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철학 제31집(2011), 51～84쪽

종교적 신념에 대한 엘리스(Ellis)의 비판과

붓다의 가르침

안양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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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는 말. Ⅱ 종교적 신념에 대한 엘리스의 비판.

Ⅲ 종교적 신념에 대한 엘리스의 비판과 붓다의 가르침. Ⅳ 맺는 말.

요약문 [주요어: 알버트 엘리스, 인지, 정서, 행동치료, 불교, 기독교, 종교적

신념, 비합리적]

20세기 후반 가장 위대한 심리지료가들 중의 한 명으로 꼽히는 알버

트 엘리스(Albert Ellis)는 종교는 비합리적이어서 정신건강에 해로움을

가져온다고 역설하였다. 엘리스는 REBT(Rational Emotive Behaviour

Therapy, 인지 정서 행동치료)를 개발하면서 인간의 비합리적인 사고가

정신장애 및 질병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REBT상담의 목표는 비합

리적 생각을 합리적 생각으로 변화시켜서 합리적 생각이 행동양식에 영

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종교적 신념은 비합리적인 사고로 정신건

강에 장애를 야기한다고 엘리스는 보고 있다.

엘리스가 문제로 삼고 있는 종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들, 그 중에서

도 기독교이다. 엘리스는 기독교의 신념이 비합리적이며. 이러한 신앙

행위가 정서 장애를 야기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이 붓다의

가르침에도 적용되는 지 살피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오히려 그가 제시

하는 건강한 사람의 9가지 자질은 불교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Ⅰ. 서론

현대의학이 독립된 학문으로 나타나기 전 시대엔 종교가 질병,

특히 정신질환을 다루고 있었다. 대체로 모든 종교가 질병 치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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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독교처럼 성경에 자세히 전하고

있지 않다. 기독교의 성경에 보이는 예수의 치유활동은 광범위하

며 왕성하다. 이런 치유활동을 통한 전도활동은 현대에도 이어지

고 있다. 특히 한국 교계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이른바 영성치유는

주목할 만한 활동이다. 가끔 언론 매체를 통하여 기도원에서 행해

지는 영성치유의 부작용에 대한 소식을 접하지만 종교에서 행하

여지고 있는 치유에 대한 평가는 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

져 왔다. 종교의 권위를 부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 기인한

다고 보인다.

19세기 심리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태동하면서 인간의

건강과 관련하여 종교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영혼

돌봄의 행위가 종교의 영역에서 의학과 심리학의 영역으로 옮겨

지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17 18세기에 있었던 과학의 성장과

바로 뒤이어 19세기에 발생된 종교의 타락 때문이다.1) 정신치료

자(psychotherapist)는 성직자(priest)를 대신하여 정신을 치유하는

전문 직업인이 되었다. 영혼이라는 용어 대신에 마음(mind)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두뇌와 관련하여 마음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정신

치료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의학적인 행위(medical act)로 생각되

어졌다.

20세기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었고 심리학의 초기 개창자들

중 상당수가 종교를 조잡하고 미신적인 사고체계로 배척하였다.

대표적인 학자로 Sigmund Freud, John B. Watson, B.F. Skinner

를 열거할 수 있다. 특히 Sigmund Freud는 종교를 강박신경증

(obsessional neurosis)으로 정의하며 종교의 유해성을 지적하였

다.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행동 및 정신분석 이론의 영향 하에 개

발된 임상 및 상담심리학은 계속해서 종교를 부정적으로 다루었

다. 종교는 비합리적인 정신사고이며 건전한 사고 활동에 유해를

야기한다고 여겼다.3) 자곱 니들먼(Jacob Needleman)은 절대신 신

1) 베너(2000) p.39.

2) 한승호(1971)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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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에 근거한 기독교의 영성 치유를 반대한 정신치유가의 입장을

적절하게 요약하고 있다. “현대 정신의학은 인간이 스스로 변화해

야 하며, 도움을 얻기 위해 상상의 신(imaginary God)에게 의지해

서는 안 된다는 견해로부터 생겨났다. 지난 반세기 동안 주로 프

로이드의 통찰들과 그의 영향을 받았던 이들의 노력을 통하여, 인

간의 정신(psyche)은 힘을 잃어버린 종교의 지배권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연구를 위한 대상으로서 자연의 세계(the world of natur

e)에 놓이게 되었다.”4)

20세기 후반 가장 위대한 심리지료가들 중의 한 명으로 꼽히는

알버트 엘리스(Albert Ellis, 1913-2007)는 종교는 비합리적이어서

정신건강에 해로움을 가져온다고 역설하였다. 엘리스는 REBT

(Rational Emotive Behaviour Therapy, 인지 정서 행동치료)를

개발하면서 인간의 비합리적인 사고가 정신장애 및 질병을 가져

온다고 주장하였다. REBT상담의 목표는 비합리적 생각을 합리적

생각으로 변화시켜서 합리적 생각이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엘리스는 신념의 체계를 합리적 신념체계와 비합리

적 신념의 체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합리적 사고는 개인의

생존과 행복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비합리적 사고는 정

서적 장애와 역기능적 행동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종교적

신념은 비합리적인 사고로 정신건강에 장애를 야기한다고 엘리스

는 보고 있다.

서구의 심리상담영역에서 REBT나 알버트 엘리스의 막대한 영

향력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이루어진 학술 연구는 충분

하지 않다. REBT를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 연구가 다수를 이루

고 있다. 주로 교육 현장 즉 학생들을 상대로 하거나 스포츠 선수

를 상대로 한 연구가 눈에 들어온다.5) 본고에선 REBT의 이론적,

3) Leong(2008) p.437.

4) 베너(2000) p.40.

5) 교육 현장과 스포츠 현장에 적용한 최근의 논문을 각각 하나씩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허남순 외(2010) 정상택 외(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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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인 관점에서 종교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다루고자 한다. 모

든 종교적 신념이 반드시 비합리적이며 정신건강에 장애를 가져

온다고 논자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특정한 종교의 특정한 신념

은 정신건강을 해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논자는 어떤

종교적 신념이 정신건강을 방해하며 정서장애를 만들어 내는 지

논구하고자 한다. 먼저 종교적 신념에 대한 엘리스의 비판을 객관

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난후 그의 비판이 붓다의 가르침에도 적

용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종교적 신념에 대한 엘리스의 비판

먼저 엘리스의 종교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교에 대한 엘리

스의 이해는 서구 문화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기독교 중심의 종교 문화에 살아서 종교를 절대신과 연관하여 이

해하고 있다. 종교의 핵심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신념체계와 의

례행위가 놓여 있다고 본다. “종교란, 나에게 있어, 반드시 신 개

념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6) 그의 종교 정의는 유일 절대 신에

대한 헌신적인 신앙을 핵심으로 삼고 있는 종교들을 예를 들면,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를 연상시킨다. 엘리스의 정의에 따르면,

인격적인 창조주에 대한 신앙을 요구하지 않는 불교, 도교 등은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다. 그는 동양의 종교 특히 불교를 자신의

REBT 형성에 주요한 사상적인 이론을 제공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다.7)

엘리스의 종교적 문화 배경은 미국의 기독교이므로 그가 종교

6) Ellis(1980) p.5.

7) 엘리스 외(2007)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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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했을 때 미국의 기독교를 중심으로 유일신 종교를 지칭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그는 종교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종교에

대한 종교인의 신념, 그 신념에 근거한 성격 내지 태도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힌다. “REBT는, 내가 앞에서 보여주었듯

이 종교(religion)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내가 말하는 종

교성(religiosity)에 회의적이다.”8) 엘리스는 종교와 달리 종교성은

경직되고 배타적이며 교조적인(dogmatic) 주장으로 정의하고 있

다. 교조적인 종교성에 의하면 자신이 믿는 종교만이 유일하게 진

실된 것으로 모든 사람이 추종해야 하며, 반면에 나머지 모든 종

교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엘리스는 사실상 종교와 종교성을 구

분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유일신 신앙인 기독교를 비판의 주요대상

으로 삼고 있다.9)

엘리스는 “The Case Against Religion”이라는 글에서 경직된

종교에 대하여 심리치료가의 견지에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10)

그의 주장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종교적 신념이 정신질환(mental

illness)과 불행을 야기하는 주범이다. 초인간적인 존재나 초월적

인 힘에 대한 헌신적인 신앙은 감정적인 건강문제와 장기적인 행

복에 장애를 종종 야기한다는 것이다.11) 그의 주장에 의하면 종교

적인 신념은 비합리적인 사고이며, 비합리적인 사고는 정서 장애

를 야기한다. 가장 대표적인 비합리적인 신념은 유일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다.12)

엘리스는 자기 자신을 ‘개연적 무신론자(a probabilistic atheist)’

라고 자신의 신관(神觀)을 밝히고 있다. 개연적 무신론자란 신이

8) Ellis(1994) p.300.

9) Ellis(1980) p.5.

10) 원래의 제목은 Case Against Religiosity로 출판되었으나 1980년

American Atheist Press에 의해 Case Against Religion: A

Psychotherapists View and the Case Against Religiosity라는 서명으로

출판되었다.

11) Ellis(1994) p.249.

12) Ellis(1994) p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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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다고 백퍼센트 확신할 수 없지만 대체로 신이 존재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이 존재할 확률은

너무나 낮아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 없을 정도라고 믿는 사람

이다.13) 절대신의 존재에 대한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열어 놓았지

만, 결국 엘리스는 창조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다.

REBT가 종교가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기독교 신앙인 심리학자와 대항하여 종교가 종

종 심리적인 질병을 초래한다고 논쟁하였다.14) 그러나 한편 뒷날

엘리스는 사랑의 신에 대한 신념이 정신 건강에 이롭다는 연구

결과를 인정하고 동의하였다.15) “REBT는 종교, 절대신에 대한

신앙, 신비주의, 다신교, 비합리성이 가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REBT는 또한 지적한다. 그러한 신념

들은 종종 이로움보다 해로움을 더 가져오며 삶이 충분히 기능하

는 것을 방해한다.”16) 엘리스는 종교적 신앙이 유익한 측면이 있

다고 인정한다. “만약 정서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이런

종류의 영적인, 종교적인, 또는 주술적인 것을 신앙하게 되면, 종

종 감정이 나아지고, 행동을 더 잘하게 되며, 개선을 이루고자 하

는 타고난 생물학적인 경향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17)

13) Nielsen(1994) pp.327-341.

14) 엘리스와 대론하였던 대표적인 신앙인 심리학자로는 Orval Hobart

Mowrer와 Allen Bergin이 있다.

http://en.wikipedia.org/wiki/Albert_Ellis_(psychologist)#cite_note-10.

15) Ellis(2000) pp.29-33.

16) Ellis(2000) p.387.

17) Ellis(2000) p.319. 종교가 질병 치료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다. The Journal of Family Practice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의 77%는 의사가 환자에게 “질병 치료에 있어서 종교의

유익성을 지도해 주기 바란다.”고 나타났다. The Archieves of

Medicine의 보고에 의하면 신앙심이 돈독한 환자들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과 자살하는 확률이 낮다고 나타났으며 신앙심이 두터운 환자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장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투병생활을

비신앙인에 비하여 잘해 더 빨리 회복되거나 퇴원해 나가고 있다고

발표되었다. http://kr.blog.yahoo.com/youngseok1941/396.



종교적 신념에 대한 엘리스의 비판과 붓다의 가르침 ∙ 57

엘리스의 글 종교에 반하는 진술(Case Against Religion) 은

사실 “신에 반하는 진술(Case Against God)”로 유일신 신앙을 핵

심으로 삼고 있는 기독교를 표적으로 여기고 있다.18)

만약 종교를 인간 위에 그리고 너머에 있는 힘에 대한 인간의 의존

으로 정의한다면, 심리치료사로서 나는 그런 종교를 지극히 해로운 것

으로 여긴다.19)

어떠한 종류의 교조(ortho)는 경직되어 있고, 광적이고, 의존적이다.

… 종교는 본질적으로 유아기적인 의존이다.20)

엘리스는 정신건강(mental health)을 구성하고 있는 9가지 자질

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질들은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 방해

받는다고 주장한다. 심리치료사는 환자로 하여금 불안감과 적대감

을 최소한도로 느끼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독교와 같은 유일

신 신앙은 정신 건강을 구성하는 9가지 자질들을 훼손시킨다.

엘리스의 주장을 간략히 요약하면서 필요한 경우엔 부언하기로

한다. 9가지 자질 중 첫 번째는 자기이익(self-interest)이다. “정서

적으로 건강한 개인은 일차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진실 되어야 하

며, 자학적(自虐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21) 그러나 기독교와 같은 종교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자

학증에 빠져 있다. “가장 잘 조직된 종교의 진짜 핵심은 자학적인,

죄의식을 완화시키는 의례(rituals)를 행하는 것이다. 의례를 통해

종교인 개개인은 자신에게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허락한다. 종교

18) THE “CASE AGAINST” ALBERT ELLIS THE IRRATIONALITY

OF “RATIONAL-EMOTIVE BEHAVIOR THERAPY” p.14. 저자의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다. 논문은

www.christiandiscernment.com/.../08%20Ellis.pdf에서 볼 수 있다.

19) Ellis(1980) p.2.

20) Ellis(1980) p.18.

21) Ellis(1980)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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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religiosity)은 상당부분 본질적으로 자학적이다: 종교와 자학주

의는 정신질병의 한 형태이다.”22) 기독교는 신도들에게 죄의식을

주입하여, 자기희생을 강조한다. 이런 종류의 강요된 자기희생은

자학(masochism)과 다를 바가 없으며, 따라서 정신질환의 일종이

라는 것이다.

두 번째 건강한 요소는 자기-지시(self-direction)이다. 엘리스에

의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치적(自治的, autonomous)이

며, 자기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며, 오로지 필요한 경우

에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23) 그러나 “종교인은 필연

적으로 의존적이며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른다. 독립적이고 자기

지시적이지 못하다.”24) “종교와 자기충족은 서로 모순되는 용어이

다.”25) 창조주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려는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주인이고 신앙인은 종이나 노예로 자처하

며 외부의 지시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상태가 되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지시적인 사람은 자신의 삶에 책임을 느끼며

자신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

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자질은 신

중심의 종교 신앙인에겐 찾아보기 어렵다. 엘리스는 신에 대한 믿

음 보다 신에 대한 의존이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초자연적

인 영(spirits)에 대한 믿음은 해롭지 않을 수 있지만 초자연적인

영에 대한 의존은 분명히 정서적으로 위험한 것이다.”26) 자신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신의 대변자에게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의존 태도는 정서적으로 유해한 결과를 초

래한다.

세 번째 자질은 관용(tolerance)이다. “사람들이 틀릴 수 있는

22) Ellis(1980) p.6.

23) Ellis(1980) p.3.

24) Ellis(1980) p.6.

25) Ellis(1980) p.6.

26) Ellis(1994) 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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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싫어하기도 하고 혐

오하기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인간으로서 싫어할 만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27) 그러나 유일신 신앙의 종교

는 절대적인 신이 부여한 기준을 세워 놓고 자신이 실수할 때 자

신을 폄하시키고 비인간화시킨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좋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종교인으로 하여금 경멸하게 만들고 비인간적으로

다루도록 종교는 이끈다. 이런 종류의 적대적인 완벽주의적인 사

고는 가장 파괴적인 두 가지 감정, 즉 불안감(anxiety)과 적대감

(hostility)을 불러일으키는 주범이다.28) “관용은 헌신적인 신 중심

의 신앙인들에게 저주이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은 자신의 특정한

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으며 모든 반대되는 모든 다른 신들과

인간들은 분명히 그리고 완전히 그릇되었다고 믿는다.”29) 자신이

믿는 신만이 오로지 진실이며 나머지 다른 모든 신들은 거짓이며,

그렇게 그릇된 신을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태도는 관용의 태도

와 상반된다. 이러한 경직된 불관용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지 못

한다는 것이다. 엘리스의 주장에 의하면 불관용(intolerance)은 모

든 종류의 감정적인 혼란을 야기한다.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불관용은 가장 심각한 정서장애, 예를 들면 극단적인 불안, 우울

증, 자기-혐오, 분노 등을 야기한다.30)

네 번째 자질은 불확실성의 수용(acceptance of uncertainty)이

다. “감정적으로 성숙한 개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받아들인다.

우리는 모두 개연성(probability)과 우연(chance)의 세계에 살고

있다. 이런 세계에는 현재에도, 아마도, 미래에도 절대적인 확실성

은 없다. 개연적인·불확실한 세계가 결코 전적으로 무시무시한 것

은 아니다.”31) 그러나 “신 지향적인 종교성(religiosity)은 상상할

27) Ellis(1980) p.3.

28) Ellis(1980) p.7.

29) Ellis(1980) p.28.

30) Ellis(1980) p.29.

31) Ellis(1980)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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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가장 최악의 건강상태이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종교의

주요 존재 이유는 신앙인으로 하여금 신의 명령과 확신을 믿도록

하기 때문이다.”32)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것이

므로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이다. 이런 믿음에 의하면 우연이나 개

연적인 것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미래에 어떤 일이 자기 자신에

게 발생할지 예측하지 못하므로 사람은 불안을 느낀다. 그래서 모

든 일을 주관하고 주재하는 절대적인 신에게 의존하여 불안한 미

래의 일을 해소하려고 신앙인은 기도한다. 이러한 의존적인 자세

는 개인의 주체적인 노력과 의지를 무시하거나 부정하게 되어 병

약한 인간으로 만든다. 건강한 사람은 미래의 일을 도전적인 자세

로 맞이한다.

다섯 번째 자질은 유연성(flexibility)이다. “지적으로 유연해야

하며 항상 변화에 열려 있어야 하며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다양

한 사람들과 존재들을 경직되지 않게 보아야 한다.”33) 그러나 이

러한 유연성이 종교적 신념에 의해 훼손당한다는 것이다. 특정 사

고나 신념을 집착하여 경직된 자세를 고수하는 신앙인은 다른 종

교에 대해 배타적인 성격을 지니며 다른 종교의 신앙인을 경멸하

거나 멸시한다. 자신의 종교만이 진실이고 타종교는 거짓이라는

경직된 사고는 개인적인 차원에선 다툼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선

종교 간의 전쟁을 야기한다.

여섯 번째 자질은 과학적인 사고(scientific thinking)이다. “객관

적이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 논리의 법칙과 과

학적인 방법의 법칙을 다른 사람이나 외계의 사건에 적용시켜야

하며 동시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에도 적용시

켜야 한다.”34) 엘리스가 말하는 과학적인 사고는 비경험적인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신의 존재는 경험론적 과학에 의해 입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의 존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할 수 없

32) Ellis(1980) p.3.

33) Ellis(1980) p.4.

34) Ellis(1980)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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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엘리스는 신에 대한 믿음은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한다. 이

런 그의 견해는 칼 포퍼(Karl Popper)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포퍼는 진리의 기준으로 귀납원리 대신 새로운 기준인 반증가능

성(fasifizierbarkeit)을 제시한다. 반증가능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포퍼에게는 좋은 과학적 이론이 된다. 즉 논박될 수 없는 이론은

비과학적인 것이다. 이에 대한 좋은 예로 점성술과 아인슈타인의

중력이론을 비교한다. 아인슈타인의 중력이론이 반증가능성의 기

준을 만족시키는 반면, 점성술은 그렇지 못했다. 아인슈타인의 중

력이론은 논박가능성의 여지가 충분했지만, 점성술사들은 그들의

예측이 실패할 수 없도록 또 논박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

하기 때문에 반증가능성의 원리가 적용될 수 없다.35) 신의 존재에

대한 주장도 점성술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일곱 번째 자질은 창조적인 일을 추구하는데 전념(commitment)

하는 것이다. “자기자신이외에 어떤 것에-그것이 사람이든, 물건

이든, 사상이든-전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36) 기독교

신앙인들은 신이나 신과 관련된 일에 전념하도록 강박적으로 장

려된다. 이러한 전념은 광적인 신앙이며 더 깊은 환상 속으로 신

앙인을 집어넣는 것이라고 엘리스는 보고 있다. 건전한 건강 자질

로서의 전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 자신을 둘러싸

고 있는 세상에서 창조적인 일을 추구하고 즐기는 것이다. 최소한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창조적인 일에 전념하는 것이 건강에 필요

하다고 보고 있다.

여덟 번째 자질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the willingness

to take risks)이다. “감정적으로 건전한 사람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자신에게 인생에서 진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물어

야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비록 실패하거나 좌절할 위험을 무릅

쓰면서라도 그것을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37) 엘리스의 주장

35) 포퍼(2002) p.83.

36) Ellis(1980) p.4.

37) Ellis(1980)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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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신앙인은 모험적이지 않다.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머물

며, 신앙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다. 건강한 사람은 인생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모색하고

위험을 직면하더라도 그것을 시도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신앙에

안주하는 사람과 구별된다.

아홉 번째 자질은 자기 수용(self-acceptance)이다. “살아 있다

는 자체만으로,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리고 생명체로서 분

명히 자기 자신을 즐길 수 있는 행복과 즐거움을 창조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반적으로 살아 있

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하며, 자기 자신을 좋아해야 한다.”38) 대체

로 신앙인은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자기 자신을 수용하

지 못한다. 무엇인가 신의 눈에 비추어 볼 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일을 하였을 때 자기 자신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신앙인은 늘 자기 자신을 폄하

하고 자학에 빠질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인생은 생존 그 자체

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조적인 유일신

신앙인들은 신에 의해, 교회에 의해, 목사에 의해, 자신이 믿고 있

는 교파의 동료 구성원에 의해 받아들여졌을 때 자기 자신을 수

용하게 한다.”39)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살아 있다는 것 자체를 감

사하고 항상 삶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타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 마음을 두기 보다는 자신의 삶을 감

사하고 즐긴다.

종교적 신념을 고수하고 있는 신앙인은 신경질적이며 건강하지

못하다고 엘리스는 단정 짓는데, 이러한 단정은 REBT의 기본 전

제에 근거하고 있다. REBT에 의하면 불합리한 사고는 건강을 해

치는 정서장애를 일으킨다. 종교적 신념은 불합리한 사고이므로

정서 장애를 야기하는 원인이다. 엘리스는 비합리적인 사고와 종

교적 신념을 관련지어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비합리적인 사

38) Ellis(1980) p.4.

39) Ellis(1980)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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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모두 당위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엘리스는 다른 저서에

서 11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 종교적 신념과 관련하여 다

섯 가지를 관련짓고 있다.40)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

념이 종교인에게 비합리적인 종교 신념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첫째 주요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받아야 한다. 이러한 당위적

인 비합리적인 사고 대신에 신앙인은 변형된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신앙인은 자신을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거나 사랑해 주지 않으면 항상 신의 사랑에 의존해야 한

다는 불합리한 사고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

사랑을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으며 신의 사랑이나 인정을 늘 기대

하지 않는다. 지나친 기대는 반드시 긴장을 초래하고 정서적인 문

제를 야기하게 된다. 둘째 온전하게 유능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성취적이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인은 ‘신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이 교회의 한 구성원인 이상 당신은 유능하고 성취적일 필요는

40) http://machineslikeus.com/articles/CaseAgainstReligion.html. 엘리스는

자신의 초기저작에서 11가지의 비합리적 신념을 제시하고 있다. ①나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항상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②나는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의존할 만한 더 강한 누군가가

있어야만 한다. ③주위의 다른 사람이 문제나 곤란에 처하면, 함께

괴로워하고 속상해야만 한다. ④어떤 사람들은 나쁘고, 사악하며,

악랄하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비난과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⑤나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완벽하리만큼 유능하고,

만족스러워야 하고, 성취적이어야 한다. ⑥어떤 일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이다. ⑦모든 문제에는

바르고 완벽한 해결책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재앙이다.⑧사람의 불행은 외부환경에 의해

발생하며, 나로서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 ⑨인생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나에게 부여된 책임을 직면하는 것보다 이를 피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다 ⑩위험하거나 두려운 일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⑪과거의 경험이나 일이 현재의

나의 행동을 결정하며, 나는 도저히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박경애(2007) pp.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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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신의 사랑을 받고 교회에 주기적으로

출석하는 것 자체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유능하고 성취적인 것이

라고 엘리스는 반박한다. 신의 은총을 받고 교회에 나가야만 유능

하고 성취적이라는 강박관념은 정서문제를 야기한다.

셋째 사악한 사람은 격심하게 저주받고 처벌받아야 한다. 신앙

인은 이러한 비합리적인 사고가 더 강하다.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기독교 신앙인은 사형제도의 존속을 지지하고, 악의 처벌

을 요구하는 전쟁을 지지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더 심하게

비난한다. 넷째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재앙

이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사고는 신앙인의 핵심신념으로 신앙인은

항상 신을 찾게 된다.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도록,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에게 기도하며 의존하게 된다. 다섯째 인간의

불행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 야기되며 사람은 불행감을 줄이거나

제거할 수 없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사고는 오로지 신에게 기도하

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신앙인의 신념과 잘 어울린다. REBT

에 의하면 행복과 불행의 감정은 외적인 사건 그 자체에 의해 기

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외부의 사건을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한다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내적인 사고나 감정은 변화시킬 수 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도록

노력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엘리스는 종교적인 신념과 관련하여 비합리적인 사고로 다음과

같이 15가지로 세분하여 적시하고 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독

실한 신앙, 종교적 교의에 대한 맹목적 집착, 어떤 초자연적 힘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깊은 확신, 어떤 초자연적 힘 또는 존재

가 자신에게 특별하고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깊은 확신,

천당과 지옥에 대한 깊은 확신, 종교적 광신, 다른 종교집단에 대

한 박해, 종교집단간의 전쟁, 종교규칙 의식 금기의 충실한 고수,

종교적 금욕주의와 극단적인 청교도주의, 모든 즐거움을 죄와 동

일시하는 종교적 확신, 어떤 신적인 존재가 사람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는 완벽한 확신, 사람은 육체와 완전히 분리된 정신이나 영



종교적 신념에 대한 엘리스의 비판과 붓다의 가르침 ∙ 65

혼을 가지고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 사람의 영혼은 영생한다는 절

대적인 신념, 어떤 종류의 초인적인 힘도 존재할 수 없다는 절대

적인 확신.41)

대체로 유일 절대신을 믿는 종교는 이성보다 신앙을 더 강조한

다. 합리적인 이성을 무시하고 신앙을 적대적인 것으로 본 대표적

인 신학자는 2세기말에서 3세기 초 카르타고에서 활동한 신학자

터툴리안(Tertullian)이다. 그는 신앙의 영역과 이성의 영역을 철

저히 구분하였고,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합리성의 가치를 폄하하였다. 그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 부활, 재

림 같은 신앙의 문제에 대해 이성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42) 오직 종교적인 신

념의 절대적인 진리성을 내세우며 이성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태도로, 교회에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

다는 입장이다. 이런 절대적인 신앙중심의 태도를 엘리스는 비합

리적인 사고로 비판하고 있다.

Ⅲ. 종교적 신념에 대한 엘리스의 비판과 붓다의

가르침

심리치료사로서 엘리스는 유일신 신앙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

41) Ellis(1990) pp.52-76. ; 박경애(2007) pp.97-98 참조. 종교적인 관습과

의례들, 할례전통과 의식들,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경향, 종교적 편견,

어리석은 신화에 대한 광범위한 수용과 추종, 마술과 관련된

비합리성으로 저주와 구원에 대한 열렬한 믿음, 초인적인 존재와 신에

대한 열렬한 믿음, 기도의 힘에 대한 열렬한 믿음, 불멸에 대한 열렬한

믿음 등을 나열하고 있다.(박경애(2007) pp.94-102.)

42) 우르반(2008) p.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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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해로움을 야기한다고 기독교를 비판한 것을 살펴보았

다. 그는 아홉 가지 건강의 자질에 기독교 신념이 건강에 역행한

다고 비판하였는데, 이러한 비판이 불교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물론 그는 불교에 대해 비난하는 글도, 자세히 논의하는 논문을

작성한 일이 없지만 붓다의 가르침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논자는 기독교에 대한 엘리스의 비판을 붓다

의 가르침과 병행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엘리스가 제시한 아홉 가

지 자질이 붓다의 가르침과 상응하는지 아니면 상반하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자기이익(self-interest)이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

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며 자학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다.

이타(利他)를 중시하는 대승불교도 자리(自利)를 가르친다. 초기불

교에선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타인을 사랑하는 것

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상유타 니카야의 한 경전에서 코살라(Kosala)

의 왕인 파세나디(Pasenadi)와 그의 왕비 말리카(Mallikā)의 대화

에서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파세나디 왕은 말리카 왕비에게 물었다. “이

세상에서 당신 자신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있는가?” 왕비는 대답

했다. “위대한 왕이시여!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은 어느 누구

도 없습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당신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있는

지요?” 왕은 자신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없다고 말한다. 왕과 왕비는 붓다를 찾아가서 그들의 대화에 대하

여 말한다. 이에 붓다는 그들의 결론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결론이

이기주의로 빠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동서남북 사방을 주의 깊게 돌아다녀 보아도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각 개개인은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43)

43) SN Ⅰ,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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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므로 서로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다른 생명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자기 자신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자각에서 비롯된다. 나 자신이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러하다는

것을 분명히 자각할 때 자타불이(自他不二)의 건강한 삶이 가능하

게 된다.

두 번째 건강한 요소는 자기-지시(self-direction)이다. 절대적인

신에 대한 의존은 자주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오로지 신 내지 신

의 대변자의 지시만 기다리게 되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된다. 자신

의 삶에 대해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태도는 자신의 문제

를 스스로 해결하며 다른 사람의 협력도 가능하게 해준다. 유일신

의 전지전능의 신앙에 영향을 입어 붓다를 절대적인 창조자이자

지배자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 절대적으로 붓다에게 의존하기만

해도 붓다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 줄 것이라는 신앙은 잘못

된 것이다. 초기불교의 불타관(佛陀觀)을 살펴보면 붓다는 기도의

대상이나 의존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붓다는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는 이른바 전능한 구제자가 아니다. 붓다 자신은 결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자신의 진정한 역할에 대해 말하

고 있다. 담마파다(Dhammapada)에서 “자기 자신이야 말로 자신

의 구세주이지, 다른 어떤 구원자가 있겠는가?”44)라고 붓다는 가

르치고 있다.

붓다는 당신의 역할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단지 열반에 이르는

길을 제시할 뿐이므로 제자들은 정확하게 붓다의 지시를 이해하

고 받들어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길은 각자 스스로 걸어가야 하

는 것이다. 붓다가 중생을 짊어지고 열반이라는 목적지에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붓다는 당신의 역할을 제자들에게 상기

시키며 다음과 같이 권고 하고 있다. “제자들은 마땅히 다음과 같

이 배워 생각해야 한다. 스승은 제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제자의

44) Dhp no. 160.



68 ∙ 印度哲學 제31집

마음을 바로 잡아 줄 수 없다. 제자들은 마땅히 스스로 자신의 마

음을 깨끗하게 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세속의 길에서 벗어 날 수 없다.”45) 불교에선 의존할 절대신도 없

으며 붓다조차도 의존의 대상이 아니므로 불교인은 붓다의 법에

근거하여 자기지시적일 수밖에 없다. 붓다의 유훈인 자주(自洲)․

법주(法洲)를 중심으로 개인의 자율성이 다른 무엇보다도 더 중요

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주․법주의 가르침은 붓다의 사후 불

교도들은 누구를(또는 무엇을)의지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

련하여 설해지고 있다. 아난다는 붓다의 임박한 죽음을 목격하고

교단의 유지라는 관심사에서 붓다의 사후 붓다를 대신할 수 있는

후계자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다. 붓다는 아난다의 기대와는 달

리, 승단의 유지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개개인의 수행과 자율을

설하게 된다. 붓다는 절대적인 권위자를 부정하고 개개인의 자존

성을 강조한다. 붓다는 후계자 지정 대신에 아난다에게 가르친다.

“너희들 개개인은 자신을 자신의 섬으로 만들지, 다른 어떤 것도

의지처로 삼지 말라. 너희들 개개인은 법을 자신의 섬으로 만들

지, 다른 어떤 것도 의지처로 삼지 말라.”46) 이상의 인용문에서

‘자기 자신을 자신의 섬’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나 ‘법을 자신의

섬’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어떤 권위자나 조직의 수장

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먼저 자존과 자립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인과응보의 가르침은 자기책임을 강조한다.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그 결과를 받는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선 자신이 그

결과를 책임질 수밖에 없다. 제3의 신이 개입하여 인과응보의 법

칙을 바꿀 수 없다. 업을 짓고 나면 그 과보는 피할 수 없다. 업에

45) MN Ⅲ, p.1. ; 불반니원경(대정장 I p.166中). “若有淨心思心智心.
師所敎授. 弟子當學. 思師同不能入弟子心中. 端弟子心. 比丘當自淨. 心端是心.

心端則 得度世道. 當自說已得度世道. 斷生死之根本”

46) DN II p.100. “ihānanda attadīpā viharatha attasaraṇā ana.j.jasaraṇā

dhammadīpā dhammasaraṇā ana.j.jasaraṇ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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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과보는 그냥 소멸되지 않는다. 언젠가는 업을 지은 사람에게

그 결과가 나타나고야 만다.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

다. “하늘에도 바다에도 산중 동굴에도 사람이 악업(의 과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47) 스스로 자신의 의지에 의

해 지은 업은 그 자신에게 과보를 가져온다. 자신이 지은 업에 대

한 과보를 다른 존재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거나 다른 사람이 지

은 업의 과보를 자기가 대신 받을 수는 없다. 인과업보는 자작자

수(自作自受)의 원리, 또는 자업자득(自業自得)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세 번째 자질은 관용(tolerance)이다.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

람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자신의 주장 내

지 신념만이 옳고 다른 것은 모두 틀렸다는 사고방식은 갈등을

초래한다. 대체로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배타적이며 전투적이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엄명하고 있는 종교에선 전

투적인 성향을 지니게 된다. 오직 유일 절대신만 믿고 다른 신이

나 존재를 부정하다보니 공격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반면에 불

교는 창조주와 같은 절대유일의 신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유일

신 신봉의 종교와 달리 배타적이지 않다. 한 외도가 붓다에게 물

었다: 오직 자신에게만 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보시하지 말라

고 했느냐고. 이에 붓다는 다음의 비유로서 대답한다.

검거나 혹은 희고 붉거나 혹은 다른 색 / 얼룩무늬 혹은 황금빛 /

샛노랗거나 혹은 잿빛 /

이와 같은 색색의 암소와 / 잘생긴 황소와 송아지들 / 몸도 튼튼하

고 힘도 갖추며 / 잘 길들여지고 빨리 달리며 / 무거운 짐 옮기는 일

감당할 수만 있다면 / 타고난 빛깔은 묻지도 않네.48)

47) Dhp no. 127

48) 잡아함경(대정장 II p.26上). “若黑若有白 若赤若有色 犁雜及金色
純黃及鴿色 如是等牸牛 牛犢姝好者 丁壯力具足 調善行捷疾 但使堪運重

不問本生色 人亦復如是 各隨彼彼生　刹利婆羅門 毘舍首陀羅 旃陀羅下賤

所生悉不同 但使持淨戒 離重擔煩惱 純一修梵行 漏盡阿羅漢 於世間善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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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는 색상에 따라 소에게 먹이를 적게 혹은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잘 하는 소들에게 먹이를 주어 돌본다. 반면에 열심

히 일하는 소에게 충분한 먹이와 휴식을 주어 정성스럽게 돌볼

것이다. 마찬가지로 피부색이 다르고 출생 배경이 다르고 종교도

다르겠지만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존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붓다의 개방적인

성격과 관용적인 자질을 느낄 수 있다.

네 번째 자질은 불확실성의 수용(acceptance of uncertainty)이

다. 엘리스에 의거하면 인생의 불안 내지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

해 또는 무마하기 위해 창조신에 대한 신앙이 성립하게 되었다.49)

전지전능한 신을 상정하게 되면 미래의 불안과 아직 경험하지 못

한 세계에 대한 불안이 상쇄된다. 전지한 신이 돌보아 줄 것이라

는 강렬한 믿음은 인생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을 막아준다. 모

든 일이 신의 계획이라는 믿음은 결정론이며 불교는 이런 운명결

정론을 비판한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우연론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붓다는 결정론이나 우연

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중도(中道)의

입장에 서 있다.

불교에서는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창조주를 주장하지 않지

만 세상사가 일정한 법칙 없이 제멋대로 운행된다고 보지 않는다.

인생이 창조신에 의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사

엔 인과법칙이 존재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붓다의 업보 가르

침은 인과상응과 자업자득으로 요약될 수 있다. 선한 행위는 즐거

움을 낳고 악한 행위는 고통을 낳는다는 업보의 인과상응 법칙은

제3자에게 기도할 필요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선인선과, 악인악과

는 불변의 법칙으로 제3자가 개입해서 자신이 지은 악업에 대한

나쁜 과보를 없애주거나 낙과로 바꿀 수 없다. 자신이 지은 행위

에 대한 결과는 자신이 받는다는 자작자수의 법칙 또한 절대신을

施彼得大果.”

49) Ellis(1980)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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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는 태도

를 지니게 되면 인생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게 된다. 선업은

자기의 심신이나 주위사람에게 유익함을 가져다준다. 건강한 정신

과 육체를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진전시키는

데 일조한다. 물론 악행은 이것과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러한 경험적인 사실은 입증하기 곤란한 신을 대신해서 인생의 불

확실성을 해소한다.

다섯 번째 자질은 유연성(flexibility)이다. 붓다는 당신의 가르

침마저도 집착해선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뗏목의 비유를 설하

여 붓다의 가르침인 법조차도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뗏

목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저쪽 언덕에서 이쪽 언덕으로 건넌 뒤

뗏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붓다는 묻고 대답하고 있

다. 뗏목을 도로 물에 두거나 혹은 언덕 가에 버리고 가는 것이

그 뗏목을 위해 유익한 일이 되는 것이다.

만일 너희들이 내가 설한 뗏목의 비유에 대해 잘 안다면 너희들은

마땅히 이 법도 버려야하겠거늘 하물며 법이 아닌 것이겠는가?50)

뗏목은 강을 건너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므로 강을 건너고 나면

다음 사람을 위해서 강변에 놓아두면 된다. 그런데 그 뗏목을 계

속 어깨에 짊어지고 간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붓다의 가르침도 뗏

목과 같아 고통의 강을 건너고 나면 더 이상 힘들게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다. 아무리 유익하고 고마운 법일지라도 지나치게 집착

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기 십상이다. 불법을 알리는 것은 불법

자체를 위함이 아니라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불법 포교라는 것은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전도선언에서 붓다는 가르치고 있다. 신도수를 불리기 위하거나,

조직을 더 키우기 위한 포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50) 중아함경(대정장 I p.764下). “若汝等知我長夜說筏喩法者 當以捨是法
況非法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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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자질은 과학적인 사고(scientific thinking)이다. 과학

적인 사고의 특성은 객관성과 합리성이다. 개인의 주관에 의해 진

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보아도 타당해야 한다는 것

이 객관서이다. 합리성은 맹목적인 감정이나 비논리적인 신념이

아닌 검증할 수 이성을 그 모태로 삼는다. 맛지마 니카야(Majjhima
Nikāya)의 우팔리 경전(Upāli-Sutta)에서는 자유로운 탐구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우팔리(Upāli)는 자이나교의 유력한 신자였는데

붓다와의 대론을 통해 붓다에게 귀의한다. 신업(身業)․구업(口

業)․의업(意業) 삼업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문제를 두

고 우팔리는 붓다와 대론을 벌였다. 자이나교는 신업을 가장 중요

시하였고 붓다는 의업을 가장 중시하였다. 대론 끝에 우팔리는 자

신의 견해가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고 붓다에게 자신을 재가신자

로 받아달라고 요청한다. 붓다는 그의 개종 의사를 즉각 받아들이

지 않고 “재가자여! 철저히 조사하라. 그대처럼 유명한 사람이 철

저히 조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권고한다. 이러한 권고에

우팔리는 더욱 감동받고 재차 불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우팔리는

붓다의 가르침과 자이나교의 가르침의 특성을 비교한다.

어리석은 니간타 나타풋타(Nigantha Nathaputta)의 가르침은 어리

석은 자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현자에게는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테스트나 조사에 견딜 수 없다. 그러나 세존의 가르침은 현

자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렇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테스트나 조사에 견딜 수 있다.51)

우팔리는 비유로 니간타 나타풋타의 가르침과 붓다의 가르침을

비교한다.

원숭이를 빨간색이나 노란색 등으로 염색할 수 있지만 두들겨서 평

평하게 할 수 없듯이 니간타 나타풋타의 가르침도 그와 같다. 반면에

51) MN Ⅰ, pp.38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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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의 가르침은 옷감과 같다. 옷감은 잘 두들겨서 염색을 할 수 있

다.52)

두들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하고 테스트한다는

것이다. 원숭이를 두들기면 죽듯이 니간타 나타풋타의 가르침도

질문해 보면 결국 허위로 판명된다. 옷감은 염색도 할 수 있고 두

들겨 평평하게 할 수 있듯이 붓다의 가르침도 그와 같아 자유로

운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의 가르침마저도 무비판적으로 수

용되어서는 안 되고 스스로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한다. 붓다

는 연기의 교리를 가르치고 나서 제자들에게 묻는다.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하겠는가? ‘우리의 스승은 존경할 만한 분이니 우리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에서 그와 같이 말한다.’53)

붓다는 자신의 가르침마저도 검토되어야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단지 위대한 스승이 말했다고 해서 그대로 진실이라고 받아들여

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붓다는 자신의 가르침을 와서 확인해보라

고 권장하고 있다. 스스로 붓다의 가르침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

인해 보라는 것이다.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성을 사용하여 자

유롭게 진실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로운 탐구와 비판적인 이성은 불교를 떠받치는 토대이다.

이런 토대를 무시하고 불교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신앙 중심의 종교와는 달리 불교의 진리관은 신앙보다는 지혜

를 강조한다. 믿음 중심의 종교의 교리 즉 도그마는 신앙을 전제

로 하는 교설이다. 검토나 비판을 용납하지 않으므로 독단적이다.

반면에 붓다의 가르침은 비판적 검토나 사색을 중시한다. 따라서

52) MN Ⅰ, pp.385ff.

53) MN Ⅰ,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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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에는 다양한 교리가 전개되고 발달되었다. 불교의 역사를 보

면 새로운 경전과 논서가 제작되어 새로운 시대 상황과 문화에

부응하였다. 이런 열린 자세는 경직된 교주주의(dogmatism)나 권

위주의를 막아 준다.

일곱 번째 자질은 전념(commitment)이다. 엘리스는 자기 자신

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일에 전념하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보고 있

다. 불교인은 삼보에 전념할 수 있다. 불자들은 세 가지 보배, 즉

불보(佛寶), 법보(法寶), 승보(僧寶)를 공경하고 따를 수 있다. 공경

과 귀의의 대상이 되는 붓다와 법에 대하여 살펴보자. 붓다는 무

엇을 공경하고 따랐던 것일까? 고타마 싯달타가 정각을 성취하여

붓다가 되었다. 우리는 정각의 내용을 법이라고 한다. 선후 관계

에서 보면 법이 먼저 실재하고 있었고 이 법을 붓다가 증득한 것

이다. 붓다가 법을 깨달은 이상 법과 붓다는 서로 다른 별개의 존

재가 아니다. 중생에게 있어선 붓다라는 인격은 무형의 법보다 더

쉽게 접근 가능하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난해한 법을 붓다라

는 인격체를 통하여 우리 중생은 엿볼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중

생에겐 붓다가 법보다 먼저 오게 되는 것이다. 잡아함경의 존
중경에 의하면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른 직후 붓다는 다음
과 같이 사색하였다고 한다.

공경할 대상이 없어 공경하지 못하면 그것은 큰 괴로움이다. 공경

할 대상이 있으면 상하 순서가 있고 안락을 얻어 머문다. 자못 천신․

인간 등 일체 존재들 중에서 내가 구족한 계(戒)․삼매(三昧)․지혜(智

慧)․해탈(解脫)․해탈지견(解脫知見)이 가장 수승하다. 이것을 공경하

고 존중하자. 오직 정법(正法)이 있어 나로 하여금 자각하게 하여 붓다

가 되게 하였다. 내 마땅히 그것을 공경하고 존중하자. 그것에 의존하

여 머물자.54)

54) 잡아함경(대정장 II p.321下). “不恭敬者 則爲大苦 無有次序
無他自在可畏懼者 則於大義 有所退減 有所恭敬 有次序 有他自在者 得安樂住

有所恭敬 有次序 有他自在 大義滿足

頗有諸天․魔․梵․沙門․婆羅門․天神․世人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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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는 정각 직후 이 세상에서 당신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없

다는 것을 알고 어느 누구도 당신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보았다. 대신 붓다가 구족한 법이 가장 수승하므로 그것을

공경하자라고 결심하였다. 붓다가 존경의 대상으로 된 법은 계 등

5가지가 나열되고 있지만 요컨대 열반과 열반에 이르게 하는 모

든 가르침에 다름 아니다. 진정으로 붓다를 공경하는 길은 붓다의

가르침(법)을 실천해야 한다고 붓다는 가르치고 있다. 입멸 직전

붓다가 사라쌍수 하에 누워 있을 때 천신들이 천상에서 온갖 종

류의 꽃과 향료를 가지고 붓다를 공경하였다. 붓다는 이러한 외형

적인 공경의 의식을 거부하고 대신 법을 제대로 수행하라고 훈계

하고 있다. 거대한 사찰을 건립하고 화려한 금동 불상을 모시는

불사도 중생들에겐 필요하겠지만 붓다는 그런 것 보다 당신의 가

르침을 거울삼아 실천하는 것이 진정으로 당신을 존경하는 것이

라고 강조하고 있다. 불자 개개인이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 내면에

숨어 있는 번뇌의 적을 퇴치하고 붓다처럼 열반에 이르는 것이

진정 붓다의 은혜에 보답하는 정도임에 틀림없다.

여덟 번째 자질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the willingness

to take risks)이다. 위험을 회피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결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출가수행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출가라

는 종교적인 행위는 출가 이전의 생활 방식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

의형태를자발적으로선택한다는점에서일종의모험(adventure)이라고

할 수 있다. 출가의 일차적인 의미는 세속 생활을 버리고 수행 생

활로 나아가는 행위이다. 일체의 속세적인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자

유의 길이며, 자신이 홀로 스스로 걸어가야 하는 것으로 고독을 감

수하는 삶이다. 붓다는 출가에 의한 무욕, 무아의 생활을 장려하

였다. 즉, 집을 버리고, 재물을 버리고, 애착하던 것들을 버리고,

아집(我執), 아욕(我欲)을 떠나는 수행자의 길이 예찬되었다. “예전

에 내가 재가자로 있을 때, 나는 무지하였다. 붓다와 그의 제자들

能於我所具足戒勝․三昧勝․智慧勝․解脫勝․解脫知見勝 令我恭敬宗重

奉事供養 依彼而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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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에게 법을 가르쳤다. 법을 듣고서 나는 붓다에게 신심을 가

지게 되었다. 신심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재가생활은

비좁고 깨끗하지 못하지만 출가 생활은 자유롭다. 집에 머무는 재

가자가 온전하고 깨끗한, 잘 닦여진 조가비처럼 반짝이는 선한 삶

을 살기란 쉽지 않다.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가사를 입고 출가

하자’.” 재가 생활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든 재산을 포기하고 친

인척 등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출가하는 것은 한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55)

출가 수행자는 모든 구속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를 목표로 한

다. 비구야, 이른바 과거는 말라빠지고 미래는 아주 멸하여 없는

것이며, 현재는 탐하거나 기뻐하는 것이 없다. 마음에 망설임이

없고 걱정이나 후회를 버려, 모든 존재의 애욕을 여의고 온갖 번

뇌를 다 끊으면 그것을 혼자의 삶이라고 하나니, 이보다 더 훌륭

한 혼자의 삶은 없느니라.” 사람들과 떨어져 사는 것은 외형적인

독신생활이고 그것보다 더 나은 독신생활은 모든 번뇌에서 떨어

져 나와 사는 것이다. 마음을 구속하고 있는 탐욕, 증오, 무지로부

터 자유로워야 진정으로 홀로 산다고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

는 것이다.56)

아홉 번째 자질은 자기수용(self-acceptance)이다. 엘리스는 기

독교가 자기 자신을 비난하게 만들거나 폄하한다고 비판하고 있

다. 예를 들면 도덕적으로 실수로 자신이 잘못을 범하게 되었을

때조차도 신앙인은 신의 권좌 앞에서 죄의식을 느끼며 자신을 힐

책하게 된다. 생존 자체를 감사해야 하며 외적인 성취나 타인의

평판에 의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과 긴장을

느끼게 된다. 불교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것을 먼저

권고하고 있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난하지 말고 평

정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가르침

55) MN Ⅲ p.33.

56) 잡아함경(대정장 2 p.278上) “悉映於一切 悉知諸世間 不着一切法
悉離一切愛 如是樂住者 我說爲一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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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자신에게 일어나는 감정에 대한 가르침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잘 때까

지 우리는 숱한 감정을 느낀다. 붓다는 이런 상황을 다음과 같이

비유하고 있다. “허공중에는 갖가지 바람이 불고 있다. 동에서, 서

에서, 북에서, 남에서 불어오는 바람, 먼지 섞인 바람, 먼지 없는

바람, 더운 바람, 찬바람, 부드러운 바람, 거센 바람들이다. 마찬가

지로 비구들이여, 이 몸속에서도 갖가지 느낌들이 일어난다. 즐거

운 느낌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괴로운 느낌들이 일어나기도 하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들이 일어나기도 한다.”57) 허공중에

온갖 바람들이 불고 있는 것처럼 여기 이 몸속에서도 여러 느낌

이 일어난다. 두려움, 불안, 초조, 통증 등 다양한 느낌들이 일어나

고 사라진다. 여기 비유에서는 여러 느낌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

했다. 즐거운 느낌들, 괴로운 느낌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

낌들이 그것이다. 우리 마음은 즐거운 감정은 와서 오래 머물기를

바라고 괴로운 감정은 빨리 사라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런 태도

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허공의 비유는 가르치고 있다. 허공은 어떠

한 바람에 대해서도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즐거운 감정은 붙잡아 두고 괴로운 감정은 쫓아

내려고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이런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더 많은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허공처럼 마음도

차별 없이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붓다는 대지(大地)의

포용성을 지적하면서 집착하지 않는 마음의 자세를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땅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땅은 깨끗한 것도 받고 더러운 것도

받아 똥·오줌 같은 더러운 것을 모두 다 받는다. 그러나 땅은 좋아하

57) 　잡아함경(대정장 2 p.120 中) “譬如虛空中 種種狂風起 東西南北風
四維亦如是　有塵及無塵 乃至風輪起 如是此身中 諸受起亦然 若樂若苦受

及不苦不樂 有食與無食 貪着不貪着 比丘勤方便 正智不傾動於此一切受

黠慧能了知 了知諸受故 現法盡諸漏 身死不墮數 永處般涅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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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이것은 좋고 이것은 더럽다.'고 말

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의 소행도 그와 같아서 도적에게 사로잡히더

라도 나쁜 생각을 내거나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라. 저

땅·물·불·바람과 같이 나쁜 것을 받고 좋은 것도 받더라도 조금도 좋

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가엾이 여기는

마음·기쁘게 하는 마음·보호하는 마음을 일으켜 일체 중생을 대하여야

한다.58)

종교는 인간이 당면하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근

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적어도 심리적인 문제나 정서 장애를

해결해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게 해줄 것이 기대된다. 그런데 유

일신 신앙자들은 절대적인 인격신에 대한 믿음으로 오히려 정서

적 문제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엘리스는 기

독교와 같은 종교의 유해성을 9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지적하였다.

그렇지만 기독교에 대한 엘리스의 9가지 지적 사항은 불교와 상

반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불교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Ⅳ. 맺는 말

엘리스는 개인적으로 무신론자이면서 인본주의자이다. 종교가

정신적인 건강에 미치는 역할에 대한 그의 견해는 시간이 경과하

면서 변화하여 갔다. 최초기에는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신앙을

요구하는 종교는 정신 건강에 해롭다고 주장하였다. 후기엔 엘리

스는 종교에 대한 반감을 줄이며 종교를 재평가하기도 하였다. 여

58) 증일아함경(대정장 II p.760上). “持心當如地 猶如此地亦受於淨
亦受於不淨 屎尿穢惡皆悉受之 然地不起增減之心 不言此好․此醜

汝今所行亦當如是 設爲賊所擒獲 莫生惡念 起增減心 亦如地․水․火․風

亦受於惡 亦受於好 都無增減之心 起慈․悲․喜․護之心 向一切衆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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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죽으면서도 무신론자로 남아있었지만 그의 만년 저서에선

종교가 건강에 유익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구

체적인 적용 방법도 논의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엘리스는 ‘사려

깊은 개연적 무신론’(thoughtful, probabilistic atheism)이 가장 건

강한 인생 접근법이라고 주장하였다.59)

엘리스는 종교적 신념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정신 건강을 해친

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가 문제로 삼고 있는 종교는 유일신을 믿

는 종교들, 그 중에서도 기독교이다. 엘리스는 기독교의 신념이

비합리적이며. 이러한 신앙 행위가 정서 장애를 야기한다고 비판

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이 붓다의 가르침에도 적용되는지 살피고

자 하였다. 기독교 신념에 대한 엘리스의 비판이 전적으로 타당하

다고 논자는 보지 않는다. 그의 비판은 그릇된 종교적 신념이 부

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긍정적인 측면을 외

면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신념에 대한 엘리

스의 비판은 종교적 신념의 역기능을 논의의 장으로 드러내었다

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종교가 인류에 미친 영향은 항상 긍정적이고 유익

한 것만은 아니었다. 서로 다른 종교적 신념이 충돌하게 되면 숱

한 살생이 자행되었다. 종교 간의 전쟁과 살육은 현재에도 세계

각처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종교의 역기능은 사회과학에서

일찍부터 논의되어 왔고 최근에 이르러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

지고 있다. 종교적인 신념에 대한 엘리스의 비판은 신앙자 개개인

의 내적인 건강이라는 측면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 정신분석 내지 심리학이 태동하면서 신앙인의 정신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종교의 역기능을 비판하는 흐름이 형성되었

고 엘리스는 어느 누구보다도 논리적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고 보인다.

기독교를 향한 엘리스의 비판이 불교엔 그대로 적용되지 못하

59) http://en.wikipedia.org/wiki/Albert_Ellis_(psychologist)#cite_not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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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살폈다. 오히려 그가 제시하는 건강한 사람의 9가지 자

질은 불교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불교가 엘리스

의 비판에서 온전히 자유롭다고 말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유일신 신앙에 기초한 종교인의 자세보다 불교인이 정신적인 자

질에 기준해서 볼 때 적어도 이론적인 면에서 더 건강하다는 것

이다.

불교는 다른 종교 전통과 비교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대

부분의 종교들은 신앙을 그 핵심에 두고 있어 관찰과 실험을 통

해 객관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과학과 충돌하는 측면이 많다. 절대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와 같은 종교는 이성을 중시하는 철학이나

과학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게 된다. 절대신에 의한 인간과 세상

의 창조, 신의 징벌, 예수 부활 등의 교리는 합리적 사유나 과학적

관찰과 괴리되어 있다. 이런 까닭에 유일신 종교의 전통에서는 인

간의 합리적 사색을 오히려 신앙의 장애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붓다는 맹목적인 신앙보다도 합리적 탐구 자세를 강조하

고 있다. 이러한 합리적 탐구 정신은 REBT에선 건강한 삶의 주

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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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bert Ellis' Critique of Religious beliefs and the

Teachings of the Buddha

An, Yanggyu

(Dongguk University of Kyoung-ju)

In the early 1960's, atheist psychologist Albert Ellis

hypothesizes that religion is irrational and leads to mental

illness. Ellis' view of mental health created great interest in

studying these questions, and as a consequence, religion and

mental health has become one of the most heavily

researched topics in the history of psychology. In 1962, Ellis

published The Case Against Religion in which he argued:

“If religion is defined as man's dependence of a power

above and beyond the human, then as a psychotherapist, I

find it to be exceptionally pernicious. For the

psychotherapist is normally dedicated to helping human

beings in general, and his patients in particular, to achieve

certain goals of mental health, and virtually all these goals

are antithetical to a truly religious viewpoint.”

In his later days he significantly toned down and

re-evaluated his opposition to religion. While Ellis

maintained his atheistic stance, proposing that thoughtful,

probabilistic atheism is likely the most emotionally healthy

approach to life, he acknowledged and agreed with survey

evidence suggesting that belief in a loving God is also

psychologically healthy. Based on this later approach to

religion, he co-authored a book describing principles for

integrating religious material and beliefs with

REBT(Rational Emotive Behaviour Therapy) d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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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of religious clients.

He asserts that the psychotherapist tries to help his

patients to be minimally anxious and hostile; and to this

end, he tries to help them to acquire the following kind of

personality traits: self-interest, self-direction, tolerance,

acceptance of uncertainty, flexibility, scientific thinking,

commitment, the willingness to take risks, self-acceptance.

These nine personality traits are against the religion of God

such as Christianity while the nine healthy traits are all

found in the teachings of the Buddha..

In my view, Albert Ellis has a good reason to criticize

God-oriented religion in terms of mental health, but his

criticism is not valid in the teachings of the Buddha who

put a great emphasis on reason rather than faith.

Key Words: Albert Ellis, REBT(Rational Emotive Behaviour

Therapy), God-oriented religion, Buddha,

mental health, religious beli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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