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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思考)에 대한 붓다와

알버트 엘리스(Albert Ellis)의 견해

안양규*1)

Ⅰ서언. Ⅱ 사고(vitakka)에 대한 붓다의견해. Ⅲ 알버트엘리스의비합리적

신념(irrational beliefs). Ⅳ 사고에대한붓다와 엘리스의견해비교. Ⅴ 맺는말.

요약문 [주요어: 사고, 알버트 엘리스, 붓다, 비합리적 신념]

인간의 고통이라는 정서 문제의 근본원인을 인지적인 관점에서 해결

하려고 한 점에서 붓다와 엘리스는 공통 기반을 공유하고 있다. 붓다는

욕심의 생각[欲念], 성냄의 생각[恚念], 해침의 생각[害念]은 불선법(不善

法)의 근본 원인으로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며

지혜를 소멸시켜 열반을 성취하지 못하게 한다고 관찰하고 있다. 불선

한 생각이 가져오는 단점은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과 남에게 해로움을 입힌다는 것으로 이는 세속적인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지혜를 소멸시켜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

인 열반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는 초세간적인 것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엘리스의 치료 이론 체계와 비교 논의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엘리스의 REBT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정

서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붓다의 가르침 중 세간적인 것에 관한 가르침

과 비교될 수 있다.

Ⅰ. 서언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파스칼이 지적하였다. 인간이 대자

연 속에서는 갈대처럼 작은 존재이지만,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때

문에 우주에서 다른 어떤 생명체보다 위대한 존재라고 결론지었

다. 인간은 현재 지구상에 알려진 생명체 중에 최고의 사고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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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위대한 사고력이 다른 생명체들

을 위협하고 나아가 자기 자신조차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파괴적

인 사고 능력은 사고의 역기능이다. 사고의 역기능은 크게는 국가

간의 전쟁을 야기하고, 작게는 한 개인의 정서장애, 심인성 질병

을 유발하는 주요한 인자이다. 본고에서는 사고, 특히 사고의 역

기능에 관한 붓다와 알버트 엘리스(Albert Ellis, 1913-2007)의 견

해를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붓다와 알버트 엘리스는 고통의 원인

이 근원적으로 인식의 문제에서 출발한다고 진단하는 점에서 공

통 토대를 공유하고 있다.

알버트 엘리스는 미국인 심리학자로 임상 및 상담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Carl Rogers 다음으로 널리 인용되는 상담치료사이다.

미국에서 발간된 3개의 심리상담 전문학술지에서 1957년 이후 가

장 많이 인용된 저자로 그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1) 1950년대

후반 REBT(Rational Emotive Behaviour Therapy)를 개발할 당

시에 인간의 사고의 파괴적인 측면을 다루는 심리학자가 거의 없

었다. 불행이라는 정서는 비합리적인 신념(irrational beliefs)에 의

해 야기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각종 정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엘리스는 사고의 부정적인 측면을 일찍이 설파한 고대 그

리스 철학자 에픽테투스(Epictetus AD 1세기)를 인용한다. “사람

의 마음을 혼란시키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그

들의 판단이다.”2)

이보다 훨씬 앞서 붓다는 사고가 고통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역

설하였다. 탐․진․치라는 의업(意業)은 구업(口業)이나 신업(身業)

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사고를 다스릴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가르쳤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언제나 생각

을 하고 있다. 자기통제를 벗어난 생각은 쉽게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유해한 생각(vitakka)

을 붓다는 불선(不善)의 근본으로 보았고 알버트 엘리스는 비합리

1) Yankura & Dryden(2011) p.49.

2) 엘리스(1996)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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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신념이라고 정의한다. 해로운 생각을 통제하여 교정하는 것

이 곧 심리적인 고통이나 문제의 해결인 것이다.

REBT는 다른 어떤 상담심리치료 이론보다도 철학적이다. 엘리

스의 이론적인 공적을 인정하여 1985년 미국 심리학회는 ‘지식에

대한 뛰어난 전문적 공헌(Distinguished Professional Contributions

to Knowledge)’상을 수여하였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발

표된 관련 논문은 주로 임상효과에 관한 것이 절대 다수이다. 종

교와 관련하여 보면, 기독교에서 REBT를 활용한 상담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가 몇몇 보인다.4) 붓다의 가르침과 REBT를 비교한 논

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합리 정서 행동치료(Rational Emotive Behaviour Therapy)를

개발한 엘리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정서장애를 가져오는 사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고에 대한 붓다의 견해는 팔리어 Dvedha-

vitakka-sutta와 이 경전에 상응하는 한역본인 염경(念經)을 중심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엘리스의 견해와 불

선(不善)한 사고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을 서로 비교하여 그 공통

분모와 그 차이를 논의하고자 한다.

Ⅱ. 사고(vitakka)에 대한 붓다의 견해

붓다는 자신이 정각을 어떻게 이루게 되었는가를 두 종류의 사

3) Yankura & Dryden(2011) pp.49-50.

4) RISS를 이용한 결과 REBT 관련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1997년부터 시작하여 66건이 있으며 국내대학 석wjā박사 학위 논문은

1995년 이래 195건이 2012년 7월 15일 현재 검색되었다.

(http://www.riss.kr/search/Search.do?detailSearch=false&searchGubun=tr

ue&oldQuery=&query=r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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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 관한 고찰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정각 직전 붓다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고 회상하고 있다. “나는 차라리 모든 생

각을 구별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욕심의 생각[欲念], 성냄의 생각

[恚念], 해침의 생각[害念]을 한 부분으로 하고, 욕심이 없는 생각

[無欲念], 성냄이 없는 생각[無恚念], 해침이 없는 생각[無害念]을

다시 한 부분으로 하자.”5) 마음속에 일어나는 무수한 모든 생각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다. 즉 욕심의 생각, 성냄의 생각, 해침의 생

각을 한 무리로 분류하고 욕심이 없는 생각, 성냄이 없는 생각, 해

침이 없는 생각을 한 무리로 분류하였다는 것이다. 상응하는 팔리

어 경전에서 우리는 유사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붓다는 다음과 같

이 회고하고 있다. “나는 한쪽엔,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생각(kām

avitakko), 악의에 대한 생각(byāpādavitakko), 폭력에 대한 생각

(vihiṃsāvitakko)을 두고, 또 다른 한쪽엔 출리에 대한 생각(nekk

hammavitakko), 무악의에 대한 생각(abyāpādavitakko), 비폭력에

대한 생각(avihiṃsāvitakko)을 두었다.”6) 물론 여기서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생각은 출리에 대한 생각과 상반되고, 악의에 대한

생각은 무악의에 대한 생각, 폭력에 대한 생각은 비폭력에 대한

생각과 상반된다. 감각적인 쾌락을 버리는 것이 출리가 되는 것이

다. 비구 보디(Bikkhu Bodhi)는 무악의는 mettā(慈)로, 비폭력(avi

-hiṃsā)은 karuṇā(悲)로 긍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7) 악의(byāpād

a)는 남에게 해를 주려는 의도이며 폭력(vihiṃsā)은 남에게 해를

5) 念經(p.589 上) “我寧可別諸念作二分 欲念․恚念․害念作一分
無欲念․無恚念․無害念復作一分”

6) MN. I. p.115. “So kho ahaṃ bhikkhave yo cāyaṃ kāmavitakko yo ca

byāpādavitakko yo ca vihiṃsāvitakko, imaṃ ekaṃ bhāgamakāsiṃ. Yo

cāyaṃ nekkhammavitakko yo ca abyāpādavitakko yo ca

avihiṃsāvitakko, imaṃ dutiyaṃ bhāgamakāsiṃ” 출리에 대한

생각(nekkhammavitakko), 무악의에 대한 생각(abyāpādavitakko),

비폭력에 대한 생각(avihiṃsāvitakko)은 8정도 중 정사(正思)에

해당한다(MN Ⅲ p.248).

7) Bikkhu Bodhi, p.1205 fn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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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치는 행위이다. 악의가 심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다면 폭력은 행

동적인 측면이 강하다. 접두사 “a"는 부정 또는 반대의 의미를 지

니고 있는데 abyāpada, avihiṃsā인 경우엔 반대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단순히 비증오, 비폭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적극적으

로 시혜(benevolence), 동정(compassion)으로 Biswadeb Mukherjee

는 정의하고 있다.8) 초기엔 byāpada와 vihiṃsā는 구분되어 사용되

었으나 나중엔 그 구분이 사라진다. vihiṃsā는 점차 사용되지 않고

byāpada만 보인다. abyāpada는 mettacitta(慈心)로 대체된다.9)

보살은 생각을 두 그룹으로 분류한 후 유해한 생각과 유익한

생각을 분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부지런히 정근하고 있는

데 욕심의 생각이 일어났다. 나는 곧 일어난 욕심의 생각(欲念)이

자신도 해치고 남도 해치고 둘을 함께 해치며, 지혜를 멸하고, 번

잡하고 피로가 많아, 열반을 증득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10) 욕심의 생각, 성냄의 생각, 해침의 생각은 자신에게

도 타인에게도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며 지혜를 소멸시켜 열반을

성취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팔리어 경전에도 같은 내용이 나

오고 있다. “비구들이여! 내가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결의에 차서

머물고 있을 때,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생각(kāmavitakko)이 나에

게 막 일어났다. 나는 이렇게 이해하였다. ‘이 감각적인 쾌락에 대

한 생각이 나에게 막 일어났다. 이것(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생각)

은 나에게 고통을 안겨다 준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다 준

다; 나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다 준다. 이것은 지혜를 가로

막고, 난관을 만들고, 열반에서 멀어지게 한다.”11)

8) Mukherjee(1996). fn 7.

9) Mukherjee(1996). p.327 fn 22. DN Ⅱ, p.269에는 byāpāda만 보인다.

Kandaraka-sutta, MN. I, p.345 and Sāmaññaphala-sutta, DN I, p.71

에서도 byāpāda-dosa(악의와 증오)만 보이고 그 반의어로

abyāpannacitta가 제시되고 있다. Bhaya-bherava-sutta (MN. I,

p.18)에서는 mettācitta가 byāpanna-citta의 반의어로 제시되고 있다.

10) 念經(p.589 上). “修行精勤 生欲念 我卽覺生欲念 自害․害他․二俱害滅慧
多煩勞不得涅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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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생각이 두 가지 차원에서 유해하다고 밝

히고 있다. 먼저 인간관계에서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해로움

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둘째 궁극적인 목표, 즉 열반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유해하다는 것이다. 즉 열반의 성취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욕심의 생각, 성냄의 생각,

해침의 생각은 모든 불선법(不善法)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것(욕심의 생각, 성냄의 생각, 해침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반드

시 한량없는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이 생기는 것을 보았기 때문

이다.”12) “욕심의 생각을 여의지 않고, 성냄의 생각을 여의지 않

고, 해침의 생각을 여의지 않으면, 곧 생(生) 노(老) 병(病) 사(死)

와 시름[愁] 걱정[憂] 통곡[啼哭]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한 일체의

괴로움을 여의지 못한다.”13)

왜 사람들은 자신에게 해로움을 야기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생각, 악의에 대한 생각, 폭력에

대한 생각은 해로운 것이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들

을 많이 하는 지 설명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든지 비구가

자주 그것을 생각하고 숙고하면 그것은 마음의 경향이 된다. 만약

그가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고 숙고하면, 출리에 대

한 생각을 버리고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생각을 기르게 된다. 그리

고 그의 마음은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생각에 기울게 된다.”14) 인

11) MN. I. p.115. “Tassa mayhaṃ bhikkhave evaṃ appamattassa ātāpino

pahitattassa viharato uppajjati kāmavitakko. So evaṃ pajānāmi:

uppanno kho me ayaṃ kāmavitakko. So ca kho attavyābādhāyapi

saṃvattati, paravyābādhāyapi saṃvattati, ubhayavyābādhāyapi

saṃvattati, paññānirodhiko vighātapakkhiko anibbānasaṃvattaniko”

12) 念經(p.589 上). “我見因此故 必生無量惡不善之法”
13) 念經(p.589 上). “不離欲念 不離恚念 不離害念者
則不能脫生․老․病․死․愁憂․啼哭 亦復不能離一切苦”

14) MN I p.115 “Yaññadeva bhikkhave bhikkhu bahulamanuvitakketi

anuvicāreti tathā tathā nati hoti cetaso. Kāmavitakkañce bhikkhave

bhikkhu bahulamanuvitakketi anuvicāreti, pahāsi nekkhammavitakkaṃ.

Kāmavitakkaṃ bahulamakāsi. Tassa taṃ kāmavitakkāya citt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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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에서 우리는 생각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다. 생각의 습관성을

지적하고 있다. 어떤 생각(thoughts)을 빈번하게 자주 지속적으로

반복해 생각하면 그 생각이 주도적인 생각이 된다는 것이다. 생각

의 빈도에 비례해 그 생각의 세력이 커진다는 것이다. 습관적인

생각은 일정한 존속 내지 성장의 힘을 지니며 지속적으로 활동한

다. 이른바 생각의 지속성과 자동성이다. 수시로 반복된 생각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난다. 습관적인 생각은 자동화되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욕심의 생각, 성냄의 생각, 해침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선법

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무욕의 생각, 무에의 생각, 무해의 생각은

자신도 해치지 않고 남도 해치지 않고, 또한 둘을 함께 해치지 않

으며, 즐거움을 가져 온다.15) 그렇지만 무욕, 무에, 무해의 생각으

로만 궁극적인 열반에 이를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 악한 생각

이 아닌 선한 생각도 너무 많이 하면 마음을 상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내가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결의에 차서 머물고 있을 때, 출리(出離)에 대한 생각(nekkhamma

vitakko)이 나에게 막 일어났다. 나는 이렇게 이해하였다. ‘이 출

리에 대한 생각이 나에게 막 일어났다. 이것 (출리에 대한 생각)

은 나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안

겨다 주지 않는다; 나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지 않는

다. 이것은 지혜를 가로막지 아니하고, 난관을 만들지 아니하고,

열반에서 멀어지지 않게 한다. 비구들이여! 만약 내가 이 생각을

심지어 한날 밤, 생각하고(anuvitakkeyyaṃ) 숙고하면(anuvicārey

yaṃ), 이 생각으로부터 두려워할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았다. 비구들이여! 심지어 한낮 동안, 생각하고 숙고하면, 이 생각

으로부터 두려워할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비구들이

여! 심지어 한 밤낮 동안 생각하고 숙고하면, 이 생각으로부터 두

namati”

15) 念經(p.589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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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워할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과도한 생각과

숙고로 나는 나의 몸을 지치게 하였다. 그리고 몸이 지치게 되면

마음이 혼란하게 된다. 마음이 혼란하게 되면 정신집중에서 멀어

지게 된다. 그래서 나는 나의 마음을 내적으로 고정시키고, 조용

히 시키고, 한 대상에 가져와 그 대상에 집중하였다. 왜 그렇게 하

였느냐? 나의 마음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16)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지나치게 사고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일

으킨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좋은 생각일지라도 어느 정도 문

제없이 지속될 수 있지만 그 이상 너머 가면 육신을 피로하게 만

들고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어 선정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생각의

부작용을 경계하고 있다. 과도한 생각으로 인해 발생한 산란한 마

음을 제어하기 위하여 선정(여기선 사마타)이 소개되고 있다. 한

대상에 마음을 고정시키는 사마타 선정을 통해 산란한 생각을 조

절하였다고 붓다는 밝히고 있다.17)

한역 경전에서도 우리는 같은 내용을 접하게 된다. “나는 일어

16) MN I p.116. “Tassa mayhaṃ bhikkhave evaṃ appamattassa ātāpino

pahitattassa viharato uppajjati nekkhammavitakko. So evaṃ pajānāmi:

uppanno kho me ayaṃ nekkhammavitakko. So ca kho

nevattavyābādhāya saṃvattati, na paravyābādhāya saṃvattati, na

ubhayavyābādhāya saṃvattati, paññāvuddhiko avighātapakkhiko

nibbānasaṃvattaniko. Rattiñcepi naṃ bhikkhave anuvitakkeyyaṃ

anuvicāreyyaṃ neva tatonidānaṃ bhayaṃ samanupassāmi.

Divasañcepi naṃ bhikkhave anuvitakkeyyaṃ anuvicāreyyaṃ neva

tatonidānaṃ bhayaṃ samanupassāmi. Rattindivañcepi naṃ bhikkhave

anuvitakkeyyaṃ anuvicāreyyaṃ neva tatonidānaṃ bhayaṃ

samanupassāmi. Api ca kho me aticiraṃ anuvitakkayato anuvicārayato

kāyo kilameyya. Kāye kilante cittaṃ ūhaññeyya. Ūhate citte ārā

cittaṃ samādhimhāti. So kho ahaṃ bhikkhave ajjhattameva cittaṃ

saṇṭhapemi sannisādemi ekodiṃ karomi samādahāmi. Taṃ kissa hetu:

mā me cittaṃ ūhaññī ti”

17) 주석서에 의하면 과도한 생각으로 인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보살은

선정(등지)에 들어가곤 했다. 선정에서 나와 지혜를 개발했다. (Bhikkhu

Bodhi p.1205 fn 237). 주석서는 사마타를 통해 생각을 통제하였고 지혜

개발은 비파사나 선정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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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욕심 없는 생각[無欲念]을 많이 사고하였고, 일어난 성냄 없는

생각[無恚念]․ 해침 없는 생각[無害念]을 많이 사고하였다. 나는

다시 이렇게 생각하였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것〔多思念〕은 몸으

로 느끼는 선정의 기쁨을 잃게 하고 곧 마음을 상하게 한다. 나는

차라리 내적인 마음을 다스려 항상 머물러, 안에 있어서 그치고

쉬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선정을 얻어,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

자.”18) 이상의 인용문은 제1선정을 언급하고 있다. 제1선정에서는

탐욕, 진에, 해침과 같은 악법에 대한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러나 여전히 생각이 남아 있다. 이것을 한역 경전에선 다사념(多

思念)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사념은 육신을 피로하게 만들며 선정

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마음을 해치게 된다고

붓다는 지적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다사념은 해소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다사념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이 경전에서 직접적

으로 그 정답을 찾을 수 없지만 팔리어 경전을 참고해 보면 팔리

어 anuvitakkeyyaṃ와 anuvicāreyyaṃ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uvitakkeyyaṃ와 anuvicāreyyaṃ의 기본형은 각각

anuvitakkati, anuvicārati이다. anuvitakkati, anuvicārati는 제1선

정(jhana)에서의 vitakka와 vicāra와 달리 나쁜 생각이든 좋은 생

각이든 상관하지 않고 동일한 대상의 생각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다.19)

선정을 통하여 지혜가 발생해야 하는데 다사념은 보다 높은 선

정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유해성을 지녀 결국 마음을 상하게 한

다는 것이다. 다사념은 제 2선정 수행에서 해소하게 된다. 생각과

감정은 선정이 깊어질수록 사라지게 된다. 제2선정에 들어가면 거

친 생각〔vitakka〕과 미세한 생각〔vicāra〕이 사라지게 된다.

제4선정에 들어가면 희락의 감정마저도 사라지게 되어 사성제를

18) 念經(p.589 中). “我生無欲念․多思念 生無恚念․無害念․多思念
我復作是念 多思念者 身定喜忘 則便損心 我寧可治內心。常住在內止息

一意得定 令不損心”

19) Mukherjee(1996) pp.314 f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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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 혜안이 일어나게 된다. Biswadeb Mukherjee는 vitakka

(尋)를 감각적인 쾌락과 불선법에 대한 심판적인 사고(judgemental

deliberations)으로 정의하고 있다.20) 여기서 vitakka(尋)는 제 1 선

정에 들어오기 전 욕망과 불선법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심판하여

그것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에 제1선정에 입정하는데 있어 긍정

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선정 이상에서 인

지 작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vitakka와 vicāra가 사라진 이

후에 출현하는 보다 높은 지적 작용을 증상심(adhicitta)이라고 부

른다.21) 세친(Vasubandhu)은 vitakka와 vicāra 모두 언행(言行)으

로 보고, vitakka는 조사(inquiry)를, vicāra는 심판(judgement)으

로 구분한다.22) vitakka와 vicāra 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vit

akka가 먼저 존재하고 그 후 vicāra가 활동한다고 보고 있다.23)

욕망과 불선법에 묶여 있던 범부심이 vitakka의 심판적인 고려에

의해 제1선정(jhana)에 들어갔지만 제2선정으로 진입하는데 vitakka

와 vicāra는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24)

제1선에서 제2선으로 나아가려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경험

을 보살은 고백하고 있다. “무슨 이유로, 무슨 까닭으로 나의 마음

은 무심(無尋, avitakka)에 도약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증장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확신에 차지 못하고, 무심을 평화로 여

기지 못하고 해탈하지 못하는가?‘ 그러자 이런 생각이 일어났다.

‘나는 이전에 vitakka(尋)의 결점을 보지 못했었다. 나는 이전에

이러한 주제를 연구하지 않았었다. 나는 이전에 무심의 보상을 알

지 못했었다. 나는 무심을 철저히 알지 못했었다.25)” 보살의 마음

20) Mukherjee(1996) p.469.

21) Mukherjee(1996) p.469, fn 24.

22) Poussin(1968) pp.339∼40, Note no. 171.

23) 심과 사를 이렇게 구분하면 4선정(jhāna)대신에 5선정으로 세분된다.

Poussin(1968) pp.60∼61 under the sūtra “vitarka-

cārāvaudāyasūkṣmate”

24) Mukherjee(1996) pp.478-9.

25) AN Ⅳ. pp.440-1“Ko nu kho hetu, ko paccayo yena me avitak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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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깊은 선정으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vitakka(尋)의 결점과

무심(無尋, avitakka)의 장점을 보지 못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1선에서 제2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선 제1선의

선정요소인 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심의

단점과 한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살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나중에 나는 심의 결점을 보게 되었

다. 나는 이제 이러한 주제를 연구하였다. 나는 이제 무심(無尋, a

vitakka)의 보상을 알게 되었다. 나는 무심을 철저히 알게 되었다.

나의 마음은 무심(無尋)에 도약하게 되었고, 자신감이 증장하게

되었고, 안정되었고, 확신에 차게 되었고, 무심을 평화로 여기고

해탈하게 되었다. 심사를 조용히 하여 나는 제2선에 들어가 머물

수 있었다.”26)

우리는 위에서 인용한 경문에서 붓다가 vitakka(尋)의 결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제1선에서 제2선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가 vitakka(尋)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임을 밝히고 있

다. 우리는 이 경전에서 구체적으로 vitakka(尋)가 어떠한 결점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없다. 분명한 점은

vitakka(尋)가 더 깊은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선 제거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이것은 곧 vitakka(尋)의 기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다. vitakka(尋)가 어떤 영역에선 필요한 것이지만 더 또 다른 범

위에선 vitakka(尋)가 오히려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cittaṃ na pakkhandati, nappasīdati, na santiṭṭhati, na vimuccati "etaṃ

santanti" passato. Tassa mayhaṃ ānanda, etadahosi: "vitakkesu kho

me ādīnavo adiṭṭho, so ca me abahulīkato, avitakke ānisaṃso

anadhigato, so ca me anāsevito”

26) AN IV. p.441.“aparena samayena vitakkesu ādīnavaṃ disvā taṃ

bahulamakāsiṃ. Avitakke ānisaṃsaṃ adhigamma tamāseviṃ. Tassa

mayhaṃ ānanda, avitakke cittaṃ pakkhandati, pasīdati, santiṭṭhati,

vimuccati 'etaṃ santanti' passato. So kho ahaṃ ānanda, aparena

samayena vitakkavicārānaṃ vūpasamā ajjhattaṃ sampasādanaṃ

cetaso ekodibhāvaṃ avitakkaṃ avicāraṃ samādhijaṃ pītisukhaṃ

dutiyaṃ jhānaṃ upasampajja viharā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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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좋은 생각에 대한 vitakka(尋)도 집중(concentration)을 방해

한다.27)

Ⅲ. 알버트 엘리스의 비합리적 신념(irrational beliefs)

Albert Ellis는 한 개인의 정서적 혼란을 야기하는 비합리적 신

념체계를 합리적 신념체계로 바꿀 수 있다면 자신이 당면한 문제

를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

서적 혼란에서 벗어나려면 비합리적 신념체계를 합리적 신념체계

로 바꾸어야 한다. Ellis의 합리․ 정서․ 행동치료(REBT, Rational

Emotive Behaviour Therapy)는 ABCDE의 원리로 간단히 요약될

수 있다. A(Activating Event, 선행 사건)는 사고와 정서를 유발

하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 또는 행위를 의미한다. B(Belief, 신념

체계) 는 A에 대한 각 개인이 갖게 되는 해석이다. C(Consequence,

결과)는 B에 따라 느끼게 되는 정서적인 결과이다. D(Dispute, 논

박)는 B의 비합리적 신념이나 사고, 상념에 대한 논박이다. E(Effect,

효과)는 D의 결과로 치료효과를 말한다. 엘리스가 가장 중점을 두

는 부분은 B이다. B는 비합리적인 신념 내지 사고로, 이것으로 인

해 정서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사고를 합리

적인 사고로 전환하면 정서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것이다.28)

엘리스에 의하면 정서적 장애는 비합리적 신념, 즉 당위적인 사

고를 공유하고 있다. 절대적이고 당위적인 사고는 정서 문제의 근

원이다. 당위적인 사고에서 파생한 비합리적 사고는 항상 정서적

장애를 야기한다. 당위적 사고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당위

27) Mukherjee(1996) pp.323-9.

28) 엘리스(1996) p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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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용어 속에 반영되어 있다. 부적절한 정서와 비능률적인 행동

은 “반드시 …를(을) 해야만 한다.”, “반드시 … 이어야만 한다.”

와 같은 경직된 사고에서 비롯되며, 이런 당위적 사고가 모른 비

합리적 사고의 핵심이 된다. 당위적 사고로부터 기타의 비합리적

사고가 파생되는데 대표적으로 과장적 사고, 인간비하적 사고. 낮

은 인내성이 있다. 과장적 사고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기보

다는 훨씬 더 과장해서 생각한다. ‘끔찍하다, 큰일 났다’ 등의 표현

으로 드러난다. 사건에 대해서 극단적이고 과장적인 부정적 평가

이다. 인간 비하적 사고는 인간의 가치에 대한 부정적 평가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잘못된 한 가지 행동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가

치 또는 타인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그 형태가 자기 비하 또는 타

인비하로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 낮은 인내성은 욕구좌절이 되는

상황을 충분히 참지 못하는 경우이다.29)

영어의 must나 should로 표현되는 당위적 사고는 세 가지로 세

분된다. 첫째 자신에 대한 당위이다.‘나는 반드시 훌륭하게 일을

수행해 내야한다’와 같은 사고방식이나 ‘나는 타인들로부터 인정

받아야만 한다’와 같은 사고방식이다. 둘째 타인에 대한 당위이다.

‘타인은 반드시 나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셋째 인생에 대한 당위이다. ‘세상의 일들은 내가 원하는 방향

으로 돌아가야만 한다’와 같은 사고방식이다. 이런 세 종류의 당

위적 사고가 모든 비합리적 사고의 핵심이 되어 온갖 종류의 비

합리적인 사고가 파생된다고 보고 있다.30)

세 종류의 당위적인 사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엘리스는

자신의 초기저작에서 11가지의 비합리적 신념을 제시하고 있는

데,31) 이것을 세 종류의 당위적 사고와 관련지어 간략히 살펴보기

로 한다.

29) 박경애(1997) pp.339-355.

30) 박경애(1997) pp.90-1.

31) Ellis(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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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 자신에 대한 당위적 사고

자신에 대한 당위적 사고의 특징은 융통성이 없으며(inflexible),

자기 자신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걸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갖

게 될 의견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자신의 성취나 인기에 의해 자

신의 가치가 측정된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한다.32) 여기에 소속되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나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항상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② 나는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의존할 만한 더 강한

누군가가 있어야만 한다.

③ 나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완벽하리만큼 유능하고, 만족스

러워야 하고, 성취적이어야 한다.

④ 인생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나에게 부여된 책임을 직면하는

것보다 이를 피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다

⑤ 과거의 경험이나 일이 현재의 나의 행동을 결정하며, 나는 도저

히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①은 인정요구(demand for approval)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해를 받아야 한다는

비합리적인 신념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기대하는 것

보다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존중하고 인정하려는 것이 더 합리적

인 사고이다. ②는 의존성(dependency)으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항상 의지해야만 하고, 의지할 만한 강한 누군가가 있어야만 한다

는 비합리적 신념이다. 사람은 어느 정도는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

으나 강한 의존심은 독립성과 개체성, 자신감 등의 상실을 가져오

게 된다. 자신의 의지에 의거해 주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립

32) www.rebtnetwork.org/library/mus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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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③은 높은 자기기대(high self-expectation)

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완벽

하제 유능하고,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는 신념이다. 인간은 한계와

약점을 지닌 불안전한 존재로 모든 면에서 성공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다. 지나친 자기 기대는 현실과의

괴리를 넓혀 비현실적인 성격을 가지게 하거나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게 한다. ④는 문제회피(problem avoidance)로 삶의 어려움이

나 자신의 책임을 직면하는 것보다 회피하는 것이 더 낫다는 안

이한 신념이다. 문제회피는 순간적인 위안은 줄 수 있으나, 장기

적으로 남에게 문제를 떠넘기거나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든다. ⑤

는 무력감(helplessness)으로 개인의 과거 경험은 그의 현재 행동

을 결정하며 사람은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숙명론적

인 신념이다. 과거의 경험이나 사태가 현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경

우도 있지만 반대로 과거에는 필요했던 행동이 현재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과거의 문제해결책이 현재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도 있으므로 비합리적이다. 합리적인 사람은 과거사를 완전히 무

시하지 않으나 과거의 영향을 분석하여 현재의 상태에 임한다.

이상과 같은 경직된 사고를 가지게 되면 우울증, 자기비하, 불

안증, 죄의식,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되며, 행동

으로 표출되면, 타인을 피하거나, 일에 중독되거나, 도전적이지 못

하고 안일에 빠지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자신

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는 장애가 일어난다.33)

2. 타인에 대한 당위적 사고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옳은 일(the right thing)을 해야

33) www.rebtnetwork.org/library/musts.html; 엘리스(2000)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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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선하지 못하고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

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형적인 타인에 대한 당위적 사고이다. 이러

한 사고의 특징은 비현실적이고 융통성이 없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한다. 선과 악을 이분법적으로 나눈다. 선과 악을 분

명히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다. 자신을 우

주의 중심에 두며 다른 사람들을 자신에게 봉사하기 위한 존재로

간주한다. 인간의 오류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4) 여기에

소속되는 사고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주위의 다른 사람이 문제나 곤란에 처하면, 함께 괴로워하고 속

상해야만 한다.

② 어떤 사람들은 나쁘고, 사악하며, 악랄하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

람들은 반드시 비난과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①은 지나친 타인염려(over-concern about others)로 다른 사람

의 문제나 곤란함에 대해 크게 신경을 써야 한다는 신념이다. 타

인의 문제는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가 많으므로 타인의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하

지 않다.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신을 불안하게 만듦으로

써 자신의 희생만을 초래하게 된다. ②는 비난경향(blame proneness)

자신에게 해를 끼치거나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비난

과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응징적인 신념이다. 자신의 주관적인 이

해관계에 따라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므로 비난의 근거도 매우 자

의적이다.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

른 사람, 특히, 자기 자신을 대하여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비난한다

면, 그는 아무런 쓸모도 없고 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부

당하다고 보는 비합리적 신념이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며, 실수

34) www.rebtnetwork.org/library/mus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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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점을 용인하지 않

는 사고방식이다.35) 인간은 타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사고는 분노

를 발생시키며, 조급하여 참을성이 없으며, 폭력적인 행동으로 표

출된다.36)

3. 인생에 대한 당위적 사고

인생엔 어떠한 불편이나 불행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사고하는

것이 대표적인 인생에 대한 당위적 사고이다. 이런 사고의 특징은

융통성이 없으며, 비현실적이다. 문제가 없는 인생에 대하여 지나

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 역경을 다룰 수 있는 자신의 능력

을 과소평가한다. 인생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한다.

여기에 속하는 비합리적인 사고는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다.

① 어떤 일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시무시하

고 끔찍한 일이다.

② 모든 문제에는 바르고 완벽한 해결책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내

가 그것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재앙이다.

③ 사람의 불행은 외부환경에 의해 발생하며, 나로서는 그것을 통

제할 수 없다.

④ 위험하거나 두려운 일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

성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①은 좌절반응(frustration reactivity)으로 일이 자신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끔찍스럽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신념

이다. 모든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항상 진행될 수 있는 것

35) www.rebtnetwork.org/library/musts.html.

36) 엘리스(2000)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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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다. 실패에 대해 지나치게 좌절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위

험한 지경에 이루게 할 수도 있다. ②는 완벽성(perfectionism)으

로 모든 문제에는 언제나 온전한 해결책이 있으며 그것을 찾지

못하면 끔찍하다는 신념이다. 어떤 문제에 완전한 해결책을 찾는

일은 강박적인 고민과 불안을 낳을 뿐이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다는 사고가 합리적이다. ③은 정서적

무책임(emotional irresponsibility)으로 불행은 외적인 조건에 의

한 것이며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자포자기식 신념이다. 대부분

의 정서 장애는 외적인 조건보다는 심리적인 문제이다. 정서문제

는 기본적으로 인지문제로 비합리적인 신념을 변경하면 부정적인

정서도 바뀌게 된다. ④는 과잉불안(anxious over-concern)으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노

이로제 신념이다. 어떤 위험에 대한 발생가능성을 계속 반복적으

로 지나치게 생각하게 되면 그 위험이 실제 이상으로 과장되며,

그 결과 개인은 지속적인 만성 불안을 가져오게 된다.37)

나의 인생은 어떠한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경직된 사고는 좌

절에 대하여 관용적이지 못하고 자기연민에 잘 빠지며 우울증에

걸린다. 이런 사고는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하며

즐거운 감정을 느끼기 위해 과식과 같은 행동을 유발시킨다.38)

이상 11가지 비합리적인 사고는 각 문화권의 특수성에 따라, 또

는 개인의 성장배경이나 성격에 따라 어느 특정한 비합리적 사고

가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반대로 어떤 종류의 비합리적인 사고는

자주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REBT는 이상의 11가지

비합리적인 사고 유형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가감(加減)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39) 그렇지만 엘리스가 제시한 11가지 비

37) 김희수(2005) pp.39-42.

38) 엘리스(2000) p.24.

39) Yankura & Dryden(2011) pp.220-1. 엘리스의 초기저작에서 기술된

11가지 비합리적 신념은 내담자에게서 발견되지 않는다고 Lazarus는

비판하고 있다. 엘리스는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았다.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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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사고 유형은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

다는 점에서 거의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Ⅳ. 사고에 대한 붓다와 엘리스의 견해 비교

인간의 고통이라는 정서 문제의 근본원인을 인지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한 점에서 붓다와 엘리스는 공통 기반을 공유하고 있

다. 사고(thinking)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 해결을 도모한 점에서

붓다와 엘리스는 기본적인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 행복과 불행은

근본적으로 정서로 사고의 영향을 받는다. 사고가 기본이 되어 감

정이 발생하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붓다는 선한 생각은 자타

에게 유익하지만, 불선한 생각은 자타에게 해로움을 가져온다고

가르쳤다. 엘리스는 비합리적 신념이 정서 장애를 야기한다고 보

았다. 붓다와 엘리스는 행복과 불행의 감정은 인지에 기초하고 있

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인지가 정서에 선행한다고 공통적으로 전

제하고 있는 것이다. 인지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입장을 같이 하지만 세세한 부분에 들어가면 심각한 차이가 발견

된다.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삼아 공동 토대와 차이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붓다는 욕심의 생각[欲念], 성냄의 생각[恚念], 해침의 생각[害

念]은 불선법(不善法)의 근본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욕심의 생각,

성냄의 생각, 해침의 생각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유해한 결과

를 초래하며 지혜를 소멸시켜 열반을 성취하지 못하게 한다고 관

찰하고 있다. 여기에서 불선한 생각이 가져오는 단점은 두 단계로

REBT 치료자들은 11가지 비합리적 신념이외에 더 광범위하게 찾고

있다. 인간은 수없이 다양한 당위적인 사고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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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과 남에게 해로움을

입힌다는 것으로 이는 세속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

계는 지혜를 소멸시켜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열반에 이르게 하

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는 초세간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엘리스의 치료 이론 체계와 비교 논의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엘리스의 REBT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정서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붓다의 가르침 중 세간적인 것에 관한 가

르침과 비교될 수 있다.

붓다는 생각(vitakka)을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세속

적인 차원에서 생각(vitakka)은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으로 분류

된다. 욕심의 생각, 성냄의 생각, 해침의 생각은 대표적인 악한 생

각으로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욕심의 생각, 성냄의 생각, 해침의 생각이 제거되어야 하는 이유

는 실리적(實利的)인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다. 왜 이런 생각들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자세히 논의하는 것은 본고에선 생략

하지만 엘리스의 REBT와 관련하여 간략히 언급하기로 한다. 욕

심의 생각(kāma-vitakka)은 삼독 중 욕애(慾愛)에 해당하는 것으

로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욕망이다.

kāma(욕심, 탐욕)는 기본적으로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집착

하는 것으로 출세간법을 성취하는데 장애가 된다. 성냄의 생각은

삼독 중 진에(瞋恚)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과 남에게 화를

내는 것이다. 해침의 생각은 진에의 생각이 좀 더 구체적으로 행

동화된 것으로 볼 때 같은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욕심의 생각,

성냄의 생각, 해침의 생각의 배후에는 그릇된 자아의식이 내재해

있다.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

음에서 탐욕 등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다.

엘리스는 모든 정서문제는 비합리적인 사고 그중에서도 당위적

사고에서 비롯된다고 보며 세 가지 당위적인 사고를 제시하고 있

다.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당위적 사고로, 요약하면 자기자신은

반드시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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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당위적 사고는 붓다가 제시한 욕심의 생각과 연관 지을

수 있다.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탐욕이다. 눈 등

감각기관을 통하여 들어오는 모든 정보가 항상 자신을 즐겁게 해

야 한다고 바라는 것이 탐욕이다. 이런 탐욕을 충족시키려고 생각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당위적 사고인 것이다. 물론 붓다가

말하는 욕망에 대한 사고가 전적으로 엘리스의 비합리적인 사고

와 범주 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엘리스의 자기 자신

에 대한 당위적인 사고는 붓다의 욕망에 대한 사고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엘리스의 타인에 대한 당위적인 사고는 타

인을 비난하는 것으로 붓다의 성냄의 생각, 해침의 생각과 연관

지을 수 있다. 셋째 인생에 대한 당위적인 사고도 요약하면 세상

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고이므로 이것

도 자기 자신에 대한 당위적 사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

다.

11가지 비합리적 신념은 결국 이기적인 자아 집착이라고 요약

할 수 있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 타인과 세상이 자신의 뜻에 따라

봉사해야 한다는 이기적인 강박 사고이다. 11가지 비합리적인 신

념은 붓다가 제시한 불선한 사고에 포함된다. 불선한 사고 중 감

각적인 쾌락에 대한 생각(kāmavitakka)에 상응하는 비합리적인

신념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불선한 사고에선 세 가지만 추상적으

로 언급하고 있는데 비해 비합리적인 신념은 11가지로 자세히 구

체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신념은 불선한 사고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붓다는 자타(自他)에게 해로움을 가져오는 사고(vitakka)와 그

렇지 않은 사고로 양분하여 전자를 불선(不善)의 원인으로 보았

다.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의 분리 기준은 자타에게 이로움을 가

져오느냐에 달려 있다. 엘리스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정서문제의

원인으로 파악한다. 합리적인 사고는 2가지 기준에 의해 비합리적

인 사고와 구분된다. 즉 생존과 목표 성취라는 두 가지 잣대에 의

해 합리적인 사고는 특징지워진다.40) 합리적인 사고는 위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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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자신을 보호하여 생존하게끔 하며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게

끔 해준다. 이런 입장은 매우 실용주의적 입장에 근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불선한 사고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로움을 가져

온다고 하여 타인을 고려하고 있는데 비해 비합리적 신념은 주로

자신에게 국한되어 있다. 붓다의 불선과 선의 기준은 윤리적인 측

면이 강한데 비해 엘리스의 합리적 신념과 비합리적 신념의 기준

은 현실 적응면이 강하여 자칫하면 처세술로 여겨질 수 있다.

붓다는 비록 선한 사고(vitakka)일지라도 깊은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선 제거되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세속적인 차원에선

선한 생각을 증진시켜야 하지만 지혜를 성취하기 위한 선정(제2

선 이상)에 입정하기 위해선 선한 사고조차도 사라져야 하는 것으

로 보았다. 이에 비해 엘리스는 합리적인 이성만을 제시하는데 머

문다. 엘리스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논박(disputing)으로써 정서 문

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논박은 우선 비합리적 신념을 확인하고 그

것에 도전(challenging)하는 것이다. 비합리적 신념이 비논리적이

고 비현실적이며 정서 장애를 야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

논박이다.41) 엘리스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논박할 수 있는 이성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다. 붓다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스의 논박은 또

다른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

Ⅴ. 맺는 말

붓다는 종교적인 영역에서, 엘리스는 심리학적인 영역에서 각

각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면서 활동했지만 주목할 만한 유사점이

40) Ellis(1975/1987) p.23.

41) Yankura & Dryden(2011) pp.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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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다른 종교들이 외부의 신을 향해 기도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전생의 업을 극단적인 고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데 비해 붓다는 인간의 사고(vitakka)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았

다. 엘리스는 기존의 심리치료 체계에 비해 정서문제를 비합리적

인 사고에서 찾았다. 정신분석학이 주로 과거의 사건에 치우쳐 꿈

이나 무의식에서 정서문제를 찾거나, 행동치료가 외형적인 행동에

초점을 둔데 비해 엘리스는 인지과정에서 심리문제를 해결하는 치

유체계를 구축하였다. 붓다와 엘리스는 인간의 사고 과정에서 정

서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점에서 공통기반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붓다는 욕심의 생각, 성냄의 생각, 해침의 생각이 자타에게 해

로움을 가져오므로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모든 악

법의 근원에 이 세 가지 사고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

다. 이에 비해 엘리스는 세 가지 당위적 사고에 근거하여 온갖 종

류의 비합리적인 사고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붓다의 세 가지 불선

한 사고와 엘리스의 세 가지 당위적 사고와 11가지 비합리적인

사고를 비교해 보았다. 엘리스가 제시한 비합리적인 사고는 모두

붓다가 분류한 악한 사고에 포함된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선한 사

고와 악한 사고의 분리선에 대해 붓다는 유해성을 기준으로 삼았

다. 악한 사고는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해로움을 야기한다고 붓다

가 가르치고 있는데 비해 엘리스는 단지 환자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빠져 있다.

붓다는 선한 사고도 지혜의 성취를 위해 제거되어야 한다고 가

르치고 있다. 선한 사고도 깊은 선정을 위해 사라져야한다고 본

점에서 사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엘리스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논박할 수 있는 이성을 신뢰하고 있다. 불교

측에서 본다면 엘리스의 이성이 얼마나 정확한 지를 질문할 수

있다. 과연 이성이 비합리적인 사고를 오류 없이 분간해 내고 논

박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다.

본고는 문자 그대로 이런 종류의 논문으로는 첫 시도에 불과하

다. 붓다와 엘리스의 사상체계를 비교하려고 했지만 선행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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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하였다. 붓다의 불선한 사고와 엘리스의 비합리적 신념의 해

결 방식을 비교하면 본고의 논지가 더 뚜렷할 것이겠지만, 지면

부족으로 그렇지 못했다. 다음 기회에 미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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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uddha's and Albert Ellis' View of Thinking

Ahn, Yanggyu

Dongguk University(Gyeongju)

The Buddha classifies thoughts(vitakka) into two

categories: wholesome thoughts; unwholesome thoughts. He

sees the unwholesome thoughts as causes of sufferings for

oneself and others as well. Albert Ellis(1913-2007), an

American psychologist analyes irrational beliefs as a source

of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Both the Buddha and

Ellis agree to conclude that negative thinking plays a big

role in sufferings.

In the Dvedhavitakka Sutta(MN 19), the Buddha talks

about 2 kinds of thoughts: thoughts of sensuality, thoughts

of ill will, thoughts of harm; thoughts of non-sensuality,

thoughts of non-ill will, thoughts of non-harm. The former

leads to one's own affliction or to the affliction of others or

to the affliction of both. It obstructs discernment, promotes

vexation, & does not lead to nibbana. The latter leads

neither to your own affliction, nor to the affliction of others,

nor to the affliction of both. It fosters discernment, promotes

lack of vexation, & leads to nibbana. How good the latter

may be, if you keep thinking of it, it may exhaust you.

When the latter thoughts are thought and discursively

thought too long, the body gets exhausted. When the body

is exhausted, the mind is disturbed, the disturbed mind is

far from concentration. In order to enter the higher jhana,

one must have thought(vitakka) removed. Overcoming

thoughts, the mind internally appeased, in one point,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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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ts, experiencing joy and pleasantness born of

concentration one can abode in the second jhāna.

Albert Ellis, who became disenchanted with

psychoanalysis and, strongly influenced by the Stoic

philosophers of ancient Greece, formed "Rational Emotive

Behavioral Therapy". He identified a number of

dys-functional beliefs that people often hold. Harmful

emotions and dys-functional behaviors are the product of

irrational thinking. Ellis believed that many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were largely the result of irrational

beliefs. His therapeutic approach emphasizes helping people

to become more aware of irrational beliefs. Ellis held that

beliefs are irrational if they: (1) distort reality, (2) contain

illogical ways of evaluating oneself, others, and the world,

and/or (3) create extreme emotions and block a person from

achieving their goals.

The Buddha regards the unwholesome thought as a

cause of suffering while Ellis sees irrational beliefs as

causes of emotional problems. The Buddha's idea of the

unwholesome thoughts is wider and deeper than Ellis'

irrational beliefs, which contains the demand of "must". The

unwholesome thought includes irrational beliefs, the kind of

attachment to wrong views in Buddhism.

Keywords: thoughts(vitakka), Albert Ellis, the Buddha,

irrational beli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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