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6회 세계요가의날 

2020년 6월 21일  

 

주한인도대사관과 인도문화원은 부산인도문화원과 공동으로 2020년 6월 21일 제 6회 세계요가의날 온라인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의 공식 파트너로 서대문구, 김해시, 밀양시, 원광디지털대학교, 대한요가회, 주한인도요가센터가 함께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과 모임 자제 권고에 따라 2020년 세계 요가의 행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여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요가”라는 주제에 맞춰 모두들 가정에서 함께 요가를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요가는 신체적, 정신적, 영적 안녕을 위한 인도의 고대수련법이다. 고대 인도 철학에서 기원한 요가는 몸과 마음, 정신과 우주

의 통합을 상징하는 ‘결합’을 의미한다. 요가의 보편성을 인정하며 2014년 12월 UN은 6월 21일을 세계요가의날로 제정했고,  

2016년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요가의 이점을 알리고 요가 수행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세계요가의날 

행사가 진행된다.  

스프리야 란가나탄 주한인도대사는 환영사에서 요가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주는귀중한 고대 인도 수련법이라는 점

을 강조했다. 한 개인이나 국가 만의 문제가 아닌, 전 인류에 닥친 유례없는 위기인 코로나 시대에,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며 

건강을 증진시키는 요가의 에너지를 통해 우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요가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해결책을 제공한다. 

허성곤 김해시장, 박일호 밀양시장, 정덕민 인도명예총영사 역시 축사를 통해 요가의 이점과 실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이번 주한인도문화원의 온라인 행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영상 메세지에서 “오늘은 요가가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엮는 단결의 날이며, 전 세계의 형제의 날이

다.  올해 세계요가의날 주제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요가’이듯, 모임을 자제하고 가족과 함께 요가를 할 것이다. 가족들

이 요가를 함께 할 때 에너지가 온 집안에 퍼질 것이다.” 라고 하며 “ 코로나 대유행으로 세계는 면역력을 높이며 지구를 더 

건강하게 만들게끔 하는 요가를 더욱 진지하게 수련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덧 붙였다.   

온라인 행사 참가자들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영상을 보며 공식 요가 수련을 함께 했다.  행사에서는 부산인도문화원  어

린이들이 요가 수련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행사를 진행한 소누 트리베디 주한인도문화원장은 올해 세계요가의날 행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요가 수행을 함께 하

는 것이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요가의 흥미진진한 세계, 특히 전 인류가 위기에 처한 이 시기에 요가의 세계를 만나게 하

는지를 강조했다.  

 

이번 온라인 행사에서는 참가자들을 위한 라이브 퀴즈와 함께 인도대사의 경품 추첨 시간도 진행됐다. 행사에는 서울, 부산, 

김해, 밀양, 제주를 비롯해 한국 뿐 아니라 인도에서도 많은 참가자들이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