비되는 해방 및 구원의 의미를 띠고 나타난다.
내가 10년이 넘게 다니던 잡지사에 사표를 내는 것과 동시에 아내에게
이혼서류를 넘겨주고, 그리하여 처음 맞는 어떤 해방감과 또 그만큼의 허탈감에
대해 흡사 오랜 굶주림 끝에 욕심껏 먹어치운 음식물처럼 숫제 소화불량증마저
느끼고 있을 때, 불쑥 뇌리에 떠오른 것이 바로 그의 경구와도 같은 몇
마디였다. 그리고 나는 기이하게도 그의 몇 마디 경구가 나의 소화불량증에
무슨 소화제라도 되는 듯이 청량하게 작용하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간밤에
마신 술의 명정 끝에 아직도 휘청거리는 몸을 낯선 여관방에서 벌떡 일으켰다.
「인도로 가자!」
-송기원, 『안으로의 여행』 p.13
문희도 인도라는 이름에서 순간 광채를 보았다. 여태 제가 살아온 삭막하고
허망한 도시, 사람들이 저마다 거친 말들을 내뱉고 그 말들이 먼지처럼 떠돌다
심장을 상하게 하는 도시, 혓바닥처럼 좁은 도시, 선(善)이 결여된 그 도시에서
인도로 떠나면서 문희는 구원을 찾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강석경, 『세상의 별은 다, 라사에 뜬다』 p.291

위의 두 소설의 주인공들처럼, 인도로 떠나는 사람들은 한국의 문학 및
미디어 속에서 대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 일종의 구원을 탐색하는 사람들로
그려졌다. 사실 이러한 이미지는 단지 한국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서구 사회에서는 특히 1960-1970년대에 인도를 향해 떠나는

1 류시화의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이 가장 대표적이며, 그 외 법정 스님의 『인도기행』, 강석경의 『세상의 별은 다, 라사에 뜬다』,
송기원의『안으로의여행』, 은희경의『명백히부도덕한사랑』, 이지상의『슬픈인도』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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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실제로 연구자가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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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여행하며 전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고통을 겪었으며, 인도에서 나름대로의 해결 방법을 찾고 있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혹시 인도를 방문하는 것이 고통의 경험 및
치유의 과정과 연관된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익숙하고 편리한 고국과 생활 현장을 떠나 언뜻 보기에
더 불편한 후진국으로 떠나게끔 이들을 추동하는 동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인도로 떠나는 사람들의 주된 이유는 위의 문학 작품들에서 표현된
것처럼 단순히 부부생활의 불화, 도시 생활의 괴로움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를 겪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인도로 떠나기를
결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인도를 찾는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처한 사회적 문제들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각 개인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문제로 나타나고 고국을 떠나도록 결심하게 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한국이나 서구 사회에서 인도를 찾는 현상이 특정한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은 이들의 행위 선택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다. 즉, 특정 시기 특정 사회에서 나타나는 인도
열풍은 그 사회에 대한 어떠한 시사점을 던져주는가?
인도에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 익숙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특히
이들의 행위를 고국에서 경험한 고통의 맥락 및 치유의 경험과 연결시켜 연구한
작업은 거의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치유를 위해 국경을 넘는 행위는
‘의료 관광(medical tourism)’으로 개념화되어 연구되어 왔지만, 외국인들의
인도 방문 및 수련의 양상은 기존의 ‘의료 관광’ 연구가 가정하고 있는
생의학(biomedicine)적 치료의 목적에 정확히 부합되지 않으며,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실천의 영역에 속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도로의 여행 및 수련 과정에
대한 연구는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의 맥락과 치유 과정에 대한 보다 새롭고
깊이 있는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현대 사회의 초국가적 맥락 속에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경험이 표현되는 방식과 그 치유 과정의 구체적
양상을 의료인류학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연구자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의 답을 탐색하고자 한다. 인도에서

2 본 연구의 예비조사, 본조사 이전인 1997년 12월-1998년 5월, 1998년 12월-1999년 2월, 2007년 4-5월의 개인 배낭여행을
통해서였다. 이외에도1997년부터하이텔인도동호회등온라인에서활동하며다양한인도여행자들을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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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 특히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형태 및 내용은 무엇이며, 그들이 이해하는 고통과 인도에서의
요가 수련은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이들이 인도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수련의

양상은

생성해내는가?

어떠하며,
이들의

그것은

선택과

행위

궁극적으로
과정이

어떠한

함의하는

치유의

치유의

효과를

패러다임은

무엇이며, 그것은 생의학적 패러다임과 어떻게 다른가?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검토
지금까지 서구의 의료인류학자들은 비서구 사회의 의료 행위에 주목해왔다.
서구의 생의학과 구분되는 민족의학의 틀 안에서, 소위 데카르트의 몸-마음의
이분법에

기반한

치료방식의

편향된

긍정성,

치료방식인

대안성이

서구의

최근까지

생의학에

논의되어

반하여

왔다.

비서구의

그러나

비서구

인류학자인 연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 서구 의료인류학자들의 생의학 대
비서구 민족의학의 구도는 매우 제한적인 시각일 뿐 아니라 실제 비서구
환자들의 경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비서구 민족의학, 혹은
보완대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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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주로 일반화된 치유의 실천 방식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요가는 가장 대중적인 보완대체의학 요법 중의 하나이지만, 요가 수련을 통한
치유 과정에 대한 연구는 아직 드물다. 요가 수련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요가가
특정 질병과 통증에 어떠한 의학적 효능을 가져오는지에 관한 의학적 연구,
인도 고대 사상으로서의 요가에 관한 철학적 연구가 대부분이다. 요가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수 년 전부터였는데, 영국에서의 요가의
사회사에 대한 뉴콤의 연구(Newcombe 2008), 인도와 서구의 사상적 흐름이
교류하면서

현대

요가의

철학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보여준

미셸리스의

연구(Michelis 2005), 인도에서 기원한 요가가 미국, 독일로 전파되어 나가는
궤적을 추적함으로써 현대 요가가 초국가적 맥락에서 건강과 자유의 가치를

3

보완대체의학(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은 미국 국립보완대체의학 센터의 정의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정통의학의

일부로 취급되지 않는 다양한 의료/건강 체계, 실천, 제품’으로, 대체의학체계(지압, 아유르베다, 동종요법, 자연요법, 전통치유 등), 생물학
기반요법(중금속제거요법, 민간의학, 식이보충요법, 자연산물, 식이요법, 메가비타민 요법 등), 몸 기반 요법(카이로프랙틱, 접골요법,
마사지, 움직임요법 등), 심신요법(바이오피드백, 명상, 상상요법, 점진적 근이완법, 심호흡운동, 최면술, 요가, 태극권, 기공, 에너지
힐링요법, 레이키등)으로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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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현하게

된

과정을

보여준

슈트라우스의

연구(Strauss

2005),

요가가

건강이라는 가치를 위한 대중적인 활동으로 변형된 이유는 요가가 과학과
의학이라는 현대 사상에 기반해 있기 때문임을 보여준 알터의 연구(Alter
2004)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들은 요가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인도의
전통이
산물임을

아니라

시대성에

밝혀냈으며,

맞게

따라서

변화하고
요가에

발전해온
대한

초국가적

새로운

문화

시각과

교류의

실증주의적

연구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요가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들은 신비주의에 가려져 있던 요가의 변형 과정을 밝혀내는
작업에 치중한 나머지 실제 요가 수련자들의 실천 양상과 치유 과정 등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을 보여주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연구자는 요가 수련자들이 요가를 선택한 배경과 치유의 과정을 알기 위해
의료인류학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어온

환자들의

‘질환

서사(illness

narrative)’를 이용하고자 한다. 클라인만(Kleinman)에 의하면, 질환 서사란
특정 사건들과 장기적인 고통(suffering)의 과정에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환자가 말하고, 중요한 타자들이 다시 말하는 이야기이다. 경험들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배열하고 그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질환 서사를 구성하는
줄거리, 핵심 비유, 수사적 장치는 문화적, 개인적 모델에서 동원된다(1988:
45). 클라인만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반드시
의학적인 틀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Kleinman 1997). 또한 고통은
주관적일

수

있으며,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

인지가

가능한지,

비정상으로 분류되어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의 기준 역시 특정 사회의
조건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환자 자신의 질환 서사는 인간의 고통과
치유를 인류학적으로 다루기 위한 중요한 대상이 된다.
여기서 질환(illness)은 신체적 징후와 증상으로 나타나는 몸 속의 병리적
변화를 일컫는 질병(disease)과는 다른 개념으로, 질환은 질병의 이러한 징후와
증상에

대한

개인의

의료인류학자들은

주관적

서구의

질병

해석과
개념에

반응을
대한

말한다(Nettleton
대안으로서

질병,

1995).
질환,

병(sickness)의 서로 다른 측면을 구분하였는데, 엄격한 의학적 의미를 가진
질병이라는 개념에 비하면 병은 사회적 고통을,

질환은 개개인의 주관적

경험까지도 아우르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의료인류학에서는 엄격한 의학적
의미에서의 질병은 아니지만 주관적 고통, 비정상 혹은 병리적 상태라고 느끼는
경험인 질환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왔다. 이러한 질환에 대한 개개인의
이야기인 질환 서사를 통해 요가 수련자들이 겪었던 주관적 고통, 그에 대한
4

사회적, 문화적 맥락 및 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해석과 반응을 파악할 때,
이들의 구체적 경험과 실천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질환의 치유를 위해 인도로 이동하여 요가를 수련하는 사람들의
구체적 경험과 실천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최근 정부, 산업계, 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의료 관광

4

’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5

무엇보다도 의료 관광은 ‘질환’이 아닌 ‘질병’과 이에 대한 생의학적 치료 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 관광은 대체로 관광업계, 미디어, 국가
정책의 영향 속에서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설령 그 행위자의 우선적인 목적이
의료에 있다고 하더라도 관광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어 왔다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소보는 ‘의료 관광’ 대신 ‘의료 여행(medical
travel)’이라는 용어를(Sobo 2009), 캉가스는 ‘국제적 의료 여행(international
medical travel)’, ‘외국에서의 의료 관리/치료(medical care/treatment abroad)’,
‘초국가적 의료/치유 여행(transnational medical/therapeutic journey)’이라는
용어를

쓸

것을

제안하였다(Kangas

관광이라는

용어

대신

망명(exile),

2010).

또한

일부

학자들은

난민(refugee)

등의

개념을

의료
이용한

대안적인 용어를 탐색하였다. 예컨대, 마토라스는 고국에서는 불법인 불임
시술을

받기

위해

망명(reproductive

스페인으로
exile)’이라고

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였으며(Matorras

‘생식을

2005),

위한

밀스타인과

스미스는 의료비가 너무 비싼 고국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외국으로 가는
미국인들을 가리켜 ‘의료 난민(medical refugee)’이라고 하였다(Milstein &
Smith 2006).
이렇듯 인류학자들은 의료 관광에 표상된 ‘저렴한 생의학적 시술과 관광의
결합’이라는 단순한 시각 대신 다양한 인식론적, 해석적 방법과 정치경제적
분석을 통해 환자의 차별적인 경험, 다양한 공간적 맥락과 신체적 이동의 문제,
정부의 정책 및 기술적 개입 등의 여러 차원을 고찰해왔다. 최근에는 공급시설
중심의 시각을 비판하면서 행위자 중심의 시각을 강조하는 연구 및 의료 여행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소보는 치료의
범주에 따른 상이한 문화적 의미 혹은 환자와 의료 공급자 양쪽에서 의료

4

의료관광은‘‘지원체계의도움하에수용할수있는질을가진특화되거나경제적인 의료관리, 웰빙, 회복을찾아 다른나라로여행하는

행위’로 정의되며(Keckley & Underwood 2008), “실제적인 의료 처치(actual medical treatment)”, “직접적인 의료적 중재(direct
medical intervention)”, “특수한의료적중재(specific medical interventions)”를포함한관광을뜻한다(Connell 2006).
5

성형술, 지방흡입술, 가슴확대술, 라식, 문신제거술, 치아교정 등의 미용수술, 그리고 정형외과술, 심혈관술, 불임 시술, 낙태, 안락사,

성전환수술등

5

여행이 구성되는 서로 다른 방식 등, 의료 여행을 보다 폭넓은 사회적 조건과
문화적 관습과 연관시켜 살펴보는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Sobo
2009). 한편, 솔로몬은 사랑, 친밀감, 돌봄 같은 개인의 정서가 의료 여행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의료 여행이 단순히 신체적 문제를
넘어선 사회구조적 문제와 관련된 상처 및 고통의 치유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비인간적인 의료체계 하에서 삶 자체가 고통이 되어버렸던
미국인, 영국인 환자들이 인도에 도착하는 즉시 ‘사랑 가득한 돌봄(loving
care)’과 인간적인 진료를 통해 희망과 치유의 가능성, 구원까지 얻는 모습을
강조하면서, 바로 이러한 효과가 ‘고국에 있을 때 고통을 주는 신체적, 감정적,
재정적,

정치적

상처를

편안하게

해주는

의료

여행의

능력’이라

하였다(Solomon 2011).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 관광’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고통과
치유의 문제를 상품 소비의 시각에서 다루어온 데 반해, ‘의료 여행’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들은 사회구조적 문제와의 연관성 및 신체적 고통을 넘어선
정서적, 감정적 상처까지 아우르고자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차원의 고통도 신체적 질병 때문에 발생하는 부차적인 증상으로 취급될 뿐,
아직까지 사회구조적, 정서적, 감정적 맥락, 혹은 질환을 국경을 넘게 하는
고통의 주된 이유로 다룬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연구자는 인도를 찾는 외국인들이 반드시 신체적
질병이라는 의학적인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견딜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러한 개인적 고통과 질환의 치유를 위해
인도를 찾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의료 여행’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의 지평을
넓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의 ‘의료 여행적’ 행위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

정서적,

감정적

경험의

맥락과

치유의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고찰해야만 할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치유를

위한

인도

방문과

같은

현상이

모든

나라에서

모든

시기에

발생한다기보다는 출신 국가의 특정한 사회구조적 맥락과 방문국의 특수한
환경이 중요하게 작동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의료 관광’이라는 개념이 가진 한계와 ‘의료 여행’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갖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인도를 찾는 외국인들의 경험을 ‘의료
순례(medical pilgrimage)’로 해석하고자 한다. 순례란 가치 있는 이상이
체현되어

있다고

믿는

장소나

상태를

탐색하기

위해

하는

여행을

뜻한다(Morinis 1992). 이러한 순례의 개념을 이용하여 송(Song)은 자국에서는
접근이 힘든 고가의 최첨단 의학기술을 찾아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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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켜 ‘생명공학 순례자(biotech pilgrim)’라는 대안적인 해석을 제시하였다.
최첨단의 치료를 받기 위해 국경을 넘는 것은 지금까지 ‘의료 관광’으로
분류되어

온

현상이었지만,

이것을

‘순례(pilgrimage)’로

해석하면

이러한

실천의 핵심이 현재 상태의 변형, 구원에 대한 희망 내지는 믿음, 신체적 치유를
넘어서는 더 높은 목적에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Song 2010). 이렇게 의료를
위한 초국가적 이동을 ‘순례’라는 개념과 연결시키는 것은 그 실천의 핵심이
정신적 영역을 포괄하는 보다 총체적인 인간 삶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준다. 또한 아무리 최첨단의 의료기술이라 해도 그것이 의료 행위가
되기 위한 핵심이 믿음이라는 것은 의료인류학의 핵심 질문 중 하나인 ‘의료’의
개념에 대한 문제와도 연결된다. 소위 원시 사회의 샤먼의 주술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권의 일견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치유행위도 ‘의료’로 바라보고
상대적인 시각에서 연구해온 의료인류학적 관점에서는 생의학적 패러다임이나
다른 의학적 패러다임 혹은 보완대체의학에 기반한 행위 모두 행위자들의
믿음이 투영된 ‘의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순례’라는 개념은
지금까지 ‘의료 관광’과 ‘의료 여행’이 가졌던 서구의 생의학 중심의 시각을
넓혀, 비서구적인 의료의 패러다임 혹은 보완대체의학에 기반한 치유를 위해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행위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도로

떠나 요가를 수련하는

외국인들의 이동 동기를 질환 서사를 통해 해석하고,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사회경제적 고통이 인도에서의 요가 수련을 어떻게 추동하였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인도에서의 요가 수련과 이를 통한 치유 과정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의료

순례’로

파악함으로써

의료

관광,

의료

여행이라는 개념으로는 포획하지 못했던 새로운 치유 현상의 양상과 그 의미를
밝혀내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장소는 인도 리시케쉬의 데바(Deva) 아쉬람(ashram: 힌두 수행
공동체)과 지바나-묵티(Jivana-Mukti) 아쉬람 및 주변 지역이다. 리시케쉬는
‘세계 요가의 수도’라고 불리는 곳으로, 전세계의 다양한 외국인들이 요가를
배우기 위해 모여들며, 많은 아쉬람에서 요가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7

리시케쉬에서의 현지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총 약 4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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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리시케쉬 내의 다양한 지역에 위치한 아쉬람 및 기타 치유
기관을 방문하고, 여러 아쉬람에서 묵으면서 다양한 요가 수업과 명상, 철학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본조사에 가장 적합한 위치를 탐색하였다. 이때 데바
아쉬람과 지바나-묵티 아쉬람의 요가 수련자들을 주된 연구 대상자로 선정한
후, 본조사에서는 참여관찰뿐 아니라 설문지 조사, 심층면접 및 문헌 조사를
활용하여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조사에서 참여관찰의 영역은 매우 다양했는데, 우선 연구자 본인이 데바
아쉬람 내에 머물며 이곳의 요가 수업(총 30회), 지바나-묵티 아쉬람의 요가
수업(약 60회)에 참가하면서 다른 외국인 수련자들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였다. 그 외에도 다른 강사들의 요가 수업(약 10회), 명상, 호흡, 인도
7

철학 수업, 리시케쉬의 연례행사인 국제 요가·인도 음악 페스티벌 , 국제 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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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영성 페스티벌 , 다양한 종교 행사 등의 이벤트에도 참가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수업이나 행사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요가 수련자들과 항상 함께
지내면서 이들을 관찰하는 한편 이들의 생활을 함께 체험하였다.
연구자는 참여관찰을 통해 리시케쉬 지역 및 인도 내 요가 수련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맥락을 파악한 이후, 보다 본격적으로 수련 과정에서 만난 외국인들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심층면접하였다. 심층면접 과정에서 연구자는 이들이
리시케쉬를 방문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며, 리시케쉬에서의 일상적 삶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한 이들에게 인식되는 치유의 경험은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질문하였으며, 이들의 생애사를 최대한 수집하였다. 또한 현지에서 수집 가능한
문헌의 분석을 통해 리시케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맥락을 파악하였다.
본조사 기간 동안 연구자가 머물며 수업에 참가한 데바 아쉬람은 전통이 오래
되어 대부분의 가이드북에 소개되어 있으며, 외국인 100여 명과 현지인 10여
명이

머물

정도로

규모가

크다.

연구자가

수업에만

참가한

지바나-묵티

아쉬람은 수업의 수준이 높기로 유명하다. 연구자는 이 두 아쉬람의 요가
수업을 중심으로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수련자들을 관찰하는 한편, 수업

6 예비조사는 2010년 12월 20일부터 2011년 2월 24일 까지(12월 30일부터 1월 19일까지는 리시케쉬 이외의 장소들에서 보내며
다른 장소의 외국인들과 리시케쉬의 외국인들 사이의 차이를 찾아보았다), 본조사는 2011년 9월 13일부터 2011년 12월 4일까지
수행하였다.
7 4th Free International Yoga & Indian Music Festival. 2012년11월1일-14일에걸쳐무료로진행되었다.
8 2nd International Festival on Yog, Culture & Spirituality. 리시케쉬에서17km 떨어진Dev Sanskriti University에서주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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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의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비공식적인 면접을 수행하였다. 수업 후에는
식사를 하러 가는 여러 그룹에 동참하였고, 낮이나 주말에는 1-2명씩 연구자의
방으로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였다.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모였을 때의 대화
및 행동 양상을 참여관찰하였고, 라뽀가 충분히 형성되면 연구자의 방이나
카페에서 심층면접을 하였다. 연구자는 한국인과는 한국어로, 외국인들과는
대부분 영어로 소통하였다. 참여관찰, 비공식적 면접 및 심층면접 외에도,
기본적인 인적 사항 및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면접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설문지에 답변을 써줄 것을 요청하였다. 영어로 작성된 질문지에는
연구자의 연구 목적과 인터뷰 내용을 실명 공개하지 않겠다는 안내 및 1) 국적,
나이, 가족사항, 학력, 직업, 평균 수입, 결혼 상태 등 기본적인 개인 정보, 2)
여행 경력, 3) 요가와 질환 경력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다.
연구대상자들과 라뽀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하루종일 자신의
수련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장시간의 대화가 힘든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연구자는 매일 이들과 함께 요가 수업에 참가하였고, 때로는 고난도의
자세를 성공시키면서 서서히 진지한 요가 수련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뜨내기
요가

수련자’나

연구자가

요가를

관광객’들을

‘단기
너무

사랑해서

차갑게
이러한

무시하던
연구를

수련자들도

한다고

나중에는

생각하고

적극

협조해주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 또한 이들처럼 다양한 요가와 보완대체의학
요법들을 체험해보았다는 점, 과거에 이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살았던 경험이
있다는 점, 이들이 여행한 곳과 고국을 대부분 가보았다는 공통점들이 도움이
되었다.
한편, 기록을 하기 좋은 환경은 연구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요가 수련자들은
항상 노트와 펜을 들고 다니면서 수업 내용과 새로운 정보를 기록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때그때 대화하고 관찰한 점을 기록하는
행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또한 연구자의 방에서 대화하다가 중요한
대목이 나오면 양해를 얻고 녹음을 하면서 바로 노트북 컴퓨터로 받아 적는
것도 가능했다.
연구대상자들이 연구를 환영한다는 점도 도움이 되었다. 연구대상자들 중에는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분류되는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스스로도 알고 싶다며
인류학자의 관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대학교에서 인류학이나
사회학 강의를 들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연구자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협조해주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주선해주기도 하였다.
많은

연구대상자들이

본

연구에

흥미를

이메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9

보여주었으며,

논문이

완성되면

연구자에게 자살 시도, 우울증, 가정 폭력 등의 무거운 체험을 터놓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연구대상자가 여전히 감정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거나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며

힘들어하는

경우에

연구자는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을

내려놓고 함께 흥분하거나 위로하는 등 면접과는 상관없이 친구로서 많은
9

시간을 함께 보냈다. 한 번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LSD 를 복용한 뒤 심한
두려움과 환각을 호소하며 한국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한국인들이

복잡한

사건에

휘말리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와

인터뷰를 하며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연구자가 ‘친구’라는 의무감을 느끼면서
가장 먼저 그에게 달려가게 되었다. 이처럼 많은 연구대상자들이 본 연구를
통해

스스로

자신과

동료들을

좀더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일반인들도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의 가족 관계, 병력, 경력, 수입, 내밀한 고민
등을 연구자에게 모두 터놓았으며, 그 과정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 교류하며
서로를 도운 것이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연구자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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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국적

50명의

외국인들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심층면접하였다. 이 50명 중 동북아시아인이 총 30명(일본인 15명, 한국인
11명, 타이완인 3명, 중국인 1명), 중국계 동남아시아인이 2명, 태국인이
2명이었다. 나머지 16명은 유럽과 북미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연령대는 20대에서 70대까지 분포해 있는데, 20-40대가 4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50대-70대는 모두 서구인이었으며, 20대는 아시아인, 서구인이
섞여 있었다. 50명의 성별은 남성 13명, 여성 37명으로 여성이 더 많으며,
기혼은 2명, 이혼은 3명, 미혼은 45명으로 대부분이 비혼이다.
국적에 상관없이 리시케쉬를 찾는 외국인들은 모두 ‘이주자’와 ‘여행자’ 사이,
단기 여행과 장기 여행 사이의 다양한 범위 곳곳에 분포해 있다. 예컨대, 10여
년을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힌두교의 전문적인 수행자로 활동하면서도 여전히
현지어를 하지 못하고 관광 비자를 통해 외국인 지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수 개월씩 요가를 수련하며 거주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또 인도인과의 결혼을 통해 현지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이 방문을 거듭할 때마다 기간과 형태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들은 인도
관광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 고국과 인도를 수 개월씩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많다. 고국에서 비자를 갱신하고, 다음 체류를 위한 비용을 번 후 다시
리시케쉬를 찾아오기를 반복하면서 점점 더 고국보다는 리시케쉬를 중심으로

9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는강력한환각제로, 다채로운환각증상(정체성상실, 시간왜곡, 공감각)을경험하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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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기도 한다. 인도를 반복해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비자 규정

10

이

까다롭지 않던 90년대까지는 연속으로 1년에서 5년까지 머물렀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비자만 가능하다면 수년간 계속 머물고 싶어한다. 이러한
모습을 고려하면 이들이 ‘여행자’이면서 ‘이주자’의 성격 또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차이가 큰 다양한 나라들에서 오는 만큼 이들을 사회 계층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힘들다.

리시케쉬의

외국인

요가수련자들

중

소위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은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 변호사, 판사
등의 전문직 은퇴자들, 대기업에서 일했던 중산층 출신들부터 고등학교 중퇴자,
실업연금이나 파트타임 일에만 의존하면서 살아온 빈곤층까지 다양하다. 반면,
동남아 등 소위 개발도상국 출신들은 고학력 상류층들이 많다. 즉, 이곳에는 일
년의 반은 일본에서 월급 17만엔을 벌고, 나머지 반은 인도에서 하루 7달러를
쓰며 버티는 가난한 빵공장 노동자와, 태국에서 수천 달러의 월급을 받으며
국제기구에서

일하다가

인도에서

하루

20달러를

쓰며

지내는

풍족한

컨설턴트가 한 장소에 섞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일견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 달에
1000달러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달에 1000달러 이상을 벌 수 있는
사람은 국제 사회에서의 고국의 경제적 위상 및 본인의 재정적 능력으로 인해
인도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으며, 인도로 오는 비행기표와 수 개월간의
생활비를 단기간에 마련할 수 있고, 외국의 도시를 개인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여행 경험과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교육 수준, 외국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 자본을 갖추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리시케쉬의 외국인 요가 수련자들의 출신국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인도의 많은 관광지에서 그렇듯 리시케쉬에서도 특히 중국인의
급격한

증가가

큰

특징이다.

러시아인을

필두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 출신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 외 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남미와 이집트, 이란, 등
소위 개발도상국에서 온 사람들, 동남아시아의 싱가폴, 말레이시아계 화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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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에는명상센터등에등록하면쉽게1년, 3년짜리비자를받을수있었으나, 지금은모든비자의발급요건이점점까다로워지는

추세이다. 최근까지 대부분의 선진국 출신들은 6개월짜리 관광 비자를 받았으나, 1-2년 전부터 는3개월짜리 관광 비자를 받게 되었다.
또한한번관광비자가만료되면제3국으로가서2개월이상머물러야새비자를받을수있게되었다. 예전에는미국, 캐나다, 스위스등
일부 국가 출신들은 5년짜리 관광 비자를 받아 5년간 연속적으로 인도에서 머물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매년 1회씩 외국인 등록을
갱신해야하는규정이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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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들도 여전히 소수이지만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한국인과 일본인들은 200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증가해왔는데,
연구자가

관찰한

2011년에는

지바나-묵티

아쉬람

수업의

20-50%를

차지하였다. 특히 일본인이 더욱 많았는데, 2011년 1-2월에는 수업 정원 55명
중 일본인이 10-11명으로 단일 국가 최대 인원수를 계속 유지하였다. 데바
아쉬람의

요가

수업에서는

연구자가

참여한

2011년

10-11월간

한국인,

일본인이 평균 58%를 차지하였다. 즉, 현재 리시케쉬에서 한국인, 일본인은
아주 큰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리시케쉬의 방문자들의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요가를 주목적으로
리시케쉬에

체류하는

외국인들

중

특별히

한국인과

일본인을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우선 최근 들어 인도의 요가 수련자들 중에
한국인과 일본인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의 새로운 초국가적
사회 현상으로서 연구자에게 흥미롭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중산층 백인’으로 대표되는 북미와 서유럽 출신자들의 인도 방문 및 요가
수련은 학문적 혹은 대중적으로 주목받아왔지만, 한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거의 부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학문적으로도 분명하게 기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연구자는 리시케쉬에서 연구대상자들과 함께 요가를
수련하며 두 차례에 걸친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두 조사 사이의 기간과
귀국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기간에는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이들의 일상
생활과 상호작용을 자세히 관찰하였는데, 이를 통해 이들의 이동 경로와
서로간의 상호작용, 나아가 삶의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관찰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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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리시케쉬, “세계 요가의 수도”
II장에서는 “세계 요가의 수도”라고 불리는 리시케쉬의 지리적, 역사적 배경과
생활 환경을 살펴본다.

1. 역사적, 문화적 배경
“전세계 배낭여행자들의 바이블”이라고도 불리는 가이드북 시리즈인 『론리
플래닛(Lonely Planet)』 인도편(Singh et al. 2007)은 리시케쉬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다.
60년대 후반 비틀즈가 마하리쉬 마헤쉬 요기의 아쉬람에 온 이후 리시케쉬는
영적

구도자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었다.

현재

리시케쉬에는

수많은

아쉬람과 모든 종류의 요가, 명상 수업들이 있어 ‘세계 요가의 수도(yoga
capital of the world)’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중략) 저녁에는 계곡으로
미풍이 불어내려오고, 사원의 종이 울리면 사두, 순례자, 관광객들이 밤의 강가
아르띠(Ganga aarti) 의식

11

을 준비한다. 리시케쉬는 아주 뉴에이지(New

Age)하다. 호텔 지붕에서 시타르나 따블라 12 연주를 배울 수 있고, 웃음 요가를
시도할 수도 있으며, 허밍 명상이나 공(gong) 13 명상을 할 수도 있다. 크리스탈
힐링(crystal

healing)

14

과

모든

종류의

마사지를

체험할

수도

있고,

염불(mantra chanting)에 갈 수도 있으며, 채식 식사와 함께 아유르베딕 차를
마시면서 영적으로 고양시켜주는 CD를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은 아니다. 리시케쉬는 현재 대중적인 래프팅 센터, 배낭여행자의
집합소, 히말라야 트레킹으로의 관문이다.
-『Lonely Planet』 12판, p.459

여기서 『론리 플래닛』이 강조하고 있는 아쉬람, 요가, 명상, 사두, 순례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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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a: 갠지스(Ganges)의현지발음. aarti: 버터의일종인기(ghee)에담갔던양초심지에불을붙여신들에게바치는종교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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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ar: 인도의전통현악기. tabla: 인도의전통북

13

gong: 동아시아에서두루사용되는타악기인징

14

유사 대체의학의 일종으로, 원석과 수정을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는 기법이다. 수정을 몸의 특수한 부위들에 올리거나 에너지장을

구축하기위해몸의주위에놓아치유력이환자를감싸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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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과 관련된 단어들은 리시케쉬가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표상되는 전형적인
방식을 보여준다.
리시케쉬는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New

Delhi)로부터

240km

북동쪽에

위치한 인구 약 8만 명의 작은 도시이며, 행정적으로는 우타란찰(Uttaranchal)
주에 속한다. 리시케쉬는 성스러운 신들의 땅 히말라야, 성스러운 어머니
강가(Ganga) 강, 사람들이 사는 평야가 만나는 특이한 지형 때문에 신의
영역이 인간의 영역과 만나는 곳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 성지가 되었으며,
크고 작은 아쉬람들이 밀집해 있다. 또한 히말라야로 향하는 순례의 시작점으로,
힌두교

성지

중

히말라야의

야무노트리(Yamunotri),

4대

성지로

꼽히는

바드리나트(Badrinath),

강고트리(Gangotri),

케다르나트(Kedarnath)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다.
리시케쉬에는 성지로 향하는 길의 눈이 녹는 여름철인 4월-9월에는 인도인
순례자들이

모여들고,

날씨가

쌀쌀해지는

10월-3월에는

외국인

요가

수련자들이 모여든다. 현지인들은 삶의 중요한 통과의례를 성지에서 치르기
위해, 혹은 히말라야 성지 순례를 시작하거나 종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리시케쉬를 찾아온다. 리시케쉬의 강가(Ganga) 강변 곳곳의 대형 천막 혹은
아쉬람에서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힌두 경전 강의, 구루의 설법회 등이

개최되며, 유명한 구루의 행사에는 전국에서 수천 명이 모여들기도 한다. 한편,
외국인들은 주로 요가나 보완대체의학을 배우거나 경험하기 위해 리시케쉬를
찾아온다. 리시케쉬는 미디어나 가이드북을 통해 전통과 현대성이 결합된
치유의 장소로 홍보되고 있으며, 현재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도인 구루(guru:
영적

스승)들이

설립한

아쉬람들과

최근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요가

교습소들이 모여 있고, 인도의 전통 의학인 아유르베다 의학과 자연요법, 마사지,
레이키(reiki) 등 보완대체의학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품들도 판매되고 있어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도다운 곳’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리시케쉬가 국제적인 유명 관광지로 등장하게 된 맥락에는 1960년대의
세계적인 영국 팝그룹인 비틀즈(The Beatles)의 영향이 크다. 그 전까지
리시케쉬는 히말라야 산속에서 수행하는 힌두 수행자들에게 보금자리 역할을
하였는데, 현대 요가가 재정립되어 전세계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몇몇 스승들이
유명해지면서
모여들게

된

리시케쉬
것은

또한

유명해졌다.

1968년,

비틀즈가

리시케쉬에
초월

전세계의

히피들이

명상(Transcendental

Meditation)으로 유명한 구루인 마하리쉬 마헤시 요기(Maharish Mahech
Yogi)의 아쉬람에서 머무른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리시케쉬의 발달 과정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성격에도 기인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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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서구 산업사회의 경제적 성장 및 문화적 변동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리시케쉬가 국제적인 관광지로 등장하게 된 맥락에는 인도 정부도
정책적으로 개입하였다. 예컨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타란찰주 관광청은
리시케쉬를

영성과

관광의

이상적인

장소로

홍보하면서

매년

국제

요가

페스티벌을 조직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요가가 리시케쉬의 지역적 특성으로
특히

강조되었다.

이후

리시케쉬는

각종

문헌에

‘세계

요가의

수도’라고

소개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젊은 현지인 요가 강사들과 이들의 요가
교실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다.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히말라야에서 수행하던 요기들, 현지인 순례자들
및 서구인 히피들이 찾던 조그만 마을이었던 리시케쉬는 2000년대 들어 요가의
전세계적 인기와 이에 부합한 인도 정부의 마케팅, 여러 종류의 행사에 힘입어
더욱 급속하게 관광지로 성장하였다. 대형 아쉬람, 요가 교습소, 개인 요가
강사들은 점점 더 다양한 요가 축제, 인텐시브(intensive) 요가 코스, 강사
트레이닝 코스 등을 주최하고 있다.
이러한 요가 수행처나 치유 시설, 요가 코스의 광고에서 리시케쉬는 흔히
영적인

장소로

표현되는데,

사실

영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반문명이나

반산업화의 성격을 띠어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리시케쉬의 영성은
흔히

환경에

대한

담론이나

이미지를

통해

산업과

소비에

물들지

않은

아름다움과 순수함으로 표현된다. 예컨대,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성스러운
강가(Ganga)’, ‘푸른 히말라야’ 등의 문구는 이곳이 진정으로 영적인 안식처임을
강조한다. 이렇게 리시케쉬에 ‘자연 그대로임’이 강조되고 이와 더불어 치유의
이미지가 입혀지는 과정은 에드워드 사이드가 지적한 ‘오리엔탈리즘’의 과정과
유사하다. 사이드에 따르면, 오리엔탈리즘은 ‘동양’과 (대체로) ‘서구’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존재론적이자

인식론적인

구별에

근거한

하나의

사고방식이다(사이드 2009: 16). 오리엔탈리즘에 뿌리를 둔 인식론적 구별
속에서 소위 ‘동양’은 비합리적이고 전근대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보다
열등한 공간이지만, 바로 그러한 반문명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서구의 근대와 발전이 남긴 부작용을 치유해줄 수 있는 인간의 원천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은

동양에

관하여

쓰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방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제한을 가해왔다. 한 번
만들어진 인도와 리시케쉬의 영적인 이미지는 이후 작가들과 여행자들의 시각과
사고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으며, 가이드북과 미디어의 보도, 광고 등을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되어왔다. 여행자들이 리시케쉬를 인식하고 생각하는 바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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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인도 여행기, 수행 체험기에서 이상적으로 그려지는 ‘영적인 여행자’에
대한 동경, 여행자의 전존재를 부수고 새롭고 정화된 사람을 탄생시키는
공간으로서의

인도에

대한

환상이

작용하는데(Kraft

2007),

이것

또한

오리엔탈리즘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순수하고 산업화에 물들지 않은’ 이미지의 생산은 역설적으로 사실상
산업화의 근간인 소비문화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단적인 예로
리시케쉬에서는 방문자들의 ‘영적인 안식’을 위하여 아유르베다 코스, 마사지
프로그램,

치유

음악

CD

등이

판매되는데,

이러한

상품들은

리시케쉬의

치유력과도 연결되어 이곳이 요가 수련과 육체적, 정신적 웰빙에 이상적인
장소라는 것을 대변한다. 미디어에서도 이러한 이미지를 재생산하여, 리시케쉬를
전통과 현대성이 결합된 치유의 장소로 홍보하고 있다. 호예즈에 의하면, 결국
리시케쉬는 ‘요가의 슈퍼마켓’이나 소비의 풍경이다. 따라서 요가를 배우거나
경험하기 위해 처음으로 인도로 가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리시케쉬로 가며,
결국 리시케쉬는 요가와 건강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중심 장소가
되었다(Hoyez 2007).
그러나 많은 외국인들이 이러한 이미지와 상품을 ‘소비’하면서도 리시케쉬가
너무 ‘상업적’이라고 비판하며 이곳이 관광지로 발전하는 모습에 분노한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인도는 ‘비물질적 영성을 가진 곳이어야 한다’라는 시각을
갖게 된 이들에게 리시케쉬는 가장 반문명적이고 순수하며 영적인 모습으로만
남아 있어야 하는 곳인

것이다. 이것은 오리엔탈리즘적 인식론에 기반한

외국인들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대변해준다.
한편, 리시케쉬를 세계 요가의 수도로 성장하게 한 최대의 공헌자는 인도와
요가에

이러한

영성’의

‘비물질적

이미지를

각인시킨

최초의

인물인

스와미(swami: 힌두 수행자) 비베카난다(Vivekananda)와 그의 가르침에 강한
영향을

받은 스와미

시바난다(Sivananda)이다.

시바난다는 남인도

출신의

의사였지만 리시케쉬에 정착하여 수행하고 가르치면서 21세기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적

거물이

되었다.

시바난다는

비베카난다가

서구에

만든

라마크리슈나 미션(Rama Krishna Mission)과 베단타 스쿨(Vedanta School)을
모델 삼아 리시케쉬에 디바인 라이프 소사이어티(Divine Life Society)라는
단체를 설립했다. 이 단체는 시바난다의 제자들에 의해 1950년대 이후 인도와
전세계로

뻗어나갔고,

이와

함께

전세계에

‘시바난다

요가’가

전파되었다(Strauss 2005). 현대 요가의 전지구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시바난다

요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시바난다

요가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대중적이고 영향력 있는 현대 요가인 아옝가 요가(Iyen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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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ga), 아쉬탕가 빈야사 요가(Ashtanga Vinyasa Yoga)에 큰 영향을 미쳤다.
현대 요가의 역사에 있어 리시케쉬의 이러한 상징성 때문에 한국, 일본,
중국의 많은 요가 단체들은 요가 강사 트레이닝 코스의 마지막에 리시케쉬 순례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많은 요가 강사들이 프로필에 “인도
리시케쉬 요가 연수”와 같은 항목을 넣으며, “히말라야 리시케쉬 및 인도의 여러
수행처에서 요가를 배웠다”와 같은 문구를 통해 히말라야와 리시케쉬와의
연결을 부각시킴으로써 자신이 배운 요가의 정통성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리시케쉬는

성지로서의

지리적

배경,

서구

산업사회의 문화적 변동과 인도 정부의 정책 그리고 이를 이용한 관광산업의
발전이라는 문화적 배경, 리시케쉬를 중심으로

전세계에 요가를 전파시킨

지도자들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 덕분에 “세계 요가의 수도”가 되었다. 다음
절에서는 세계 요가의 수도에는 현재 어떠한 사회적 환경과 요가 시설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2. 리시케쉬의 사회적 환경과 요가 시설
리시케쉬는 [그림 1]과 같이 크게 시내와 람줄라, 락쉬만줄라 지역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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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리시케쉬의 간단한 지도 (연구자 작성)

시내는 관공서, 기차역 등이 위치해 있는 생활 공간이다. 여기서 2km
북동쪽으로 떨어진 람줄라 지역과 다시 여기서 1.2km 떨어진 락쉬만줄라
지역은 종교 시설들이 위치해 있는 성지 지역인데, 특히 요가 수련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곳은 람줄라 지역이다.
본 연구의 중심 장소인 람줄라 지역은 강 양쪽으로 대형 아쉬람들을 비롯한
종교적 시설이 많아 항상 곳곳에서 힌두 찬송과 경전 읊는 소리가 들리며,
분위기가 경건하다. 해질 무렵이 되면 가트(ghat: 강으로 이어지는 계단)
곳곳에서 해당 아쉬람이 주관하는 아르띠 뿌자(aarti puja)가 열린다. 아르띠
뿌자는 가트 앞에 불을 피우고 함께 강을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는 행사인데,
이때 순례자들은 바나나 잎에 싼 꽃을 사서 불을 피운 향을 꽂은 뒤, 소원을
빌며 강가에 띄워 보내기도 한다. 람줄라 지역의 유일한 오락거리는 아르띠
뿌자이며, 밤 9시가 되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아 거리가 깜깜해진다.

[그림 3] 아르띠 뿌자

[그림 2] 람줄라 지역의 아쉬람들

람줄라에

머무는

외국인들은

장기간

요가

수련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리시케쉬 지역 전체에는 아쉬람이 100곳이
넘는데, 유명한 요가 수업들은 대부분 람줄라 지역에 모여 있다. 람줄라의 요가
수업들은 대부분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아침 저녁으로 각각 2시간
정도씩 진행된다. 이 중 가장 크고 유명한 것은 스위스 여성인 자야가 지도하는
지바나-묵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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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람의

아옝가

요가

15

수업인데,

이

수업에

대해서는

아옝가 요가(Iyengar Yoga)는 B. K. S Iyemgar에 의해 개발된 요가 체계로, 벨트, 벽돌, 담요와 같은 보조도구를 이용해서 자세를

취하는하타 요가의한형태이다. 신체의 정렬을강조하며, 말을많이하면서신체의 잘못된위치와 실수를구체적으로정확하게교정하는
것이특징이다.

18

IV-2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다른 수업들은 모두 인도인 남성들인
개인 요가 강사들에 의해 운영된다. 하타 요가를 가르치는 람과 아쉬탕가
빈야사 요가

16

를 가르치는 크리슈나는 매년 몇 개월씩 반복해서 찾아오는

외국인 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이 두 선생의 수업에는 평균
15-20명 정도가 참석한다. 그 외에 아쉬람이나 호텔 요가홀에서 열리는 소규모
요가 수업들도 많이 있다. 람줄라 이외의 지역에도 인기가 많은 수업이 있는데,
특히 리시케쉬 시내에서 아옝가 요가를 가르치는 아르주나가 유명하다.
리시케쉬에는 이러한 정규 요가 수업 외에도 특별 인텐시브 코스가 자주 있다.
전세계를 돌면서 코스를 개최하는 유명한 요가 선생들이 오게 되면 길가 곳곳,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레스토랑, 서점 등에 포스터가 붙는다. 특히 람줄라 시장
거리의 ‘The Office’라는 찻집, 뒷골목의 ‘Moondance’, ‘Oasis Café’ 등
장기체류자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레스토랑들이 중심이 된다. 이런 가게들은
현지인 식당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뮤즐리, 샐러드, 원두 커피, 고급 과자 등의
메뉴를 제공하여 외국인들이 자주 찾으므로, 서로의 요가 수업, 심신요법 등에
대한 정보가 교류되고, 떠나는 자와 새로 도착한 자들의 중고물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심지로 기능한다.
람줄라

지역을

포함하여

리시케쉬의

전반적인

물가는

외국인들이

장기체류하는 인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저렴하다. 2011-2012년 현재
대부분의 장기체류자들은 숙식, 요가 수련, 기타 생활비를 모두 포함하여 한 달
평균 300-500달러를 쓴다. 일부 부유한 서구인 장년층은 600-700달러를
17

쓰기도 한다 . 이렇게 수업비와 생활비가 저렴한 것은 장기체류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리시케쉬에는 다양하고 질 좋은 요가 수업들이 아침
저녁으로 있으며, 요가 수업비와 생활비가 저렴하다.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다른
오락거리나 모임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모든 시간을 요가에 바칠 수 있다.
고국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요가를 가르치는 곳이 드물고, 있어도
선생의 질이 떨어지고 거리가 너무 멀며, 갈 수 있다 해도 수업이 주 1-3회

16

아쉬탕가 빈야사 요가(Ashtanga Vinyasa Yoga), 혹은 아쉬탕가 요가는 K. Pattabhi Jois에 의해 개발된 요가 체계이다.

파워(Power) 요가, 빈야사(Vinyasa) 요가는 이 요가에서 추출된 몇 가지 타입을 일컫는 용어이다. 아쉬탕가 요가는 하타 요가에서
강조되는 정확한 몸의 정렬보다는 동작 사이의 호흡과 변환에 관심을 두며, 미리 완전히 정해진 아사나들의 순서에 따른다는 점이
특징이다.
17

대부분 숙소에 하루 평균 150-200루피(Rs: 인도의 화폐 단위)를 쓴다. 요리를 직접 하면 하루 평균 100루피를, 하지 않으면

300루피정도를쓰며, 요가수업에는하루에150-300루피를쓴다. 2012년2월현재환율은1달러=50루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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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라는 것에 비하면 리시케쉬는 수련에만 몰두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셈이다.
많은 요가 수련자들은 리시케쉬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이러한 생활 환경을
합쳐 ‘요가만 할 수 있게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곳’, 혹은 ‘요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환경은 IV장에서 보듯 실제로 요가에만
몰입하는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이 되며, 전세계에서 많은 요가 수련자들이
모여드는 실질적인 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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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요가 선택의 배경과 질환 서사
III장에서는 한국인, 일본인들이 인도 리시케쉬에서 요가 수련을 하게 된
계기를

고국에서의

상황

및

이곳을

선택하기까지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각 개인들이 인도에서의 요가 수련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한두 가지로 정리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지만, 연구자는 면접을 통해 적어도 세
가지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발견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첫째, 이들은 인도에
오기 몇 년 전의 기간 동안 실업 내지는 일시적인 파트타임 일자리로의 전락,
기타 부정적 이직, 이혼 등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을 경험하였다. 둘째,
이와

같은

삶의

부정적

상황

내지

사건에

직면하여

이들은

각

상황에

안주하기보다는 대안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끊임없는
시행착오와 탐색의 과정을 거쳐 결국 인도에서의 요가 수련을 선택하게 되었다.
셋째, 이들은 고국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질환을 다양한 증상과 함께
경험하였으며, 그 경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 내지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요가 선택의 배경
리시케쉬의

한국인,

일본인

요가

수련자들이

인도에서의

요가

수련을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의 경험
연구자는 이들이 인도를 찾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을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이들이 리시케쉬로 오기 전 몇 년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들의 학력 및 고국에서의 직업과 월평균 수입, 그 변화의 추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여기서 이들의 직업과 수입의 변화는 대부분 여행 이전에
고국에 있을 때의 변화이다. 직업의 변화, 수입의 변화에서 인도를 포함한
여행을 시작한 후 나타난 변화는 굵은 글씨로 표기하였다.

18

18

수년에서수십년간여행을하며살고있는사람들의경우, 여행이전, 이후의변화를구분하기어렵다. 그러나계속파트타임일자리를

전전하므로, 사회경제적지위가더내려갈수없고, 여행전후를나누는작업이의미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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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가명

연 성
학력
령 별

일본

시츠카

55 여

일본

카주코

일본

마루코

일본

신이치

43 남 대졸

파트타임(농장, 어장, 기념품 판매, 도로공사…)

일본

노조미

40 여 대졸

대기업 광고부=>스튜디오 사진사=>일본어 강사

일본

히로코

38 여 석사

대기업 컴퓨터 엔지니어(7년)=>시아츠 강사/농부

42만엔=>10만엔 (감소)

일본

나오미

34 여 대졸

오피스 계약직=>호주 워킹홀리데이(호텔 리셉션
등)=>오피스 계약직

23만엔

일본

카오리

32 여

일본

미에

일본

하루

일본

에미

직업학교
오피스 계약직
(2년)
오피스 계약직=>정직원 잡지 편집자(도쿄)=>파트타
31 여 대졸
임(카페)=>프리랜서 잡지 편집자(지방)
직업학교
31 여
가게 바이어/판매원
(3년)
30 여 대졸
파트타임(농장, 호스텔, 캐디)=>영어 선생(1년)

일본

겐이치

29 남 고졸

주요직업(여행 이후 변화는 굵은 글씨)

직업학교
재봉사=>백화점 판매원=>빵공장 노동자
(2년)
직업학교
46 여
전업 주부=>힐러(healer)
(2년)
직업학교
44 여
치과 기공사=>간병인=>JIKA 대원
(2년)

음악가=>파트타임(농장, 산장…)

가게 판매원(2년)=>호주워킹 홀리데이(농장, 식당, 호
27 여 고졸
텔…)=>여행사 직원
25 여 대학 중퇴 파트타임(가게/백화점 판매원, 식당 서빙)
파트타임(주방, 농장, 판매원)=>호주 워킹홀리데이(농
23 남 고졸
장, 웨이터, 주방)=>파트타임(주유소, 호텔 리셉션, 이
사 도우미)

월소득(여행 이후 변화는
굵은 글씨/감소시 표시)
??=>17만엔
불규칙
25만엔=>21만엔=>10
만엔 (감소)
27만엔=>1,200USD (감
소)
(더 많음)=>14만엔 (감
소)

12.5만엔
33만엔=>25만엔 (감소)
25만엔
불규칙=>16만엔
극히 불규칙

일본

아유미

일본

유리

일본

신지

한국

희경

49 여 대졸

대기업 비서(12년)=>자영업(2년)=>이자 수입

??=>??

한국

연일

45 남 석사

파트타임(포장마차, 고시원 총무...)

극히 불규칙

한국

달희

42 여 석사

전업 인테리어 디자이너(10년 이상)=>프리랜서 인테
리어 디자이너

420만원=>??(감소)

한국

병철

41 남 대졸

학원강사, 무대감독, 연출, 파트타임(음식배달)=>액세 ??=>120만원 (감소/불
서리 제작, 판매
규칙)

한국

지연

33 여 대졸

호텔 이벤트 코디네이터, 호텔 인스펙터

한국

유정

33 여

한국

인혜

30 여 대졸

대기업 컴퓨터 프로그래머(6년)

280만원

한국

영수

29 남 고졸

파트타임(서빙, 가게 판매원, 학원 실장…)

90만원 (불규칙)

한국

관욱

26 남 대학생

파트타임(사무 보조, 식당 서비스)

250만원 (불규칙)

한국

승은

전문대졸 파트타임(빵공장 노동, 전화상담원, 조사원, 요리강사,
26 여
(2년)
요가강사…)

70만원 (불규칙)

한국

은숙

23 여

전문대졸
상담사(3.5년)=>호주 워킹홀리데이=>상담사(2.5년)
(2년)

전문대졸
파트타임(식당)
(3년)

불규칙
불규칙
26만엔 or 9,000엔(day)
(불규칙)

2,700USD

150만원

130만원

[표 1] 요가 수련자들의 주요 직업과 월소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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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직업이 불안정해지면서 소득이 불규칙해지거나 감소한 사람들은
괄호 안에 감소라고 표시하였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유는 다양하다. 경기침체 및 테러, 지진 등의 재해로 실직하거나 근무 조건이
열악해진 노조미 같은 사람도 있고, 전문적인 경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건강이 나빠지거나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해 자발적으로 더 보수가 낮은 직업을
선택한 히로코나 달희 같은 사람들도 있다. 소득이 감소하지 않은 사람들은
특별한 전공지식이나 기술 없이 파트타임 노동을 해왔으며, 더 이상 소득이
감소할 수 없어 계속 비슷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러한
경우는 일본인들에게 많았는데, 신이치처럼 지난 10-20년간 경기가 나빠지면서
파트타임 노동 임금마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경우도 있다.
다음 사례에서 노조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락한 과정과 인도 방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사례 III-1: 노조미(40), 일본, 여성, 인도 1회/리시케쉬 1회 방문, 요가 경력 7년]
노조미는 도쿄에 있는 명문 사립대학교에서 사회학 전공으로 졸업한 후 “좋은
광고 회사”에 정사원으로 입사했다. 광고주와 디자이너 사이를 뛰어다녀야 할
때가 많았는데, 급여는 만족스러웠지만 허리가 아파서 뛰어다니기가 힘들었다.
노조미는 자신을 괴롭히는 “마녀 상사”도 싫고, 더 나은 직업이 있을 것 같아
회사를

그만두었다.

1999년에

영국계

다국적

기업에

입사했다.

일본계

대기업과의 합작회사였는데, 5년만 일하면 임원으로 승진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아주 좋은 조건”에 들어갔다. 월급은 30만엔이었고, 정사원이었다. 그러나
2001년 9.11 테러 이후 회사가 일본에서 철수하면서 해고되었다. 그때 언니가
있는 영국으로 가서 1년간 영어 학교에 다닌 후, 귀국 후에는 남편의 사업을
도왔다. 이도 곧 지겨워진 노조미는 월급으로 18만엔이 조금 못 되는 금액을
받고 사진관에서 신혼부부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
남편과
가르치게

이혼했고,

일본어

교사

자격증을

되었다.

아침에

출근하여

수업을

취득하여
하고,

학원에서
밤에는

외국인들을

이들의

과제를

채점하느라 야근을 할 때가 많지만 급여는 일당 7,000엔에 불과하며, 잔업
수당은 없다. 2011년에는 3.11 지진 때문에 외국인들이 일본을 떠나자, 그나마
있던 수업도 줄어들어 수입 또한 감소했다. 학원장이 무급 휴가를 가라고
독려해서 노조미는 3개월간 쉬기로 하고 인도에 왔다. 인도를 선택한 이유는
지진 이후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고, “죽기 전에 인도에 와보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인도의 철학책들에 중독”됐기 때문이다. 인도의
철학책들은 “안전하다는 느낌, 만족감”을 주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하지만 일본어 강사 일은 “너무 수입이 적고 생존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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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서” 귀국하면 또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한다.

여기서

노조미는

경기

침체,

테러와

지진,

이혼

등으로

점점

직업이

불안정해지고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노조미는 연구자에게 “나이가
들었고, 이혼녀이고, 돈은 없는” 3가지 장애물 때문에 근심이 많다고 여러 번
말했다. 노조미는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상황을 위로해주는 인도의 철학책들에
“중독”되었지만, “더 현실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고
하였다.
노조미처럼 사회경제적 지위가 뚜렷하게 정도로 하락한 일부의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민감하게 의식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반면, 계속 계약직이나
일시적인 파트타임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표 1]의 신이치, 겐이치, 신지, 승은이 전형적인
예이다.
다음 사례는 신지의 파트타임 일 경력과 인도 방문 내력을 보여준다.
[사례 III-2: 신지(23), 일본, 남성, 인도 4회/리시케쉬 4회 방문, 요가 경력 2.5년]
신지는 농촌 출신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파트타임 일을 하였다. 주방 일을 주로
하였고. 농장에서 일주일에 4-5일간 매일 5시간씩 마굿간 청소하는 일도
하였다. 졸업 후 반 년 간 일은 하지 않고 놀다 보니 벌어둔 돈이 바닥났다.
신지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삶에 대해 만족이 없어서” 외국에 나가기로 결심하고 주유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돈을 모았다. 백만 엔을 넘게 모았을 무렵, 형의 여자친구가 호주에서
돌아왔다. 신지는 그녀에게 워킹홀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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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천받은 뒤 호주에 가기로

결정했다. 호주에서 첫 4개월간은 학교에 다니며 영어를 배웠고, 그 후 스시
레스토랑에서 2개월간 일했다. 이렇게 6개월간 시드니에서 보낸 후 퍼스의
농장에서 아픈 돼지를 죽이는 일을 했다. 시간당 17호주달러를 받으며 2개월간
일했다. 그 후 남쪽의 농장으로 가서 포도, 사과, 토마토를 따는 일을 한 뒤,
동쪽의 또다른 농장으로 가서 2개월간 채소와 사과를 따는 일을 했다. 마지막
1개월은 히피타운에 머물며 간자 20 만 피웠다. 그 후 필리핀에 가서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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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Holiday: 나라간에 협정을 맺어 젊은이들로 하여금 여행중인 방문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해주는 제도. 이를

위하여 발급하는 비자를 워킹홀리데이 비자라고 한다. 만 18세에서 30세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며, 실제 체류기간 1년을 인정한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에 호주 워킹홀리이 붐이 일었다. 2012년 현재 한국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덴마크, 대만, 홍콩, 스웨덴, 체코와워킹홀리데이비자협정을맺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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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삼의 암그루 꽃이삭과 잎에서 얻은 것을 간자(ganja), 야생삼에서 얻은 것을 마리화나(marijuana), 방(Bhang)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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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배웠고,

귀국하여

2개월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었다.

그

후

4-5개월간 호텔 리셉션과 주유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돈을 모았다.
주유소는 주 6일간 하루에 9-10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260만-270만엔을
받았다. 돈이 모인 후에는 동남아, 인도, 네팔, 중국을 총 7개월간 여행하고
귀국했는데, 이번에는 1개월간 이사 도우미로 매일 8-9시간 정도 일하고 일당
9000엔을 받았다. 그 후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식당에서 일하고,
오전에는 마굿간을 2-3시간 동안 청소하는 생활을 4개월간 하였다. 다시 돈이
모인 후에는 오키나와와 야쿠시마의 야생 환각 버섯이 자라는 곳에서 총
2개월간 캠핑을 하며 하루종일 버섯을 먹고 간자를 피우고 술을 마셨다. 그 후
바로

인도로

왔는데,

목적의

70%는

‘싸고

맛이

좋은

간자를

피우기

위해서’였고, 30%는 함께 캠핑했던 여행자들이 추천해준대로 인도에서 요가를
수련해보고 싶어서였다. 이때 인도, 네팔, 스리랑카를 여행한 뒤 귀국했다. 그
후 귀국하여 다시 농장 일을 했고, 위빠사나(Vipassana) 명상 코스에도
참석하며 2개월 반을 보냈다. 그 후 이번에는 요가 수련에만 매진하기 위해
인도로 왔다.

위의 사례를 보면 신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직업 및 경력에
대해 고민하거나 시간을 투자하여 준비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신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 특히 일본인들은 몇 개월간 돈을 번 뒤 인도나 다른
외국에서 지내다 오는 생활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경향을 보였는데, 여행이 끝날
때마다 통장 잔고가 거의 빈다고 하였다. 한국인, 일본인 모두 경제 사정이
취약했지만, 앞에서 살펴본 노조미처럼 일본인 중에는 “아무리 아끼며 살아도
생존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경제 사정이 취약한 사람들이 한국인보다 더
많았으며, 그 정도도 더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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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한국인들도 그렇지만, 특히 일본인들에게

두드러지는 특징은 적어도 연구자가 면접한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희망이나 의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으며, 고국에서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궂은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 외국에서 최대한 오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하쉬쉬(hashish) 또는 대마수지는 성숙한 대마의 꽃대 부분에서 얻은 수지를 채취하여 제조한 것으로, 마리화나보다 6배 정도 효과가
강하고 가격도 비싸다. 하쉬쉬는 날것으로 먹기도 하고 차에 녹여 마시기도 하지만 연기로 흡입할 때 가장 효과가 크다. 인도에서는 간자,
마리화나, 방, 하쉬쉬모두널리이용된다.
21

이들 중 몇 년간 노동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40대 이상의 한국인 두 명뿐이었는데, 달희는 전문기술을 가지고 십수 년간

일한 덕에 “4년 정도 인도에서 지내면서 공부할 수 있을 만큼”의 통장 잔고가 있고, 희경은 12년간 대기업에서 일한 덕에 집과 부동산을
소유하여“월세만받아도혼자사는데는무리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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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모든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이었다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리시케쉬에서 장기체류하며 요가를 배우는

외국인들은 최근 몇 년간 사회경제적 지위가 점점 더 낮아졌거나 앞으로 향상될
여지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은 별반 흥미거리가 되지 못하며, 앞으로 III, IV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주요 관심사는 오로지 요가 수련뿐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요가를 중심으로 한 삶의 방식과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이들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끊임없는 시행착오와 탐색의 여정
리시케쉬의 외국인 요가 수련자들은 가정과 직장을 중심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요가에 몰두하려는 결심을 하고 리시케쉬를 찾아온 것이 아니다.
리시케쉬는 끊임없는 시행착오와 탐색의 여정 중 거쳐가는 곳, 혹은 종착점이다.
국적을 막론하고 외국인들은 리시케쉬에 오기 전까지 고국에서, 혹은 인도의
다른 곳에서 특히 다양한 치유 행위들을 시도해보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리시케쉬에서

요가에

몰두하면서도

이러한

다른

치유

행위를

시도해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림 4]는 특히 연구자가 심층면접한 한국인, 일본인 요가 수련자들이
리시케쉬에 오기 전과 후에 경험해본 치유 행위들을 도표로 정리한 것으로,
리시케쉬로 요가 수련을 하러 오기까지 이들이 얼마나 다양한 치유 행위들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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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에 걸쳐 시도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A 영역은 고국이나 거주지 의
병원에서 시도한 생의학 치료(정신과 상담 및 약물 치료, 정형외과 치료,
이비인후과 치료, 산부인과의 피임약 치료, 내과의 비만약 치료 등), B 영역은
고국이나 거주지에서 시도해본 보완대체의학 요법(한의학과 중의학(보약, 침술),
무허가 약제사의 약물 요법, 마사지(시아츠, 지압, 태국 마사지, 중국 마사지),
니시 요법, 마크로바이오틱, 카이로프랙틱, 필라테스, 선무도, 레이키, 채널링,
크리스탈 힐링, 최면술, 손금 읽기, 타롯 카드, 꽃 에센스 요법 등), C영역은
인도에서

시도해본

보완대체의학

요법(아유르베다

의학,

점성술,

구루에

헌신하는 명상, 레이키, 위빠사나 명상 등), D 영역은 기타 국가에서 시도한
보완대체의학 치료(태극권 등), E 영역은 고국에서 시도한 종교적 행위(가톨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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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일본인의이러한유사점과차이점에대해서는후속연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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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을비롯하여인도처럼치유의목적때문에일부러간곳이아니라유학, 직업으로인한파견등으로거주한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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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와 피정, 티벳 불교 명상, 한국 불교의 절하기와 참선, 기도, 구루에의 헌신,
위빠사나 명상 등), F 영역은 인도에서 시도한 종교적 행위(아쉬람의 힐링
프로그램, 한국 불교의 절하기와 참선, 위빠사나 명상 등), G 영역은 기타
요법(상담 등), H 영역은 고국에서의 요가(핫 요가, 파워 요가, 하타 요가,
아옝가 요가, 아쉬탕가 요가 등), I 영역은 인도에서의 요가(하타 요가(시바난다
요가, 까이발리아다마 요가, 기타 혼합된 요가), 아옝가 요가, 아쉬탕가 요가
등)이다.

[그림 4] 요가 수련자들이 시도해본 치유 방법들

다음 카주코와 인혜의 사례는 위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적게는 한두
가지, 많게는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본 사람들 간의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카주코가 B영역의 요법들을 집중적으로 시도했다면, 인혜는 A, B, F,
G, H, I 영역을 모두 시도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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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III-3: 카주코(46), 일본, 여성, 인도 9회/리시케쉬 2회 방문, 요가 경력 2년]
카주코는 남편의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 때문에 쇼핑 중독 증세가
생겼다. 처음에는 상담을 받았으나 소용이 없어서 “힐링(healing)”을 배우기
시작했고, 크리스탈 힐링, 레이키, 채널링, 캔들 매직, 카운슬링, 오링(o-ring),
최면술 등의 요법들을 배웠다. 그러다가 신비한 능력을 가진 인도인 스와미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단체의 일본 협회의 고위직을 맡게 되면서
인도를 자주 오가게 되었다. 그 동안 이혼을 하였고, 지금은 이 단체로부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스와미를 찾아 그 힘을 받아오라”는 임무를 받아
인도에서 장기체류하고 있다. 카주코는 계속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스와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스와미를 직접 찾으러 히말라야에 가기도 한다.
동시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수십 일간 머물 수 있는 경지에 가려면 몸이
받쳐줘야 하기 때문에” 요가를 수련하고 있는데, 람에게 하타 요가를 배우다가
지금은 아르주나에게 아옝가 요가를 배우고 있다.
[사례 III-4: 인혜(30), 한국, 여성, 인도 1회/리시케쉬 1회 방문, 요가 경력 1년]
인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면서 몸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점점
자주 위가 아프기 시작했다. “데굴데굴 구를 정도로 아파”서 내시경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고 할 뿐이었다. 심한 손목
통증도

생겼는데,

물리치료를

받고,

정형외과

및

통증의학과에도

가보고,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카이로프랙틱(척추 교정술)도 시도해 보았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통증의학과와 정형외과에서는 단지 쉬라고 할 뿐이었다. 인혜는 항상
자세가 구부정해서 체형교정센터에서 필라테스와 마시지, 운동요법 지도를
접합한 치료를 받았는데, 자세가 좋아졌고, 그곳에서 추천한 요가를 수련하기
위해 문화센터에 1년간 다녔다. 몇 년 후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을 다니다가
네팔의

한국

사찰에서

참선,

진언,

예불을

수행하며

머물렀고,

인도

리시케쉬에서 요가도 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요가, 명상, 힐링을 더 배울
예정이다.

위 사례들에서 카주코와 인혜가 치유법을 탐색한 여정을 [그림 4]에 함께
나타내었다.
카주코와 인혜를 포함한 이들 한국인 및 일본인 수련자들의 공통점은 이처럼
다양한 치유방법을 거친 후에도 계속 무엇인가를 찾고 탐색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고, 마침내는 리시케쉬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친
반복된 탐색의 과정은 이들이 삶에서 어떤 근본적인 결핍 혹은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 혹은 대안을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아유미(일본, 27세, 여성)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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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해지고 싶었고, 인도가 내 삶이나 마음을 바꾸거나 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했어. 아니, 내 삶을 바꾸러 왔다기보다는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왔어, 요가하고 사람 만나고 여행하는 게 좋으니까.” 이처럼 많은 이들에게
리시케쉬는 자신의 삶을 바꾸거나 새로운 무언가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장소로 표상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요가를 수련하고
전세계에서 온 다른 여행자들을 만나는 것이 그러한 삶의 희망을 찾는 통로가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리시케쉬에 왔다고 해서 이러한 시행착오와 탐색의 여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리시케쉬에 도착해서도 다양한 치유법과 요가를 탐색한다.
기회가 닿는 대로 타인의 체험, 소문, 광고 및 문헌 정보를 수집한 뒤, 직접
체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요가나 다른 치유법의 종류와 선생을 선택하는 한편,
아유르베다 의학, 레이키, 위빠사나 명상 등 다른 보완대체의학과 병행하기도
한다. 예컨대, 일본인 에미의 사례는 리시케쉬 내에서 여러 가지 요가 수업을
옮겨다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례 III-5: 에미(30), 일본, 여성, 인도 4회/리시케쉬 2회 방문, 요가 경력 6-7년]
에미는 요가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리시케쉬로 왔는데, 가이드북과 다른
일본인 여행자들의 추천으로 먼저 데바 아쉬람으로 왔다. 여기서 일본인 친구를
만나 리시케쉬의 요가 수업들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강사 트레이닝 코스가
너무

비싸기도

하고,

1개월만에

뭘

배울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들어

기부금제로 운영하는 인도인 아옝가 선생 아르주나의 수업에 갔다. 아르주나는
요가 철학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서 좋았지만, 영어 발음이 알아듣기
힘들고 수업이 지루했다. 에미는 2주간 그에게 배운 후 트리카 요가센터로
옮겼다. 바라나시(Varanasi)에서 기차를 함께 타고 오다가 1주일간 방을 함께
쓰게 된 이태리 여행자가 강력히 추천했기 때문이다. 이곳은 강의식 수업이
재미있고 알찼지만, 모두 아는 내용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그만두었다. 그 후
람이 친절하게 자세를 잘 고쳐준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수업에 가보았지만,
그의 스타일은 “너무나 부드러워” 배울 내용이 없었고, 결국 한 번만 가고
그만두었다. 그 후엔 타포반의 무료 수업에 갔는데, 아난다 아쉬람에서 갓 강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가르쳐서 어설펐다. 유명한 시바난다 아쉬람의 수업에도
가보았지만, 수업이 항상 똑같아서 두 번만 가고 그만두었다. 그 후엔 기차에서
만난 여행자에게 추천받은 자야의 수업에 찾아갔다. 자야의 인텐시브 코스에
참여했는데, 자야가 너무 스트레스를 줘서 대변을 보듯 힘을 주길 거듭하다
치질에 걸려버렸다. 자야의 수업은 너무 운동하는 것 같고, 경쟁 모드이고,
따뜻함과 영성이 없는 것 같아 그만두었다. 그러다가 샨티쿤지(Shantiku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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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람에 머무는 프랑스 여자를 만났고, 그녀를 통해 샨티쿤지 아쉬람에서
건립한

DSVV(Dev

Sanskriti

University)를

소개받았고,

결국

이곳에서

9개월짜리 요가 코스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2011년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수업에서 수업으로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탐색한 셈이다.
현재 DSVV에 4개월째 다니고 있는데, DSVV도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영성이 있고 따뜻하지만, 인도인을 위한 학교라서 아사나(asana: 요가 자세)를
정교하게 가르쳐주지 못하고, 수업 방법론도 주먹구구식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코스를 마치면 어디로 갈 지 알 수 없지만, 요가는 계속 배울 예정이다.

수련자들은 에미와 같이 시행착오를 거치고 많은 수업을 탐색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수업을 찾는다. 이 과정에서 수련자들은 많은 선생들의 계보와
수업 방식, 요가 철학에 대한 다양한 소문을 주고 받으며, 이러한 정보는 선택의
강력한 근거가 된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선생을 찾은 뒤에는 매년 몇
개월씩 다시 와서 배우는 사람들도 많다. 고국에서 아옝가 요가를 오래 하다가
집중적인 수련을 위해, 혹은 10일간의 인텐시브 코스를 위해 온 사람들은 이미
동료 수행자들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탐색 과정 없이
자야의 수업에만 참여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들은 대부분 고국에서 이러한
탐색을 이미 마친 경우이다.
요가 이외에 명상, 치유법을 배우거나, 시술 혹은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아주
많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체험해보는 것은 위빠사나 명상과 아유르베다
의학이다. 위빠사나 명상은 마음을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하여 평화를 얻기보다는
여러 현상들을 관조함으로써 통찰력을 얻는 동남아시아 지역 불교의 수행법으로,
주로 10일 코스에 참가하여 좌선과 행선을 하며 자신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해보는 시술은
아유르베다 마사지와 시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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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스타일 컨설팅과 체질 감별이다.
25

아유르베다 의사가 진맥을 통해 개인의 도샤 를 감별해주고 그에 맞는 음식과
라이프스타일을 처방해주는데, 허브약을 처방해주기도 한다. 10일, 3주, 혹은
1개월 코스로 몸을 전체적으로 정화시키는 판차카마(panchakarma)를 하거나,
아유르베다 마사지, 아유르베다 요리 등을 직접 배우는 사람들도 있다.
그 외에 레이키, 점성술, 명상과 철학 수업 등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24

shirodara: 가만히누워이마의제3의눈부근에오일을떨어뜨리는요법.

25

Dosha: 아유르베다 의학의 체질로, 바타(Vāta) 체질, 피타(Pitta) 체질, 카파(Kapha) 체질로 나뉜다. 아유르베다 의학의 핵심 컨셉은

바타, 피타, 카파라는3가지근본적인몸의기운, 즉도샤(dosha)가균형을이룰때건강하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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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유래한 에너지 치유법인 레이키는 락쉬만줄라의 개인 강사에게 며칠간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점성술은 주로
락쉬만줄라의 유명한 인도인 점성술사에게 가서 노트북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생년월일과 이름을 집어넣고 결과를 해석받는다. 그 외에 리시케쉬 곳곳에서
명상과 철학 수업, 워크샵과 세미나가 펼쳐지는데, 다양한 명상 테크닉과
무드라를 가르치는 명상 수업, 웃음 명상 수업, 아유르베다 건강법 등의 특강,
산스크리트어 교실, 바가바드기타 강의, 비폭력 대화나 탄트라(tantra: 밀교의
감각 수행법) 수련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워크샵, 스와미들의 정기 설법 등이
있다.
리시케쉬의

요가

수련자들은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고

몸소

체험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과 치유법을 찾아낸다. 자신에 대한 고민 내지는 철학적
성찰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탐색 과정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과정에서 직접 체험하고, 읽고, 배우고 토론하며 흡수한 다양한 치유법과
철학을 통해 자신만의 치유법을 찾아내거나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3) 고국에서의 질환과 고통
리시케쉬에서 만난 한국인 및 일본인 수련자들은 고국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질환을 상당히 심각하게 겪었으며, 그 경험이 리시케쉬에서 요가를
수련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들이 고국에서 겪은
질환의 종류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표 2]에 정리하였다. 여기서 굵은 글씨는 생의학적 진단을
받지 않은 자가진단이나 질환을 가리킨다.
연구자는 많은 요가 수련자들이 공통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질환
경험을 한 사람들이며, 이들의 질환 경험이 단순히 의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문제를 넘어서서 각 개인이 처해 있었던 사회적 환경을 어느 정도 설명해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우울증(depression), 근심(anxiety), 폭식증
등의 심신성 질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이러한 질환의 원인으로
자신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정신적 갈등과 사회적 관계에서 온 스트레스를 주로
지적하였다. 인터뷰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경험한 질환들은 표면적으로는
개인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질환으로 나타나지만, 그 원인을 추적하자면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 한정될 수 없는 그 사람이 속해 있었던 사회적 상황이나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실제로 이들 수련자들은 리시케쉬에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이러한 질환 경험 및 질환을 발생시키는 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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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가명 연령 성별 질환(생의학적 진단 아닌 자가진단-진하게)

일본 시츠카 55

여 흡연, 약한 근심

일본 카주코

여

46

쇼핑중독, 근심

일본 마루코 44

여 OK

일본 신이치 43

남 불면증, 마리화나 중독

일본 노조미 40

여 근심, 약한 우울증, 원형탈모증, 신우신염, 왼쪽 엉치뼈 부정합(선천성)

일본 히로코 38

여 자가면역질환

일본 나오미 34

여

일본 카오리 32

여 자궁근종, 생리통, 땀 안 남, 만성피로

일본

미에

31

여 만성두통

일본

하루

31

여 허리 통증

일본

에미

30

여 OK

우울증, 폭식증

일본 겐이치 29

남 마리화나 중독

일본 아유미 27

여

일본

유리

25

여 폭식증, 생리불순

일본

신지

23

남

마리화나 중독

한국

희경

49

여

몸 차고 붓고 생리 멈춤

한국

연일

45

남 OK

한국

달희

42

여

한국

병철

41

남 OK

한국

지연

33

여

다낭성 난소증후군(인슐린저항성/파생: 감정 기복, 여성질환, 신장염),
만성피로, 허리/목 통증, 만성비염

한국

유정

33

여

폭식증, 소화불량, 무릎, 허리/목 통증

한국

인혜

30

여 만성 몸살, 위장병, 흡연, 척추굽음, 손목 통증

한국

영수

29

남

한국 관욱

26

남 위궤양, 빈혈, 고혈압

한국

승은

26

여 손목결절종, (짜증)

한국

은숙

23

여 과민성 대장증후군, 불면증, 공황장애, 폭식증-거식증, 만성비염

우울증, 마리화나 중독

유방섬유선종, 자궁근종, 원인불명 통증-등, 무릎, 발목, 척추측만증, 두
통, 소화불량

우울증, 불면증, 오른발 신경 절제, 오른쪽 무릎 통증, 정강이 통증(신스
플린트), 척추측만증

[표 2] 요가 수련자들이 경험한 질병과 질환

끼친 사회적 맥락과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다른 우연한 계기에 의해
리시케쉬에서

요가를

시작했을지라도

수련

과정

속에서

자신이

그

동안

자각하지 못했던 신체적, 정신적 고통 내지는 불편함의 문제를 깨닫고 나아가
치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반드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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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을

인식하고

요가를

통해

치료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인도에 온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수련자들에게서

요가

수련이

고통의

치유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으며,

리시케쉬에 오래, 여러 번 반복해서 머문 수련자일수록 치유의 경험을 중요하게
이야기하였다.
이처럼 신체적 정신적 질환 경험 및 고통의 치유는 요가 수련에 대한 이들의
이해와 실천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이 자신의 신체
경험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

의식과

변화의

과정을

겪었는지,

이것이

인도에서의 요가 수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그 맥락 속에서 자세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연구자는 다음 장에서 이를 보다 심도깊게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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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가 수련자들의 질환 서사 및 그 특징
이번 장에서는 요가 수련자들의 질환 서사를 중심으로 이들이 어떻게 ‘고통’을
인지하고 그 고통을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는지, 그 노력을 리시케쉬에서의 요가
수련과 어떻게 연결지어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다양한 고통과 치유의 맥락에 주목하는 의료인류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특히 신체적 증상을 비교적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달희(한국, 42세, 여성)는 연구자의 “리시케쉬에 왜 왔느냐”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례 III-6: 달희(42), 한국, 여성, 인도 3회/리시케쉬 3회 방문, 요가 경력 3년]
달희:

나는 여기가 쉴 수 있는 곳일 거란 기대를 가지고 처음에 왔어요. (중략)
이렇게 표현하면, 밖으로의 여행이 아니라 내 안으로의 여행. 내가
처음에 인도를 선택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되뇌었던 것이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이 말을 계속 했었어요.

연구자: 잃어버린 나를 다른 데서 못 찾고 하필 왜 인도에서?
달희:

인도는 한국에서 지내는 것보다 한 달에 쓰는 생활비가 더 적을 거라는
생각.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요가만 하면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다. 인도는
요가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믿음이 가고.

연구자: 왜 하필 요가를 선택하셨어요?
달희:

내가 20대 때 요가를 했고, 30대 때 다시 시도했지만 바빠서 계속
못했고요. 늘 요가를 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고, 내
몸의 상태가 격렬한 운동을 하기엔 너무 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요가를
경혐해 봤기 때문에.

위 대화에서 달희는 “쉬기 위해서”,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생활비가
저렴해서 요가만 할 수 있고 요가의 본고장이어서”, “다른 운동보다 요가를 해야
몸이 좋아질 것 같아서”, 요가를 하기에 좋은 환경인 리시케쉬로 찾아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달희가 삶에 대해 가진 문제 의식은 쉬고 싶다는 것, “잃어버린
나”를 찾고 싶다는 것, 요가를 해서 건강해지고 싶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리시케쉬로 온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달희와 비슷한 답변들을 한다.
그런데 달희를 비롯한 이들은 왜 이러한 문제 의식에 대한 해결책으로
끊임없는 시행착오와 탐색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을까? 이들이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갖게

된

더

깊은

원인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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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할

수

있을까?

에반스

프리차드(Evans-Pritchard)는 아잔데족에 대한 민족지에서 이들이 생활의
모든 불행의 원인을 마술, 즉 초자연적인 힘에서 찾는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예컨대,

아잔데인들은

개미가

곡식창고의

지주를

갉아먹어서

창고가

붕괴되었다는 것, 즉 일반적인 물리법칙을 잘 알고 있지만, 왜 하필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사람에게

부상이나

죽음을

야기하는

사건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물리법칙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술의 작용으로
이해한다(Evans-Pritchard 1937). 이처럼 지금까지 인류학자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설명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 자신만의
설명 방식을 만들어내는

현상에 주목해 왔다. 연구자는 요가 수련자들이

자신들의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는 방식 또한 비슷한 맥락 속에서 보다 더 잘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류학자 기어츠에 따르면, 표면적인 동기를 갖게
된 배후에는 더 심층적인 이유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 때의 심층적인 이유는
각자가

처한

구체적인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인류학자들은 지금까지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고자 할 때 그가 스스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들이 처해 있는 보다 폭넓은 맥락을 고려할
때만이 그들 스스로의 설명 또한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나온다는 것을
밝혀왔다.

분석이란

의미구조를

분류하는

것이며

거기에

사회적

근거와

중요성을 부여하는 작업이 된다(기어츠 1998: 19). 연구자는 리시케쉬의 외국인
요가 수련자들의 질환 서사가 각자가 처해 있는 사회적 근거와 중요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질환 서사는 크게 4가지의 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각각
(1) 기존 의학에 대한 불신, (2) ‘진정한 나’에 대한 탐색, (3) 사회경제적
소외와 좌절감, (4) 한국/일본 ‘문화’에 대한 혐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1) 기존 의학에 대한 불신
이들의 서사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전 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특수한 질환을 앓았으며, 각자가 접근가능한 생의학과 보완대체의학을 최대한
동원하여 치료하려 했지만 실패하였거나 거부감 때문에 치료가 어려웠다는 점이
여러 명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들은 특히 생의학에 대해서는 환자의
고통을 다루고 진단, 치료하는 방식에 대해 불만을 넘어 극도의 거부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보완대체의학에 대해서는 자신이 시도해본 방식만 실패했다고
보았으며, 여전히 다른 형태의 보완대체의학 방식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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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냈는데, 이는 보완대체의학이 생의학을 제외한 다른 모든 치료법을 일컫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 사례는 생의학의 진단과 치료 방식, 그 결과에 대해 모두 불신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사례 III-7: 지연(33), 한국, 여성, 인도 1회/리시케쉬 1회 방문, 요가 경력 5년]
지연은 갑자기 생리가 멈춰 병원에 갔다가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진단과
함께 임시로 피임약을 먹으라는 처방을 받았다. 그러나 약 복용과 함께 감정
기복이 심해졌고, 곰팡이균에 거듭해서 감염되는 한편 신장염에도 2번이나
걸리게 되었다.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응급실에 가기도 했다. 지연은
계속 고통을 겪으며 병원을 다녔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다가, 외국의
어느 병원에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연은 가족 중에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의학에 대해 불신하게 되었다.
검사를 쭉 하니까 모르겠대요. 검사는 몇 시간을 해놓고는. 결론은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 항생제를 먹어라. (중략) 이 의사 저 의사 전전하다가
어느 의사를 보니까 처음으로 인슐린 검사를 해보쟤요. 인슐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검사를 해보니, 당 반응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있대요. 다낭성
난소증후군도 증후군이고, 저항성도 증후군이고, 원인은 모른대요. 다낭성
난소증후군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찾아낸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인슐린이

그렇기

때문에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생긴다는

거죠.

그때부터

피임약을 끊고 인슐린약을 먹었어요. 당뇨약인데, 당뇨는 아닌데, 이게 낫구나.
감정기복도 없어지고 나았다 싶었는데, 6개월 후 약이 또 안 듣대요. 점점 약
때문인지 몰랐는데 점점 항상 더 피곤하고 피곤이 극도에 달하고, 아침에
1시간만 나갔다 오면 하루종일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축축 늘어지고, 그런
생활의 연속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약을 끊어볼까 어쩔까 고민만 하다가
한국을 갔는데, 한의사도 의사도 아닌 약만을 지어주는 이상한 사람이, 그
아저씨가 절 보더니 맥을 짚어본 것도 아니고, 그분 나름의 방법이 있는데,
약물중독이래요. 몸을 딱 보더니. 8체질 한의원도 이전에 갔는데 크게 나아진
건 없었어요. 8체질을 가면 침 맞으면 한 달 후에 생리는 나오지만 한국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중략) 이 사람이 8체질 같은 거 다
소용없고, 약물중독이라면서 한약을 지어줬어요. 환, 해독제. 한 달 먹으니
보양강장제라고 몸을 보하는 걸 또 한 달치 주는데, 첫 달 거 먹고서 피곤하던
게

싹

없어졌어요.

몸이

날아갈듯,

가벼워지고.

그게

없어졌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중략) 그때부턴 아무 약도 안 먹고. 인슐린 약도 다 끊고.
그때부턴 8체질 음식과 요가만 해요. 그때부터 생리가 정확하진 않지만
주기적으로, 길긴 하지만, 안 끊어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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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기에 옛날 같지 않고 훨씬 좋아요. (중략)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랑 인슐린
치료는 안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요가랑 음식으로 좋아진 거 같아요. 그
약물로 좋아진 건 아니예요. 그전에 잠깐 갔던 8체질 [한의원]에서 준 음식
리스트 잘 지키고 요가를 하니까 다르더라구요.

위 사례에서 지연은 몇 번이나 “검사를 몇 시간을 해놓고는”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수치가 높으면 그저 “항생제를 먹으라”고만 하고, 한 가지 증상을 낫게
하기 위해 약을 먹으면 감정 기복과 곰팡이균 감염, 신장염 등 또다른 부작용을
불러오게 하는 생의학을

불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연은 생의학과

한의학을 동원해도 고칠 수 없었던 오랜 증상들이 낫게 된 원인으로 무허가
약제사가 지어준 약을 통해 약물 중독을 해소한 것, 그 후 건강을 유지하게 된
비결로는 요가를 수련하고 8체질 한의학의 체질별 식단을 준수한 것을 지목하고
있다.
다음 사례는 생의학의 진단, 치료 방식을 거부하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한편, 다양한 보완대체의학을 이에 접목시키게 된 히로코의 이야기이다.
[사례 III-8: 히로코(38), 일본, 여성, 인도 5회/리시케쉬 3회 방문, 요가 경력 4년]
히로코는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다. 종종
저녁 9시 반까지 일했는데, 금요일 저녁이면 너무 피곤했다.
컴퓨터 일은 너무 스트레스야, 알지? 젊을 땐 괜찮지만, 나이가 들수록
예전처럼 일을 하지 못해. 아이디어가 더 필요하지만 마음이 늙어.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우울해지더라. 일을 못 하니까. 나는 이게 비정상적인 것
같았어. 이건 우리가 일해야 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가끔 일을 잘
못하면 우울해지기 쉽지. 난 지금은 괜찮지만, 그런 시간이 나에게 올까봐
두려워했어. 그래서 시아츠(일본의 전통 안마)를 생각했어. 시아츠는 전혀
스트레스가 아니니까.

히로코는 시아츠를 배우기로 결심한 후, 3년간 퇴근 후에 시아츠 학교를 다녔다.
국가 자격증 시험을 치른 6개월 후, 갑자기 열이 나고, 전화기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손이 붓고, 신발을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발이 부어올랐다.
나는 나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어. 어쩌면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공부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일 거야. 신경이 언제나 흥분해 있었고, 전혀 릴랙스
하지 않았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자연스러워.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숙제까지
하고 그랬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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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는 자가면역질환 26 이라며 스테로이드 호르몬 치료를 권했으나 히로코는
이를 거부하였다. “얼굴도 안 보고 컴퓨터만 보고 피만 체크하는” 의사를 믿을
수 없었으며,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히로코는 대신 일본 내의 대체의학인 니시 요법

27

을

시도하였다. 하루에 2회 소량의 생채식을 준비해서 먹고, 손발을 흔드는 운동,
담요를 덮었다 벗었다 하는 풍욕, 냉탕과 온탕을 왕복하는 냉온욕 등을 하느라
하루종일 바빴다. 니시 요법의 효과는 좋았으나, 몸무게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생리가 끊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히로코는 보수가 좋은
직장을 그만두었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았다. 니시 요법의 일부인 단식,
생채식은 물론 마크로바이오틱 같은 식이요법도 시도해보았고, 요가를 수련하기
시작했다. 일본과 인도 내의 아쉬람들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힐링 코스에
참가하는 한편,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시아츠 마사지사로 일하는 등 직업과
삶의 방식까지도 바꾸었다.
니시 요법만 하다가 마크로바이오틱

28

에 관심을 가졌지. 건강한 것들, 음식,

요가 등이 관련된 거야. 아유르베다도 알게 되고, 요가에도 관심을 가졌지.
인도에 처음 온 건 2008년 여름이었어. 께랄라(Kerala)의 병원에서 2개월간
머물렀지. 거기서 아유르베다를 시작한 후 생리를 갑자기 시작했어. (중략)
여기는 너무 좋아. 특히 서구의학이 돌보지 못하는 것을 치료해. 그리고 정말
저렴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기 머물며 명상, 요가를 하면서 채소만 먹으면
스트레스가 없고 너무 건강하고 평화로워. (중략) 의사가 철학자 같아. “세상의
다른 곳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너도 영향을 받아, 넌 자연의 일부니까”라더라.
아유르베다는 너무 깊어. 그냥 의학이 아니라 철학이야.(중략) 많은 사람들이
니시요법이나 단식이 너무 스트레스여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

히로코는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니시 요법보다 아유르베다 의학을 신뢰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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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코가 앓았던 것은 다양한 자가면역질환 중 ‘교원[질]병(collagen disease)’ 으로, 여러 장기의 결합조직에 병변이 생기는 전신성

염증성질환이자다양한자기항체가존재하는자가면역질환이다.
27

일본 대체의학의 선구자인 니시 가쓰조(1884∼1959년)가 자기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창안한 치료법이다. 니시 요법은 몸에

나타나는 이상 증세를 병으로 보지 않고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자연 치유의 과정으로 본다. 니시 건강법은 단식 및 관장, 생야채,
해조류, 생과일, 감잎차, 생수, 현미, 오곡밥의 섭취, 둥글고 낮은 나무베개와 딱딱한 침대의 사용을 통해 굽은 몸, 척추 만곡 바로잡기,
액순환을 돕는 모관(毛管)운동, 장의 연동운동을 돕는 붕어운동, 부인병에 적합한 개구리운동, 등을 바르게 하는 등배운동, 풍욕(공기가
맑은곳을택해옷을벗었다입었다되풀이하기) 등을권장한다.
28

마크로바이오틱[macrobiotic/macrobiotics]: 동양의 자연사상과 음양원리에뿌리를 두고 있는 식생활법. 신토불이(身土不二), 유기농

곡류와채식을중심으로식사할것을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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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아유르베다 의학은 특히 “서구의학이 돌보지 못하는 것을 치료”하고,
“의사가 철학자 같”기 때문이다. 그녀가 보기에 “아유르베다 의학은 요가의 한
파트이거나 둘이 거의 같”았으므로, 요가에 매진하기 위해 리시케쉬까지 오게
되었다.
인도

방문

4번째에

리시케쉬에

처음

왔어.

온

목적은

주로

요가이고

아유르베다가 부목적이었어. (중략) 데바 아쉬람에 머물며 그 앞에 있는
29

클리닉에서 판차카마 를 했는데, 결과는 좋았어. (중략)
너무

건강해졌다고

말하더라.

정말이었어.

집에 갔더니, 다들 너

충전되고,

에너지가

넘치고

행복해지고 내 자신이 깨끗해졌어, 몸뿐이 아니라 마음까지. (중략) 이 여행이
나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어. 내 삶을 바꿨어. (중략) 이번 여행의 목적은 내
영혼을 깨끗이 하는 것(to cleanse my soul)이야. 매년 인도에 와야 해. 이
계절이 되면 인도에 와야 해. 자연스런 일이야.

히로코는 이제는 “인도가 영혼의 집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매년 인도에 와서
영혼을 정화하며 요가를 배우고 있으며, 고국에서는 시아츠 마사지사와 시아츠
강사, 농부, 건강 요리 전문가, 아유르베다 요리사 및 강사로 일하고 있다.
히로코의 사례에서는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주”는 위험한 약물을
무책임하게 임시방편으로 처방하는 생의학적 치유 방식과, “얼굴도 안 보고
컴퓨터만 보고 피만 체크하는” 의사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드러나며, 질환은
치유해주었지만 “너무 스트레스를 주어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니시
요법에 대한 유감도 드러난다. 한편, 자신의 질환을 완치해준 아유르베다 의학에
대해서는 깊은 신뢰가 드러난다. 히로코의 현재 직업, 삶의 방식, 매년 인도로
돌아오는 여행은 모두 아유르베다 의학에서의 긍정적인 체험에 기반하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히로코가 생의학을 불신하는 이유는 생의학이 단지
자신의 병을 치유하지 못하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히로코는 생의학적
치료법을

시도해보기도

전에

거부하였다.

히로코는

자신의

직업이

항상

과로해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며, 나이가 들수록 일하기가 힘들어
우울해지는 일임을 알고 있었고, 그런 시간이 자신에게도 올까봐 두려워하고
있었고, 이에 대비책으로 시아츠를 배웠지만 결국 자가면역질환에 걸렸는데,
히로코는 그 원인이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공부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신경이 언제나 흥분해 있었고, 전혀 릴랙스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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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카마: 아유르베다에의거하여, 질병을치유하기위한5가지해독과정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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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코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자신의 직업 자체, “우리가 일해야 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일한 것이 자신의 질환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히로코는 원인을 바라보지 않고 증상만을 제거하려고 하는 생의학적 치료
방식을 거부했고, 조건이 좋은 직업을 버리고 귀농하여 농사를 짓는 삶을 통해
질환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다음 사례는 생의학이 정신적 질환을 다루는 방식에 불만족을 느끼고,
실제로도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여행을 통해 치유된 경우이다.
[사례 III-9: 아유미(27), 일본, 여성, 인도 1회/리시케쉬 1회 방문, 요가 경력 2년]
아유미는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로 2년간 지내다 귀국한 뒤 일본에 적응하지
못했고, 우울증에 걸렸다.
일본은 더 엄격해. 한국도 그럴 거라 생각해. 다들 엄격하고, 예의바르고,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모든 일이 깔끔하게(neat and tidy) 이루어지고. 괜찮아,
서비스 질은 좋아. 하지만 옳지 않다고 느꼈어. 호주에서는 사람들이 일은
열심히 하지 않지만 행복해. 늘 웃어. 하지만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도 해. 난 그게 싫었어. 사람들도 싫었어. 다들 바빠. 서로를 보지도 않고
웃지도 않아. 대도시에선 당연히 힘들겠지. 난 2개월간 집 밖으로 나가지
30

않았어. (중략) 난 하시시, 마리화나 를 엄청나게 피워댔지. (중략) 항상 걱정만
했어. 저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할까? 기차를 타면 사람들이 나만 보는 거 같고
겁났어. 가끔은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어. (중략)
그녀(의사)는 좀 무서웠어. 미친 것 같았어. 너무 우울증 환자를 많이 다뤄서
그 의사도 역시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았어. 그녀가 괜찮을까? 아마 내가 괜찮지
않으니까 의사가 이상하게 보이나 보다,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지. 어쨌든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어떤 증상이 오는지를 말했더니, 그녀는 오케이, 과일과
비타민을 드세요, 라고 하더라. 무슨 쓰레기 같은 소리냐, 하고 생각했어. 난
그런 소릴 들으러 온 게 아니라고! 그들은 약을 줬어. 강하진 않았지. 꾸준히
먹는 게 아니라 우울할 때만 먹는 것이었어. 먹으면 나아졌어. 약은 몇 시간
동안만 효과가 있었어. (중략) 반 년 정도 가끔 먹었어. 상담은 효과가 없었어.
(중략) 일을 그만두기로 했고, 여행하기로 결정했어. (중략) 여행하기로 하자
나아졌어.

이 사례에서 진료를 해야 할 의사가 오히려 우울증에 걸린 것 같고, 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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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같은” 소리를 했으며, 처방 받은 약은 몇 시간 동안만 효과가 있었다는
아유미의 말은 생의학적 진료 방식과 결과에 대한 불신을 보여준다. 아유미의
우울증을 치유한 것은 약도 상담도 아니었으며, 여행이었다.
이상의

사례들에서

지연과

히로코는

생의학과

다양한

보완대체의학을,

아유미는 생의학을 시도하였으나 자신의 질환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각각

아유르베다

의학,

무허가

약제사가

조제한

약,

여행이

문제를

해결해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지연이 선택한 방법은 한 가지 증상을
낫게 하기 위해 약을 먹으면 또다른 부작용을 생기게 하는 생의학이 아니라,
요가를 수련하고 음식을 몸에 맞게 조절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도록 힘쓰는
것이며, 히로코와 아유미가 선택한 방법은 자신이 생각한 질환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증상만을

제거하려는 생의학에 불만을 느끼고 자신이 생각하는 질환의 원인을 제거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과정에서 인도에서의 요가 수련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2) ‘진정한 나’에 대한 탐색
연구자는 이들의 서사 중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방황했다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주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은 20대 일본인인 유리의 사례이다.
[사례 III-10: 유리(25), 일본, 여성, 인도 6회/리시케쉬 6회 방문, 요가 경력 3년]
유리는 대학이 의미가 없어 휴학한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다. “고생 한
번 해보지 않고 좋은 가족 안에서 듬뿍 사랑을 받으며 너무 편하게 살아온” 것
같아 “자기 훈육(discipline)”과 “투쟁(struggle)”을 해보기로 하고 인도 여행을
결정했다. 그리고 “아쉬람에서 엄격한 생활도 해보고 싶고, 요가도 해보고 싶어”
리시케쉬로 왔다.
일본에 있으면 뭔가 공허해요.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져요.

여기

있으면

너무

분명해져요,

다른

정보들이 없으니까. 일본에서는 TV, 책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항상
들려주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하고 비교하게 돼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저에게 집중이 돼요. 더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단순해져요. 별 생각을 다하다가 수업을 하고 나오면 행복해지고, 잡념도
없어져요. 요가를 하면 점점 더 자신이 돼요. 평소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서로
딴 데서 딴 짓을 하다가, 요가를 하면 하나로 묶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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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와 2010년에 처음 만났을 때, 유리는 스스로에 대해 “게으르다”,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다”, “바보 같다”, “사람들에게 말 걸 줄을 모른다”
등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끊임없이

하였다.

폭식증이

있으며,

“요리하기

귀찮아서 정크푸드만 먹다가 생리가 멈추었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1년에 다시 만난 유리는 그 동안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인 요가를
배우기 위해 인도의 대학에 진학하여 매일 요가를 수련하고 있어 기쁘다고
하였으며, 자기 비하의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리가
경험한 폭식증 등의 증상은 넘쳐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자신이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혼란스러워서, 즉 ‘진정한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유리는 요가

수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버리고 자신의

분열되어 있던 몸, 마음, 영혼을 하나로 통합하는 체험을 통해, 즉 ‘진정한 나’를
찾는 체험을 통해 이러한 증상을 치유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 20-30대 중에서는 이렇게 자기 비하와 질환,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방황이 연결된 사례가 특히 많았는데, 다음 사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사례 III-11: 나오미(34), 일본, 여성, 인도 1회/리시케쉬 1회 방문, 요가 경력 3년]
나오미는

고등학교

때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울증과

폭식증을 앓았다. 폭식증은 고3 때 시작되어 15년간이나 지속되었다. 나오미는
오랜 세월을 “어둠 속에 있었”는데, 끊임없이 자학하다가 “자신을 바꾸고 싶어”
계약직 사무직을 그만두고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 갔다. 그 후 남미를 6개월간
여행하던 중 페루에서 샤먼의 집에서 1개월 반 동안 숙식하며 의례를 했는데,
액체를 마시고 쓰러진 며칠 후에 비전(vision)을 얻었다. 나오미는 그 기간
동안 점점 “깨어났”고, “우리는 우주와 신, 사랑의 일부이며, 나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깨어난 후 책들이 내게로 오기 시작했고”,
동종요법, 레이키, 요가 등에 대해 읽게 되었다. “이 물질적인 세계에 살다 보면
자주 방향을 잃”는데, 그때마다 이런 책들을 읽었고, “영성을 알게 되면서
폭식증이 치유되었다.” 그 후 다시 계약직으로 2년 가까이 회사를 다녔고,
“우주가 나를 인도해서” 리시케쉬까지 오게 되었다.

위 서사에서 나오미는 인생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며 우울증과 폭식증을
앓았으나, 페루에서의 의례를 통해 자신이 “우주와 신, 사랑의 일부”임을 알게
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우울증과 폭식증 또한 치유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나오미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이 물질적인 세계”를 벗어나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에서 리시케쉬까지 오게 된 것이다.
한편, 30-40대 한국인, 일본인 중에서는 다음 사례에서처럼 일을 너무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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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바쁘게 살다보니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례 III-12: 유정(32), 한국, 여성, 인도1회/리시케쉬1회 방문, 요가 경력 3.5개월]
연구자: 이번 여행의 목적은 뭘까? 의미는 뭘까?
유정:

계속 다니면서 나를 더 들여다보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10대 때
고민했던 거 다시 한 번. 그래서 이렇게 좀 다니면서 생각 좀 많이
하면서, 그래서 좀 스스로 좀 내면적으로 좀 강해졌음 좋겠다. (중략)
그리고 현실에서 탈피하고 싶고. 그게 좀 안 돼요, 일만 하면 일만
생각해요. 일을 하면서도 나를 같이 챙기는 게 사회생활 정말 잘 하는
사람인데,

저는

일을

할

때는

하루종일

일만

생각해요.

나를

분리시키지 못 해서.

유정은 일을 하면 ‘나’를 분리시키기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탈피하여 ‘나’를
더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 내면적으로 더 강해지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유정이
‘나’를 잃고 내면이 약하다고 느꼈던 것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증,
소화불량, 급격한 체중 증가로 인한 무릎, 허리, 목의 통증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유정에게 ‘나’를 찾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이러한 이유로
질환을 앓지도 않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한다.
다음은 [사례 III-6]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고 싶다고 말했던 달희가 어떻게
과로에 시달리면서 그러한 욕구를 갖게 되었는지 그 맥락을 보여준다.
[사례 III-13: 달희(42), 한국, 인도 3회/리시케쉬 3회 방문, 요가 경력 3년]
달희는 원래 점을 보면 항상 영적이고 정신적인 길을 갈 기질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러나 대학 졸업 후 점괘에 맞지 않게 엄마가 권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다 보니 “착취당하면서도 표현도 못하고, 그렇다고 부하 직원들을 쥐어짤
성격도 안 되고 해서, 아주 홧병 같은 게 단단히 들고 몸도 너무 고단해서
망가졌다.” 30세 무렵에는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구안와사(口眼喎斜), 즉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증상이 왔다. 체력이 떨어졌지만 회사에 복귀해서 다시
일요일 없는 생활을 약 2개월 정도 했고, 한의원에서는 적혈구 검사 결과
“동그라미 모양을 한 적혈구가 없고 다 막대모양이니 살고 싶으면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였다. 그러나 달희는 여전히 일을 하였고, 30대 후반에 중국으로
파견되어 3년 반 정도 일하다 보니 “피가 통하지 않아 몸이 저리고, 다리,
발목과 무릎이 늘 아프고, 손목과 팔꿈치까지 굳고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계속 일을 하다 유방섬유선종, 자궁근종, 무릎, 발목, 등의
원인불명 통증, 척추측만증, 두통, 소화불량, 관절 통증 등을 앓게 되었고,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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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세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요가만 하기 위해 리시케쉬로 오게 되었다. 달희는
요가 연습 도중에 갑자기 눈물이 나서 소품실에 들어가 울다 나온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나중에 연구자가 이유를 물어보자 “집에 가면 할 일도 없고, 가고
싶지 않아서” 울었고 하였다. “한국에 있으면 내일 할 일뿐만 아니라, 그 동안
해왔던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달희는 앞으로 한의대, 요가 대학, 아유르베다 자격증 코스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끊임없이 고민했는데,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고,

그러나

50세가

되기

전까지는

떠돌고

싶기도

하여

마음이

복잡하다고 하였다.

위 사례에서 달희는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오랜 동안 하며 과로하여 “몸이
망가진” 사실과 40대 초반이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방향을 잃은 느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 이것은 [사례
III-6]에서 말한 “잃어버린 나를 찾”고 싶다는 생각의 배경이 되는데, 여기서
달희에게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은 적성에 맞는 일을 선택하여 고민 없이
일하며 건강하게 사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사례들에서 이들은 삶의 방향을 잃은 느낌과 우울증, 폭식증 등의
질환을 연결시키며, 이러한 상태를 ‘진정한 나’를 잃었다고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탐색하는 과정 중에 리시케쉬로 와서
요가 수련을 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3) 사회경제적 소외와 좌절감
특히

20대

젊은이들의

서사에는

자신이

경험하는

고통의

원인으로

사회경제적 소외와 좌절감을 많이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 사례는 틈만
나면 “짜증”을 토로하는 승은이 모든 것을 취직이 되지 않는 상황 때문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사례 III-14: 승은(26), 한국, 여성, 인도 2회/리시케쉬 2회 방문, 요가 경력 5년]
연구자: 그 동안 취직 노력하고?
승은:

했죠. 다니면서. 자잘자잘 알바도 대충대충 하고. 마트 계산원 알바도
해주고. (중략) 그렇게 살았죠. 재미없었죠. 지루했죠. (중략) 취직
포기했어요. 그러고 뭘 하지? 그 생각이었죠. 요가 강사를 해야 하나
해서 학원 다녔죠. (중략) 엄마가 보니까 답답했겠죠, 뭐라도 새로운 거
찾아서 직장생활 했으면 하니까, 그래서 맞물렸죠. (중략) 내색은 별로
안 했지만 짜증나고 취업도 잘 안 되고. 어디론가 좀 떠나고 싶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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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거 느끼고 싶었죠. (중략)
연구자: 처음 왔을 때 3개월 동안 자기 자신이 좀 변했나요?
승은:

네. 많이 변했죠. 몸도 변했지만 마음도 변했죠. 여유를 찾은 것
같아요. 그 전엔 여유가 없었어요. 항상 짜증이 나 있는 상태, 불만이
있는 상태. 근데 인도 갔다 와서는 웬만한 것 짜증이 안 나더라구요.
(중략) 모든 게 다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런
거. 왜냐하면 아무도 본인의 미래를 그렇게 상상하진 않잖아요. 내가
상상했던 미래와 너무 다르게 가고 있고. 전 스무 살만 되면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막연한. (중략)
어른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스무 살만 돼라, 근데 스무 살 돼도 별다른
게 없죠. 대학 졸업해도 별 다른 게 없지, 그 과 선택한 것도 단지
취업

때문에

선택한

건데,

내가

좋아하고

가고

싶었던

과를

포기하면서까지 간 건데.

승은은 취업을 포기한 후, 원하는 전공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어른들’을
원망한다. 여기서 ‘어른들’은 취직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며 재미없는 공부를 강요해놓고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존재들이다. 승은은 이러한 상황에서 항상 짜증과 불만에 싸여 있다가
인도에서 여유를 찾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귀국한 지 몇 개월 후

리시케쉬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 이유는 한국에 돌아가서 몇 개월을 지냈더니
다시 “짜증”과 “불만”이 생겼기 때문이다.
승은을 비롯한 한국의 20대들은 사회 구조에 대한 분노와 “갑갑함”, “짜증”,
“불만”을 자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후
취직을 하지 못한 상태로 지내다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좌절 및 가족과의
부대낌 등 복합적인 갈등을 피할 겸, 영어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을 배울 겸
호주나 인도 같은 곳으로 이동한다. 호주 같은 선진국에서 단시간 노동으로
한국에서보다 큰 돈을 번 후, 동남아나 인도처럼 물가가 저렴한 곳으로 가서
여유를 즐기지만, 고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결국 외국을 끊임없이 떠돌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마리화나와 하쉬쉬에 손을 대게 되고, 결국 다음 사례의 현정처럼 몸이 점점
나빠지기도 한다.
[사례 III-15: 현정(28), 한국, 여성, 인도 3회/리시케쉬 1회 방문, 요가 경력 2개월]
현정은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했고, 졸업 후 취직이 되지 않아 인도를 3개월간
여행했다. 그 후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로 가서 1년간 일한 뒤 동남아를 여행했다.
그 후 다시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로 가서 또 1년간 일했고, 그 후에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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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를 여행한 후 인도에 왔다. 비자가 만료되자 네팔에서 2개월간 머문 뒤
새 비자를 받아 다시 인도에 왔고, 리시케쉬에서 1개월짜리 강사 트레이닝
코스를 마쳤다. 현정은 한동안 요가 수련을 한 후 뉴질랜드에 워킹홀리데이로
갈 예정이다.31 현정은 6년 이상 계속 외국을 떠돌고 있는 것이다.
연구자: 왜 이리 오래 돌아다녀요?
현정:

집에 가기 싫어서요. 요즘에 이런 애들 많아요. 동남아에서 만난 애들
거의 다 이렇던데요. 집에 3-4년씩 안 들어간 애들 많아요. 주로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로 나와서 돈 많이 벌고, 여행하고, 집에 가기
싫으니까 돈 좀 더 벌어서 동남아를 여행하고 그러는 거죠. 저는 일을
못해서 [능력제 일은 못 하고] 시간제 농장 일이랑 로드 하우스

32

일

같은 걸 했는데, 3개월에 1000만원은 거뜬히 벌었어요. 능력제로 해서
3개월에 2000만원 버는 애들은 많죠. (중략) 뉴질랜드 3개월 한
뒤에는 독일, 프랑스 워킹홀리데이 제도도 올해부터 생겼는데, 그걸
해볼까 생각도 해요.

여기서 현정이 가기 싫다고 말하고 있는 ‘집’은 취직이 되지 않고, 외국에서
육체노동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곳이다. 현정은
계속 육체노동을 하면서 외국을 떠돌다가 몸이 많이 상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피운 담배와 호주에서 피우기 시작한 마리화나, 그리고 호주에서 갑자기
10kg이나 증가한 체중 때문에 저혈압과 빈혈이 심해졌고, 항상 혈액 순환이
되지 않아 손발이 차고 저린다고 하였다. 현정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증상을 요가 수련을 통해 해결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에 의하면, 취직이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짜증”을 달고
사는 승은, 계속 외국을 떠돌며 육체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현정의 질환에는
사회경제적 소외와 좌절감이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들은 인도에서의 요가
수련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일부 해결되는 체험을 하였다.

(4) 한국/일본 ‘문화’에 대한 혐오
한국인과 일본인의 질환 서사에서 나타난 가장 독특한 특징은 고국의 ‘문화’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는 이야기이다. ‘문화’는 인류학자들이 가장 다양하게

31

호주에서워킹홀리데이는2회까지만갈수있기때문에, 호주에서2년을일한사람들은대부분뉴질랜드로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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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 house: 고속도로편의점으로, 숙박시설,과술을파는펍을합쳐놓은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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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는 인류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요가

수련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따라

대략적으로 ‘사회적 관념 및 생활 태도’를 ‘문화’라고 쓰고자 한다.
한국인과 일본인들의 질환 서사에서는 고국의 물질적 성취로 판단하는 문화,
인간 관계와 규율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질환을 겪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33

. 그렇다면 한국인과 일본인 수련자들이 자신들의 고통의 원인으로

언급하는 ‘고국의 문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

① 물질적 성취로 판단하는 문화
고통을 야기하는 ‘고국의 문화’ 중 한 가지는 물질적 성취로 판단하는
문화이다. 이러한 물질적 성취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태도로 인해 질환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몇몇 한국인들의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III-16: 관욱(26), 한국, 남성, 인도 1회/리시케쉬 1회 방문, 요가 경력 2주]
서울 유명 대학의 학생인 관욱은 4학년 여름까지 취직을 위해 인턴 과정을
밟고 있었고, 취직 시험에서 최종 면접을 몇 개 남겨둔 상태였다. 고등학교 때
류시화의 『지구별 여행자』를 읽은 이후 막연히 배낭여행을 한 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들 대학원에 가거나
빨리 취직하는 분위기였고, 해외에 간다고 해도 유럽으로, 아니면 유명 대학의
프로그램이나 어학연수에 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관욱은 혼자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여행을 결심하지 못했다. 계속 고민하다가, 전자공학
전공자에 대한 수요가 상경계에 비해 많아 취업 걱정이 없다는 점, 지금 못
가면 40-50대 때 후회할 것 같다는 점, 회사에 한 번 들어가면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한 6개월짜리 여행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했다. 그 시기에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 김난도 교수가 했던 “아직 8시도 안 됐는데”라는
말에 “여행을 못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관욱은 취업 준비를 모두
그만두고, 면접도 포기하고, 여름 내내 육체 노동을 하면서 인도 여행 자금을
모았다.
관욱은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통학하며 대학을 다녔는데, 매일 왕복 4시간을 차
안에서 보냈다. 늘 아침밥만 먹고 점심, 저녁은 먹지 않았는데, 전공 5-6과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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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고국의‘문화’에의한고통은서구인들의서사에서는찾아볼수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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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이 매 학기 각각 4번씩이나 있고,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2개씩 하다 보니
항상 시간이 없어서였다. 용돈은 한 달에 20만원만 썼는데, “이 정도 돈으로도
잘 생활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주변 친구들도 다들 바빠서 관욱은 술도
거의 마시지 않고 공부만 했다. 관욱은 스스로 “항상 차분하고 성실했어요. 욕,
비속어도, ‘좆나’ 같은 흔한 말도 안 썼어요. 하지만 어쩌면 스트레스 받는데
의식 못 했을 수도 있었어요” 하고 회고한다. 관욱은 “한국에서는 시험이나
프로젝트가 늘 마음에 있었”고, 회사 면접을 보면서는 “연봉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 늘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다가 인도에 오기 전에 몸이 아파 병원에 들렀고, 위궤양, 빈혈,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관욱은 속마음을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다.
한편으로 기대한 바는 한국 문화에서 떨어져 있고 싶었어요. 어떤 사회적 자아,
그렇게 형성된 자아가 너무 세서 내 내면의 목소리라는 걸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작은 거라도. 그래서 여기서 나가보면 내가 직접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절실히 필요하면서도 내 내면의 목소리, 이런 게 너무
피상적으로 느껴졌었죠.

한국에서는 성공을 향한 길을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관욱은
사실은 “한국 문화에서 떨어져 있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관욱이
말하는 ‘한국 문화’는 항상 점수에 의해 평가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일보다는
연봉이나 물질적 성취에 의해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몸의 요구나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바쁘게 살아야 하는 문화를 가리킨다. 관욱이 이러한
문화에서 떨어져야 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인터뷰 내내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락쉬만줄라에

나타났다.
노을

지는

가이드북에서
장면

사진이

리시케쉬
나왔는데,

부분을
이것을

펼쳤을

보고

때

여기서는

여유롭게 시간을 가져도 좋겠다, 한국에선 잘 못 가지는 시간이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오기 전에 “가서 어떤 식으로든 순간을 즐길 수 있음, 그럴
수 있기만 하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다는 것, 리시케쉬에 도착해서는 “여기서는
순간을 한 번 그렇게 지내보자. 한국에선 걱정이 너무 많으니까. 시험이나
프로젝트가 늘 마음에 있으니까. 여기선 햇볕, 산책 다 해보자” 하고 생각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관욱은 이러한 ‘한국 문화’를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한국 문화가 주는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 질환을 치유하기 위해
인도로 온 것이다.
이번에는 서울 유명 대학 학생인 관욱과는 대조되는 고졸 청년의 사례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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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III-17: 영수(29), 한국, 남성, 인도 1회/리시케쉬 1회 방문, 요가 경력 9개월]
영수는 외국인 친구들이 “왜 리시케쉬에 왔냐”고 질문할 때마다 “한국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였다. 영수의 생애사에서 한국을 탈출해야 하는
맥락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외국 가고 싶었어요. 한국에 있는 게 갑갑했어요. 스트레스 너무 받고, 당장
내세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경험은 많지만 자격증이 없으니까. (중략) [친구가]
여자들이 마지막에 너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너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야, 하고 말을 해줬어요.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직업도 돈도 없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성과 낸 것도 없고.
그래서 여자들이 널 떠나는 거라고. (중략) 왜 외국을 나가고 싶었냐면, 한국에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뭘 해야 될 지 모르겠고. 헬스장에서 일하려니까
마음이 너무 갑갑하고.

여기서 영수에게 ‘한국’은 경험이나 능력보다는 자격증, 직업, 돈, 학력,
성과로 사람을 평가하는 갑갑한 곳이다. 영수는 자신이 다양한 경험이 있고,
어떤 일이든 하기만 하면 남들보다 잘하며, 사람들에게 항상 인기가 많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호텔업계,
와인업계,

마술업계,

연기업계,

외식업계,

체육업계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을뿐 특별히 지속적으로 한 일이 없었는데, 영수는 이것을 한국 사회의
탓으로 돌렸다. 와인업계에서 일하기 힘들었던 것은 “이상하게 한국은 나이
제한이 심해서”, 그리고 “한국은 27살인데 일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고, 연기자가 되기를 포기한 것은 “한국에서는 모든 연기자는 돈을
찔러주고 들어가야 하고”, “PD 라인, 작가 라인, 주연급은 기획사에서 밀어주는
애들만

되기

때문”이다.

즉,

영수에게

한국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관행이

횡행하는 곳이며,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영수가 요가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
외국에서
고졸자로서

요가를
받는

가르치면서
차별적

살기

시선과

위함이다.

사회구조적인

영수가
경직성을

생각하는
벗어날

‘외국’은
수

있는

공간으로 표상된다.
다음은 지금까지 계속 남의 시선에 의해 살아오다가 몸도 마음도 점점 더
힘들어졌다는 인혜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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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III-18: 인혜(29), 한국, 여성, 인도 1회/리시케쉬 1회 방문, 요가 경력 1년]
인혜는 엄마가 “앞으로 컴퓨터가 유망할 것 같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컴퓨터공학과에 들어갔다. 첫 회사는 “편했지만 배울 것이 없”어서, 전문 경력과
실력을 쌓기 위해 1년 8개월만에 회사를 옮겼다. 두번째 회사는 아주 힘들었다.
월-목요일에는 밤 9-10시까지 늘 야근을 했고, 가끔 밤샘도 했다. 그러나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술을 마셨고, 일요일에는 영화를 보거나 미술관에 가면서
몸을 혹사했더니 몸이 점점 나빠졌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주 위가 아팠는데,
“데굴데굴

구를

정도”인

적도

있었다.

“살갗이

아프기도

했는데

그게

몸살”이었고, “옷에 스치면 뼈마디까지 아팠다.” 인혜는 위가 아파서 회사를
일주일씩 쉬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또 1년 8개월만에 회사를 그만두었다.
이번에는 1년간 쉬려고 했지만, 아는 선생님의 “6개월 이상 놀면 거지를 못
면한다”는 충고가 겁났고, 스스로도 “백수 되는 거 아닌가 슬슬 불안해”졌다.
결국

“다른

사람들은

다들

뭔가

하고

있어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4개월만에 또 취직하게 되었다. 세번째로 취직한 회사는 “비전은 좋았지만
적성에 맞지 않았”으며, 일은 더 힘들고 외근이 많았다. 인혜는 “남들은 잘
하는데 나도 버텨보자”, 하고 오기를 부리며 3년간 다녔다. 그러나 “두번째
회사에서 이미 지쳐 있어서, 세번째 회사에서는 흥미도 없고 늘 지쳐 있고
표정도 늘 그런 사람”이었다. “과장 이상 가면 버티기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과
자질 부족을 느끼던 와중에 친구가 호주에 간다고 하자,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나도 가”하고 말했다. 그 후 정보를 알아보다가 필리핀 보라카이로 어학연수를
떠났고, 동남아와 인도까지 여행하게 되었다.
이때까지 교육받고 살아온 게, 늘 뭔가 하고 있어야 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나 늘 일하고 있어야 하니까. 특히 우리 업계에선 쉬어도 1주일 쉬면 많이
쉬는 거예요. 첫 직장에서 둘째 직장으로 옮길 때 하루도 안 쉬고, 이런 게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중략) 우리 업계는 1년 노는 게 상상이 안 돼요. 이제는
회사 복귀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처음엔 두려웠는데 이제 아무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대로 한국 가면 다시 나올 것 같아요. 뭘 다시 시작하더라도
지금 마음가짐으로는 죽도 밥도 안 되고 옛날과 똑같을 거 같아요. 일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을 하고 싶게 만들거나 하고 싶은 일을 찾거나죠. 한국 가서 일 안하고 1년
정도 취미 생활만 하고픈 맘도 있어요. 남들이 볼 때 쓸데없는 거라도. 이젠
치열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돈을 조금 벌더라도 조용히 평화롭게, 내 시간
많이 가지고 내가 흥미있는 부분을 전문적으로 발전시키고 싶어요, 돈 벌
목적은 꼭 아니더라도. 직장생활 하면 취미생활 할 틈도 없으니까요.

위 사례에서 인혜는 전공과 직장도 남의 시선에 맞추어 선택하고, 아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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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까봐 쉬지 못하고, 앞으로 승진을 해도
남들보다 잘 할 수 없을 것 같아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평생 남의 시선에
맞추어 살아온 것이다. 인혜는 “늘 뭔가 하고 있어야” 한다는 “한국 사회”가
힘들어서 벗어났으며, 이제는 남들이 볼 때 “쓸데없는 거라도” 좋고 돈을 조금
벌어도 좋으니 자신에게 흥미로운 것을 하면서 싶고 싶다고 말한다. 앞으로는
남의 시선에 맞추어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관욱, 영수, 인혜의 사례에서, 이들을 아프게 한 것은 진정으로 원하는
일보다는 점수와 연봉, 즉 물질적 성취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 자신의 몸의
요구나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늘 남의 시선에 맞추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고국의 문화’로 나타난다. 이들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물질적 성취로
판단하는 문화에서 적응하며 살아왔지만 그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을 겪었고,
이제 그런 문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국을 떠나 리시케쉬로 온 것이다.

② 인간 관계와 규율을 중시하는 문화
요가 수련자들의 서사 속에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또 다른
‘고국의 문화’란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시선과 연관된 것으로 묘사된다. 그렇다면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고국에서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자신의 질환과 연결시키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자.
[사례 III-19: 은숙(23), 한국, 여성, 인도 1회/리시케쉬 1회, 요가 경력 3개월]
은숙은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어머니와 함께 지하 단칸방에 살았다.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학교 근처에 원룸을 얻어 혼자 살게 되었다.
그러다가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겉만

멀쩡한

빈털터리

백수”였다. 은숙의 집에 “공짜로 눌러붙어” 살면서 자신의 무능력을 드러낸
남자친구는 은숙을 잃을까봐 은숙에게 과도하게 집착했고, 심지어 여러 번
폭력을 휘둘렀다. 마지막에는 벽돌로 은숙의 몸을 폭행했는데, 다행히 비명을
들은 이웃들이 달려와 피투성이가 된 은숙을 구해냈고, 남자친구는 경찰에게
잡혀갔다.
은숙: 그렇게 된 이후로 힘든 시간 보내면서 자살 시도도 하고. (중략)
빠져죽으려고. 그때 수면제도 구해서 갔고.
연구자: 법정에서 왔다갔다 할 때?
은숙:

대질 심문 오라고 받아놓고. 한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인간의 추한
모습 봤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 계속 괴롭힘 당하고. (중략)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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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지면 모든 것이 편하겠구나, 사람들이. (중략)
연구자: 증상이 어땠어?
은숙:

가스 많이 차고 항상 더부룩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서,
스트레스 받으면 변비랑 설사랑 왔다갔다 해. 항상 힘들어. 근데 여기
와서 별로. (중략) 공황장애가 1년 전 (중략). 환상 보고, 밤에 잘 때
걔가. 그러면 그 날 아무것도 못하고 친구들 불러놓고 문 잠그고
하루종일 울고. 몸 떨고 갑자기 기도가 작아지는 느낌 들고 (중략) 못
먹고 못 자고 몸 덜덜 떨면서 난리도 아니었지. (중략) 그때 불면증이
있었지. 우울증은 아니었던 거 같애.

연구자: 폭식증은?
은숙:

장난 아니었어.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 먹다가 살이 10키로 빠지니까,
내가 미쳐서, 정신병 걸려서, 내가 살이 찌면 남들이 나 힘들지
않았다고 볼 거 같애서, 남의 시선 엄청 의식한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다른 사람이었던 거 같애. 주변에서 다 비웃는 거 같고. 혹시라도
걔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에 살을 더 빼게 되는 거야. 그래서
먹으면 피자 한 판 다 먹고 다 토해내고. 그게 또 몇 달 갔어.
공황장애에서 벗어난 건 천천히 벗어났는데, 그게 심하지 않을 때도
폭식증, 거식증 왔다갔다 했어. 그때 몸무게가 40대 초반이었나.
이것도 작년이지. (중략)

연구자: 언제 벗어났어?
은숙:

태국 가면서. (중략) 태국에서 마음 편하고 한국에서 벗어났단 생각에
마음이 편했고. 많이 쪘지, 그때 또. (중략)

위 사례에서 은숙의 고통은 크게 세 가지 다른 차원에서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차적 원인은 남자친구의 폭력, 2차적 원인은 과민성대장증후군, 공황장애
등의 신체적 증상, 3차적 원인은 남들의 시선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은 소송과
합의로 해결되고 심신의 상태는 좋아졌지만, 은숙은 다음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
엄마, 가족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 미안해서. 엄마 보긴 너무 힘들어, 지금도.
내가 엄마한테 뭐 해준 게 없고. 우리 가족은, 내가 엄마, 아빠랑 같이 얼굴
보면서 살 자신도 [없어]. 난 솔직히 지금 바라는 건 내가 돈 벌어서 엄마한테
보내주는 게 최상의 방법이고. 엄마랑 그냥 안 맞아. 엄마는 날 이해해주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고픈 거 다 하고 배우고픈 거 다 하고 살았는데. 엄마는 영화
만들고 그런 거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얘는 맨날 그림 그리고 카메라 들고
다니고 시나리오 쓰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야. 옛날 한국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대로만 [이해해]. 그건 이해한다, 자기가 본 적 없는 거[는 이해를 못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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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엄마는 나라는 인간에 대해 이해한 줄 알았다, (중략) 엄마가 맨날 하는
말이, 그나마 하나를 낳았기에 다행이지. 엄마가 날 욕해도 할 말이 없는 게
너무 죄인이고 업이 많기 때문에. 업을 어떻게 다 갚고 살아야 할지. 평생의
과제죠. 엄마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 절하면서 많이 울었던 건, 가족이 행복,
내 주변 사람 행복하게 해달라고, 나는 정말 상관없어. 내가 좋고 내가 행복한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은숙은 남자 친구의 폭력 및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고통을 더하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의무감이다. 자신이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딸이라는 인식은 은숙이 자신의
고통에 대한 위안을 가족으로부터 찾기보다는 오히려 가족에 대한 자신의
‘무책임’을 더 민감하게 느끼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은숙은 “나는
사람이 바뀔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가정에서 시작된 본성은 자기가 죽을 힘을
하지 않는 한 힘들다”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에 좌절하였다. 나아가
은숙이 경험하는 주변 시선에 대한 의식과 어머니에 대한 죄의식은 항상
한국에서는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갑갑하다는 느낌과 연결된다.
연구자: 넌 한국 갑갑해서 가기 싫다고 자꾸 그러는데 왜? 남친과의 그거?
은숙:

아냐,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었어. 졸업하고 독일으로 워킹홀리데이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든 한국 벗어나고 싶었어. 나랑 한국이 안 맞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게 맞았고. 한국에선 다
미친 년 취급하고. (중략) 우리집이 시골집이었고. 엄마 아빠가 나 미친
년이라고 하고. 아무래도 친구들, 나는 이해받는 친구들 별로 만난 적
없고. 심지어 한국은 아트를 공부한다는 애들조차도 엄청 갇혀 있거든.
한계가 있어. 벗어나지 못하는.

남자 친구, 부모님, 그리고 사회의 시선과 태도로부터 은숙에게 ‘한국’은 안
맞는 곳,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곳, 사람들이 “엄청 갇혀” 있는 곳, 즉
벗어나고 싶었던 곳으로 인식된다. 반면, 은숙은 한국을 떠나 태국에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며 한동안 즐겁게 머물다보니 폭식증, 거식증이 치유되었으며,
인도에서는 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서 생활이 단순하다 보니 삶에
충실해져서 행복해졌다고 하였다. 은숙은 한국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항상 말했는데, 이것은 가족에 대한 의무감과 사회적 시선이 자신을 옥죄는 곳,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곳,

자신과

맞지

행복해졌으니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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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문화를

벗어나

이러한

가족에

대한

죄책감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이다.

[사례

III-18]에서 살펴보았던 영수는 경험이나 능력보다는 직업, 돈, 학력, 성과로
사람을

평가하여

스트레스를

주는

‘한국’에

대한

갑갑함뿐

아니라

다음

사례에서처럼 어머니에 대한 ‘아들’로서의 죄책감 또한 가지고 있다.
[사례 III-20: 영수(29), 한국, 남성, 인도 1회/리시케쉬 1회 방문, 요가 경력 9개월]
어머니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상담자가] 저한테
자꾸 그게 왜 영수 씨 때문에 사는 거죠, 하고 물어보는 거죠.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말이 안 되니까, 불필요한 죄책감에서 많이 벗어났죠.

영수가 상담을 받은 것은 10대부터 시작된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여러
가지

운동과

사찰에서의

생활을

포함한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의

일부였다. 영수는 중학교 때에는 부모님이 이혼한 후 게임 중독에 빠졌고,
고등학교 때에는 심장의 통증과 우울증, 불면증이 생겼지만 적당한 시기에
돌봄을 받지 못해 20대 내내 이 증상들이 지속되었으며,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한 것이 2번이었다고 하였다. 영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들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까지 느끼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인들의 이야기에서 공통된 점은 나이에 걸맞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족 내의 역할을 강하게 의식하고, 가족과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의 판단하는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다가 결국 너무 갑갑해서 한국을
벗어나기로 결심했다는 것, 실제로 한국을 떠나 단순하게 생활하며 요가를
수련하니 심신이 건강해졌다는 것이다.
다음 사례에서는 직장 동료들의 시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사례 III-20: 달희(42), 한국, 여성, 인도 3회/리시케쉬 3회 방문, 요가 경력 3년]
달희:

처음에 3개월 있었고. 돌아갔을 때도 같은 생각 가지고 있었기에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프로젝트로 일을 했어. 일하고 두 번째 다시 왔다가,
11월에, 그때 3개월간, 11월에 왔다가 돌아갈 때부터 갈등이 되게
많이 된 거야. (중략) 이유는 그렇게 빨리 또 안 되고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지. 내 나이와, 내 나이에 따르는 사회적
역할 같은 거 다시 고민하게 되고, (중략)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삶의
방식까지 비슷해지지 않고서는 함께 일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중략) 24시간 중에서 14시간 이상을 함께 있다 보면 세 끼 밥을 같이
먹어야 하고. (중략) 세 끼 밥을 같이 먹으니까 메뉴에 있어서도
그렇고 노는 시간조차 함께 해야 하고 자는 것도 같은 숙소에서 자야
하는 경우가 있고, 평소에 하는 모든 얘기, 심지어 간식도 같이 먹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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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너무나 많은 부분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나만 너무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에게 배척당하지. (중략) 나는 너무나
달라진 거지. 장어덮밥 같은 거 너무 먹기 싫고. 주말에 쉬는 날에
같이 총 쏘는 영화 같은 거 볼 필요 없고. 그리고 옷도 내가 면으로
입고 회사 갔더니 어린애들이 파자마 입고 왔다고 쑤군댄다고 그
사람이 내게 말을 하는 거지. (중략) 내가 내 몸에 편안한 걸 찾다
보니, 사실 쉬는 날에 그런 옷을 입고 갔을 뿐인데도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가십(gossip)

거리가

된다는

거지.

내가

간식으로 미숫가루나 죽을 먹는 행동조차도 그 사람들한테는 포용하기
쉽지 않은 거야.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일도 같이 하기 싫어지는 거지.
왜 너만 그렇게 다르게 행동하냐는 거지. 거슬리고 점점 더 싫어지고
다른 것조차도 대화가 안 통하게 되고. (중략)
연구자: 그래서 새로운 방향을 찾은 게 요가?
달희:

그냥 한 번 해보겠다는 거지. 그게 새로운 방향이라기보다 사실은 어쩔
수가 없지. 솔직히 말하면,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건강을
지키고 남은 인생은 가족들 짐 되지 않게 살려면 뭐라도 해야 될
테니까 그런 거지.

위 사례에서 달희는 한국의 획일적인 직장 문화가 자신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어 몸이 나빠졌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더
이상 일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가족과 함께 있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결국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게’ 태국과 인도를 오가며 요가를 수련하게 된 것이다.
달희는 이제 인도와 태국에서 번갈아 장기체류하며 요가 수련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최소한 1년간은 한국에 돌아가지 않을 예정이다. 위 사례에서 달희는
1차적으로는 자신들과 똑같이 생활할 것을 요구하는 직장 동료들의 암묵적인
시선, 2차적으로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가족들의 시선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한편, 20대, 30대 초반의 한국인과 일본인의 공통점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워킹홀리데이나

여행

등으로

외국

생활을

경험한

뒤

고국에서

적응하기

힘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호주 등의 서구
문화를 경험한 후 고국에 돌아가니 적응이 되지 않아 불행해졌다고 하였다.
특히 일본인들은 일본의 엄격한 규율, 일본인들의 가식적인 태도가 스트레스를
주어서 일본에 있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일본인들은 이런 이유로 우울증뿐
아니라 마리화나 등의 환각제에 대한 중독 증상을 경험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은 우울증과 약물 중독을 고국의 엄격한 문화에 대한 불만과
긴밀히 연결시켜 인식하는 일본인의 서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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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III-21: 아유미(27), 일본, 여성, 인도 1회/리시케쉬 1회 방문, 요가 경력 2년]
[사례 III-9]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유미는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로 2년간
지내다 일본으로 돌아온 뒤 우울증에 걸렸다. 약도, 상담도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일본을 떠나는 것만이 우울증을 해결해주었다. 아유미는 앞으로도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연구자: 집에 안 가고 싶어?
아유미: 별로. 일본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
연구자: 왜?
아유미: 너무해. 너무 엄해. 사람들이 착하긴 한데, 넌 못 느껴? 사람들이 더
착하고 나은 사람인 것처럼 꾸미는 거. 그런 게 싫어. 사람들이 뭔가
숨기는 게 싫어. 정직하지 않아. 그런 걸 일본에서 많이 느껴, 특히
일할 때. 서로 신경 써주거나 예의바른 것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거리감을 많이 느껴. 벽을 느껴. 그게 정상이지. (중략) 돈을
벌려면 그들처럼 해야 하고, 아마 하겠지만, 그건 올바른 삶의 방식이
아냐(It's not right way to live).

아유미는 엄격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해야 하는 일본 문화에 대해 “그건 올바른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까지

생각하며

분노하고

원래보다 더 착하고 더 나은 사람처럼 꾸며야

있다.

아유미에게

일본은

하는 위선적인 공간이며,

올바르지 않은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억압적 공간이다. 아유미가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기 싫은 이유는 “올바른 삶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살면 다시 우울증에
걸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은숙과 달희, 아유미의 사례에서 가족에 대한 부담감,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불편함, 엄격함과 예의바름을 요구하는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불만을 읽을
수 있다. 물론 각자의 경험에 차이가 존재하고, 또한 일본인과 한국인 간의
격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서사에서는 궁극적으로 인간 관계와 규율을
중시하는 ‘고국의 문화’가 자신의 질환의 원인이 되었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이들이 인도에서의 요가 수련을 선택한 것은 이러한 문화를
벗어나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III장에서는 이들이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을 경험하면서 대안을 찾기
위해 끊임없는 시행착오와 탐색의 여정을 경험하였으며, 이들이 고국에서 겪은
질환에 대한 서사에서는 기존 의학에 대한 불신, ‘진정한 나’에 탐색, 사회경제적
소외와 좌절감, 물질적 성취로 판단하는 문화 및 인간 관계와 규율을 중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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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문화”에 대한 혐오감이 나타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IV장에서는 이들이 실제로 요가 수련을 어떻게 하는지 그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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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요가 수련의 구체적 양상
IV장에서는 리시케쉬에서의 요가 수련자들이 요가 수련을 하는 구체적인
양상을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수련자들의 일상 생활을 기술한 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수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학습되고 훈련되는 과정을 파악한다.

1. 요가 수련자들의 일과
이들은 요가 수련을 중심으로 수행승과 같이 금욕적으로 생활한다. 아침
6시경에 일어나 깨어 있는 시간은 대부분 요가 수련을 하거나 요가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저녁 10시경에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술, 고기,
담배가 없는 절제된 식단을 준수하고, TV나 영화, 게임이나 기타 스포츠와 같은
여가 활동은 하지 않는다.
[사례 IV-1: 신지(23), 일본, 남성, 인도 4회/리시케쉬 4회 방문, 요가 경력 4년]
신지는 새벽 5시 40분에 일어난다. 양치질과 세수를 한 후 1시간 동안 앉아서
위빠사나 명상을 하는데, 주로 아나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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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다. 그 후 스트레칭을 하고

방에서 요가를 연습한다. 신지는 아쉬탕가 요가를 아옝가 요가 방식으로
정밀하게

교정해가면서

혼자서

수련하기

때문에

아쉬탕가

요가

시퀀스(sequence: 순서)를 한 번 하는 데 꼬박 4시간이 걸린다. 자야의 수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오전에 요가홀에 모여서 연습하지만 신지는 방에서 혼자
연습하는데, 요가홀에서는 아옝가 요가만 연습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남들의
눈치도 보이고, 사람들이 많으면 연습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오전 연습이
끝나면 바나나를 몇 개 먹고 경전이나 다른 책을 읽는다. 바가바드기타는 이미
일어로 2회, 영어로 2회 정독했고, 지금은 리그베다와 우빠니샤드를 읽고 있다.
평균 2-3시간 동안 읽고 나면 점심을 먹고, 1시간 동안 낮잠을 잔 후 1시간
동안 명상을 한다. 그 후 4시 반에 요가홀에 도착해서 혼자 연습을 하다가
6시부터 수업에 참여한다. 8시 정도에 식당에 들러 저녁을 먹고 나면 9시가

34

아나빠나사띠(Ānāpānasati)는 빠알리어, 산스크리트어로 ‘호흡에 마음을 챙기는 것(mindfulness of breathing)을 뜻한다. 사띠는

마음챙김, 아나빠나는들숨과날숨을뜻한다. 아나빠나사띠는테라바다불교에서수행하는위빠사나명상의핵심수행법중하나이며, 현재
여러계통의불교와서구식마음챙김프로그램에서도명상법으로수행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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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쉬거나 책을 읽다가 10시에는 잠자리에 든다.

리시케쉬에서

장기체류하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요가 수련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대부분의 요가 수업은 아침, 저녁
각각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진행된다. 개인 연습 없이 수업만 다니는
사람들은 오전과 오후에 동일한 선생의 수업에 가기도 하고, 각각 다른 선생의
수업에 가기도 한다. 자야의 아옝가 요가 수업은 저녁에만 있는데, 학생들의
상당수는 요가홀에서 오전에 두 시간에서 4시간, 오후에 1시간 반 시간 동안
개인연습을 한다. 따라서 리시케쉬의 요가 수련자들은 매일 최소한 1시간
반에서 7시간 반 동안 아사나를 수련하는 셈이다. 이들 중에는 매일 7시간 반
동안 요가홀에서의 아사나 수련과 개인적으로 방에서 수련하는 명상, 호흡까지
포함하면 하루 수련 시간이 10시간에 달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요일은 요가 수업도 없고 연습도 없어 느긋하지만, 역시 수련자들은 요가를
중심으로 지낸다. 근처 산으로 트레킹을 가거나 느긋하게 식당에서 브런치를
먹기도 하지만 대화의 중심은 역시 요가이다. 다음은 찻집이나 식당에서 요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상황이다.
[사례 IV-2: 달희(한국, 42세, 여성, 인도 3회/리시케쉬 3회 방문, 요가 경력 3년)와
희경(한국, 49세, 여성, 인도 6회/리시케쉬 4회 방문, 요가 경력 5년)의 대화]
달희: 이번 주엔 자야가 힘이 뻗쳐서 2시간 내내 아사나를 2개씩밖에 안 한 거
있죠. 그래서 팔을 펼치는 걸 확실히 배웠어요. (팔을 펼치며) 먼저
이두박근을 아래로, 삼두박근을 위로 평행하고 두고, 그 상태에서 손목만
바깥쪽으로

비틀어서

손바닥이

위로

가게

해야

돼요.

이두박근,

삼두박근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돼요.
희경: 근데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어깨를 뒤로 보내는 건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거야? 난 잘 모르겠더라.
달희: 가슴을 위로 당기고 어깨를 뒤로 접되, 배는 긴장하면 안 돼요. (갈비뼈를
늘려서

보여준다)

갈비뼈들

하나하나

사이를

늘리면

배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배는 축 처지게 하는 게 중요해요. 배 앞쪽은 늘리고,
그래서 등 뒤 가죽들은 헐렁하게 밑으로 축 처지게 해야 돼요. 자야가
자꾸 등 가죽을 밑으로 보내라는 게 그거예요. 저도 그게 죽어라 안
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되어 너무 행복했어요.
희경: 아, 그게 그런 뜻이야? 이번 주 수업을 한 번에 건졌네! 참, 나도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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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사우갓 수업에서 발견한 게 있어. 마운틴 포즈

35

할 때, 엉덩이

근육이 위로 잘 안 솟잖아. 그런데 며칠 전에 사우갓이 목을 잠그고
단전을 보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엉덩이 근육이 정확하게 위로 확
솟더라.
달희: 그거 할 때 단전 보면 자야에게 엄청 혼나는데?
희경: 핵심이 그게 아니라 단전을 보면 히프 근육이 위로 정확하게 솟을 수
있다는 거야.
달희: 그건 그렇겠다.
희경: 근데 지난 주 내내 마운틴 포즈를 너무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오늘도
험한 트레킹을 다녀왔군”하면서 매일 농담을 했어.

지금까지 살펴본 바처럼 요가 수련자들은 요가를 중심으로 살아간다. 함께
식사를 할 때는 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친구의 방을 방문해서는 요가

비디오를 함께 본다. 친구를 사귈 때에도 요가가 매개체가 된다. 요가홀에서
연습을 하며 서로의 자세를 봐주는 경우, 우연히 마주보고 다리를 찢고 있다가
시선이 마주쳐서 농담을 시작하는 경우, 화장실 앞에서 팔을 뒤로 보내는
자세를 연습하며 기다리다가 자세에 대해 토론하는 경우 등을 통해 서로
친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내일 바가바드기타 강의가 있는데 같이 갈래?”, “모레
와이파이 카페에서 랩탑 미팅을 할 건데, 좋은 요가 비디오나 책이 있으면
랩탑에 담아와서 공유하자”와 같은 제안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점점 더 개인적
관계를 발전시켜 간다. 친해지면 수업 후 자동적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러
가거나, 오전 연습 후에 찻집에서 짜이를 한 잔 마시며 수다를 떠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 물론 이때도 화제의 중심은 요가이다.
리시케쉬에서는 이처럼 요가를 통해 사회 생활을 하게 되지만, 사회 생활이
요가보다 우선시되지는 않는다. 집을 떠나 혼자 낯선 곳에서 특별한 오락거리도
없이 지내며 한 가지 활동을 매일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인간 관계는 아주 친밀할
것 같지만, 인간 관계보다는 자기 자신의 요가 수련이 최우선이라는 분명한
선이 있다. 이는 다음 대화에서도 드러난다.
[사례 IV-3: 달희(42), 한국, 여성, 인도 3회/리시케쉬 3회 방문, 요가 경력 3년]
달희:

35

요가를 하면서 만나는 요가 친구들에게는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희경이 말한 포즈는 [그림 7]의 아도무카쉬바나 아사나를 가리킨다. 이 자세는 영어로는 ‘downward dog pose’로 번역된다.

그러나 사우갓은 이 자세를 항상 ‘마운틴(mountain) 포즈’라고 잘못 불렀고, 학생들도 그를 따라 이 자세를 ‘마운틴 포즈’로 잘못 부르는
경우가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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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민영 씨를 만나는 것처럼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막

떠들기도

하지만,

우리

서로

요가만

하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조차도 잘 안 물어보고. 나이가 몇 살인지, 뭐하는 사람인지
사실 잘 안 물어봐요.
연구자: 너무 바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루에 7-8시간씩 요가를 해대니까.
달희:

그것보다는 그런 거 자체에 큰 관심이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궁금해하는 사람도. (중략) 다들 자기 자신에게 많이 집중하는
거죠.

달희의 말에서 이곳 사람들은 요가를 함께 한다는 것은 좋아하지만, 상대에
대해 깊이 알고 싶어하거나 일부러 깊은 인간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길거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
일본인을 비롯하여 서구인들도 거리에서 같은 나라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일부러 외국어를 쓰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가 관광객이나
단기체류자로 보일 때 특히 그러한데, 이유를 물어보면 “쓸데없는 얘기를
하거나 괜히 여기저기 안내해주면서 돌아다니는 시간이 아까워서 피해다닌다”는
대답을 주로 듣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리시케쉬의 외국인 요가 수련자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요가 수련이라는 것이다.

2. 요가 수업 장면
리시케쉬의

요가

분위기를 강조한다

수업들은
36

상업적인

분위기를

최대한

배제하고

영적인

. 가장 큰 특징은 수업을 시작할 때 만트라(mantra:

주문이나 종교적인 경구)를 함께 외운다는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의

일반

요가

센터들에서는

“옴”이나

“나마스떼”

정도의

짧은

말로

인도와의 연결만 느끼게 할 뿐, 만트라를 외우지는 않는다. 그러나 리시케쉬의
선생들은 수업을 시작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경구나 스승에게서 물려받은
만트라를 선창한 뒤 학생들에게 복창하도록 한다. 암송에는 보통 수 분이

36

인테리어도 중요한 부분이다. 대부분의 요가홀에는 요가 구루의 사진과 격언, 꽃이 둘러쳐진 힌두교의 신상 등이 장식되어 있으며, 향

냄새가 나는 경우도 많다. 요가 선생은 직접 수강료를 받지 않는다.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직원이 수강료를 받는다. 혼자 수업을 진행하는
요가강사도 수강료를직접받지않는데, 이미수강료는 정해져있지만학생들이‘기부(donation)’ 형식을빌어 요가홀한켠에자발적으로
놓아두고가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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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된다. 각 동작 전마다 해당되는 만트라를 암송하는 선생도 있는데, 태양
경배 동작 전에는 태양에 대한 만트라를, 달 경배 동작 전에는 달에 대한
만트라를 선창, 복창하는 식이다. 보통 두 손을 가슴 앞에서 합장하고 만트라를
외우므로 경건하고 종교적인 분위기가 된다. 처음 온 학생들은 요가가 고국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신체적인 운동 혹은 ‘이국적인 몸 꼬기’가 아니라 더 깊은
정신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리시케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야의 수업을 들여다보자. 자야는 50대 후반의
스위스 출신 여성으로, 인도에서 30년 이상 거주해왔으며, 취득하는 데만 수
년이 걸리는, 어렵기로

소문난 아옝가 요가 강사 자격증을 갖춘 유명한

선생이다. 보통 전통적인 하타 요가와 아옝가 요가, 아쉬탕가 요가가 조금씩
섞인 스타일을 가르치는 다른 수업과는 달리 자야는 아옝가 요가의 원형만
정확하게 가르친다. 아옝가 요가 수업의 특징은 창시자인 아옝가가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강하게, 엄격하게 수련한다는 것이다. 이곳 학생들의 수준은 아주
높으며, 상당수가 매년 시즌(10월-3월)마다 돌아와 하루종일 요가 수련에만
정진한다. 이렇게 반복해서 오는 사람들은 고국에서 요가를 가르치고 있거나
앞으로 가르칠 예정인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수업 분위기는 아주 진지하다.
오후 4시 반이 되면 요가홀 문이 열리고, 학생들이 요가홀로 한 명씩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들은 오자마자 준비실로 들어가 가방을 놓고, 아래 위로
요가를 할 수 있는 편안한 복장으로 갈아 입는다. 자야의 학생들의 옷은
리시케쉬의 어느 요가 수업 학생들보다 길이가 짧고 몸에 꼭 달라붙는 편이다.
아옝가 요가 수업에서는 바른 자세로 교정받을 수 있도록 근육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많이 노출할 수 있는 옷을 입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업에 오래 다닌 사람들일수록 전문 요가복을 입는데, 상의는 소매가
없고, 하의는 사각팬티에 가깝다. 남녀 모두 몸의 곡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요가홀 외부에서는 절대로 입을 수 없는 복장이지만 요가홀 내부에서만은
당연하게 여겨지며, 처음의 민망함은 점점 익숙해진다.
학생들은 준비실에서 각자 매트와 나무 벽돌을 하나씩 들고 나와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매트를 깐다. 자신이 연습하고 싶은 포즈에 따라 의자, 담요,
벨트, 볼스터, 발 받침대 등을 가져와서 이용한 후 다시 가져다 놓기도 한다.
수업 전에는 대부분 힘들게 버티는 자세보다는 [그림 8]처럼 편안하게 누워서
근육을 늘리거나 교정하는, 혹은 휴식하는 릴랙싱 포즈를 많이 취한다. 이러한
자세를 취한 채로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인사를 나누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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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아옝가 요가에서 자주 쓰이는 릴랙싱 포즈들

6시 1분 전이 되면 매트 사이에 1cm 정도 되는 공간이 남을까 말까 할
정도로

요가홀이

꽉

찬다.

상급

학생

중

누군가가

“쉿”

소리를

내면

웅성웅성하던 요가홀이 일순간에 조용해진다. 매트와 나무 벽돌 하나를 제외한
모든 기구를 준비실에 집어넣느라 분주한 학생들도 있다. 자야가 문을 열고
걸어들어오면 학생들은 벽돌을 엉덩이 밑에 깔고 양반다리를 한 채 허리를 더욱
펴고 긴장해서 앉는다. 자야는 빈 공간을 보고 몇 명이 더 들어올 수 있는지
계산한 후,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중 몇 명을 더 들어오게 한다.
자야는 맨 앞 무대에 걸터앉아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을 때까지 관찰하거나
다음과 같이 호통을 친다. “왜 이리 시끄러워? 이렇게 시장처럼 시끄러워서
어떻게 요가를 하겠어?”, “옷이 그게 뭐야? 거리에서 입고 다니던 옷을 입고 또
수업에 오면 쫓아낼 거야!”, “바지가 너무 길어!”, “발바닥이 더러운 사람들은
내일부터 쫓아낼 테야!”
학생들이 모두 자리에 앉으면 자야는 바로 앉는 법에 대해 지시를 내린다.
허리를 펴고, 어깨를 뒤로 넘기고, 턱을 당기고, 눈과 혀를 부드럽게 하고,
엉덩이를 뒤로 빼지 않고, 꼬리뼈를 앞으로 말고, 양 정강이의 정확히 중간
지점이 서로 맞물리게 해야 한다. 한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면 다른 부분이
흐트러지기 쉽지만, 자야는 끊임없이 앞의 지시를 반복하며 몸 전체에 깨어
있도록 한다. 때로는 바로 앉는 법에 대해서만 10분이 넘게 가르칠 때도 있다.
모든 학생들이 바르게 앉으면 자야는 눈을 감고 손을 모으도록 한다. 조용한
순간이 잠시 흐른 후, 자야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길게 “옴”하고 암송한다.
학생들이 합류하여 한 호흡이 끝나면 소리가 끊기고, 다시 몇 초 후 자야가
선창을 하면 학생들이 합류하는데, 이렇게 총 3회에 걸쳐 “옴”을 암송한 후
자야가 파탄잘리에게 바치는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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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암송하기 시작하면 학생들이 함께

37

출처는http://www.bksiyengar.com

38

Invocation to Patanjali: 아옝가요가에서는『요가경』의저자인파탄잘리를스승으로모시고매수업전마다그를향해기도를한다.

산스크리트어 가사는 다음과 같다: yogena cittasya padena vacam / malam sarirasya ca vaidyakena / yopakarottam pravaram
muninam / patanjalim pranjalir anato'smi / abahu purusakaram / sankha cakrasi dharinam / sahasra sirasam svetam /
pranamami patanjalim. 뜻은 다음과 같다: 마음의 평온과 신성함, 명백함의 문법, 말의 순결, 건강의 완전함을 위한 약으로 요가를 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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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창한다.

느린

음율로

산스크리트어

기도를

외우는

데에는

2분

정도가

소요된다.

[그림 6]

[그림 7]

[그림 8]

비르 아사나39

아도무카쉬바나 아사나

트리코나 아사나

기도가 끝나고 나면 자야는 단호한 목소리로 아사나의 이름을 외친다. 보통은
비르 아사나(Virasana), 아도무카쉬바나 아사나(Adho mukha svanasana)로
시작한다. 그날그날 다른 아사나를 3-6세트 정도 수련하는데, 월요일에는
정적인 아사나를 천천히 하는 편이고, 주말로 갈수록 역동적이고 힘든 아사나를
과격하게 하는 편이다.
자야는 각 자세마다 질문을 던져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을 관찰하게 함으로써
자세에 대해 깨어 있도록 유도한다. 트리코나 아사나의 경우, 자야는 양다리를
벌리고 양팔을 벌린 후 허리를 옆으로 굽혀 내려가도록 각 단계마다 지시를
준다. 학생들이 옆으로 내려가 바닥에 닿으면 자야는 갑자기 질문을 던진다.
전형적인 수업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다.
[사례 IV-4: 일반적인 수업 중 트리코나 아사나 지도]
자야:

(트리코나 아사나를

하던

중)

모두 일어나!

지금

자신이

몸통에서부터 내려갔나, 아니면 팔에서부터 내려갔나?
학생 A:

몸통부터요.

학생 B, C, D: 팔부터요.

가장 고귀한 성자 파탄잘리 앞에 경배하게 하소서. 상체는 인간의 형태이고 팔은 소라와 디스크를 들고 1000개의 머리를 가진 코브라로
왕관을쓴아디세사의환생인파탄잘리앞에엎드리게하소서.
39

[그림6]의 출처는 http://www.yogaartandscience.com이다. [그림 7]. [그림 8]는 아옝가 요가의 창시자이자 자야의 스승, 즉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궁극적인 스승인 B. K. S Iyengar의 모습이다. 원래는 그의 저서 『Light on Yoga』에서 나오는 사진이지만
전세계의 수많은 요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비르 아사나’는 [그림 6]를 포함한 응용자세들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는 앉은 자세를
가리킨다. 그러나자야의수업에서는[그림6]처럼엎드린자세로통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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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

골반부터요.

자야:

다시 두세 번 해보고 답해. 생각이 아니라 자신이 뭘 하는지
정확히 관찰하고 말해. (잠시 후) 거기 빨간 티셔츠, 그리고 파란
바지, 무대로 나와봐. 다시 트리코나 아사나를 해봐. (잠시 후)
빨간 티셔츠, 당신은 어디로부터 내려갔나?

빨간 티셔츠:

몸통부터요.

자야:

파란 바지, 당신은?

파란 바지:

손으로부터요.

자야:

여러분이 볼 때 빨간 티셔츠는 어디로부터 내려가나?

학생 F, G, H: 팔에서부터 내려갔어요.
자야:

다른 의견 없나?

학생 I:

골반으로부터 내려간 것 같아요.

학생 J:

왼쪽 고관절 내부로부터 내려갔어요.

자야:

빨간 티셔츠, 한 번 해봐. (빨간 티셔츠를 가리키며) 봐, 봐, 이
순간! 멈춰! 팔로부터 내려가잖아. 맞아? 그렇지? (모두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노트 필기를 많이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서 배운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위험이 있어. 틀려도 좋으니까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아는 게 중요해. 차라리 파란 바지처럼
틀리더라도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관찰하고 있는 게
낫단 말이야.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움직임의 시작과 진행 방향 등을 관찰하는 데 집중할
때도 있고, 정지한 상태에서 몸의 각 부위를 관찰하는 데 집중할 때도 있다.
자야는 학생들이 힘든 자세로 수십 초간 버티게 해놓고는 계속 소리를 지른다.
특히 고국에서 요가를 가르치는 선생이나 상급자의 이름일수록 더욱 자주
부르면서 꾸중하고, 제대로 되지 않는 부위를 찰싹찰싹 때리거나 밟기도 한다.
아놀드! 유리! 클라라! 뭐하는 거야? 넌 너무 게을러! (찰싹 때린다) 마이
갓(My God)! 스베타볼리! 자고 있나? 마음이 어디 가 있는 거야?

자야는

많은

자세에서

학생들을

한계까지

몰아붙인다.

아도무카쉬바나

아사나를 비롯하여 힘든 아사나로 오래 버텨야 할 때 체력이 약한 초보자, 혹은
해당 근육이 딱딱하거나 비틀어져 있는 사람은 숨을 거칠게 쉬며 부들부들
떨다가 중간에 바닥으로 털썩 떨어지기도 한다. 선천적으로, 혹은 사고를 입어
뼈나 근육의 모양이 다른 사람은 해당 부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담요, 볼스터
등을 이용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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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에 의자, 담요, 벨트, 볼스터, 발 받침대를 쓰거나, 두 명씩 짝을 지어
해야 하는 자세가 있는
아사나

40

날도 있다. 어떤 날이든 마지막은 반드시 사바

로 마무리한다. 매트 위에 눕거나 때로는 앉은 채로 머리를 벽돌 위에

놓고, 모든 전등을 끄고 고요히 휴식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자야가 수업이
끝났음을 알리면 모두 일어나 앉고, 두 손을 합장하며 공손히 인사를 한 뒤,
매트와 벽돌을 준비실에 집어넣고 옷을 갈아입고 나온다.
자야의 수업은 전형적인 현대 동작 요가(Modern Postural Yoga) 수업을
보여준다. 현대 동작 요가의 한 세션은 보통 1) 도입: 도착해서 조용한 시간
갖기, 2) 아사나 수행: 지도자가 예를 주고, 교정해주고 설명해주는 과정을 통한
동작 및 호흡 수행, 3) 최종 릴랙스: 이완을 위한 사바 아사나 및 돌아오기의
3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이것은 ‘통과의례(Van Gennep 1965[1908])’의 근본적
구조인 1) 분리, 2) 이행, 3) 재통합의 3단계와 같다. 이러한 구조에 기반한
현대 동작 요가의 수업은 몸에 기반한 수행의 안전하고 일상적이며 만질 수
있는 기초에서 시작하여 성스러움으로의 다양한 수준의 접근을 제공하는 의례의
성격을 갖는다(Michelis 2005). 다음 장에서는 요가가 어떻게 성스러움으로의
접근을 제공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3. 수업을 통한 훈육과 자기 학습
앞에서 기술한 자야의 요가 수업은 누구에게나 힘들다. 심지어 수 년간
자야의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수업에 가기 싫다거나
수업 시간이 두렵다고 자주 말한다. 이러한 인식은 국적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공통적이며, 항상 학생들이 하는 농담의 단골 소재가 된다. 힘든 자세로
끊임없이 버티는 수업을 했던 날, 연구자가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자, 최근 3년간 매년 8개월씩 자야의 수업에 참가하며 보냈던
클라라는 이렇게 말했다. “나도 오늘 또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심각하게
질문했다니까. 남들처럼 나는 왜 남편, 개 한 마리와 함께 큰 집에 사는 평범한
삶을 못 살고 이러고 있냐고. 보통 2주에 한 번 이렇게 스스로에게 심각하게
물어봐.” 자야의 수업 때문에 무려 13년을 리시케쉬에 머물렀던 아놀드는 “이런
날에는 이번 주를 끝으로 다 그만두고 태국으로 가버리겠다고 생각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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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asana: 송장처럼편안하게누워신경과근육을이완하는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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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되면 나도 모르게 다음 주 과정에 등록하게 되는 것이 벌써 몇
년째야!”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수업에 이들이 계속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점점 더 자신이 요가 수업이 의도하는대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요가 수업을 통해 자야가 의도하는 변화는 학생들이 아사나를 통해 몸, 마음,
영혼 모두에 깨어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야는 종종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
이러한 의도를 드러낸다.
마음을 완전히 그 근육 속에 담아! 마음을 담지 않으면 근육이 금방 풀리고
말잖아! 근육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가? 마음이 얼마나 완전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해? 마음이 어딘가로 가 버리고, 몸이 다른 어딘가로 가
41

버리면 그건 요가가 아니야! 요가는 몸, 마음, 영혼을 결합시키는 거야 !

자야는 요가 동작만 취할 것이 아니라 근육 속에 마음을 담아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요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몸, 마음, 영혼의 연결에 대한
자야의 관점은 다음 사례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사례 IV-5: 2011년 10월 22일 아침 수업 중 수업의 의도 설명]
자야: 어제 스위스인 인류학자가 나를 만나러 왔어. 사람들이 왜 요가를 하는지
알기 위해서 온 리시케쉬를 다니며 여기저기 수업을 다 찾아가봤대.
여기가 가장 유명한 수업이니까 나를 찾아온 거지. 그런데 수업에 한
번도 들어와보지도 않고 자야의 수업에서는 수업 시간 중에 눈을 한
번도 감지 않는다는 둥, 운동만 한다는 둥 쓴 거야. 요즘 여기저기 요가
수업에 가면 당신은 기분 좋게 느껴야 해요, 릴랙스해야 해요, 이러쿵
저러쿵 해야 돼요, 하고 말들이 많지. 하지만 눈을 감으면 어때? 마음이
여기저기로 가고 금방 무뎌지잖아? 기분 좋게 느끼라는 식으로 말하긴
쉬워. 하지만 마음과 영혼은 몸보다 훨씬 더 미묘한 거야. 몸도 제어하지
못하는데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지? 수업 시간에 내가 왜
소리를 지르게? 내가 소리 지르는 걸 좋아해서 소리를 지르나? 여러분은
수업 중에 다른 것을 생각하는 순간이 잠시라도 있어?
모두: 없어요!

41

현재대부분의요가저술에서는yoga의산스크리트어어근인‘yuj’가‘얽어매다’ ‘결합하다’ ‘멍에씌우듯이어붙이다’의의미를가졌다는

점에서 요가를 ‘몸-마음-영혼의 결합’으로 정의한다. 요가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인 파탄잘리 (Patañjali)의『요가경 (Yoga
Sūtras)』에서는

요가를

‘정신적

변화의

제지’

혹은

‘의식

동요의

억제’로

해석하고

있다.

『카트우파니샤드(Kathopanishad)』에서는‘모든감각기능들과마음상태의확고한통제’를요가라정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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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경전

자야: 그렇다면 수업 후에는 기분 좋고 신선하게 느껴?
모두: 네!
자야: 눈을 감고 몸 따로, 마음 따로가 되는 것과 몸을 제어하는 것, 둘 중
어느 게 더 신체적(physical)이지? 말라(mala: 염주)를 돌리며 만트라를
외우는 걸 배울 때는 처음에는 몸과 마음이 따로인 것 같지. 하지만
반복해서 말라를 돌리면 그게 내 일부가 되고, 그게 수행을 도와. 몸도
마찬가지야. 아사나가 그저 테크닉으로 보여? 아냐, 아사나들은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한 문이야. 많은 사람들이 건강상의 목적으로 요가를
시작해. 그러다가 변형

42

되지. 타마식(tamasik: 부정한)한 사람들이

명상을 좋아해. 눈을 감고 자꾸 몸과 마음이 분리되면 몸도 약해져. 몸도
제어하지 못하면서 마음이나 영혼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어? 영적인
길을 가려면, 수행을 하려면 밀어붙일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해. 과거의
스승들은 제자들이 구루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야마, 니야마

43

, 그 모든

44

것들을 몸에 익혔는지를 보게 한 후 수행을 가르쳤어. 구루지 도 6년간
아사나만 시킨 후 쁘라나얌(pranayama: 호흡 수련)을 시켰어. 그 전에
시켜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위 사례에서 자야는 아사나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 아사나가 자신의 일부가
되고,

몸과

마음이

따로

놀던

것이

극복된다고

말하고

있다.

아사나는

궁극적으로는 몸-마음-영혼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한 기본이며, 아사나를 통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한 문’이 열리게 되고,

‘마음이나 영혼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상태가 요가의 최종
목표로 제시된다.
그러므로 자야는 몸도 제어하지 못하면서 마음만 제어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

특히

경계하는데,

다음

사례는

명상을

하다가

몸이

상해서

오는

학생들에게 특히 가혹한 자야의 태도를 보여준다.
[사례 IV-6: 2011년 11월 14일 저녁 수업 중 잘못 지적]
척추가 휘어서 엉덩이가 바깥으로 과도하게 튀어나온 남자가 수업에 참가했을
때, 자야는 처음부터 바로 서라고 소리를 질렀고, 수업 중간에도 몇 번이나
잘못을 지적했다.

42

변형(transformation)은인도의구루들이자주쓰는말로, 특히영혼이깨어나새로운사람이되었다는긍정적인의미로쓰인다.

43

요가의계율인권계와금계. V-2-(1)에서자세히설명한다.

44

Guruji: ‘영적 스승’의 극존칭. 자야는 아옝가 요가 선생이므로 그녀를 포함하여 아옝가 요가를 수련하는 모든 학생들의 구루지는

아옝가(B. K. S. Iyengar)이다.

68

자야:

노란 티셔츠, 오 마이 갓! 똑바로 서지도 못해? 당신, 명상 많이
했지?

노란 티셔츠: 네.
자야:

(한참이 지나고 다른 아사나 중에) 노란 티셔츠, 벽에 가서 붙어!
아사나는

그만두고

벽에

등을

대고

똑바로

서기라도

해봐!

물음표(Question mark)! 온몸이 물음표야! 똑바로 서고, 똑바로
앉는 것부터 배운 후, 그 다음이 명상이야!

학생들을 가혹할 정도로 몰아붙이는 이러한 모습은 ‘요가는 깊은 평화와
이완’이라는 생각을 가진 초보자들, 특히 인도의 요가 선생에 대한 환상을 품은
외국인들에게 충격을 준다. 그러나 처음에는 자야의 불친절함을 못마땅해 하던
학생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얼마나 몸을 제어하지 못하는지 알게 되고,
그녀의 의도를 이해하면서 자야의 수업을 즐기게 된다. 오래된 학생들일수록
수업 중에 끊임없이 같은 자세와 지시가 반복되는 것이 자야의 친절하고 고마운
배려로 느껴진다고 말한다. 바르게 앉는 법을 수업 시간마다 들어도 순간순간
모든 뼈와 근육의 움직임에 100% 깨어 있지 못하며, 그 부위를 지시대로
올바르게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끔 자신이 올바르게 잘 하고 있다는
자만심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왜 틀렸는지를 공개적으로 지적받는
경우가 많다. 상급 학생들일수록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리는 순간 자야에게 혼나거나 맞았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
[사례 IV-7: 클라라(38), 독일, 여성, 인도 7회/리시케쉬 6회 방문, 요가 경력 3년]
나는 내가 머리를 잘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자야가 자꾸
“ 머 리 내려(Head down)! ” 하 고 외치는 거야. 다른 누군가를 말하는 줄
알았는데, 몇 번을 더 외치던 자야가 갑자기 내 머리를,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세게 “쾅”하고 때렸어. 그 순간 머리가 정확한 지점으로 확 내려가면서 ‘아!
나였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눈물이 콸콸 흘러나왔어.

클라라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야의 지적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고마워한다. 유리는 수업 시간마다 다음과 같은 지적을 5회가 넘도록 받았다.
“유리! 너 대체 어디에 가 있니?”, “유리, 너 자는 거야?”, “유리, 넌 너무
게을러! 올려, 올려, 더 올려!” 아무리 봐도 자야가 특별히 유리에게 가혹한 것
같아 연구자가 질문을 던지자, 유리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사례 IV-8: 유리(25), 일본, 여성, 인도 6회/리시케쉬 6회 방문, 요가 경력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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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자야가 소리 지르는 거, 기분 나쁘지 않아?
유리:

그게 자야의 애정에서 나온다는 걸 알아서 감사할 뿐이에요. 저는 자야
선생님과 함께 있고 싶어 뿌네(Pune) [아옝가 요가 본원]까지 2번이나
따라갔어요. 뿌네에서 오래 머물면서 열심히 하니까 자야 선생님이
진심을

알아주고

그렇게

챙겨주게

된

거예요.

(중략)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2의 어머니 같아요.

유리치럼

많은

학생들이

자야를

어머니처럼

여기며,

자야의

가르침에

감사한다.
리시케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야의 요가 수업은 학생들의 몸과 마음에
각인되고, 노트에도 기록된다.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바로 나와서 어느 근육을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노트에 적는다.
잊어버릴까봐 요가홀 바깥의 신발장에 기대어 수업 내용을 휘갈겨쓰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방이나 식당까지 걸어간 뒤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부터 꺼내는
사람도 있다.
학생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식당이나 찻집으로 가는 길에, 그리고 도착해서
식사를 하면서도 그 날 발견한 점에 대해 토론하거나, 수업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날 깨닫거나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느라 탁자 위에 발을
올리거나, 의자 위에 두 다리를 올리고 몸을 비틀며 “평소엔 어깨를 한쪽만
뒤로 보냈는데, 오늘 양쪽을 다 뒤로 말아야 한다는 걸 배웠어! 돌아가면
앞으로는 이렇게 가르칠 거야!”하고 자랑하기도 한다. “척추를 타고 에너지가
솟구쳐 올라와서 밥 먹기가 힘들어!” 하며 순간순간 눈을 감고 자신의 척추를
타고 올라오는 에너지의 느낌을 동료들에게 세세하게 전해주기도 한다.
이렇게 노트에 기록한 내용, 새로 체험한 내용은 다음 날 오전, 개인 연습
시간에 다시 한 번 심화되어 복습된다. 자야 또한 매일 오전 학생들과 똑같이
개인연습을 몇 시간씩 하는데, “개인 연습 없이는 아무리 수업에 가도 별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많은 수련자들이 개인 연습을 중시하는데, 그 이유로 “몸이
달라지는 것”, “내면이 수련과 결합되는 것”을 체험한 점, “수업에서는 지시를
들어야 하니까 몸과 두뇌만 움직이고 내면은 움직이지 않지만, 개인 연습을
하면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신을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IV-2장에서 살펴본 요가 수련에서 제시하는 궁극적인 목표-몸과 마음과
영혼의

결합-는

이처럼

수련자들의

훈련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반복적인 복습과정을 통해 몸에 체화되며, 그 효과는 구체적으로 각자의 몸
경험을 통해 확인되고 강화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깨어 있음”을 몸에
각인시키려는 자야 선생의 언어적, 물리적 훈육 과정을 통해 수련자들은 일단
70

고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진단과 치료의
권위를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의학과는 달리 끊임없는 반복 수련을 통해 직접
체험한 사실을 스스로 해석하고, 함께 수련하는 동료들과 토론하고 공유하며
삶의 방향에 대한 가르침으로 흡수하는 요가 수련의 이러한 특성은 생의학적
치료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의료적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요가 수련을 통한 치유 과정의 특징은 어떠한지 다음 V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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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가 수련을 통한 치유 과정의 특징
V장에서는

리시케쉬의

요가

수련자들이

경험하는

치유

과정의

특징을

수련자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서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사에 따르면, 요가를 통한 치유 과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수련자들은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치유를 경험한다. 둘째, 이들은
신체적이고 정신적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서도 변화를 경험한다.
셋째, 이들의 치유 과정에는 무엇보다 각자의 새로운 정체성과 더 높은 가치에
대한 갈망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따라서 이들의 요가 수련은 끊임없이
더 나은 자아 형성을 향해 정진해 나간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의료
순례’로 개념화할 수 있다.

1.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치유
이들이 제공한 서사에 따르면, 한국인 및 일본인 수련자들은 생의학적
치료와는 달리 몸, 마음, 영혼 내지는 자아까지 회복되며, 건강한 삶의 방식까지
갖게 되는 전인적인 치유 효과를 경험한다.

(1)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회복
III장에서 많은 요가 수련자들이 다양한 질환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살펴 보았다. 사람들이 리시케쉬에서 어느 정도 생활한 후 가장
먼저 체험하는 것은 다음 사례에서처럼 아프던 곳이 더 이상 아프지 않으며,
건강해진다는 느낌이다.
[사례 V-1: 유정(32), 한국, 여성, 인도 1회/리시케쉬 1회 방문, 요가 경력 3.5개월]
일단 건강해져서 좋아요. 이거(요가) 할 때 느낌이 뭐였냐 하면, 신체가 바로
조금씩 서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예를 들면 걸음걸이가
항상 안 좋았는데, 한 예로 여기가 굉장히 아팠어요, 구두를 많이 신고
다녀가지구 삐끗 잘 했는데, 여기가 이제 많이 안 아파요, 아치 부분. 여기가,
[요가]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많이 안 아파요. [요가] 하면서 약간 여기, 항상
땡겨주고 하잖아요. 버티기 하니까, 한 번씩 올려주고. 그것도 예전에 나
같았으면 얼굴 빨개졌을 텐데 이제는 웃으면서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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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은 신체가 바로 서고, 발 아치의 통증이 사라졌으며, 체력이 좋아졌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유정에게 있어서 신체적 건강이 정신적
건강과 긴밀히 연결된다는 점이다. 다음 대화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유정이 요가
수련을 시작한 계기는 한국에서의 극심했던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서였으며,
그때 스트레스 때문에 나타났던 신체적 증상들이 요가 수련을 통해 나은
것이다.
유정:

그런 저런 상황들이 있으면서 조금, 이게 아니다 싶었던 게, 살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찌니까. 그렇다고 밥을 먹진 않아요. 술과 안주, 밤에.

연구자: 그때 살찐 거 외에 다른 뭐, 증상, 병이 있었나요?
유정:

욕을 많이 하고. 특히 자다가. 잘 때 내 동생이 하는 얘기가, “미친 년,
죽여버릴 거야” 내가 그 얘길 자주 한다고. 그리고 깊은 한숨 쉬고.
하아! 특히 출근하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한숨으로 시작해요. (중략)
요가를 하게 된 계기들은 내 스스로 단단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사회에

돌아갔을

때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관계에서 오는 것들은 내가 좀 커트할 수 있는 사람. 너무 영향력
받지 않는 사람, 그 정도로 좀 단단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계기가 되어 요가를 하는 거고.

유정은 한국에서 회사 문화의 불합리함, 그에

따른 인간 관계에 의한

스트레스로 폭음과 폭식을 일삼으면서 단기간에 25kg이 늘었고, 자면서도 욕을
하고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하였다. 유정은 자신이 한국을 떠나 요가를 하게 된
계기는 이러한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즉, 요가는 스트레스로 인한 몸의 질환을 치유하기 위해서
시작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몸이 건강해지면서 스트레스 또한 풀렸다는 것이다.
이렇게 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의 상태가 동시에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다음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사례 V-2: 달희(42), 한국, 여성, 인도 3회/리시케쉬 3회 방문, 요가 경력 3년]
처음에 여기 와서 1달, 그 후 다름살라 다람콧에서 1달 지냈어요. (중략) 요가
첫 달에 피가 통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30대 이후 내복을 입어야 살 수
있었거든요.

아무리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가도

하체에

땀이

안

났어요.

그랬다가 십수 년 만에 요가를 하니까 골반이 따뜻해졌어요. 첫째 달에 너무
행복하다, 살 거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가 수업 시작하고 고정적인 하타
요가 그런 포즈들 하면서, 1시간 반 하는데, 릴랙스 하는 사바아사나 하면서,
따뜻해진 골반 만지면서 정말 살 거 같다, 행복한 느낌, 내가 살아 있다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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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발목과 무릎이 고질적으로
아팠는데, 그 다음 달에 아옝가 요가를 시작하고 보름인가 되니까 무릎하고
발목이 안 아픈 거예요. 정말 살 거 같았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6시간-7시간씩
연습하니까. 잡생각은 나지만 많이 잦아들고. (중략) 다람콧의 아름다운 자연과
히말라야의 예쁜 산세, 밤에는 눈 들어서 은하수도 보고 그러면서 마음도
치유되고 몸도 치유되고, 정말 아름다운 인디아예요. 사람들은 때로는 나를
지치게 하지만. 그리고 살도 빠지고. 건강하게 살이 빠지고.

하체가 따뜻해지면서 ‘정말 살 것 같다’는 느낌, 행복한 느낌, ‘살아 있다’는
느낌,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까지 갖게 되었으며, 또한
잡생각이 잦아들고, 마음과 몸이 치유되었다는 달희의 이야기에서, 요가 수련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해줌을 알 수 있다.
요가 수련은 이렇게 몸과 마음의 치유 효과뿐만 아니라,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몸을 스스로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지연의 경우는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례 V-3: 지연(33), 한국, 여성, 인도 1회/리시케쉬 1개월 방문, 요가 경력 5년]
이제는 조금만 틀어져도 금방 알아요. 아프면 이미 많이 진행된 거죠. 그 전에
아, 이게 뭔가 틀어지고 있다, 발목이 틀어지고 있다, 골반이 틀어져서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뭔가를 하죠. 바로 잡으려고. 어제처럼 어깨가, 오른쪽 어깨가 확
눌릴 때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저는 발목, 골반 다 틀어져 있거든요, 조금씩.
어떤 사람들은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골반이 언밸런스(unbalance)여서 아프다
그러는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골반이 그렇게 틀어졌을 때는 발도, 발목도 다
틀어져 있어요. 한 군데만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몸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깨가 눌렸을 때 한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어깨가 왜 갑자기 눌리지?
내가 원래 골반과 발목이 많이 틀어져 있으니 골반을 풀어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파드마아사나(Padmasana: 가부좌)를 하고 누웠어요. 했는데 정말
의외로 몇 분만에 여기가 찌릿찌릿해져요, 아픈 쪽이 풀어져요, 정말. 그런 것도
있고 앉아 있을 때 많이 구부리고 앉아 있던가 다리를 한쪽으로 꼬으던가
똑바로 앉아 있지 않으면 금방 골반이 틀어지는 걸 느껴요. 걸을 때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이동을 해요. 다리가 한쪽으로 밖으로 돌고. 그럴 때도
숩타비라아사나(Supta Virasana)를 한다든지 골반을 교정한다든지 아니면
발목을, 파드마아사나를 하면 좋은 게, 골반도 그렇지만 발목까지 가부좌를
해서 누우면 발목 뒤랑 허리 뒤가 좍 스트레치가 되더라구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교정이

되고.

아니면

힙

오프닝(hip

opening)을

하면

정말

구부정하게 서 있던 게 똑바로 서 있게 되고. 연습하면서 어, 이 동작을 하니까
이렇게 되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자꾸 쌓이다 보면 내가 뭔가 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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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 이럴 때 뭘 해야겠다. 그걸 알죠.

위 사례에서 지연은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을뿐 아니라 이제는 뼈와 관절이
조금만 틀어져도 금방 알아차리고, 이것을 어떤

자세를 통해 교정할

수

있는지까지 알고 스스로 치유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요가 수련은 III장에서
살펴본 심각했던 몸과 마음의 질환을 치유하여 건강하게 만들어줄뿐 아니라,
몸에 민감하게 깨어 있게 함으로써 몰랐던 문제도 스스로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유정, 달희, 지연의 사례에서 요가 수련은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치유해줄뿐
아니라 스스로의 문제를 진단하고 더 큰 문제를 예방하기까지 하는 통합적인
의료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2) 해방적 자아의 발견
III-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경제적 조건과 남의 시선에 때문에 고통
받으며 ‘진정한 나’를 찾던 수련자들은 요가 수련을 통해 ‘진정한 나’에 대해
성찰하고 자각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다음 사례에서 관욱이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사례 V-4: 관욱(26), 한국, 남성, 인도 1회/리시케쉬 1회 방문, 요가 경력 2주]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았구나. (중략) [요가를 한] 첫 날, 땀이 막 나고
힘들었지만 상쾌했어요. 할 땐 힘들지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서 동작만
따라 했어요, 남 보면서. 끝나고 누워 있는데 되게 좋았어요, (중략) 그 후 은근
신경이 쓰였어요. 한국에서 자신이 부자연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날 안 볼 텐데 자신이 혼자 그런 경우죠. 여행을 떠나와도 내 안에 큰 거는
따라다니는구나. (중략) 그 동안 내 몸을 거의 생각 안 하고 부차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여기서 [요가를] 따라 하다 보니까 내 몸에 집중했던 때가 여태까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날이나 며칠간 시선 의식, 이런 게 없어졌어요.
내 몸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요가가 운동이 아니라 내 정신적인
측면을 고양시키는 기술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고 보면 그 동안 외부에서만
나를 봤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에 지배되었다면, 이제 내
안에서부터 세상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되더라고요. 아, 이거 잘 보고
열심히 해봐야겠다.

위의 사례에서 관욱은 요가를 하면서 “내 몸을 거의 생각 안 하고 부차적으로
생각”하는 한편, 언제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 살아왔음을 깨달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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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그러나 요가를 하면서 “내 몸에 집중”하다 보니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고, 기분이 좋다고 느꼈으며, 그 동안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지배되어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시선에서 벗어나 “내 안에서부터 세상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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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서 신지 또한 수련을 통해 다른 사람들처럼 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례 V-5: 신지(23), 일본, 남성, 인도 4회/리시케쉬 4회 방문, 요가 경력 2.5년]
신지:

이게 난 자연스럽다고 정말로 생각해. 최고의 사는 방식이야. 난 다른
사람들처럼 될 필요가 없어. 그런 척할 필요가 없어.

연구자: 일본에선 다른 척 해야 해?
신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한다는 이유로 삶의 방식을
선택해. 삶이 뭔지, 어디서 오는지와 같은 건, 존재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아. 이전에 내 친구들한테 일을 하는 목적이 물어본 적이 있어.
그들은 일하는 게 정상이니까, 하고 대답했어. 하지만 그건 내 의견과
완전히 달라. 우리는 먹기 위해 일해. 자기 위해선 일이 필요 없어.
많이 필요 없어. 난 비싼 삶의 방식이 필요 없어.

연구자: 이렇게 사는 게 자연스럽다고?
신지:

더 자연스럽지. (중략) 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이게 나야(This is
how I am). 스트레스가 없어.

연구자: 일본에선 스트레스가 많아?
신지:

지난 몇 년간 내가 할 수 있는 걸 선택했으니까. 그 전엔 일로부터,
의사소통으로부터, 사교 활동(socializing)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았지.
지금은 그런 거 그만뒀어. 혼자 있기로 했어. 가끔 친구들이 집에
오지만 옛 친구는 많이 만나지 않아.

신지처럼 한국인, 일본인들은 수련이나 명상 중에 몸에 깨어 있게 되면서
동시에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는 자신의 마음에 대해 깨어 있게 되고, 자신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욱과 신지가 경험한 것처럼, “아사나 수행을 통한 몸과의 급진적인 연결은
체현된 자아됨의 이해에 깊은 영향을 준다(Smith 2007).”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련자들은 마침내 “행복”, “마음의 평화”, “만족감”, “몸, 마음, 영혼이 연결된
느낌”, “조화로움”, “우주와의 결합” 등 성스럽고 종교적이기까지 한 체험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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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이러한서사를서구인들에게서는거의발견할수없었던점이흥미롭다. 이에대해서는후속연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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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요가 수련은 물질적인 성공과 사회적 명예 등
타인의 시선과 외부에 의한 판단을 중시하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물학적 몸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더 이상 이러한 외부의 시선과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도록 한다. 많은 외국인 수련자들에게 요가 수련은 본인이 경험한 고통의
이유를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해줄 뿐 아니라, 그 고통의 원인이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수련자들의 고통의 배경이 가족이나 직장과 같은 사회적
관계 내에서의 갈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를 고려할 때, 요가 수련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정체성에 대해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삶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개인적 자아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해방적이다. 이러한 요가 수련 덕분에 “외부의, 혹은 ‘객체적인’ 역할, 의무라는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에 의거해 사는 삶으로의 전환(Heelas &
Woodhead 2005)”이 가능해진다.

2. 변화된 삶의 방식과 가치관
요가 수련자들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건강을 회복하고 자아를 발견할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까지 바뀌는 총체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요가 계율의 준수를 통해 건강한 일상
생활을 하게 된다. 또한, 요가가 삶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이들은 더
이상 물리적 거주 공간이 어디인가에 상관없이 요가를 충실히 수행할 수
지역으로 떠도는 삶을 살기를 선택한다.

(1) 요가 계율의 준수를 통한 건강한 일상
많은 요가 수련자들이 과거에는 술, 담배, 마리화나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가졌으나, 리시케쉬에서 이러한 생활 습관을 버린다.
변화된 삶의 방식 중 우선 채식의 경우를 살펴보자. 신지(일본, 23세, 남성)가
채식을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요가의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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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죽은

요가에는 ‘살생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욕을 부리지 말라’, ‘탐음하지 말라’는 5가지 금계 및 ‘청결하라’,

‘만족하라’, ‘고행하라’, ‘학습하라’, ‘신에헌신하라’는5가지권계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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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를 먹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신지는 스스로 동물을 죽이지
않겠다면 죽은 고기를 먹지도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욕망 때문에
동물을 죽인다”는 것에 대해 “명상 후 죄의식을 느꼈다.” 실제로 요가 및 불교
수행자들, 전통을 중시하는 인도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살생을 하지 말라’는
계율과 고기를 먹지 말라는 계율을 같다고 보고 채식주의를 엄격하게 지킨다.
리시케쉬의 요가 수련자들은 고기를 먹으면 고국에서와는 달리 심한 죄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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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다. 격렬한 오전 수업을 한 어느 날, “에너지가 달려서” 하이뱅크 에서 몰래
치킨을 사먹고 들어온 한 초보 수련자는 “다음 수업 내내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것 같고,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걱정이 됐다”고 하였다. 이러한
죄의식은 고기 판매를 금하는 리시케쉬의 법과 사회적 규범을 어겼기 때문이며,
또한 누구나 채식을 하는 성스러운 수행 공간에 오염과 죄악을 상징하는 죽은
고기의 에너지를 가지고 왔다는 상징적 사고 때문이다.
한편, 자신의 몸과 마음에 민감해지면서 점점 “몸이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 채식을 하게 되었다는 사람들도 있다. 고기를 먹고 수련하면 몸이
무거워 아사나가 잘 되지 않고, 복잡한 감정이 더 많이 생겨 집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적게 먹다 보니 더 이상 고기가 먹고 싶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리시케쉬에서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채식을 하며 수 개월을 지내게 되는데,
이러한 식습관의 변화에는 주변에서 쉽게 고기를 구할 수 없는 환경도 영향을
준다.

힌두교에서는

고기를

부정한

것으로

보는데,

특히

힌두교

성지인

리시케쉬에는 고기를 팔지도 사지도, 먹지도 못하게 하는 관습이 법률로도
정해져 있다. 따라서 리시케쉬의 식당들은 모두 채식 메뉴만 팔며, 딱히 육식을
금하겠다는 의식 없이 식당에서 먹고 싶은 것을 주문해도 자연히 채식을 하게
된다. 아오이(일본, 30세, 여성)는 “여기 올 때마다 자동적으로 채식만 하다
보니, 이제 고기를 봐도 아무 느낌이 없고, 고기를 먹고 싶다는 생각도 전혀
없다”고 하였는데, 이처럼 수련자들 중에는 의식하거나 노력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채식을 하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수련자들 중 상당수의 사람들이 인도에서 요가 수련을 하게 되면서 술,
담배, 환각제까지 끊게 된 경험을 고백한다. 다음 사례의 신지는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우게 되었고, “간자와 하쉬쉬를
피우기 위해서”라는 목적 때문에 여행을 다녔으며, 여행 초기의 3년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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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Bank: 리시케쉬람줄라와 락쉬만줄라사이에있는산속의 조그만마을로, 리시케쉬에서법을어겨가며유일하게 닭고기를파는

곳이다. 마리화나를즐기기위해리시케쉬에온히피들이주고객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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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워댔던 간자, 하쉬쉬 중독”이었다. 그러나 그의 약물
습관은 리시케쉬에 오게 되면서 변화하게 되었다..
[사례 V-6: 신지(23), 일본, 남성, 인도 4회/리시케쉬 4회 방문, 요가 경력 4년]
신지:

리시케쉬에 두번째 왔을 때, 여전히 [술을] 마시고 [마리화나, 간자,
하쉬쉬를] 피웠지만, 피우는 양이 점점 줄었어. 아옝가 요가를 하면서
수업 할 땐 못 피우니까, 두뇌를 너무 많이 쓰고 생각을 많이 해야
하니까. 그래서 안 피우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연구자: 중독 아니었어? 적게 피우기 쉬웠어?
신지:

응. 난 중독되어 있었지만 명상도 했고, 시간이 별로 없었어.

연구자: 금단 증상은?
신지:

마음이 약간 미칠 것 같았어. 피우고 나서 명상을 하는 건 안 좋아.

연구자: 어떻게 미치지?
신지: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 뭔가가 배후에 있다고 생각해. 마음이 차분하지
않지. 두번째 위빠사나 명상을 한 후 2-3일 있다가 피웠는데, 갑자기
느꼈어. 피우지 않으면 내가 더 차분하겠구나, 낫겠구나. 스스로에게
물어봤어.

연구자: 처음엔 고통스러웠어?
신지:

응. 처음 몇 달간 피우고 싶다고 느꼈어. 그런데 다행히 피우는 사람을
주변에서 못 본 거지. 그게 정말 좋았어. 만약 피우는 사람이 주변에
많았으면 다시 피웠을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3-4개월간 일본인도,
외국인도 많이 피우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한 명뿐이었지. (중략)

연구자: 술은 언제 끊었지?
신지:

오래됐어. 1년 반 전?

연구자: 왜?
신지:

어떻게든. 술은 별로 안 좋아했어.

연구자: 예전에 많이 마셨다며?
신지:

그건 친구들 때문이야. 그땐 사람들과 함께 마시는 걸 좋아했어. (중략)
사교활동을 했던 거지.

위 사례에서 신지는 리시케쉬에서 술, 마리화나, 간자, 하쉬쉬, 담배를 모두 다
끊게 되었는데, 그 원인으로 수련에 몰두하느라

이런 것을 즐길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했던 점,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명상과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수련 중에 자각했던 점, 함께 할 사람이 없어 유혹을 덜 느끼게
되었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신지는 사회적 맥락에서 술과 담배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기존의 사회에서 멀어지고 요가 수련에 몰두함으로써 술과 담배 또한
끊게 된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요가의 계율과 리시케쉬의 환경은 중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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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에서 멀어지도록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특별히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이 아닌데도 요가를
수련하다보니 점점 더 저절로 이 계율들이 ‘지켜지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자신의 신체가 원하는 바를 따르다보니 자연스럽게 계율을 지키게 되었고, 그
효과를 알게 되면서 점점 더 계율을 지키는 범위가 넓어지고 정도가 강해졌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꾸준히 수련을 지속한 사람들은 수련을 하면 할수록 야마,
니야마의 중요성을 느끼고 더욱 열심히 실천하게 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요가 수련은 생의학과는 달리 단순히 신체적,
정신적 질병 증상을 치유할 뿐 아니라, 계율에 입각한 반복된 생활 속에서 삶의
방식 자체를 건강하게 바꾸어주는 강력한 규범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즉,
이들에게 요가는 “야마와 니야마, 모든 내적인 충동을 내적으로 제한, 통제,
숙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치유적

기능을

갖는

모습으로

나타난다(Lea 2009)”. 그리고 이러한 변화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이들
요가 수련자들은 설령 처음에는 요가를 단순히 심신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점차

더

자신의

삶을

규정짓는

핵심적인

가치판단의 근거이자 유사종교적 가치관으로 확장시켜 나아가게 된다.

(2) 요가와 함께하는 떠도는 삶
요가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해방적 자아를 발견하고,
계율을 준수하며 건강한 일상 생활을 하게 된 이들에게 이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가이다. 따라서 이들은 요가 수련을 최우선 순위로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이들은 불편함을 느껴왔던 직업,
인간 관계, 사회경제적 소외감이나 고국의 ‘문화’에 대해 이제 어떻게 대응할까?
먼저, 이들은 요가를 배우고 수련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시간만 일하는 직업, 몇 개월만 일하고 그만두어도 상관없는 직업을
선택한다. 다음은 도쿄에서 정직원으로 일하다가, 요가를 위해 인도를 오가기
시작하면서 지방의 프리랜서로 일하게 된 일본인의 사례이다.
[사례 V-7: 미에(31), 일본, 여성, 인도 2회/리시케쉬 2회 방문, 요가 경력 5년]
미에는

대학

졸업

후

1년

반

동안

하청사원으로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나가노에서 스노보딩 강사로 몇 개월간 일했다. 그 후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로
갔다가, 귀국해서 하청사원으로 무역회사에서 반 년간 일했다. 그 후 도쿄에
있는 벤처 잡지사의 편집자로 취직하여 처음으로 정직원이 되었다. 그러나 아침
8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 일하며 매일 4-5시간밖에 못 자는 생활을 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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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두통이 생겼다. 그 즈음 취재차 요가원에 갔다가 요가원에 다니게 되었고,
얼마 후에는 사직하고 프리랜서가 되었다. 1년간 매일 “지하철로 1시간 가서
출근하고 1시간 와서 퇴근하는 도쿄의 라이프스타일이 좋지 않고, 인간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결정한 일이었다. 도쿄에서 프리랜서로 반 년
정도 일한 뒤, 친구의 소개로 인도에 와서 3주간 지냈다. 델리, 다름살라,
리시케쉬를 여행했는데 리시케쉬의 요가 강사 람이 일본의 요가 선생들과는
달리 “놀랍도록 좋아서(amazing)” 다시 돌아오겠다고 생각했다. 귀국 후에는
리시케쉬로 돌아올 여행 경비를 벌기 위해 카페에서 시급 700엔을 받으며
3개월간 일했다. 그 후 도쿄에서 혼자 살던 집을 없애고 모든 짐을 부모님의
집으로 옮긴 뒤 다시 인도에 왔다. 오기 전에 인도에서 알게 된 친구의
이메일을 통해 람이 강사 트레이닝 코스를 주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예약을 해두었다. 미에는 인도에서 람과 자야의 수업에 3개월간 참가하며 보낸
뒤 귀국하면 고향의 새 직장에서 프리랜서 편집자로 일하되, “적게 일하기로
약속했다.” 월급이 줄어들어서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했고, 집에서 계속 요가를
연습하다가 다시 리시케쉬로 올 예정이다.

위

사례에서

미에는

인도에

오기

전에

이미

자발적으로

정직원에서

프리랜서로 직업의 여건과 임금을 낮추었으나, 인도에 온 후에는 다시 한 번
자발적으로 노동 시간을 줄였다. 요가 연습을 계속하려면 시간을 확보해야 하고,
인도에 다시 가려면 돈을 모아야 하는데, 이 모두를 만족시키려면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돈을 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지방의 부모님 집에서
함께 지내며 생활비를 아껴야 하고, 그래야 더 낮아진 임금에서 여유분을
저금해야 한다.
미에처럼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추더라도

요가

수련의

시공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직장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계속 파트타임 일자리를
전전하던 신지 같은 사람들은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
소비 수준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후자에 속한 사람들은 고국에서든
인도에서든 옷과 신발을 사지 않고 외식을 최소화하며 저렴한 곳에 머문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수련자들 중에는 ‘큰 집’과 ‘좋은 차’ 등이 필요하지 않고,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사례 V-8: 신지(23), 일본, 남성, 인도 4회/리시케쉬 4회 방문, 요가 경력 2.5년]
연구자: 리시케쉬에 또 올 것 같아?
신지:

진짜 그럴 것 같아. 지금은 여행에 관심이 없고, 일본에 돌아가도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난 목적 없이 일하긴 싫어. 결혼하기도 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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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
연구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집과 차를 가지고 싶지 않아?
신지:

재미 없어.

연구자: 다들 그러고 사는데?
신지:

그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해? 일본에 살면 차는 필요하지, 나는 시골에
사니까. 하지만 난 좋은 차를 원하지는 않아, 작동만 하면 돼. 난 큰
집도 원하지 않아. 비와 바람으로부터 피하기만 하면 돼.

연구자: 나이 들면 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신지:

내가 이런 길을 계속 간다면 내 길을 찾겠지. 난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에는 관심이 없어. 다른 사람을 신경쓰지 않아. 거기서 어떤
행복도 찾을 수 없으니까. 난 그들이 매일 9-10시간씩 일하고 매주
하루 이틀의 휴일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휴가도 짧은데.
그들은 자신을 죽이고 있어.

여기서 신지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집과 차를 가지고 사는
삶”이 재미 없고 행복하지 않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을 신경쓰지도 않지만, 매일 9-10시간씩 일하며
매주 주말만을 기다리는 그들이 “자신을 죽이고” 있다며 오히려 불쌍하다는
것이다. 신지는 이것이 요가 계율을 따르는 삶이라고 주장하였다. V-2-(1)에서
살펴본

것처럼

야마에는

“탐욕을

부리지

말라”,

니야마에는

“만족하라”,

“고행하라”는 계율이 있는데, 자신의 삶이 계율 그대로 탐욕을 부리지 않고 현재
생활에 만족하며 요가 수련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라는 것이다. 신지는 틈날
때마다 “야마, 니야마가 요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함으로써 스스로의
삶의 방식을 지지하였다.
실제로 이들은 고국에 집과 차가 없으며, 소유물이 별로 없다. 외국에 나올
때는 부모님이나 친구의 집, 혹은 이런 이들을 위한 상업적 짐 보관 창고에
짐을 맡긴다. 한국인보다 일본인들은 수 개월간 주유소, 이삿짐 센터, 빵 가게
등에서 일한 돈으로 수 개월, 혹은 1-2년간 인도 및 동남아에서 생활하며 요가
센터를 다니고, 특별 워크샵과 인텐시브 코스에 참여하며 개인 연습을 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
그렇다면

이들은

가족

관계를

포함한

인간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까?

리시케쉬의 요가 수련자들이 이러한 초국가적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공통적인

이유는

이들이

비혼이고,

가족

관계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부양할 가족이 없으므로 자신만 돌보면
된다. [사례 V-8]에서 20대 남성인 신지는 “결혼하기도 싫고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신지에게 ‘결혼’은 다른 소유물을 포함하여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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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원하는” 상태인 것이다.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 더 좋은 직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요가를 수련할 시간과
원할 때 인도에 올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결혼할 생각이
없으며, 별로 노력하지도 않는다.
한편, 나이가 들어도 결혼하지 않은 수련자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적당히’
유지해야 한다는 심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다음은
50대 미혼 여성의 사례이다.
[사례 V-9: 시츠카(55세?), 일본, 여성, 인도8회/리시케쉬6회 방문, 요가 경력 6년]
시츠카는 매년 가을부터 다음 해 겨울까지 6개월씩 리시케쉬에서 보내는
생활을 6년째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빵 공장에서 육체 노동을 하는데, 언제든
전화 한 통이면 일을 시작할 수도, 그만둘 수도 있으며, 일한 만큼만 임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과 인도롤 오가는 생활을 하기에 아주 편리하다.
시츠카는 일본에서는 전혀 요가를 연습하지 않고 빵 공장 일에만 매진하며,
인도에 오면 아침, 저녁으로 요가 수업에 가는 생활을 한다. 언제나 데바
아쉬람에 머무는데, 방값이 하루에 100루피, 즉 2달러로 리시케쉬 전체에서
가장 저렴하고, 이곳에 묵으면 무료 요가 수업에 참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저녁에는 역시 무료로 운영되는 시바난다 아쉬람의 요가 수업에
참여한다. 외식은 전혀 하지 않으며, 식사는 방에서 항상 스스로 요리해서 혼자
먹는다. 미혼인 시츠카는 일본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인도에 있을 때는
어머니에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전화한다. 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화가 나
있고, 빨리 오라고” 하지만, 시츠카는 “밖에 나와 있으면 가족은 전혀 그립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전화 통화를 통해 가족과의 끈을 유지한다. 일본에서도,
인도에서도 친구는 거의 없는데, “붙어 다니면서 몇 시에 밥 먹자, 약속하고
지키고 이런 것은 질색”이기 때문이다. 시츠카가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일본에서는 혼자 도서관에서 인도 성자들 및 요가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이고,
인도에서는 방 안에서 책을 읽거나 혼자 산스크리트어 책을 베껴 적는 것이다.
산스크리트어는 “문법도, 아무것도 모르고 읽는 법만 알지만, 그냥 베껴 적으면
기분이 좋”기 때문에 매일 베껴 적는다. 가끔 다른 수련자들과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요가 수업이나 여행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영어가
서툴러서 영어 통역을 부탁해야 할 때 유용하기 때문이다.

시츠카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많은 수련자들은 결혼에 관심이
없으며, 고국에 있는 어머니 및 친구와의 관계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으로만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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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고국의

가족이나

친구들은

이들

수련자들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적어도 수련자들이 택하는 관계 방식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회경제적 좌절감, 물질적 성취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인간
관계와 규율(III-2장 참조)로부터 벗어나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수련자 대부분이 이러한 요인들을 질환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고국을 떠나는 것은 질환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에서
멀어져 더 이상 스트레스 없이 생활함을 의미한다. 이들은 갑자기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승시켜 소외감과 좌절감을 없앨 수도 없고, 한국/일본의 ‘문화’를 바꿀
수도 없기에,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즉, 이들이 선택한
치유의 패러다임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고국의 환경을 벗어나 물가가 저렴한
곳에서 요가에 몰두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 타인의 시선에 맞추어 소유하고
성취하는 인생관에서 자신의 시선에 맞추어 비생산적인 인생관으로 바꾼 것이
그 핵심이다.
이들은

리시케쉬를

포함하여

요가를

배우거나

수련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삶의 방식을 유지한다. 계절과 선호하는 강사의 존재 여부 등 다양한
조건에 맞추어 인도 내에서 이동하기도 하고, 요가의 새로운 내용이나 전수
방식을 외국의 강사에게 배울 수 있거나 또다른 머물기 좋은 장소가 발견되면
인도를 벗어나 다른 나라로 이동하기도 한다. 서구인들에 비하면 한국인,
일본인들의 이동 범위는 좀더 아시아 위주로 한정되어 있는데, 주로 고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지내다가 가끔 태국 등 동남아 국가의 요가 센터나 요가
워크숍에

참여하는

형태이다.

이동

중간중간에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일하며 여행 자금을 단기간에 마련하기도 한다.
먼저 다음 사례를 통해 인도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사례 V-10: 카오리(32), 일본, 여성, 인도2회/리시케쉬2회 방문, 요가 경력 10년]
카오리는 22-23세 때 생리통이 심해서 항상 약을 먹다가 요가를 하게 되었다.
요가를 시작한 지 3-4개월 후에 “릴랙스”를 느꼈고, 약을 줄였다. 요가가
효과가 있어 계속하고 싶었으나, 10년 전에는 요가원이 많지 않아 멀리 있는
요가원을

다녀야

운전해서

다녔다.

했다.

언제나

일본에서는

교통체증에
수강료가

시달리면서

아쉬탕가

요가

1시간
수업

동안

차를

한

번에

40-50달러, 1개월에 300달러나 할 정도로 비싸지만, 수업이 매일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언제나 불만이다. 도쿄에서 살 때는 수업이 매일 있는 곳도 있었지만
가는 데만 1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아침에만 있는 수업에 참가하려면 새벽 4시
반에는 집을 나와야 해서 포기했다. 인도에서는 집중적으로 수련할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에는 아쉬탕가 요가의 본산지인 마이소르(Mysore)로 갔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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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수련했더니 절대로 살이 찌지 않고 땀이 나지 않던 몸에 살이 찌고
땀이 나며 힘도 생겼다. 그래서 요가에 더 매진하기로 결심했지만,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리시케쉬로 옮겼다. 1개월 반 동안 수련하니 리시케쉬도 더워져서
이번에는 다름살라로 가서 한동안 수련하다가 귀국했다. 일본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몇 개월간 돈을 모은 뒤, 이번에는 2년간 머물 계획으로 인도에
왔다. 처음에는 마이소르에서 2개월간 수련했고, 리시케쉬로 와서 다시 2개월간
수련했으며, 앞으로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계속 수련할 계획이다.
카오리에게 요가는 “더 강해지고 릴랙스하는 것”이다. 카오리는 인도에 있을
때에는 “이미 릴랙스해 있기 때문에 릴랙스하려고 요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본에서는 “매일 오버타임 일을 해야 해서 아주 피곤하다. 일본에서 일만 안
한다면 인도에서 있는 것처럼 릴랙스할 수 있다.” 카오리는 리시케쉬의 가장
좋은 점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꼽았다. “일본에서는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비싸고, 집에 머물러도, 요가를 가려고 해도 차가 필요하다.
시골에서 사니까. 요가 수업에도 가려고 버스나 기차를 타도 3-4시간이 걸리고,
1000엔이나 든다.”

위 사례에서 카오리는 생리통이 심하고 항상 피곤한 이유를 항상 오버타임
일을 해야 생존할 수 있는 일본의 환경으로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증세를 치유하기 위해 요가를 배우려면 오고 가는 데 몇
시간을 써야 하고, 비싼 수강료를 내느라 일을 많이 더 해야 하고, 따라서 다시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카오리는
아예 일을 그만두고 “릴랙스”하기 위해 인도에 머물며 요가를 배웠으며, 앞으로
2년간 날씨와 조건이 맞는 곳을 찾아다니며 수련에만 몰두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동남아와 인도를 이동하며 사는 경우를 살펴보자.
[사례 V-11: 달희(42), 한국, 여성, 인도 3회/리시케쉬 3회 방문, 요가 경력 3년]
달희는

인도에

3번

왔다.

첫

해에는

1개월간

리시케쉬에서

여러

가지

하타요가를 배웠고, 1개월 반 동안은 다름살라에서 아옝가 요가를 배웠다. 이 때
아옝가 요가가 좋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 해에는 리시케쉬에서 3개월간 머물며
자야의 아옝가 요가 수업에 참가했다. 2011년에는 리시케쉬에서 6개월간
머물며 자야의 수업에 참가했다. 그 후 귀국하지 않고 태국 방콕 아옝가 센터로
가서 3개월 정도 수련했고, 2012년 7월부터는 3년간 쭉 방콕에서 머물며 강사
트레이닝 코스를 밟기로 하였다. 방콕 센터는 도시 한복판에 있지만 선생이
여러 명 있어 하루에도 몇 번의 수업에 참가할 수 있고, 일 년 내내 수업이
있으며, 때마침 강사 트레이닝 코스를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 모로 조건이 잘
맞다. 리시케쉬에서 자야의 수업을 받는 것이 좋지만 자야는 강사 트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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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를 열지 않으며, 매년 10월에서 이듬해 5월까지 8개월만 수업을 한다는
제약점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카오리, 달희의 사례처럼 많은 사람들이 요가 수련이나 요가
관련 경력을 위해 다양한 나라들을 오가지만, II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매일 요가 수련에만 몰두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제공하는
리시케쉬에 가장 오래 머문다. 많은 이들에게 리시케쉬는 베이스캠프의 역할을
하며, 리시케쉬를 ‘집’이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사례V-12: 신지(23), 일본, 남성, 인도 4회/리시케쉬 4회 방문, 요가 경력 4년]
연구자: [신지는] 리시케쉬에 여러 번 왔는데 오기 전에 어떻게 느껴? 흥분해?
신지:

집에 오는 것 같아. (중략)

연구자: 일본보다 더 집 같아?
신지:

여기가 더 편해. 부모님 집도 편하지, 깨끗하고 좋은 음식을 주니까.
그런데 집에선 좀 피곤해. 난 다른 사람들, 가족이라 해도 함께 있으면
불편해.

거기서

자랐지만

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

집은

편하지만 피곤해.

신지의 사례에서 보듯, 고국의 가족들이 사는 집은 이제 리시케쉬보다 불편한
곳이 되며, 고국은 잠시 돈을 벌거나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혹은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 기능적으로 들르는 곳으로 그 의미가 축소된다. 삶의 방식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거주지나 고향에 대한 소속감도 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한국인과 일본인들은 고국에서는 사회경제적
소외와 좌절감, 물질적 성취로 판단하는 문화, 부모에 대한 죄책감, 엄격한 규율,
과로할 수밖에 없는 직장 문화 등으로 신체적, 심리적 질환을 겪지만, 요가
수련을 위해 물가가 저렴한 인도를 중심으로 살면 이러한 질환의 원인에서
멀어지면서 동시에 자신을 치유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수련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고국에서는 남의 시선에 휘둘리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요가는
이것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가치관과 대안적인 삶의 방식까지 제공한다.
따라서 사회적 원인으로

인한 질환을 앓던 한국인, 일본인들에게 요가를

중심으로 떠도는 삶의 방식은 기존의 사회에서 벗어나 개인으로 자유로워지게
하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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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례 공동체를 통한 치유
요가 수련자들이 보여주는 치유 과정은 지금까지 살펴본 신체와 정신,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라는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다른 차원의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이들은 기존의 사회 구조와는 다른 구조에 입각한
공동체 내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짐으로써 사회경제적 소외와 좌절감, 고국의
‘문화’에 의한 고통을 치유하고, 유대감을 공유한 동료들을 통해 심리적 지지를
경험한다. 둘째, 이들은 수련의 목표에 대한 상징을 공유함으로써 현재 상태의
변화에 대한 강한 믿음과 희망을 갖는다. 셋째, 이들은 신체적 치유를 넘어서는
더 높은 정신적 내지 영적 갈망을 가짐으로써 인생을 재해석하고, 지금까지
겪은 고통의 의미 및 고통을 대하는 자세를 바꾼다.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은 기존의 생의학적 패러다임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의
치유 과정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인, 일본인 요가 수련자들의 실천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다는 면에서는 의료 관광 혹은 의료 여행의
성격을 갖지만, 의료 여행이 생의학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수술 상품을 구매,
소비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때, 위의 세 가지 특징들은
‘의료 관광’ 혹은 ‘의료 여행’이라는 개념으로는 포획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의
치유

과정은

따른다기보다는

어떤

‘외부’

스스로

지식

자신의

체계의
고통의

권위에
원인을

의존한
분석하고

진단과
또

그에

치료법을
적합한

치유법을 찾아나간다는 점에서도 기존의 ‘의료 여행’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연구자는 이러한 특성에 주목하여, 송이 사용하였던 개념을 차용하여 이들의
행위를 ‘의료 순례(medical pilgrimage)’라 일컫고자 한다. 송은 자국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최첨단 의학기술을 찾아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들을
가리켜 ‘생명공학 순례자(biotech pilgrim)’라고 하였다. 이들의 실천에서 보이는
믿음, 여행, 더 높은 목적이라는 순례의 3가지 요소가 의료 관광을 넘어서는 이
실천의 핵심을 보여주기 때문이다(Song 2010). 리시케쉬의 요가 수련자들의
행위도 순례로 해석할 때, ‘의료 관광’ 혹은 ‘의료 여행’의 틀에서는 해석되지
않던 이들의 치유 과정이 이해될 수 있다.
이제 리시케쉬의 요가 수련자들이 보여주는 ‘의료 순례’의 모습과 이를 통한
치유 과정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1) 공동체를 통한 새로운 정체성
리시케쉬에 찾아와 요가를 수련하는 한국인과 일본인들은 대체로 고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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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 사회적 관계의 성격에 대해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리시케쉬의 시공간은 이들에게 치유의 환경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요가 수련이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언제나 개인적인 생활만 누리는 것은 아니다. 연구자가 리시케쉬에서
관찰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요가 수련자들은 오히려 고국에서와는 다른 형태와
성격의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자신들이 선택한 새로운 방식의 삶을 보다
성공적으로 꾸려나가는 데 도움을 얻는다. 즉 이러한 공동체는 III-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경제적 소외와 좌절감을 겪고, 한국 혹은 일본의 ‘문화’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회적 질서와 문화, 이를 통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치유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공동체란,

협의의

정의에

따르면

물리적인

경계가

확실하고

사람들의

거주기간이 반영구적이며 소속감이 확실한 집단에만 해당되는 용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리시케쉬에 머물며 요가를 수련하는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과 일상 생활 방식, 소속감, 하나의 목표와 이를 위한 상호 협조,
지속적인 교류 등을 고려한다면, 비록 이 집단이 물리적 경계도 불확실하고 또
언제 깨어질 지 모르는 불안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공동체’라고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실제로 이곳의 요가 수련자들은
“리시케쉬

요가

공동체(Rishikesh

yoga

community)”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고 있다.
이들의 공동체적 모습은 일상 생활 방식의 유사성, 비슷한 목표, 서로에 대한
믿음 등에서 나타난다. 먼저, 이들의 일상 생활 방식은 아주 유사하다. 이들은
매일 일정한 시각에 모여 그들의 싦에서 가장 중요한 요가 수련을 함께한다.
IV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리시케쉬의 요가 수련자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농담을 하고, 『요가경』의 저자인 파탄잘리의 가상의 생일에 함께 모여 축하
파티를 연다. 다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파탄잘리가 누구인지, 그의 생일이
언제인지조차 알 수 없지만, 리시케쉬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정보와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삶의 주기를 공유한다. 날씨가 서늘해지는 매년
10월이 되면 한두 명씩 리시케쉬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매년 3월이 되면 한두
명씩 리시케쉬를 떠나기 시작한다. 3월부터 10월 사이의 기간은 다음 여행지나
각자의 고국으로 흩어져 있다가 매년 10월, ‘요가 시즌(season)’이 돌아오면
리시케쉬의 곳곳에서 다시 만나 재회의 기쁨을 나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의 공통점은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진다. 다음 사례는
이들이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못해도 ‘리시케쉬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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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V-13: 미에(31세, 일본, 여성, 인도 2회/리시케쉬 2회 방문, 요가 경력 5년),
메이린(29세, 타이완, 여성, 인도 4회/리시케쉬 5회 방문, 요가 경력 1년), 연구자의
대화]
미에:

[리시케쉬] 사람들은 다른 도시에서 온, 요가나 명상 등을 하는
여행자들이었어.

그들은

특정한

목적이

있었지.

나는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꼈어. 다른 곳에서보다 사람들을 더 믿을 수 있었어.
연구자: 바라나시 같은 데 가면 못 믿는다?
미에:

더 무섭지.

메이린: 나도 그래.
연구자: 다들 여행자인데?
미에:

그런데 달라.

연구자: 그들이 뭔가 너의 것을 훔칠 수 있다는 거야?
메이린: 여기 에스더가 돌아왔을 때, 난 그녀를 잘 몰랐지만, 그녀가 요가
선생이고, 위빠사나를 오래 했다는 걸 알아서 내 방에 묵게 했어.
그리고 그녀도 그녀의 방 열쇠를 줬어. 여기선 사람을 더 믿을 수 있어
미에:

그건 리시케쉬에서만 일어나. 다른 데서는 불가능해.

위의 사례는 리시케쉬 사람들 사이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방 열쇠를 주고,
자신의 방에 묵게 하는

이들의 믿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이러한 믿음이

리시케쉬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다른 특별한 조건이
없이도 ‘리시케쉬 사람’이기만 하면 이러한 믿음에 기반한 친절과 환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고국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소외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리시케쉬에서는 요가 수련자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체 내부에 속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리시케쉬를 일종의 공동체로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리시케쉬 공동체를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살펴보자.
리시케쉬에서
동일시된다.
상관없이

어떤

사람의

정체성은

고국에서

가졌던

직업,

리시케쉬에서는

‘요가를

요가를

학력,

하는

통해

가족적

몸’,

즉

성취한

배경,
요가

그의

물질적

수련자라는

몸과

성취와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리시케쉬에서 누군가의 몸은 그 사람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요가의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사람됨은 어떤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다음 사례는 리시케쉬의 찻집, 식당, 숙소에서 들을 수 있는 전형적인
대화인데, 이를 통해 요가 수련자들은 누군가의
사람됨에 대한 판단까지 내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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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요가 자세를 보고

[사례 V-14: 희경(49), 한국, 인도 6회/리시케쉬 4회 방문, 요가 경력 5년]
희경:

그 아저씨, 다리가 휘어진 걸 흉내내기도 힘들어. 이게 바닥에 닿지도
않고 떠 있으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와, 진짜 어떻게
그렇게 휘어졌냐? 내가 속으로 생각한 게, 그 사람이 맨날 명상 자세
이렇게 해서 무릎이 이렇게 휘어졌나 할 정도로 다리가,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중략)

연구자: 근데 아사나가 이상하면 왜 이미지가 무너지는 거야?
희경:

나는 [그 사람이] 괜찮다는 이야기를 [널] 통해서 듣고 사람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연구자: 사람이 괜찮아도 아사나는 못할 수도 있지?
희경:

그렇게 자세가 안 되면서 무슨!

위 대화에서 희경은 다리가 휘어지고 요가 자세가 이상한 사람은 “괜찮을
사람”일 리가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고국에서 “괜찮은 사람”의 기준은 직업,
재산, 교양 등 다른 기준들일지 몰라도, 리시케쉬에서는 몸과 요가 자세만한
기준은 없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리시케쉬에서의 ‘몸’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연성, 혹은
운동이나 성형수술을 통해 만들어낸 신체의 아름다운 형태나 비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요가에 대한 그 사람의 열정과 헌신, 수련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이다. 따라서 몸의 유연성이나 아름다움보다는 뼈과 근육을 얼마나 정확하게
배치하는지, 그 움직임에 얼마나 깨어서 조절하고 통제하는지가 더 중요시된다.
실제로

자야의

수업에서는

발레를

전공한

젊은

여학생의

유연한

동작은

꾸지람을 듣고, 70대 노인이나 장애인의 뻣뻣하고 고통스러운 동작이 오히려 더
칭찬받을 때가 많다. 다음 사례는 몸이 유연하지도 않고 아사나를 가장 잘
하지도 않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경우를 보여준다.
[사례 V-15: 달희(42), 한국, 여성, 인도 3회/리시케쉬 3회 방문, 요가 경력 3년]
달희:

[아놀드처럼] 아침에 4시간 저녁에 4시간 하는 사람은 같은 요가를
하는 사람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거지.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연구자: 근데 아사나는 잘 하는 건가요?
달희:

그 사람은 애초에 사고를 당해서 몸이 불편한 상태로 여기 왔다고
들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아사나와 비교할 상황이 아니지. 그
사람은 [요가를] 하는 거 자체만으로도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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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매일 꾸준히 수련하는 사람, 장애를 딛고 끝없이 노력하는
사람은 자세의 완성도에 꼭 비례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요가에 대한 그 사람의 헌신도와 노력의
정도를 담은 정직한 몸은 다음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업 내의 “위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사례 V-16: 줄리아(38), 싱가폴, 여성, 인도 16회/리시케쉬 4회 방문, 요가 경력
8년]
줄리아: 내 옆방 애가 자야의 수업엔 내부 써클이 있다더라. 내부 써클은
자야가 아는 이름으로 구성돼 있지. 그들은 보통 S 게스트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이고. 위계(hierarchy)가 있어. (중략)
연구자: 일반화하면 누가 위계 위쪽이야?
줄리아: 자야는 아놀드도 좋아하지. 그는 요기의 삶을 살아, 스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고, 훈육(discipline)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 요한나는 그건 못해. 요한나는 정상이거든. 아주 소녀다워(girly).
그녀는 위계의 상위는 아냐, 정상이니까.
연구자: 위계 위쪽에 가려면 비정상이어야 해?
줄리아: 거리가 좀 있어야 해. 너의 친구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야 해. 명백한
베스트프렌드가 있으면 안 돼. 뭔가 분리돼 있어야 해. 에스더는
위계가 가장 톱이야. 아마도 아놀드보다 높아. 제이콥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바바라는 여기에 1달만 있으니까 톱이 못 돼.
연구자: 기준을 만들어봐.
줄리아: 내부 서클에 들려면 여러 해 동안 매년 와야 해. 최소한 매번
3-6개월씩, 그리고 자야와만 수업을 하고 다른 수업에는 가면 안 돼.
자야만을 원한다는 게 명확해야 해. 다음 주에 아미르의 수업에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위 대화에서 줄리아는 “위계 위쪽”을 “자야가 좋아하는” 사람과 동일시하고
있다. 줄리아가 말하듯 위계가 높은 사람은 자야 선생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자야 선생의 관심을 받으려면 수 년간 수 개월씩 자야의 수업에
참가하고 매일 요가홀에서 개인 연습을 하며 자신의 “훈육”과 요가에 대한 열정
및 헌신도를 증명해야 한다. 연구자가 다른 수련자들에게도 상위 위계 혹은
내부 서클에 포함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대보라고 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줄리아가 꼽은 이름들을 나열했으며, 그 근거로 자야의 관심을 받는 정도와
몸과 요가 자세의 숙련도를 꼽았다. 요가 수련을 열심히 한 흔적은 대부분 몸과
요가 자세의 숙련도로 비례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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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위 위계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자는 다른 학생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예컨대, 아놀드가 조용히 하라거나 매트를 옆으로 조금씩 밀라고
말하면 누구나 수긍하고 복종하며, 그를 도와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를
모르는 초보자, 요가 자세가 나쁜 사람이 무언가를 제안하면 수련자들은
어이없다는 눈빛을 교환하거나 들은 체 만 체 무시한다. 가끔 초보인 서구 남성
중 장난이나 엉뚱한 질문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곧 보이지 않는 저항에 부딪혀 당황하게 된다.
이렇게 상위 위계를 통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이들의 자신감 있는
태도로 이어진다. 예컨대, 줄리아와 다른 모든 수련자들이 공통적으로 “위계”
1위로 꼽은 아놀드는 13년간 리시케쉬에서 살며 요가를 수련한 전직 승려로,
항상 선생님과도 자유롭게 농담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요가홀에 출입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까봐 인사도 하지 못
하고 종종걸음으로 준비실로 들어가지만, 아놀드는 항상 큰 소리로 농담을
하면서 여유있게 들어오고, 요가홀에 있던 자야와 다른 상위 위계 학생들도
웃으며 그의 농담을 받아준다. 다른 학생들이 그처럼 자유롭게 농담을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또한 아놀드는 요가홀의 복잡한 전등 및 선풍기
스위치의 위치까지 모두 다 외우고 있으며, 수업 시간 전후 및 수업 시간 중
필요할 때에 자발적으로 나서서 전등과 선풍기를 자신감 있게 조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러한

아놀드의

영향력은

그의

자리에까지

미친다.

요가홀에는 무대 앞벽을 등지고 대부분의 학생들을 마주 보면서 앉아야 하는 맨
앞줄 자리가 4-5개 있는데, 아놀드는 항상 맨 앞줄의 무대 바로 왼쪽 자리에만
앉는다. 고정석이라는 원칙은 없지만, 아무도 그의 자리에 앉을 엄두조차 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가 수련을 위한 개인의 헌신도와 열정에 따라 “위계”가 결정되는
곳에서는 고국에서와 같은 소외감과 좌절감이

없다.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노력한다고 해서 바로 원하는 자리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적
성취로 판단하는 주위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부를 보여줄 수도
없다. 그러나 리시케쉬에서는 수 년간 열심히 요가 연습을 하다 보면 비록
장애가 있고 나이가 들었더라도 누구나 요가를 잘 할 수 있게 되고,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인 자야와 다른 구성원들에게까지 인정 받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고국에서는 어느 집안의 아들, 어느 회사의 직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의무와 이해 관계에 매여서 살아왔지만, 리시케쉬에서는 요가 수련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독립된 개인이 된다. 이러한 개인들은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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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일시적이고 부담 없는 가벼운 관계를 갖되,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한다. 따라서 III-2-(4)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인간 관계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을 통해 안도감을 얻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힘까지 얻는다. 이 안도감의 일부는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온다. 미에(일본, 31세, 여성)은
“여기 친구들은 다들 진리의 길을 추구하”며, “다들 요가의 길을 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친구들과 연결된 느낌, 혼자가 아니란 느낌”이 들며,
“매일 요가하는 건 힘들지만, 친구들이 행동으로 많은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느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며, “모든 사람이 요가에 빠져 있는
곳이므로 리시케쉬가 좋다”거나, “다른 곳에서처럼 요가 수련자를 이상하게 보지
않아 편하다”는 느낌, “다른 사람들에게는 요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없지만,
리시케쉬에서는 모든 사람이 요가를 위해 왔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 좋다”는 말 등으로 표현된다. 서로가 주고받는 정서적 안도감과
지지는 리시케쉬 바깥, 혹은 온라인상에서도 지속된다. 리시케쉬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일종인 페이스북(facebook)에
수십 명의 “리시케쉬 요가 친구”들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 백명의
사람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들은 각자 다른 장소에 있더라도 누군가의
인도 출입에 대한 소식, 요가 행사에 대한 소식, 요가 철학 강의 등의 정보를
공유하며, 살면서 생기는 주요한 사건, 수련 과정 중에 생긴 변화에 대해서도
격려와 위로, 지지를 주고 받는다.
그렇다면, 왜 고국에서의 사회적 관계에 피로감을 느끼고 심지어 고통을
호소하던 이들이 이곳 리시케쉬의 공동체 속에서는 그러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일까? 연구자는 리시케쉬의 공동체가 고국의 공동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리시케쉬 공동체”는
고국의 공동체들과는 달리 비강제적인 성격을 갖는다. 자신의 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참여하고 또 떠날 수 있으며, 그 안의 규율과 가치관만 지킨다면
언제든지 멤버쉽을 가질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다. 이렇게 고국과는 다른 가치
기준에 따른 정체성 및 지속적이지만 비강제적인 소속감으로 인해 리시케쉬
공동체는

이들에게

고국에서의

가족,

직장

공동체처럼

고통의

요소로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치유의 공간으로서 기능하고, 나아가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이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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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화의 상징과 희망의 공유
모든

순례의

끝은

순례자가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이상의

강화된

형태(Morinis 1992)이다. 리시케쉬의 요가 수련자들에게 가치 있는 이상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선배 수련자의 완벽한 아사나 혹은 현재의 몸
상태로 종종 상징되며, 이들은 이러한 상징의 의미를 공유한다. 이렇게 멀거나
혹은 관련 없는 장소들에서 온 여행자들 간에 공유된 의미를 창조하는 것은
순례의 한 가지 특징이다(Anderson 1991).
리시케쉬에서 자야 선생은 학생들이 성취하고 싶은 이상을 체현한 가장 좋은
예로, 학생들의 우상이자 역할 모델이다. 자야는 인도에서 두 번의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첫번째 사고에서는 무릎뼈가 완전히 으깨졌으며, 두번째
사고에서는 허벅지 뼈가 모두 부러지는 한편 첫번째 사고 이후에 무릎뼈에
삽입되어 있던 금속구조물마저 망가졌다. 23회의 수술 끝에 의사들은 그녀가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자야는

유명한

요가

구루인

아옝가에게 직접 요가를 배우면서 고통스러운 재활 훈련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비록 다리를 절 망정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으며, 심지어 유명한 요가
선생이 되었다. 자야는 직접 모든 동작을 해보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학생들의 동작과 몸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눈을 갖게 되었다는 평을 듣는다.
학생들은 50대의 장애인인 자야가 매일 개인연습을 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그녀의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을 받는다. 그리고 장애인인 자야가
성취한 단계에 정상인인 자신도 언젠가는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다음은

우연히

아침

연습에

나갔다가

자야의

연습

모습을

본

유정의

느낌이다.
[사례 V-17: 유정(32), 한국, 여성, 인도1회/리시케쉬1회 방문, 요가 경력 3.5개월]
그게 참 놀라웠어요. 저 사람이 비록 장애를 안고 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

본인이

갖추지

못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면서 수업을 이끌어나가는 거고. 정말 유명한 거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발상의 전환이 됐어요. 사람이, 내가 못할 건 없구나, 생각을 달리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게 여기서는 눈으로 보고 확인한 거니까. (중략) 그녀가 막
까랑까랑하고 이런 것들이 다 좋게 느껴져요. 그녀의 방식이란 생각이 들고.
혼자 생각에, 장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아침에
오면 밧줄이라든가 모든 걸 이용해서 헤드스탠딩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시는 모습을 계속 지켜봤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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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은 위 사례에서 장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도구를 이용해서 다양한
연습을

하는

자야를

보고

“내가

못할

건

없구나”,

달리

“생각을

하면

되는구나”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유정은 주위
사람들에게 이 날의 경험을 여러 번 이야기하였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수련의 목표나 희망에 대해 말할 때 이 사례를 여러 번 이용하였다.
이러한 자야의 수련 모습을 비롯하여 자야의 눈빛까지도 중요한 의미의
대상으로 공유된다. 신지(일본, 23세, 남성)는 “요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야마,
니야마를 지키는 것”인데, “야마, 니야마를 지키는 사람은 자야처럼 눈에 빛이
있다”고 하였다. 슈무엘(이스라엘, 34세, 남성) 또한 “자야의 눈은 두 개의
반짝이는 램프 같은데, 야마와 니야마를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자야 외에도 리시케쉬에는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성공을 성취한 수많은
수련자들의 이야기가 있으며, 종종 그의 특정한

몸 상태가 그 증거로서

제시된다. 자야는 다음 사례에서처럼 수업 시간에 누군가의 몸 상태를 통해
목표를 제시하기도 한다.
[사례 V-18: 일반적인 수업 중 자야의 목표 제시]
저 일본 사람의 다리를 봐. 5년 전에는 완전히 O자 다리였다고. 그런데 연습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저렇게 완전히 곧은 다리가 되었어. 아놀드도 마찬가지야.
아놀드도 몇 년 전에 처음 왔을 때, 다리가 완전히 O자였어. 하키 선수였잖아.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 O자 다리였다는 걸 누가 알 수 있겠어?

이렇게 수업 시간에 그 의미가 공유된 누군가의 몸 상태는 수업 후에 소문이
나며,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된다. 그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싶은 사람,
어떠한 수련을 통해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찾아와 다리를 직접 만져보고, 격려를 받기도 한다. 이를
통해 수련자들은 자신도 열심히 연습하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리시케쉬의 수련자들이 이 여행을 통해 성취하고
싶은 이상과 목표는 누군가의 수련 모습과 몸 상태로 체현되어 표현되며,
이러한 의미는 공동체 내에서 공유된다. 이를 통해 자신의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혹은 막연히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 리시케쉬로 온 사람들은 점점 더
높은 정신적, 영적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재해석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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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다음

장에서

이를

(3) 더 높은 가치를 향한 인생의 재해석
이 장에서는 요가 수련자들이 리시케쉬 공동체에서 성취하고 싶은 이상과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하고, 더 높은 정신적,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을 살펴보자.
다음 사례는 리시케쉬에서 “딴 사람들 보면서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나도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된 지연이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과

목표로

연결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사례 V-19: 지연(33), 한국, 여성, 인도 1회/리시케쉬 1개월 방문, 요가 경력 5년]
지연은 인생에서 아무것도 이루어놓은 것이 없다고 느끼는 갑갑한 상황에서
요가에 매달리게 되었고, 리시케쉬까지 오게 되었다.
하나도 이뤄논 건 없고 현실에 옮긴 것도 없고, 뭔가 해볼 수 있는 것도 없고,
머리는 항상 뭘 해야 하나 늘 생각만 하고, 현실에서는 생활만 생활대로
돌아가고, 직장은 그만뒀는데, 요가는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것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간이 갔죠. (중략) 그 전에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지만 내 힘으로 시작부터 해본 건 이것 하나뿐이에요, 그것도 나이도
들어서, 서른이 넘어서. 이제 더 이상 옵션은 많지 않은데 매달린다는 느낌 든
상황에서 엄마가 터뜨린 거죠. 그때부턴 안 된다고, 이것만큼은 더 이상
포기하면 내 자아를 포기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지연은 요가에 대한 부모님의 반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싶은 욕구, 좋은
직장을 다니면 요가 수련을 하기 힘든 현실, 요가를 포기하면 “내 자아를
포기한다”는

느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으나,

리시케쉬에서

다른

요가

수련자들을 보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안드레아도 주방에서 일해요. 생활 수단일 뿐이고, 요가를 위해 살지만, 나도
그렇게 할 수도 있구나! 12월만 지나면 나도 결정을 해야 하고, 한국 가서
직장도 잡아야 하고. 고민이 많았는데, 뭔가 해결책이랄까, 방법을 제안하는 것
같더라구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략) 어떤
식으로 인생을 조절하며 살 건지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그전엔 늘 꿈만 컸지
막연했어요. 그러자니 아무래도 직업도 풀타임으로 돈 잘 받는 건 될 수
없잖아요, 직장에서 3개월씩 [인도로] 나갈 순 없으니까. 그러자니 내가 사는
방법도

바꿔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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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만

전에

회사에

프리랜서로

파트타임이라도 해야겠고. (중략) 옛날엔 이렇게 살다가 늙어서 20년이 지나서
뭐 하나 걱정이었어요. 지금은 그걸 걱정은 해야겠지만, 그것(걱정) 때문에
지금 이걸(요가)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후회가 많을 거 같아요.

지연은 안드레아처럼

요가 수련을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파트타임 일도 할 수 있다고 결심하게 되었으며, 이들처럼 “빡쎄게”
연습하면 잘 할 수 있다는 확신도 갖게 되었다.
자야 선생님 가르치는 거에 대해 확신이 생겼고, 나도 하면 쟤네만큼 잘할 수
있겠구나. 그 전엔 그런 기대가 없었거든요. 나는 항상 비슷비슷하겠지 했는데,
연습을 빡쎄게 하고 정확한 선생님의 지도가 있으면 나도 늘 수가 있겠구나.
다이앤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사람들, 맨날 열심히 하면
된다, 누구든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느끼는 건 다르니까. 한 달 해보고
나니까 나도 열심히 하면, 지금 몸 구조도 많이 바뀌었어요. 골반이랑 다리랑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골반이 오픈이 안 돼 있었는데 많이 오픈되면서 서 있는
게 달라졌고, 피부 톤도 많이 달라졌어요. 다이앤처럼, 그런 톤. 아, 이게
요가를 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느껴져요.

실제로 지연은 골반과 다리가 바뀌었고, 얼굴의 피부 톤도 자신이 존경하는
선배 수련자인 다이앤처럼 바뀌었기에 더욱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 지연은 요가를 중심으로 살면서, 돈이 아니라
요가를 통해 “몸, 정신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서 보람을
찾겠다고 말한다.
지연:

저는 보람을 왜 돈에서만 찾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일에서 보람을 찾고
싶은데, 그걸 찾을 만한 직장은 없었던 것 같고, 호텔 일도 그래서
졸업하면서 안 하겠다고 생각했고. 호텔 일이란 게 정말 보람이
없어요.

연구자: 어떤 데서 보람을 느껴요?
지연:

뭔가 사회에 진짜 도움이 되는 것. 탈북자에 관심이 많아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는데.

탈북

이후로

몸,

정신이

고통스러운

사람이

많은데

가끔이나마 무료로 강습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아옝가 요가에서 받는
이득이 많으니까. 이건 내가 많이 배워서 같이 쉐어(share)한다면
누구에게나

도움되는

거라

생각하니까

보람있을

거고,

가르치는

자체에서 후회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일이 고되고 그런 건 있겠지만.

위 사례에서 지연의 생애사를 보면, 리시케쉬에 오기 전까지는 인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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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놓은

것이

없다는

절망감에

수련자들의

삶의

방식을

보며

빠져

점점

있었지만,

자신의

리시케쉬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가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떠한 직업을
가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정확한

선생님의

지도

하에

다른

수련자들처럼 연습을 하면 자신도 실력이 늘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으며,
요가를 통해 몸과 정신이 고통스러운 탈북자들을 돕는 데서 보람도 느끼게
되었다. 즉, 자신의 신체적 치유만이 아니라 남들을 돕겠다는 더 높은 가치까지
갖게 된 것이다.
다음 사례의 겐이치는 리시케쉬의 카페나 식당에서 외국인들에게 자신의
파란만장한

모험담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청년이다.

그의

이야기는

다음

사례에서처럼 요가 수련을 통해 그 동안의 정신적 방황을 극복하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극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례 V-20: 겐이치(29), 일본, 남성, 인도3회/리시케쉬2회 방문, 요가 경력 1.5년]
겐이치는 고교 시절 힙합그룹을 만들어 활동했다. 졸업 후 레코드를 냈고, 4년간
나이트클럽에서 활약하며 전도유망한 청년 음악가로 평가 받았다. 그러나 “매일
나이트클럽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침에 취해서 돌아오는 생활”을 총
6년간 하고 나니 너무 좁은 세상에 있는 것 같았고, 도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4개월간 혼자 동남아 여행을 떠났다. 태국의 섬에서 머물던 어느 날 밤,
혜성처럼 음악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 이후 많은 사람과
물건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였고, 귀국 후에는 물건뿐 아니라 음악, 인간
관계를 모두 버렸다.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지만, 자유로워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후

3년간

여행하면서

나가노의

산장에서

일하거나

오키나와의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며 생활했다.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먹고
자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몸과 마음이 천천히 건강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도쿄에서 디지웨이두 48 음악을 듣게 되었고, 그것을 연주한 호주 원주민들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겐이치는 2년이 넘게 어보리진(Aborigin) 공동체에서
그들과 함께 사냥을 가고, 디지웨이두를 만들고, 의식을 하고, 춤을 추는 단순한
생활을 하며 깊은 영성을 느꼈다. 그러다가 비자와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로
귀국했지만, 어보리진 공동체에서 가졌던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어보리진들처럼 환경과 하나가 되면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늘 깨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감각은

48

호주원주민이부는긴파이프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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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인간은 느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처럼 되고 싶어도 일본,
도쿄에서는 이런 상태를 지속할 수 없는데, 인류가 사는 대부분의 땅은
어보리진 공동체와 같은 넓은 땅이 아니므로 그들과 같은 삶의 방식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겐이치는 세계의 다른 곳에서 “내가 모든 내
가능성을 이용할 수 있는지, 모든 인류가 모든 가능성을 다 이용할 수
있는지”를

찾는다는

목표를

세운

후

요가

수련에

매진하기로

결심했고,

리시케쉬로 왔다. 겐이치는 리시케쉬에서 요가를 시작한 후 깊은 명상 속에서
경전에 적혀 있는 영적인 경험들을 했고, 이를 통해 어보리진 부족의 전통적인
가르침 또한 더 깊어졌다. 겐이치는 이제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사회로 돌아가겠다고 말한다.
이제 많은 걸 배웠어. 난 아직 정착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이걸
남들과 나눌 수 있도록 사회로 돌아가려고 생각해. 저번에 말했듯, 내가
일본에서 디지웨이두를 가르칠 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아름다웠어.
디지웨이두를 어떻게 연주하는지 남에게 가르치면서 아주 즐겼어. 사람들이
내게서 뭔가 얻기 위해 오는 게 너무 기뻤어. (중략) 내가 하는 건 아주
이기적인 것이었어, 내가 원하는 것만 했지, 그러나 이젠 나눌 수 있어. 내가
그걸 정말로 끝까지 했기 때문이야. 나는 정말 행복해. 요가를 디지웨이두 불듯
할 수 있어. 요가는 아직 시작이야. 요가는 아주 깊은 주제야. 나는 요가와
함께하고 싶어. 내가 극단으로 가고, 모든 것을 흡수하고, 깊이 들어가
소화하고 내면화하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내게 와서 그 모든 지식과 수행을
나누기를 바래.

겐이치는 이제 이기적인 것, 자신이 원하는 일만 하는 삶을 끝내고 남들에게
요가를 나누어주는 살고 싶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다.
지연과 겐이치의 사례에서 리시케쉬에서의 요가 수련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바꾸어주지는 않지만, 지금까지의 삶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도전으로
재해석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게 하며,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희망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에게 증명하게 함으로써 생의학적
패러다임과는 다른 형태의 치유를 제공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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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본 연구는 인도로 떠나 요가를 수련하는 한국인, 일본인들의 이동 동기를
질환 서사를 통해 분석하고,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사회경제적 고통이
인도에서의 요가 수련을 어떻게 추동하였는지, 인도에서 어떠한 치유 과정을
겪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자는 이들의 실천을
‘의료

순례’로

파악함으로써

의료

관광이나

의료

여행이라는

개념으로는

포획하지 못했던 새로운 치유 현상의 양상과 그 의미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II장에서는 “세계 요가의 수도”라고 불리는 리시케쉬의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환경 및 요가 시설을 살펴보았다. 리시케쉬의
발달 과정은 힌두교의 성지라는 요인에도 기인하지만, 서구 산업사회의 경제적
성장 및 문화적 변동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한편, 리시케쉬는 저렴한 생활비,
원하는 요가 수업을 골라 매일 수업에 가고 연습할 수 있는 환경 등 ‘요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전세계에서 온 수련자들이 실질적으로도
요가에만 몰입할 수 있게 해준다.
III장에서는 한국인, 일본인들이 인도 리시케쉬에서 요가 수련을 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인도에 오기 몇 년 전의 기간 동안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을 경험하였으나, 상황에 안주하기보다는 대안을 찾기 위해 끊임없는
시행착오와 탐색의 과정을 거쳐 인도에서의 요가 수련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들의 질환 서사에서는 기존 의학에 대한 불신, ‘진정한 나’에 대한 탐색,
사회경제적 소외와 좌절감, 한국/일본 ‘문화’에 대한 혐오라는 4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IV장에서는 리시케쉬에서의 요가 수련의 구체적인 양상을 기술하였다. 요가
수련자들의 일상 생활은 철저히 요가를 중심으로 한다. 몸-마음-영혼의 결합을
의도하는 요가 수업은 적극적인 수용과 반복적인 복습과정을 통해 수련자들의
몸과 마음에 체화된다.
V장에서는 리시케쉬의 요가 수련자들이 경험하는 치유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은 몸, 마음이 건강해지고 영혼 내지는 자아까지 회복되며,
건강한 삶의 방식까지 갖는 전인적인 치유를 체험한다. 이들은 고국에서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타인의 시선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요가는
이러한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가치관과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제공한다. 요가
수련자들이 보여주는 치유 과정은 공동체 내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다는 점,
현재 상태의 변화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공유한다는 점, 더 높은 정신적 내지
100

영적 갈망을 가짐으로써 인생을 재해석하게 된다는 점에서 순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연구자는 ‘의료 관광’ 혹은 ‘의료 여행’과는 유별한 치유 경험의 핵심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들의

행위를

‘의료

순례(medical

pilgrimage)’라

개념화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생의학

대

비서구

민족의학이라는

서구

의료인류학자들의 구도를 넘어 실제 비서구 환자들의 요가 수련을 통한 치유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비서구 민족의학, 혹은 보완대체의학의 범주로 일반화된
치유의 실천 방식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점이다. 둘째, 여전히 시작
단계인 요가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에 실제 요가 수련자들의 실천 양상과 치유
과정 등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연구를 추가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구조적, 정서적, 감정적 맥락, 혹은 질환이 국경을 넘게 하는 고통의
주원인이 되는 현상과 그 치유 과정이 생의학적 치유 과정과 다른 점을
보임으로써 지금까지 ‘의료 관광’과 ‘의료 여행’이 가졌던 서구의 생의학 중심
시각의 한계점을 보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요가를 선택하게 된 맥락에 있어
고국의 상황을 보다 큰 국가적, 초국가적 맥락에서 바라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과 일본의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이러한 행위자들의 실천 양상을 만들어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들 수련자들의 독특한 선택과 삶에 대한 더욱 풍부한 이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여행은 주로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이동, 혹은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소비 활동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치유는 주로 생의학적 치료를
통해 생물학적 질병을 낫게 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일반인들이 더 다양한 이유, 특히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치유를 목적으로
초국가적 이동을 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여행과 치유를 시대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과

더욱

긴밀하게

엮어서

해석할

수

있는

시각이

요청된다.

특히

리시케쉬의 요가 수련자들처럼 고국에서의 소외감과 좌절감, 인간 관계와
사회구조적 경직성 등으로 고국을 탈출하여 외국을 떠도는 삶의 방식이 최근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도 급속히 증가 중이라는 사실을 볼 때, 이들의 행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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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rip to India for Yoga Practice
as a Medical Pilgrimage
Lee, Minyoung
Department of Anthrop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the ways of individual physical, psychological
pains are expressed and the healing processes in a transnational context of
modern society with medical anthropology. This thesis shows especially how
Korean and Japanese yoga practitioners connect their pain experiences in
their countries to yoga practice in India, what the healing paradigm implicated
in their healing process is, and what the effects are.
To show the physical, psychological pains which can be explained with
various social, cultural causes rather than biomedical frames, I used the
concept “illness narrative” of the yoga practitioners’. For some years before
coming to India, most yoga practitioners have worked as part-timers or
experienced falls in socio-economic status, and they have had repeated trial
and errors to find alternative ways of life. Many of them experienced
psycho-somatic illnesses including depression, anxiety, bulimia, and felt to
find their “true selves”. They indicated the causes as socio-economic
frustration, the “culture” of their countries which judges people by
materialistic achievements and attaches importance to human relations and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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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al medical systems including biomedicine couldn’t cure those
illnesses, so they finally chose to practice yoga in India. Living ascetically
based on yoga practice, they experience their body and mind get healthier.
And they assume critical attitude to their past which was forced to accept
socially ideal identities, and now experience holistic healing through
liberation of individual selves. And they get healthy ways of life by obeying
the commandments of yoga. Finally yoga becomes a pseudo-religion and
provides bases for judging essential values in life. To practice yoga, they
reduce the amount and importance of work and human relations, and wander
around countries including India. As a result, a ‘community’ which has
different forms and characters from their countries is formed. Compulsory
social relations in their countries made them uncomfortable, but “Rishkesh
yoga community” free to come and go whenever they want functions as a
healing space for them to advance with one goal and support each other.
Their healing process shows 3 characters of ‘pilgrimage’-faith, travel,
higher aim. Practitioners get new identities as bodies practicing yoga
regardless of their socio-economic status in their countries, and they share
believes and hopes about transformation of the present state. And they
reinterpret their lives getting higher spiritual purposes. Their yoga practice
in India doesn’t change the environments but let them reinterpret their pains
as conquerable challenges and find meanings of the live. And it provides a
different form of healing letting them prove their value of existence through
having hope to help other people. When we interpret this travel to India for
yoga practice as ‘medical pilgrimage’, we can understand their healing
process holistically which couldn’t be explained with the concept ‘medical
tourism’ or ‘medical travel’.

Keywords : India, Yoga, Complimentary Alternative Medicine(CAM),
Medical Tourism, Pilgrimage, Illness Narrative, H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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