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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는 자세와 호흡을 가다듬어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수행법이다. 고대 인도에서 

시작된 이 수행법은 현대에 들어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심신의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현대인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요가를 좋아하다 보면 한 번쯤은 대도시의 요가 

스튜디오를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고대 인도인이 수행했을 

법한 영적인 공간, 웰빙과 해독, 자연과 명상이 

어우러지는 곳 말이다. 이런 바람은 수련자들을 

‘신들의 섬’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끈다.

발리는 자연 속에서 요가를 수련할 수 있는 

‘에코 빌리지’가 많아 일 년 내내 전 세계에서 

요기(남자 수련자)와 요기니(여자 수련자)가 

몰려든다. 발리 전통 양식으로 지어진 조용한 

빌라에서 지내며 요가를 하고, 유기농 음식과 

마사지로 몸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으려는 

사람들이다. 이런 요가 여행을 ‘요가 

리트리트’(Yoga Retreat)라고 부른다. 발리가 왜 

요가로 유명해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발리가 역사적으로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섬이 가진 영적인 분위기와 신비로운 

자연환경이 전 세계 요가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이다.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나를 내려놓을 완벽한 장소를 찾고 싶다면 인도네시아 발리를 추천한다. 

서핑과 일광욕, 코코넛 나무가 늘어선 해변이 발리의 전부는 아니다. ‘신들의 섬’ 발리가 선사하는 

신비로운 경험, 요가와 힐링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글 · 사진 신재우 기자 

1 데사 서니 게스트하우스 앞에 세워진 ‘정지’(STOP) 표지판. 휴식을 취하는 손님을 방해하지 말고 

복잡한 생각을 멈추라는 뜻이 담겨 있다. 2 데사 서니 요가 수련장에 붙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워크숍 포스터. 3 여성 강사가 오두막형 수련장에서 요가를 가르치고 있다.

Travel

나를 돌아보는 완벽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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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데사 서니 제공

데사 서니

“데사 서니는 문화, 예술, 요가, 오가닉, 웰빙, 공동체를 지향하는 에코 빌리지입니다.” 창구(Canggu) 지역에 위치한 

데사 서니는 단순한 요가 스튜디오를 넘어서 발리의 요가 문화를 전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특별한 

리조트다. 매일 요가 수업과 워크숍을 열고, 유기농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을 운영한다. 오이, 고추, 땅콩 등을 키우는 

유기농 농장이 있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스파와 피부에 좋은 소금이 뿌려진 풀장을 갖췄다. 시골 마을에 자리한 

데사 서니에 들어가면 정지(Stop), 왜(Why)?, 무엇을(What)?, 언제(When)? 라고 쓰인 표지판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이곳에 있을 때만이라도 생각을 멈추고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뜻이다. 데사 서니에는 오두막을 연상시키는 대형 요가 

스튜디오가 2개 있다. 자연이 내는 소음 이외에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수련장에서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즐기는 요가는 특별한 경험이다. 오후 4시에 시작된 ‘쿤달리니 

요가’ 수업은 뉴욕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강사 다프나가 진행했다. 작은 우주인 내 

몸 안에서 에너지가 집결한 7군데의 차크라를 활성화하는 이 수업은 요가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진행됐다. 수업은 마룻바닥에 두 팔과 두 다리를 

편하게 뻗고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데사 서니에는 아누사라, 

아시탕가, 쿤달리니, 프라나야마, 빈야사 요가와 어린이를 위한 발리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된다. 

요가를 배운 사람들은 따라가기 어렵지 않다.

요가반

요가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가 수련 센터다. 발리에서 요가를 가르치는 강사 

상당수가 이곳 출신이고, 프로 요가인도 이곳의 워크숍을 주목한다. 센터는 발리 

덴파사르 웅우라이 공항에서 차로 1시간쯤 걸리는 우붓(Ubud) 시내 끝자락에 있다. 

수업은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에 보통 15개 정도의 클래스가 진행된다. 

수강권을 끊으면 숙련 상태를 감안해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 있다. 2층 높이로 

만들어진 오두막형 스튜디오는 요가반의 상징이다. 신선한 바람이 통하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린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동작에 

집중하다 보면 치유(Healing)와 재생(Renewal)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요가반은 

하타, 빈야사, 프라나야마, 아헹가와 같은 클래식 요가뿐만 아니라 춤, 음악, 명상까지 

40여 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자연 속에 조성된 요가반은 5개의 스튜디오와 

채식주의자를 위한 레스토랑, 마사지숍, 게스트하우스를 갖췄다. 

지와 비크람 요가 

스미냑(Seminyak)에 있는 지와 요가에서는 90분간 극한의 요가 

체험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핫 요가’라고 부르는 

‘비크람 요가’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스튜디오로, 강도 높은 수련을 

원하는 요가 강사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든다. 비크람은 38도가 

유지되는 방에서 26가지 동작을 정해진 순서대로 90분간 

실시한다. 고온에서 매회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척추, 근육, 

인대를 강화하고 내장 기능을 정상화하는 게 목적이다. 

“Be patient! Bikram is all about patience!”(참아라! 비크람은 

참을성이 전부다!) 채광이 좋은 실내 스튜디오는 열풍기로 후끈 

달아올라 있다. 남자 수련자는 짧은 반바지만 걸치고 여성은 비키니 

차림이 대부분이다. 호주 출신의 여자 강사는 쉴 새 없이 잘못된 

동작을 지적하며 ‘인내’를 강조한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진다’는 말을 

온몸으로 경험했다는 사실이 신기할 따름이다. 지와 요가에서의 

수련은 전문가도 힘들어할 정도다. 호주에서 18년간 요가를 

가르쳤다는 여성은 “비크람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이곳을 

추천한다. 그런데 극한의 체험은 각오하라”고 조언했다. 비크람 

요가는 초보자도 충분히 따라 할 수 있다. 고온에서 현기증을 느낄 

때는 물을 마시고 잠시 누워 휴식을 취해야 한다.

▶ 다프나 도르(Daphna Dor)

Desa Seni, A Village Resort
Jl. Subak Sari #13 Pantai Berawa, Canggu, Bali +62 361 844 6392

www.desaseni.com, info@desaseni.com
1회 수업 14만 루피아, 12회 수업 120만 루피아 

Jiwa Bikram Hot Yoga
Jl Petitenget 78 Seminyak 80361 +62 361 841 3689
www.jiwabikramyogabali.com, info@jiwabikramyogabali.com
1회 수업 18만7천 루피아, 10회 수업 163만2천 루피아

Yoga Barn 
Jalan Raya Pengosekan, Ubud 80571 +62 361 971 236
www.theyogabarn.com, info@theyogabarn.com 
1회 수업 12만 루피아, 3·5·10·20회권 구입 가능, 30일 이용권 150만 루피아  

사진 / 지와 요가 제공

사진 / 요가반 제공

사진 / 요가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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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나 리조트 & 스파 발리

발리의 가장 유명한 장소 중 하나인 록 바(Rock Bar)로 유명한 아야나 리조트 & 

스파는 투숙객에게 특별한 요가 수업을 제안한다. 탁 트인 인도양이 

내려다보이는 푸른 잔디밭에서 진행되는 ‘일출(Sunrise) 요가’다. 오전 

6시 30분 절벽을 평평하게 깎아 조성한 넓은 잔디밭에는 수업을 

예약한 인원수만큼 요가 매트가 깔린다. 신선한 새벽 공기 속에서 

간단히 몸을 풀면 요가 수업이 시작된다. 체격이 좋은 강사 주니는 

‘수리아 나마스카라 요가’를 지도했다. 이 요가는 빛과 에너지의 

근원인 태양을 경배하는 동작으로 구성된다. 강사는 수련생 

주위를 돌며 정확한 자세와 호흡법을 직접 가르치면서 유연함, 

힘, 균형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소규모라 참가자 

숙련도를 고려한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다.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도 땀이 흐르지만 잔디밭을 통과하는 해풍 덕분에 덥지 

않다. 1시간으로 예정된 수업이 끝나면 강사와 수련생은 마주 앉아 

이날의 수업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아야나에서는 일출 요가 이외에도 

낮 시간에 실내에서 요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터컨티넨탈 발리 리조트

발리 요가를 체험하려는 여행자가 많다 보니 발리 내 대형 호텔과 

리조트는 요가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짐바란 해변에 위치한 

인터컨티넨탈 발리 리조트는 3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명상과 호흡을 기본으로 하는 ‘요가 입문’(오전 7〜8시), 

일대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프라이빗 요가’(오전 9〜10시), 

그리고 ‘저녁 요가’(오후 5〜6시)다. 수업은 클럽 풀(Club 

Pool) 정면에 있는 정원에서 진행된다. 바다를 배경으로 

야자수 조경이 잘된 잔디밭이다. 

초보자를 위한 요가 수업은 폐 호흡법을 배우는 ‘프라나야마’, 

태양 경배 동작을 이어가는 ‘수리아 나마스카라’, 심신의 조화를 

추구하는 ‘하타’, 명상, 송장 자세로 구성됐다. 요가 경력 23년째인 강사 

바기는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신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라”고 강조했다. 

▶ 이케툿 바기아르타(IKetut Bagiarta)

인도네시아의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인터컨티넨탈 발리 리조트는 동양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발리 최고의 리조트로 꼽힌다. 500m에 달하는 전용 해변과 5개의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객실은 총 418개다. 

InterContinental Bali Resort
Jalan Uluwatu 45 Jimbaran, 80361 +62 361 701 888
www.bali.intercontinental.com, icbali.reservation@ihg.com 

입문 요가 무료, 프라이빗 요가 40만 루피아, 저녁 요가 15만 루피아

아야나는 아야나 리조트(Ayana Resort)와 림바 리조트(Rimba by Ayana)를 통합한 리조트로 

총 면적이 90만㎡에 달한다. 록 바, 장엄한 일몰 풍경, 하얀 모래 해변, 산책로가 유명한 

아야나는 풀빌라 78채를 포함해 650여 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AYANA Resort & Spa Bail
Jalan Karang Mas Sejahtera, Jimbaran, 80364  +62 361 702 222 
www.ayanaresort.com, kgro@ayanaresort.com
일출 · 낮 요가(1시간) 34달러

▶ 이넹아 주니아르타(Inengah Juniarta)

사진 / 인터컨디넨탈 발리 리조트 제공

사진 / 인터컨디넨탈 발리 리조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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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중부에 위치한 예술인의 마을, 우붓에서는 매년 세계인의 요가 축제인 ‘발리 

스피릿 페스티벌’이 열린다. 이 축제는 요가와 춤, 라이브 음악를 즐길 수 있는 라

이프스타일 행사이다. “너부터 변해라!”(BE THE CHANGE!)를 주제로 지난 3

월 31일부터 4월 5일까지 열린 2015 페스티벌에는 50개 나라에서 6천 명 이상

이 참가했다. 낮에는 ▲요가 ▲명상 ▲댄스 ▲힐링 ▲호흡 ▲예술 분야의 대가들

이 워크숍을 열었다. 스피릿 댄스(Spirit Dance), 발리니스 댄스(Balinese 

Dance), 비크람(Bikram), 키즈 요가(Kids Yoga), 사운드 힐링(Sound 

Healing), 쿤달리니 댄스 메디테이션(Kundalini Dance Meditation)과 같은 워

크숍이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최초의 서양인 아시탕가 지

도자로 평가받는 대니 파라다이스(Danny Paradise)의 ‘아시탕가 요가, 샤머니즘, 그

리고 토착 문화’ 워크숍에는 300명이 몰렸다. 밤이 되면 축제는 콘서트로 변한다. 낮 

수련 참가자들은 포크, 일렉트로닉,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가수와 뮤지션이 펼치

는 콘서트를 즐긴다. 축제 시기에 우붓은 요가인의 천국이 된다. 처음 보는 사람과도 

요가를 매개로 친구가 되고 유기농, 완전한 채식인 비건 음식을 함께 즐기며 요가 라

이프를 이야기한다. 2016년 발리 스피릿 페스티벌은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열리

는데 입장권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우붓의 신비로운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발리 스피릿 페스티벌’은 

전 세계 요가인의 축제다. 

‘나를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로 축제를 

찾은 참가자들은 고대 인도인의 지혜가 

담긴 전통 요가는 물론 훌라후프 댄스, 

해먹 요가, 음악 감상 등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을 도와주는 다양한 

수행법을 경험하게 된다. 

기간 2016년 3월 29일 ~ 4월 3일

장소 인도네시아 발리 우붓 

홈페이지 www.balispiritfestival.com

티켓 얼리버드 일반 패스 450달러, 얼리버드 

VIP 패스 550달러 

순환 버스 패스 50달러(수수료 별도)

Bali Spirit Festival 2016 

사진 / 발리 스피릿 페스티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