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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띠(sati)와 사마디(samādhi)의

중도적 구조에 대한 연구

__초기불교와 현대심리학을 중심으로__

김범진*1)

Ⅰ 들어가는말. Ⅱ 불교와현대심리학의사띠. Ⅲ 불교와현대심리학의 사마디.

Ⅳ 사띠와 사마디의중도적 구조. Ⅴ 마치는 말.

요약문 [주요어: 사띠, 사마디, 집중(定), 중도(中道), 마음챙김, 선정(禪定),

사마타, 위빠사나]

붓다 가르침의 방식은 중도로 요약될 수 있다. 중도적 구조가 계정혜

삼학에서 집중(定)인 사마디와 사띠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

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초기 불교의 집중(定)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왔지만 사띠와 사

마디를 대립되는 양변으로 보고 이를 통합하고 초월하는 중도적 관점에

서 본 연구는 아직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본고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첫째, 사띠가 ‘거리두기’를

중요한 요소로 가지는 집중임이며 이 거리두기의 요소가 현대심리학에

서 마음챙김의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둘째, 사마디는 밀착의 요소를 가

진 집중이다. 셋째, 사띠와 사마디가 처음에는 ‘거리두기’와 ‘밀착’의 상

반된 힘을 가지지만 ‘올바른’ 차원 그리고 중도적 차원으로 갈수록 서로

상입되고 통합된다.

요약하자면, 붓다가 지향했던 집중은 사띠와 사마디, 이 둘을 포괄하

고 넘어선 중도적 집중이다.

Ⅰ. 들어가는 말

붓다의 가르침은 계(Sīla, 戒, 계율), 정(Samādhi, 定, 집중),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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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ññā, 慧, 지혜)의 삼학(三學)으로 요약될 수 있다.1) 계를 집중

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정을 집중으로, 혜를 집중의 결과로 본다

면 ‘집중(Samādhi, 定)’은 불교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

에 있다. 집중은 다시 ‘올바른 사띠(sammā-sati)’와 ‘올바른 사마

디(sammā-samādhi)’, 그리고 ‘올바른 노력(sammā-vāyāma)’로

이루어져 있다.2) 올바른 노력을 집중을 위한 공통의 토대라고 본

다면 사띠와 사마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집중을 바르게 이해

하는 것이고, 집중을 바르게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이 깨달음에 이

르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사띠란 무엇인가? 사마디란 무엇인가?

이 둘은 무엇이 다르며 이 둘의 관계와 상호작용은 무엇인가? 본

논문은 사띠와 사마디가 서로 대립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초

기불교의 집중은 이 사띠와 사마디의 대립적 요소를 중도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밝히려는 것이 목적이다.

붓다가 가르침을 설한 방식의 특징은 중도(中道)이다.3) 중도는

안정된 건축물처럼 양변에 두 개의 대립되는 튼튼한 기둥을 세우

고 그 위에 지어진다. 그러기에 중도는 절충과 균형, 그 이상이다.

고행과 쾌락주의의 중도, 상주론과 단멸론의 중도, 존재와 비존재

의 중도 등에서 그러한 구조가 보인다. 본 논문은 이러한 중도적

구조가 계정혜 삼학에서 집중(定)인 사마디와 사띠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중도가 되기 위해서는 대립되는 두 기둥의

의미가 명확해 져야한다. 사마디와 사띠의 어떤 요소가 대립되는

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사마디는 ‘밀착’을 핵심으로 하는 집중임을,

1) M.I.309 ; 맛지마니까야 2 p.280 참고.

2) 혼동을 피하기 위해 계정혜 삼학의 정(Samādhi, 定)을 초기불교에서

추구하는 포괄적인 집중으로 보아 ‘집중(Samādhi, 대문자표기)’으로, 그

외의 사마디를 ‘사마디(samādhi, 소문자로 표기)’로 표기하기로 한다.

올바른 노력은 빠알리 발음표기로 ‘올바른 와야마’로 통일하는 것이

옳으나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단어인 관계로 ‘올바른 노력’으로 표기한다.

3) 이와 관련하여 이중표는 “불타는 실천적 측면에서는 고락중도를 설하고,

이론적 측면에서는 有無中道를 설하며, 그 구체적 내용은 팔정도와

십이연기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중표(2009)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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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띠는 ‘분리(거리두기)’를 핵심으로 하는 집중임을 밝히려 한다.

즉 밀착하는 힘과 분리하는 마음의 힘, 그 두 집중의 힘을 넘어선

중도적 집중이 붓다가 제시한 집중(定)이다.

초기불교의 집중(定)에 관해서는 연구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왔

다. 먼저 사띠 자체의 의미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4) 그 다음으로

위빠사나 수행체계 내에서 사띠와 사마디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

이다.5) 이들 연구는 사띠 자체의 의미에 집중하거나, 사띠와 사마

디를 보완의 관계로 보고 있다. 사띠와 사마디가 보완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대립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 사띠와 사마

디를 대립되는 양변으로 보고 이를 통합하고 초월하는 중도적 관

점에서 본 연구는 아직 없다고 본다.

이것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다음의 이점이 있다. 첫째 불교 수행

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집중의 의미와 구조가 명확해진다.

이것을 통해 불교 연구 내에서 사띠와 사마디, 위빠사나와 사마타

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서 과연 순관(純觀, suddha-vipassan

ā)6)만으로 가능한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질 수 있다.

둘째, 전통과 현대 사이의 연결고리가 보다 확고해질 수 있다.

4) 조준호(2004). 사띠는 왜 수동적 주의집중인가 인도철학 Vol. 16 ;
임승택(2001). 사띠(sati)의 의미와 쓰임에 관한 고찰 보조사상 16호 ;
임승택(2003). 마음지킴(sati)의 위상과 용례에 대한 재검토 보조사상
19호.

5) 김준호(2008). 초기불교 禪定設의 체계에 관한 연구 .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Jeong, Jun Young (2002). A textual study of material

relating to Vipassanā meditation as found in Pāl Buddhist scriptures.

Ph.D Thesis, University of Kelaniya; Anālayo(2003). Satipaṭṭhāna: The

Direct Path to the Realization. Kandy Sri Lanka; BPS.

6) suddha는 ‘깨끗한, 청정한, 정화된’의 의미로

suddha-vipassanā-yānika(순관행자)는 사마타 수행을 제외한 오직

위빠사나 수행만으로 깨달음에 이르려는 수행자를 말한다. 사마타라고

하는 수행의 윤활제가 빠져 있기에 건조한 수행 즉

‘건관(Sukkhavipassaka)'이라 불리기도 한다. Jeong(2002) p.24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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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집중은 현대의 심리치료에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특

히 사띠는 마음챙김(mindfulnesss)이라는 개념으로 다양한 현장에

서 활용되고 있다.7) 사띠가 가지는 ‘거리두기’의 요소가 서구의 마

음챙김에 도입되어 심리적 고통의 해소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

음을 보임으로써 불교의 사띠와 현대심리치료의 마음챙김 간의

연계성과 그 치유의 메커니즘이 보다 명확해진다. 또한 서구의 마

음챙김과 불교의 사띠가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해진다.

Ⅱ. 불교와 현대심리학의 사띠

1. 사띠의 의미

사띠의 사전적 의미는 기억(memory), 재인(recognition), 의식

(consciousness), 마음의 깨어있음(wakefulness of mind), 마음챙

김(mindfulness), 경계(alertness), 마음의 명료함(lucidity of mind)

등이다.8) 초기불교 학자인 Geithin은 사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

다.

① 기억하거나 마음 앞에 있는 것을 잊지 않기

② 마음의 자연스러운 현존; 마음 가까이에 서 있고 그러므로 마음

을 지킨다.

7) 본고에서는 ‘사띠(sati)'와 ’마음챙김(mindfulness)'를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마음챙김’은 서구심리학의 ‘사띠’의 번역어인 ‘mindfulness’에 대한

재번역어로써 용법을 한정하여, 본고에서는 서구심리학의 맥락에서만

‘마음챙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사띠’로 통일하고자 한다.

8) PED(1986) p.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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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억하기. 대상을 대상들과의 관계에 의해 기억하고 그럼으로써

대상의 가치를 알고 시각을 넓힌다.

④ 사띠는 따라서 지혜와 가깝게 연관된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자

연스럽게 보는 경향을 갖는다.9)

대체로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각성되어 있는 마음의 측

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기억의 측면은 사띠가 가진 주의집중에

서 오는 자연스런 결과다. Anālayo 역시 사띠가 기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띠의 기능은 지금 이순간의 자각

과 기억을 포함하는데 “사띠가 있을 때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깨

어있을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의 존재상태 덕분에 무엇을 행하거나

말하건 마음에 의해 분명하게 이해될 것이며 결과로 후에 쉽게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10) 사띠의 어원 역시

‘기억하다(smṛ)’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산스크리트의 smṛ는 두

개의 기본적 개념 즉 ‘기억하다’와 ‘마음에 간직하다’를 지칭하는

데 이 두 가지 용법은 리그베다(Rgveda)이후로 보인다.11) 기억의

작용으로부터 사띠는 ‘맥락적,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자각’의 의미

를 가지게 된다. 즉, 사띠는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가 다른 것들과

의 관계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를 알게 되고, 이것은 눈을 뜨게 해

준다.”12)

사띠는 붓다 이전에 있는 다른 집중과는 매우 다른 특이한 집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묵은 “부처님이 외도의 선

정수행과 고행을 바른 수행이 아니라고 파악하신 것은 그 수행법

에는 선정이 있고 테크닉이 있지만 정념(正念, sammā-sati)이 없

다는 것이 핵심이다. … 역자가 조사해본 바로는 베딕(Vedic)이나

클래식(Classic) 산스끄리트 문헌에서 사띠가 수행용어로 나타나

9) Geithin(2001) p.44.

10) Anālayo(2003) p.48.

11) Geithin(2001) p.36.

12) Geithin(2001)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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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은 없었다. … 이외에는 수행용어로 나타나는 적이 없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점만 봐도 (사띠가) 부처님께서 구경의 해

탈열반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로서 새롭게 제시하신 것임에 분명

하다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다.13) 또한 불교학자인 에드워드 콘즈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음챙김은 단지 팔정도의 일곱 번째, 오

력의 세 번째, 칠각지의 첫 번째 요소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것

은 거의 불교 그 자체와 같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14)

그렇다면 붓다는 왜 새로운 방식의 집중이 필요했을까? 그 집

중은 이전의 집중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 그 질문의 답은 사띠가

기존의 집중인 사마디와 무엇이 다른가에서 찾아질 수 있다.

2. 사띠와 거리두기

사마디가 고정된 대상을 향하여 다가가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집중임에 반해 사띠는 움직이는 대상을 향해 쫓아가며 바라보는

집중이다. 특히 바라보기 위해서는 ‘거리두기’가 필요한데 경전에

서도 사띠가 이러한 ‘거리두기’ 즉 밀착이 아닌 ‘분리’의 집중의 의

미를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상윳타니까야(Saṁyutta Nikāya)에서 붓다는 사띠와 관
련한 설명을 하며 사띠는 ‘그 안에 있지 않는’ 것임을 말한다.

13) 각묵스님(2009) pp.39-40. 괄호 부분은 논자가 첨가.

14) Conze(1962) p.144 재인용. 또한 “불교의 명상 수행의 독특한 특징은

위빠사나다. 이것은 다른 어떤 종교체계에도 알려져 있지 않고 다른

나머지 수행과 불교수행을 정말로 구분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Jeong(2002)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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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루끼야뿟따여, 그대가 보고, 듣고, 지각하고, 아는 것에 관하여 말

하자면, 이때 보는데 있어 단지 바라 볼 뿐이며, 듣는데 있어 단지 들

을 뿐이며, 지각하는데 있어 단지 지각할 뿐이며, 아는데 있어 단지 알

뿐이다. 말루끼야뿟따여, 그대가 이와 같이 보는데 있어 단지 바라보

게 되고, 듣는데 있어 단지 듣게 되고, 지각하는데 있어 단지 지각하

고, 아는데 있어 단지 알게 될 때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

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있지 않을 때, 그대는 그것 안에 있지 않을 것

이다. 말루끼야뿟따여, 그것 안에 있지 않을 때, 그대는 이것과 이것의

너머 혹은 그 사이에도 너는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苦)의

끝이다.15) (밑줄은 논자)

감각의 대상과 함께 있지 않음을 통해 고통을 끝내는 길을 향

해 갈 수 있는데 그 때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띠인 것이다.

맛지마니까야(Majjhima Nikāya)의 드웨다위타까숫따(Dvedhā

-vitakkasutta) 에서는 곡물이 다 성숙한 후에 소를 지켜보는 것

으로 사띠의 비유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아날라요는 “비교적 편

안하고 거리를 둔 방식의 관찰을 표현하기 위해, 사띠가 사용되었

다”라고 말하고 있다.16)

조준호는 논문 사띠는 왜 수동적 주의집중인가 에서 사띠가

가지는 ‘거리두기’ 성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띠는 이처럼 관

찰 대상과의 형성된 ‘거리두기’라고 할 때, sampajāna는 앞의 경

문을 통해 볼 때 일체의 신체적 행위에 대한 ‘생생한 깨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대상과의 거리를 갖고 마주 대

응하여(sati), 생생하게 깨어 있을 때(Sampajāno)만이 (삼법인에

대한) 위빠사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17)

맛지마니까야의 아누빠다숫따(Anupadasutta) 에 보면 싸리

15) SN.Ⅳ.73-76; Bodhi(2000) pp.1175-1176; 쌍윳따니까야4. p.314 참고.

16) Anālayo(2003) p.53; 같은 경전의 내용에 대해 조준호는 이것이 사띠의

수동적 주의집중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조준호(2004)

p.116.

17) 조준호(2004) p.108. 밑줄은 논자가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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뿟따가 색계사선과 무색계사선, 그리고 상수멸정을 경험한 후에

사띠의 힘으로 선정에서 벗어났다고 설하고 있다.

수행승들이여, 싸리뿟따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없는 세

계’를 완전히 뛰어넘어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

닌 세계’를 성취했다. 그는 사띠를 가지고 그러한 성취에서 일어났다.

… (싸리뿟따는) ‘지각과 느낌의 소멸’에 들어 지혜로써 보아 번뇌가

소멸된 것을 분명히 알았다. 그러한 성취에서 사띠를 가지고 일어나서

이제는 소멸하고 변해버린 과거의 상태를 이와 같이 ‘과연 이러한 상

태들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생겨났고, 존재했지만 사라졌다.’ 라고 관찰

했다.18)

즉 ‘밀착’의 강렬한 집중인 선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분리’

의 집중인 사띠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띠의 분리의 기능은

선정(禪定) 내에서 작동한다. 청정도론에서는 삼선(三禪)에서 선
지(禪支)인 행복과 희열이 분리되는데 이 분리의 상태를 사띠를

통해 지켜나간다고 말한다. “어미 소를 따라가는 송아지를 어미

소로부터 떼어낸 뒤 만약 지키지 않으면 다시 어미 소에게 다가

가듯이, 이 제삼선의 행복도 희열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그것을 사

띠와 알아차림으로 수호하지 않으면 다시 희열에 다가가서 희열

과 함께 할지도 모른다.”19) 즉 자연상태에서는 함께 가까이 다가

가는 소와 송아지처럼 희열과 행복도 그러한 경향을 갖는데 이를

사띠를 통해 계속 분리시킨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띠를 주로 수행하는 위빠사나(vipassanā)의 언어적

의미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위빠사나는 ‘vi’와 ‘보다’를 의미하

는 ‘passanā’로 구성되어 있다. ‘vi’는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

저 vi는 다양한/가지각색의(vividha), 우수/탁월(visesa), 분리/구별

(vi)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탁월의 의미를 가져와

위빠사나를 ‘위대한 바라봄’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세 번째의

18) M.III.29; 맛지마니까야 4. pp.389-390; Ñāṇamoli(2005) p.902 참고.

19) 청정도론 1. p.4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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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인 분리를 가져온다면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즉, ‘분리의

바라봄’, ‘나누어 봄’ 이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상과

밀착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바라본다’로 해석할 수도, 혹

은 ‘대상을 해체하여 바라본다’로 해석할 수도 있다.20)

그렇다면 밀착이 아닌 ‘거리두기’ 즉 ‘분리’의 집중이 갖는 이점

은 무엇인가? 먼저 고정된 대상이 아닌 움직이는 현상을 관찰하

기 위해서다. 밀착된 집중의 방식으로는 끊임없이 생멸하는 현상

을 관찰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움직이는 대상을 따라가면서 바라

보는 집중의 방식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분리는 필수적

이다. 왜냐하면 밀착된다면 움직임과 생멸을 관찰하는 순발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띠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것이 아누

빠시(anupassī)이다. 아누빠시는 사념처 관찰에서 반복적으로 ‘따

라가며 보다(隨觀)’의 의미로 쓰인다.

비구들이여! 그리고 비구는 이렇게 몸에 있어서 몸을 관찰하면서

(anupassī)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한정처에 가거나, 혹은

나무 아래에 가거나, 혹은 빈 집에 가거나, 결가부좌를 하며 몸을 바르

게 세우고 면전에 사띠를 일으킨다.21)

아누빠시는 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느낌, 마음, 법에 대해서

도 똑같이 쓰이고 있다. 아누빠시는 아누(anu)와 빠시(passī)의 합

성어이고 passī는 보다의 passati에서 왔다. anu는 움직임의 동사

와 함께 쓰여서 ‘～을 따라서(along toward)’의 의미를 갖는다.22)

20) 각묵은 ‘해체하여 보기’라고 해석한다. “초기불교의 교학과 수행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해보라면 저자는 주저없이 ‘해체하여 보기’라고

말한다. … 게다가 초기불교의 기본 수행용어인

위빳사나(vipassanā)야말로 해체해서(vi) 보기(passanā)이다. 그러면

무엇을 해체하는가? 개념(施設, paññatti)를 해체한다.” 각묵(2012)

p.213-4.

21) M. I. 56 ; 중앙승가대학교 역경학과(2006) 참고.

22) PED(1986)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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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보는 것이 아닌 따라가며 본다는 것은 그 관찰이 매우 역

동적인 바라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며, 이 현상이 또 다른 현상의 원인과 조건이 되고, 연쇄적

으로 작용하는 연기적 현상을 따라가며 보는 것이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는 대념처경에 나타나는 “안으로(내적으

로), 밖으로(외적으로) 관찰하여 머문다”의 표현이다.

혹은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 있어서 몸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혹은

밖으로 몸에 있어서 몸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혹은 몸에 있어서 일어

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혹은 몸에 있어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혹은 몸에 있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

하면서 머문다.23)

이에 대해서 5세기 붓다고사가 내적을 자신으로, 외적을 다른

사람으로 해석한 이후에 이 해석은 많은 수행자들에게 그대로 받

아들여져 왔다. 이 해석이 바른가에 대해서는 이후 여러 학자들의

연구들이 있어 왔다.24) 고엔카는 안을 몸의 내부로 밖을 몸의 표

면으로 보고 있으며, 우 실라난다 사야도는 붓다고사와 마찬가지

로 ‘외적으로’의 의미를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으로 해석

하고 있으며 그것이 ‘추론적 위빠싸나(Inferential vipassanā)’에 의

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안과 밖의 언어적 특성을 살펴

보면 보다 정확하게 안과 밖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내적으로

는 빨리어로 ajjhatta, 외적으로는 bahiddhā이다. 빨리어 사전을

보면 ajjhatta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안으로부터 일어난, 안으로

향하는(personal, subjective, arises from within, interior, inwardly)’

의 뜻이 있다. 즉 형용사와 부사로써 쓰인다고 볼 수 있다.25) 그

23) 중앙승가대학교 역경학과(2006) p.28.

24)전재성(2003). 철학적 입장에서 본 수행에서의 ‘안’과 ‘밖’의 문제 ;

정준영(2003). 대념처경(Mahāsatipaṭṭhāna sutta)에서 보이는

수념처(受念處)의 실천과 이해 불교학연구 제7호 등.
25) PED(1986)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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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bahiddhā는 ‘바깥의(outside), 바깥으로 향하는(outward)’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26) 안과 밖이 목적격으로 쓰였는지, 부사로

쓰였는지는 해석상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만일 ajjhatta와

bahiddhā가 목적격으로 쓰였다면 안을 관찰한다, 밖을 관찰한다

는 의미로 즉 정적인 관찰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부사로 쓰였

다면 안으로 관찰한다, 밖으로 관찰한다, 혹은 안을 향하여 관찰

한다, 밖을 향하여 관찰한다로 매우 역동적인 관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초기경전을 해석한 문헌을 보면 ajjhatta와

bahiddhā가 부사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27) ajjhatta와 bahiddhā

가 의미하는 것이 관찰 대상이 아닌 관찰의 방향성을 의미할 가

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내적 외

적은 연기적 현상을 관찰하는 방향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 내가 관찰하고 있는 현상이 어떤 현상을 원인과 조건으로

해서 일어났는지, 또 어떤 현상의 원인과 조건으로 작용하고 사라

지는지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처럼 붓다의 위빠사나는 연기적 현

상을 따라가며(anupassi) 관찰하는 매우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수

행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움직이는 역동적 연기현상을 따라가면서 보기 위해서는

밀착의 집중이 아닌 분리의 집중이 필요하다. 즉 이것에 의해 저

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지는 연기(緣起)의

역동적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데 있어서는 순발력이 떨어

지는 밀착의 집중이 아닌 ‘거리두기’의 집중이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로 집착을 벗어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거리두기’의 집중이 필요하다. 서구의 심리학 전통과 불교수행 등

동양의 수행전통을 통합하는 연구를 해 오고 있는 John Welwood

26) PED(1986) p.484.

27) 중앙승가대학교 역경학과(2006) p.27: ajjhattaṃ: adv., 안으로, 내적으로,

bahiddhā: adv., 밖으로, 외부에;각묵은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머문다”라고

부사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디가니까야 2. p.499; Maurice Walshe 역시

부사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Walshe(1995) 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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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심리학과 영적인 전통 모두 일상적 의식 상태에 문제가 생기

는 것은 무의식적인 동일시 때문이라고 본다’라고 말한다.28) 집착

과 동일시는 ‘달라붙음’ 이라는 측면에서 같은 의미를 갖는다. 왜

냐하면 동일시란 의식이 의식의 내용에 달라붙기에 발생하기 때

문이다.29) 붓다는 오온을 실체화하고 오온에 집착하고 오온을 자

기 자신으로 착각(동일시)하는데서 고통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장자여, 세상에 배우지 못한 일반사람은 … 물질(느낌, 지각, 형성,

의식)을 자아로 여기거나, 물질(느낌, 지각, 형성, 의식)을 가진 것을

자아로 여기거나, 자아 가운데 물질이 있다고 여기거나, 물질 가운데

자아가 있다고 여기며, ‘나는 물질(느낌, 지각, 형성, 의식)이고 물질(느

낌, 지각, 형성, 의식)은 나의 것이다’라고 여겨 속박됩니다. 그는 나는

물질(느낌, 지각, 형성, 의식)이고 물질(느낌, 지각, 형성, 의식)은 나의

것이다’라고 여겨 속박되지만 그 물질(느낌, 지각, 형성, 의식)은 변화

하고 달라집니다. 그 물질이 변화하고 달라지는 것 때문에 그에게 슬

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생겨납니다.30)

수행승들이여, 물질(느낌, 생각, 형성, 의식)은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는 것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

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관찰해야 한다.31)

문제는 움직임을 제거해버린 고정된 대상에 밀착하여 하는 집

중이 이러한 실체화와 자아의 느낌을 오히려 확대한다는 것이다.

Ñānananda는 의식의 고정이 자아의식의 확장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28) Welwood(2008) p.158 여기서 영적 전통이란 불교를 포함하여 특히

동양지역에 널리 분포된 수행의 전통을 말하고 있다.

29) “동일시는 아교와 같은 역할을 해서 의식이 의식의 내용-사고, 감정,

이미지, 신념, 기억 등-에 달라붙게 한다.” Welwood(2008) p.159.

30) SN. III. 1; 쌍윳따니까야 3. p.61 참고.

31) SN. III. 22; 쌍윳따니까야 3. p.10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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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쟈나’명상에서는 의식을 고정하기 위해 어떤 확정적인 하나의

지점을 고정된 요소로 선택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자기 본위의

이기심이라는 환영이 번식하는 곳, 그곳이 바로 이 고정성이다.32)

초기불교 수행자이자 임상심리학박사인 Jack Kornfield는 이것

을 ‘자아의 확대’과정이라고 말한다.33) 우리가 오온에 의식을 밀착

시킬 때 그것은 곧 나라는 느낌이 커진다. 집착은 말 그대로 마음

이 대상에 달라붙어 있는 현상이다. 마음이 대상에 달라붙어 집착

되었을 때 그 대상이 곧 나라는 나에 대한 실체적 개념, 잘못된

개념이 생겨나고 그것을 자기 자신과 똑같게 생각하는 ‘동일시

(identification)’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식이 오온으로부터

멀어질 때 즉 거리를 두고 의지하지 않을 때 이런 동일시의 착각

과 그 착각에서 비롯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수행승들이여, 의식이 물질에 접근하면 거기서 머물면서 유지되고

물질을 대상으로 물질을 바탕으로 향락에 의존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증대될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의식이 느낌(지각, 형성, 의식)에 접근하면 거기서 머

물면서 유지되고 느낌(지각, 형성, 의식)을 대상으로 느낌(지각, 형성,

의식)을 바탕으로 향락에 의존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증대될 것이다.

……

수행승들이여, 어떤 수행승이 물질(느낌, 지각, 형성, 의식)의 세계

에 대하여 탐욕을 버린다면, 탐욕이 버려짐으로써 그 대상이 끊어지고

의식의 바탕이 없어진다.

……

수행승들이여, 의식이 바탕을 찾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현행하

지 못하면 해탈된다.34)

32) 냐냐난다 스님(2006) p.89.

33) 잭콘필드는 사마타 수행을 통해 확대된 자아를 해체하기 위하여 사띠를

강화하는 위빠사나 수행이 사마타 수행에 이어지게 된다고 말한다. 잭

콘필드(2006) p.213.

34) SN. III. 53; 쌍윳따니까야 3. p.17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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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의식이 오온이라는 대상에 가까워질수록 그것에 의존해 의

식이 증대되고 의식이 오온의 대상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의식은

성장하지 못하고 해체된다. 더욱이 이러한 의식의 증장은 망상을

통해 확장된다. 접촉에 의해 일어난 느낌이 지각을 일으키고 느낌

에 접하여 일어난 지각이 생각과 망상 그리고 망상에 의한 관념

과 헤아림으로 확산되어 가며 일어나는 것이다.35) 사띠의 중요한

역할은 상(saññā)이 잘못된 개념의 확산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36) 사띠는 ‘거리두기’를 통해 의식이 대상에 가까이 밀착

되지 않도록 해 의식의 증장을 막고, 또 한편으로는 망상의 확산

을 방지해 자아의식의 확대를 막는다. 즉 이중의 차단막을 설치하

는 것이다. 이를 통해 느낌(受)이 애취(愛取)로 이어지는 고리를

차단한다.37)

이처럼 ‘밀착’의 집중인 사마디와 달리, ‘거리두기’의 집중은 오

온을 자아로 착각하는 동일시의 환상에서 벗어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3. 현대심리학에서의 사띠

불교의 전통적 명상수행인 위빠사나 명상은 서구 심리치료에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활용되고 있다. 미국에서 인지행동치료를 하

35) 이 과정은 맛지마니까야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M. I. 112
마두삔디까 경 .

36) “사띠는 적합한 인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며, 이것은

상(saññā)이 개념적 확산(papañca)으로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방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Kuan(2008) p.22.

37) 요한슨(Johansson)은 사념처 수행 즉 마음챙김 명상이 수(受)와

애취(愛取)사이에 차단막을 놓는 것이라고 말한다. Johansson(2006).

초기불교의 역동적 심리학,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정준영,
박성현(2010) p.2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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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치료자들은 대부분 다른 치료법을 겸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있

어서 세 번째로 선호되는 치료가 바로 ‘마음챙김치료’로 조사된바

있을 정도다. 마음챙김 치료는 과학적으로 지지받고 있으며 심리

치료에 있어서 세 번째의 큰 흐름이라는 의미에서 ‘제3의 물결’이

라고 불리고 있다.38)

초기불교 위빠사나 수행의 사띠(sati)는 서양에서 mindfulness,

noting, attention 등 다양한 영어로 번역되었으나 그 가운데 mind

-fulness가 가장 보편적 역어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서양심리학

에 도입되었던 mindfulness가 다시 한국으로 역수입되면서 마음

챙김, 주시, 알아차림, 마음지킴 등으로 번역되었으며 그 가운데

마음챙김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임상심리학자인 Christopher K. Germer는 마음챙김요소

가 접목된 프로그램을 ‘다중요소 치료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39) 여기에는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완화프로그램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MBSR), 마음챙김에 기반

한 인지치료(Mindfulness-bases cognitive therapy: MBCT), 수용

-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int therapy: ACT), 변증법적

행동치료(Dialectical behavior therapy: DBT)가 포함된다. 마음챙

김을 활용한 심리치료에서도 앞에서 살펴보았던 사띠의 ‘거리두

기’가 그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먼저 마음챙김에 대한 심리

학자들의 정의에서도 잘 드러난다.

Goleman은 마음챙김을 고정화된 지각으로부터 탈피하여, 매 사

건을 처음으로 발생한 것처럼 보면서,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의 사실에 직면하며, 내적 경험에 대해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

고, 수용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Martin은 어떤

특정한 관점에 집착함 없이, 주의가 조용하고 유연해졌을 때 나타

38) 크리스토퍼 저머. 불교평론 42호 인터뷰. 인터넷 사이트:

http://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941. 2012년

6월 20일 검색 .

39) 크리스토퍼 거머 외(2009)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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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신과 세계를 새롭게 경험하는 심리적 자유의 상태로,

Teasdale은 생각과 감정을 현실의 반영이 아닌 내적인 정신적 사

건으로 자각하는 능력 혹은 자기 자신을 생각과 감정에서 분리하

여 거리를 두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Hayes는 내적, 외적 경험과

거리두기 혹은 탈중심적 태도(distanced or decentered relationship)

로 말하고 있다.40)

또한 심리학자들은 마음챙김이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인으로 탈중심화, 노출, 탈자동화, 탈동일시 등의 개념을 꼽고 있

다.41) 탈중심화는 즉각적인 경험에서 한걸음 비켜서서, 사건과 사

건에 대한 자신의 반응사이의 공간을 만드는 능력, 혹은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마음 속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정신적 사건"으로

관찰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거리두기(distancing)와 유사한 개념으

로 정의된다. 탈동일시는 자기를 의식의 내용(생각, 감정, 감각, 행

위의 경향성)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펼쳐지고 있는

맥락, 혹은 장(field)으로 자각하는 것이고 의식의 내용과 이를 관

찰하고 있는 상위의 인식주체를 구분하여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

한다.42)

ACT에서는 인간의 심리적 고통이 상징과 사건의 융합, 생각/

느낌과 자기 자신의 융합인 인지적 융합에 의해 비롯된다고 보고

있는데,43) 마음챙김 기법을 활용해 이러한 융합으로부터 분리(탈

융합)하는 훈련을 시킨다. 또한 ACT의 맥락으로서의 자기(self as

a context) 형성은 사띠의 기억과 주의집중의 결과와 연결된다.44)

40) 정준영, 박성현(2010) pp.13-14.

41) 정준영, 박성현(2010) p.21.

42) 정준영, 박성현(2010) p.22.

43) “상징들은 그것들이 묘사하는 사건들과 그리고 그 사건을 묘사하는

사람들과 한데 뒤섞여 버린다. … 상징과 사건이 융합으로 인해 그

사건의 기능적 특성들이 심리적인 의미로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Hayes(2009) pp.106-107.

44) 크리스토퍼 거머는 ‘불교심리학의 가정은 맥락주의 세계관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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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밀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정된 자기

에 대한 관념을 버리고, 상황에 따라 변하고 드러나는 자기를 알

게 된다. 실체화된 자기 개념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기 개념과의

‘거리두기’를 통해 벗어나는 것이다. DBT에서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자기몰입적 성향을 약화시키고 환경과 감

각활동에 대한 자각을 증가시키기 위해 마음챙김을 활용한다.

불안이나 우울이 증가하면 주의력과 집중력은 감소하지만, 마음모

음[마음챙김을 여기서는 마음모음으로 번역했음]은 주의력과 집중력

을 증가시킨다. 급성 정신장애자들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몰입적인

self-absorption 성향을 띄게 한다. 하지만 마음모음은 환경에 대한 주

의를 증가시킨다.45) (대괄호 부분은 논자가 첨가)

불교수행에서 선정의 몰입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띠를 활용하듯

이 DBT에서는 자기 몰입적 성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음챙김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MBSR의 비집착(letting-go), 비판단(non-

judging), 수용(acceptance), DBT의 비판단적 수용 (acceptance

without judging), ACT의 수용(acceptance) 요소들은 접촉이 지

각과 생각에서 망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사띠의 기능, 즉

느낌에서 애착으로 연결되는 고리에 차단막을 설치하는 기능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마음챙김에 기반한 심리

치료에 있어서 사띠가 가지는 ‘거리두기’의 힘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서구 심리치료에서 마음챙김을 받아들이게 된 배경에도 ‘거리두

기’ 요소가 그 중심에 있었다. 이 과정은 마음챙김을 우울증 치료

에 적용한 MBCT의 개발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기록을 통해 볼

수 있다. 마음챙김을 만나기 이전에도 인지치료 내에 ‘거리두기’의

요소가 존재하고 있었다.

일치한다’ 고 밝히고 있다. 크리스토퍼 거머 외(2009) p.65.

45) Marra(2006)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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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치료는 내담자로 하여금 본질적으로 상위 인지인 통제된 처리

양식으로 전환해서 우울증 관련 인지 … 주로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

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 인지치료의 장기 효과는 내

담자가 향후 스트레스에 부딪혔을 때 이러한 인지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있다”46) (밑줄은 논자)

그러나 ‘거리두기’ 혹은 ‘탈중심화’ 는 그 치료의 중심에 있기

보다는 치료과정에 있어서 사고 내용을 바꾸는 하나의 수단에 불

과했다. Segal 등은 인지치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방법을 모

색하던 중 인지치료 개념 가운데 하나였던 거리두기와 탈중심화

가 더 중심에 올 필요가 있음을 발견한다. ‘거리두기’와 ‘탈중심화’

가 반추적 생각으로 골몰하는 환자들에게 ‘인지적 여유’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연구자들

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마

음챙김’ 을 경계성 장애 치료에 도입한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Marsha

Linehan을 만나게 된다.

“Linehan은 환자들이 강렬한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챙김’이라고 부르는 훈련절차를 개발하였는데, 여기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사실상 생각이나 감정과 관계를 덜 가지는

방식을 소개하였다.”47) (밑줄은 논자)

그녀를 통해 마음챙김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된 연구자들

은 Kabat Zinn박사의 MBSR 프로그램을 조심스럽게 탐색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찾던 ‘인지적 여유’와 마음챙김의 공통점을 발견

하게 된다. “Jon Kabat-Jin이 이를(마음챙김을) 표현한 방식을 보

면 인지치료의 탈중심화 효과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면서 머릿속

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잘 요약해 주었다. … 우리는

MBSR프로그램이 탈중심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이해했고 우리가

46) Z. V. Segal 외(2006) p.59.

47) Z. V. Segal 외(2006)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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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야 할 것이 이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48) 요약하자면,

인지치료 내에 존재하던 ‘거리두기’와 ‘탈중심화’의 요소가 더 중

심에 올 필요를 느끼고 이것을 환자에게 훈련시킬 구체적 방법을

찾던 과정에서 인지치료는 마음챙김과 만나게 된 것이다.

마음챙김에 기반한 심리치료 외에 불교수행에 영향을 받은 다

른 정신치료에서도 불교수행의 ‘거리두기’의 요소는 역시 핵심요

소로 작동한다. 정신과 의사이자 불교심리학자인 Epstein은 사띠

를 ‘순수한 주의집중(bare attention)’으로 번역하며 이것을 “연속

되는 지각의 순간들에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안에서 실제로 일

어나는 것을 명료하게 집중하여 알아차리는 것”으로 정의한다.49)

그리고 이 순수한 주의집중에 대해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감각적 경험과 네 반응을 구분하라. 그리고 네가 겪는 경험에 세

세한 주의를 기울이라”(밑줄은 논자)라고 부연설명한다. 또한 순

수한 주의집중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 혹은 좌절과 같은 자동

적 동일시에서 빠져나와 이런 두려움 혹은 갈등이 주변의 다른

무엇들처럼 담담하게 주의를 보낼 수 있는 상태로 간다.”50) 라고

한다. 순수한 주의집중 즉 사띠를 통해 감각적 경험과 반응의 분

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동일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Epstein은 불교명상은 거짓자기와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나르시즘

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이 점이 서구의 정신

치료가 명상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51)

이처럼 불교의 사띠가 서구의 심리치료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왔고 최근에는 마음챙김에 대한 심리학적 측정도구까지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마음챙김의 개념을 둘러싸고 심리학자들

사이에는 많은 이견과 혼란이 있어왔다. 이것은 사띠가 가지는 불

교적 맥락과 마음챙김이 가지는 심리학적 맥락의 차이에서 기인

48) Z. V. Segal 외(2006) p.62, 67.

49) Epstein(2006) p.147.

50) Epstein(2006) p.148.

51) Epstein(2006) p.156,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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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보인다.52) 따라서 사띠와 마음챙김에 대한 정확한 의

미와 구조, 그리고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이 둘의 차이와 공통점은

보다 명확해 질 것이다.

Ⅲ. 불교와 현대심리학의 사마디(samādhi)

1. 사마디의 의미

사마디는 집중을 의미하며 지혜와 깨달음의 필요조건으로 알려

져 있다.53) 초기불교에서 사마디는 계정혜 삼학의 정(定), 바른 집

중의 집중, 그리고 선지(禪支)로써 심일경성(心一境性, ekaggata)

을 의미하는 비교적 단순한 개념이었으나 후대에 들면서 청정도
론과 주석문헌 시대에 들어와서 세분화되고 복잡해졌다. 청정도
론은 사마디를 ‘예비사마디(parikamma samādhi)’, ‘근접사마디

(upacāra samādhi)’, ‘몰입사마디(appanā samādhi)’로 구분하고 있

다.54) 사마디는 붓다 이전부터 인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왔

던 용어다. 이러한 사마디의 의미에 붓다는 자신의 독특한 입장을

더해 ‘올바른 사마디(sammā-samādhi)’를 만든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런 맥락에서 사마디는 세 가지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

각할 수 있다. 가장 아래에 일반적인 의미의 사마디, 그 다음 올바

른 사마디의 사마디, 그리고 가장 상위층에 사마디와 사띠를 통합

한 삼학 내의 집중으로써의 사마디(定, Samādhi)이다.

52) 정준영, 박성현(2010) p.2.

53) PED(1986) p.685.

54) 정준영(2010) pp.30,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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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마디와 밀착

먼저 일반적인 사마디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기서 요

가에서의 사마디를 참고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요가는 붓다 이전

부터 존재해왔던 수행으로 불교의 성립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미

쳤으며 특히 사마디는 요가에서 가장 최고의 목적으로 추구되어

체계화되었기 때문이다.55)

요가는 B.C 3000년경 인더스 강 유역에서 인도 원주민인 드라

비다 인에 의해 세워진 인더스 문명의 유적지에서 요가식 좌법을

취하고 있는 신상(神像)이 발견되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56) 요가는 윤리적 수행, 육체적 수행, 심리적 수행의 단계로

구성되며 전자에서 후자로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는데 계

율의 수행은 금지계(yama)와 권고계(niyama), 몸의 수행은 좌법

(āsana), 호흡법(prāṇāyāma), 감각억제(pratyāhāra)로, 심리적 수

행은 다라나(dhāraṇa), 디아나(dhyāna), 사마디(samādhi)의 단계

로 이루어져 사마디에서 최고 정점을 이룬다.57) 심리적 수행의 세

단계를 살펴보면 다라나(dhāraṇa)는 마음을 고요하게 붙잡고 있

지만 그러나 마음에는 아직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디야나(dhyāna)

는 사랑에 빠지는 것에 비유될 수 있을 정도로 대상에 몰입하여

그 대상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다.58) 사마디(samādhi)는 주체와 객

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경험되는 요가의 최고 단계로 설명될 수

55) “사마디는 불교 이전 인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언어로 인도

사상의 계통에 있어서 요가파가 그 내용의 추구와 이론적 체계화를

이루어왔다.” 高崎 直道(1987) p.150 또한 “(사마디 수행이라고도 불리는)

사마타 수행은 다른 종교 체계에도 알려져 있었고 따라서 불교에

앞선다. 붓다는 이 방법을 필요에 따라 수정을 가해 위빠사나 수행의

전단계로 채용했다.” Jeong(2002) p.54.

56) 이태영(2004) p.15.

57) Viereck(1999) p.48. 또한 이태영(2004) p.135 참고.

58) Viereck(1999) pp.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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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것은 ‘이원성이 사라지는 단계’59)이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요가에서 추구하는 사마디는 대상과 완전히 하나되는 ‘완전한

밀착과 용해’의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요가 수행

이 있지만 사마디가 궁극적인 목표라는 점에서는 서로 일치한

다.60)

불교에서의 사마디에도 밀착의 요소가 보인다. 선정이 초선(初

禪)에서 이선(二禪), 삼선(三禪)으로 갈수록 이러한 밀착의 힘은

강해진다. 초선에서 마음을 대상에 밀착시키는 역할은 위따카

(vitakka)와 위짜라(vicāra)가 한다. 위따까는 마음을 대상으로 향

하게 하고 위짜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그 대상에 머물면서 밀착되

도록 한다. 청정도론은 “생각함(vitakkana)이 일으킨 생각이다.

… 이것은 마음을 대상을 향하여 기울이는 특징을 가진다. … 지

속함(vicaraṇa)이 지속적인 고찰이다. … 이것은 대상을 계속해서

문지르는 특징을 가진다.”고 말한다.61) 초선에서는 선지(禪支)로

위따까와 위짜라가 대상에 마음을 묶어놓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선에 들면 마음이 이미 그 대상에 안정적으로 밀착되므로 위따

까와 위짜라는 선지(禪支)에서 사라진다.

대신 이선에서는 선지(禪支) 요소 가운데 하나로 ‘한 곳에 집중

(cetaso ekodibhāvaṃ)’이 나타난다. 이것은 ‘마음이 한 지점에 통

합되어 있는(unification of mind with one-pointedness)’ 집중의

상태로 첫 번째 선정에서도 있기는 하였으나 집중이 강해지면서

두 번째 선정에서 뚜렷하게 부각되어 나타난다.62) 또한 이선에서

는 선지(禪支)로 사마디(samādhi)가 더욱 강화된다.63) 후대에 성

59) Viereck(1999) p.78.

60) “‘요가는 삼매이다(yogaḥ samādhiḥ)’ 라고 요가의 최고 경전인

요가수트라(Yoga Sūtra)의 주석서 Yoga Bhāṣya는 말하고 있다.”
정승석(2005) p.164 또한 “모든 요가 수행은 삼매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또한 그 삼매를 더욱 깊게 하고 시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박석(2001) p.55.

61) 청정도론 1. p.373.

62) Gunaratana(2002)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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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 상좌부 전통에서도 마찬가지다. 청정도론은 사마디를 ‘예

비사마디(parikamma samādhi)’, ‘근접사마디(upacāra samādhi)’,

‘몰입사마디(appanā samādhi)’로 구분하고 있는데 가장 마지막의

가장 강한 단계의 사마디로 ‘몰입(appanā)’의 사마디, 즉 대상과

완전한 밀착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 이처럼 선정은 밀착의 힘이

강하게 존재하는 의식상태다. Gunaratana는 선정에서 위따카(vitakka)

로 얻어진 니미따에 대해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위 둘(근접삼매와 선정)의 차이는 대상에 있지 않고 각각 선정의 요

소의 강도에 있다. 전자에서 선정의 요소는 아직 약하고 충분히 계발되

어 있지 않다. 후자에서 선정의 요소는 강해서 완전한 몰입의 힘으로

(with the force of full absorption) 마음을 대상에 밀어붙인다(thrust).64)

이처럼 요가 수행에서의 사마디, 그리고 불교 수행에서의 사마

디의 의미를 보았을 때 사마디는 밀착의 요소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집중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은 ‘올바른’ 의미의 사마디이다. 올바른 사마디(sammā s

amādhi)에서도 일반적 의미의 사마디처럼 밀착의 요소가 드러난

다. 불교경전에서 올바른 사마디는 사선정을 의미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정은 밀착의 힘이 강한 상태다. 고정된 대상을 향

해 흔들림없는 마음의 상태를 오랜 시간 유지하는 것이며,65) 그리

하여 잘 집중된 마음은 명상의 주제인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그

속에 침투하고 거기에 흡수되어 그것과 하나가 된다.66) 그렇지만

63) 이와 관련하여 청정도론은 “이선이야 말로 집중이라 불릴만한 가치가

있는 집중이다. 완전한 확신과 더불어 위따까와 위짜라에 의해 방해됨

없는 극도의 움직임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Gunaratana(2002) p.85 참고. 극도의 움직임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밀착이 이루어 져야 가능함으로 이선이야 말로 완전한 밀착이

공고해 지는 선정의 단계라 할 수 있다.

64) Gunaratana(2002) p.56.

65) Jeong(2002) p.56.

66) 월폴라 라훌라(2009)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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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의미의 사마디와 달리 올바른 사마디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밀착의 요소 외에도 분리의 집중인 사띠의 요소를 포

함하고 있다. 이것이 요가의 사마디와 불교의 사마디가 다른 점이

다. 요가에서는 사마디의 단계를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거리두기’의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 불교수행에

서는 ‘거리두기’ 즉 사띠는 선정의 깊어짐과 더불어 더욱 강해진

다. 사띠는 삼선(三禪)에서 선지(禪支)로 비로소 등장한다. ‘한 곳

에 집중(cetaso ekodibhāvaṃ)’이 이선에서 선지로 나타나지만 그

이전의 선정에서도 존재했던 것처럼 사띠 역시 초선부터 있었지

만 비로소 삼선에 이르러서 그 뚜렷한 특성이 부각된 것으로 볼

수 있다.67)

이처럼 올바른 차원의 사마디에서는 사띠의 요소, 즉 밀착의 요

소와 함께 거리두기의 집중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에 있어서는 역시 밀착의 힘이 훨

씬 강하다. 현상의 속성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선정에서 나와야 하

는데 선정이 밀착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생멸하는 현상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통찰은 선정에 몰입되어 있는 동안에는 행해질 수 없다. 왜냐면 통

찰명상은 조사와 관찰이 필요한데 이것은 마음이 한 지점의 몰입에

빠져 있을 때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68)

올바른 사마디 즉 선정에선 밀착의 요소가 중심을 이루며 사마

디와 사띠의 요소 즉 밀착과 거리두기의 요소가 함께 있는 상태

라고 할 수 있다. Walpola Rahula는 올바른 사마디에 대해 “정신

67) “(사띠는) 첫 두 선정에서도 일어난다. 그러나 이들 선정은 비교적

거칠기 때문에 사띠와 알아차림이 그 장점을 부각시킬 정도로 충분한

명료함과 함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Gunaratana(2002) p.92.

68) Gunaratana(2002)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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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장애의 제거와 새김〔사띠〕의 확립이라는 삼매의 과정에 수

반되는 올바른 집중은 정신 신체적인 멈춤과 대상의 관찰이라는

두 가지 계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69) 이것은 붓다가 일반

적인 의미의 사마디 즉 ‘밀착’의 사마디에서 더 나아가 밀착과 분

리를 중도적으로 포괄한 새로운 집중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

여준다고 할 수 있다.

3. 사마디의 다양한 활용

사마디를 키우는 사마타 수행70)은 사띠를 배양하는 위빠사나

수행에 비해 현대심리학에서 관심이 뒤떨어지는 듯 보인다. 그러

나 서구 심리치료에서 동양명상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사마타

수행에서 비롯되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Herbert Benson 교수는

연구를 통해 사마타 수행의 일종인 만트라 명상이 혈압을 낮추고

심장질환을 경감시키는 커다란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밝혀냈

다. 이 연구 결과는 이완 반응(The Relaxation Response)라는
책으로 발간되어 서구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이후 명상에

69) 월폴라 라훌라(2009) p.136.

70) 사마디와 사마타는 초기경전에서 볼 때 거의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사마타는 마음의 고요함을 의미하는 어근 ‘sam'에서 왔다. 사마타는

일반적으로 애써서 노력하다, 힘쓰다는 의미의 ’śam(sam)'에서 온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좀 더 발전된 의미에서 이것은 마음의 고요함,

평정, 열정의 부재 등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를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하므로 사마타는 많은 노력 끝에 얻어지는 마음의

고요함을 지칭하였다. … 이러한 모든 증거로부터

samādhi=jhāna=samatha의 등식이 가능하며, 사선정을 배양하는 것을

위빠사나 수행의 전단계로써 사마디 수행 혹은 사마타 수행으로 부를 수

있다.” Jeong(2002) p.62 위빠사나에 대응하는 수행으로 사마타 수행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사마디 수행보다는 사마타

수행이라고 지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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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심리과학적 연구에 자극제가 되었다.71)

또한 최근 들어 사마타 수행에 대한 현대심리치료의 관심은 매

우 높다. 그 일례가 UC Davis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

마타 프로젝트(The Shamatha Project)다.72) 이 프로젝트는 집중

수행이 인간의 사고와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를 수행는데 특히 주의집중, 감정 및 안녕감, 생리지표(biomarker)

의 부분에서 연구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집중 수행이 집중의 지속시간 특히 인지적 민감성의 지속에 긍정

적 영향을 미쳤으며 심리적 안녕감과 경외감(sense of awe)에 영

향을 미쳤다.73) 그리고 말단소체복원효소(telomerase)의 활동이

수행처에서의 집중수행이후 현저히 증가했음을 밝혔다. 이러한 연

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마타 수행에 대한 서구심리학의 관

심은 마음챙김 수행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서구심리치료의 마음챙김 요소에 사마타적인 요소가 혼용되어 있

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마타 연구에도 마음챙김의 요소가 혼재되

어 있다.74)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71) Benson(2000).

72) 사마타 프로젝트는

http://mindbrain.ucdavis.edu/people/jeremy/shamatha-project 참고.

(2012년6월9일 검색).

73) MacLean, et al(2010).

74) 훈련의 내용에는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 정신적 현상에 대한 관찰 등

마음챙김 수행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Sahdra(2011) p.301.



사띠(sati)와 사마디(samādhi)의 중도적 구조에 대한 연구 ∙ 55

Ⅳ. 사띠와 사마디의 중도적 구조

1. 중도(中道)

중도에 대해서는 불교의 긴 역사만큼 여러 관점들이 존재한다.

먼저 초기불교에서 중도는 팔정도(八正道)로 나타난다.

수행승들이여, 출가자는 두 가지 극단을 섬기지 않는다. 두 가지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탐착을 일삼는 것은 저열하고

비속하고 배우지 못한 일반사람의 소행으로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며

무익한 것이다. 또한 스스로 고행을 일삼는 것도 괴로운 것이며 성현

의 가르침이 아닌 것으로 무익한 것이다. 수행들이여, 여래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떠나 중도를 깨달았다. 이것은 눈을 생기게 하고 앎을 생

기게 하며 궁극적인 고요, 곧바른 앎,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끈다.

그 중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다. 곧, 올바

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사띠, 올바른 사마디이다.75)

중도를 팔정도로 이해하는 맥락에서 보면, 초기불교의 중도는

철학이 아닌 실천과 수행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76)

이에 반하여, 이러한 수행(修行)의 중도는 사상적 중도의 예비과

정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75) SN.V.420; 쌍윳따니까야 7. p.699 참고.

76) 각묵(2012) p.381 “중도는 철학이 아니라 실천이다. … 중도로 표방되는

수행은 총체적인 것이다. … 이러한 8가지가 총체적으로 조화롭게

개발되어 갈 때 그것이 바른 도 즉 중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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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외도들이 발견하고자 한 진리는 ‘本質이 되는 存在’였다. 세

계와 인간은 어떤 존재로 구성되어 있고, 그 본질은 무엇인가를 알고

자 했던 것이다. 우파니샤드의 브라만과 아트만, 유물론의 사대, 자이

나교의 五實在身 등은 모두 이같은 문제의 해답으로 제시된 것이다.

… 그러나 불타의 연기설은 실체를 문제삼지 않는다. … 철학의 문제

는 ‘세계와 인간을 구성하는 실체는 무엇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 인식하는 세계와 인간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 (따라서) 중도는 이같은 무의미한 철학을 버

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철학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77)

중도의 철학적 성격은 대승으로 갈수록 강화되어 일·이·거·래·

유·무·단·상(一·異·去·來·有·無·斷·常)의 극단을 떠난 팔불중도(八不

中道), 더 나아가 중론의 공·가·중(空·假·中)으로 정리되는 중도
의 철학으로 발전하였다.78)

초기불교의 중도가 팔정도이며 수행과 실천의 중도가 그 핵심

임은 분명하나 그것이 갖는 철학적 함의 역시 부인하기 힘들다.

중도를 실천의 중도로 보든, 올바른 철학적 태도로 보든 그 근간

에 놓여있는 것은 ‘두 극단을 떠나(ubho ante anupagamma) 뛰어

넘는 것’ 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이 팔정도의 실천수행체계에서 구

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본고에서 살펴보고

자 하는 사띠와 사마디의 중도적 구조이다. ‘두 극단을 떠나 뛰어

넘는 것’으로써의 중도는 팔정도 이외에도 비록 ‘중도’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경전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숫타니파타의 “치닫지

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아(yo nāccasari na paccasāri) 모든 희론을

뛰어넘은 수행승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

물을 벗어버리듯이”79) 라거나 쌍윳따니까야의 “벗이여, 나는 참으

로 머무르지 않고 애쓰지도 않고 거센 물결을 건넜다. 벗이여, 내

77) 이중표(2009) p.67.

78) 각묵(2012) p.379.

79) Stn.8; 숫타니파타, p.58 accasarā는 ‘초과했다. 너무 멀리갔다’ 는 뜻.

빠알리-한글사전,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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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머무를 때에는 가라앉았으며 내가 애쓸 때에는 휘말려 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처럼 머무르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거센 흐름을 건넜던 것이다”80)에서처럼 경전 전반에 걸쳐 나타난

다. Anālayo는 사띠란 경험을 억압하는 것도 경험에 과도하게 반

응하는 것도 아닌 중도적 반응임을 말한다.81) 이처럼 경전과 초기

불교의 연구자들의 견해들을 통해 볼 때 ‘두 극단을 떠나 뛰어 넘

는 것’으로 중도를 이해할 수 있다.

2. 거리두기와 밀착

앞에서 사마디는 밀착의 요소가, 사띠는 거리두기의 요소가 강

한 집중임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사띠는 많은 경우 밀착의 집중으

로 파악되고 있으며 실제 사띠 수행에 있어서도 밀착의 요소가

있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그 분리의 간극이 매우 작기 때문이다. 현미경으로

바라볼 때 마치 렌즈와 대상이 밀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세한 간격이 있다.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간격과

초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음의 작용은 시각과 매우 비슷하다.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들과 시각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많은 공통

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유사성은 놀라울 정도다. ‘마음으로 바라

본다’ 거나 ‘마음으로 관(觀)한다’라는 표현을 아무 거부감 없이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마음의 지혜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보면 ‘통찰(洞察, insight)’,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 등 시각과 관

80) SN. I. 1.

81) Anālayo(2003) p.267 "The element of non-reactive watchful receptivity

in sati forms the foundation for satipaṭṭhāna as an ingenious middle

path which neither suppresses the contents of experience nor

compulsively reacts to them."



58 ∙ 印度哲學 제35집

련된 단어들이 많이 사용된다. 또한 붓다는 쌍윳따니까야의 전

법륜경(Dhammacakkapavattanavagga) 에서 중도를 설하며 “수행

들이여, 여래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떠나 중도를 깨달았다. 이것은

눈을 생기게 하고 앎을 생기게 하며 궁극적인 고요, 곧바른 앎, 올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끈다.”라고 말하듯이 지혜를 알게 되는

것을 시각(눈)을 갖게 되는 것에 비유한다.82) 또한 위빠사나라는

이름에서 대표되듯이 불교는 가르침 전체를 통해 마음을 시각에

대한 비유로 드러낸다.

우리나라 말에서 시각을 통해 망막에 맺혀진 이미지를 뜻하는

상(像)과 마음속에 맺혀진 개념을 뜻하는 상(想)의 음가가 같다.83)

이처럼 마음과 시각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으며 작동방식에서도

그럴 것으로 유추된다. 즉, 마음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시각과

마찬가지로 초점이 필요하며 초점은 대상과의 적절한 거리, 즉 분

리를 통해 얻어진다. 아무리 밀착되어 보이더라도 거기에 주시,

관찰이 있기 위해서는 초점 거리가 필요하다. 사띠는 현미경의 바

라봄처럼 매우 간극이 적은 면밀한 관찰이므로 이것이 밀착처럼

느껴진다고 볼 수 있다.84)

82) SN.V.420; 쌍윳따니까야7, p.659.

83) 중국어에서는 발음은 같고 성조만 다르다.:想[xiǎng], 像[xiàng],

일본어에서는 매우 비슷한 음가를 가지고 있다.: 想[そ·そう],

像[ぞう·しょう]. 마음과 시각의 공통점은 마음의 작용을 카메라의

작동원리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카메라는 초점이 정확해야 또렷한

영상을 얻을 수 있고 또렷한 영상은 정확한 기록으로 남는다. 이것은

사띠(sati)가 ‘기억하다’ 라는 어원에서 출발하여 주시, 마음챙김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맥락을 유추할 수 있게 해 준다. 즉 사띠는 대상에 대해

의식의 초점을 명확하게 맞추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정확하고 명료한

기억을 갖게 되는 것이다.

84) 사띠에 대한 현미경의 비유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잭 콘필드는

통찰명상을 통한 자아의 해체과정을 설명하며 “(물질과 정신을 식별하는

지혜의 단계는) 주의력의 현미경이 초점을 제대로 맞춰 몸과 마음의

개별 과정들을 낱낱이 분석하는 단계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잭

콘필드(2006), p.214 또한 크리스토퍼 거머는 마음챙김의 수련단계를

설명하며 “오랜 시간 동안 조용한 장소에서 눈을 감고 앉아서 한 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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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사띠의 개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었을 가

능성이다. 붓다 사후 시간이 흐르면서 부파불교에서는 오직 위빠

사나 수행만으로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순관(純觀)주의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사띠 수행

은 대부분은 순관주의의 수행이다. 순관주의자는 사마디 대신 사

띠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통해 깨달음의 성취를 얻고자 한

다. 선정 수행이 빠져 있으므로 사마디 즉 밀착의 집중 요소가 약

하다. 따라서 순관주의 수행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밀착의 집중

요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사마디 수행이 빠진 사념처 수행에서

는 ‘밀착의 힘’을 선정수행이 아닌 사념처 수행의 체계 내에서 기

를 수 있도록 사띠를 변형된 방식으로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사띠 안에 밀착과 분리의 요소를 함께 넣어 수행을 하게 했으

며 이에 따라 사띠의 방식이 붓다 때와 달리 밀착의 요소를 더욱

풍부하게 가진 집중이 된 것이다. Anālayo는 그 변질의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들(순관주의자)은 사띠를 때때로 대상을 “공격”하는 것으로 묘사

하는데 이것은 마치 돌로 벽을 때리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이런 강력

한 용어는 관(觀)하는 도중에 상당한 정도의 노력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큰 노력은 아마도 깨달음을 향해 “건관(乾觀)”의 길을 따

를 때 상대적으로 약하게 개발된 집중을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일

것이다.85) (괄호는 논자)

사마디 수행을 통해 밀착의 힘을 키우게 되면 자연히 집중이

대상에 머무는 힘이 키워진다. 그 후에 사띠 수행을 하게 되면 대

상에 다가가려는 강한 의도나 노력 없이도 현상을 비교적 편안하

게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사마디 수행을 제외하고 곧장 사띠 수

대해 집중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때, 마음은 현미경처럼 되어

섬세한 마음의 움직임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한다. 크리스토퍼

거머(2009) p.37.

85) Anālayo(2003)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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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으로 가게 되면 대상에 머물고 밀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상

을 ‘때릴’ 정도의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86) 순관주의 수행은 밀

착의 집중인 사마디적 요소를 사띠 안에 포함시켜 수행함으로써

사띠가 본래의 의미와는 달리 밀착의 집중에 더 가깝게 변형되었

다.87)

세 번째로 붓다가 추구하는 집중이 분리와 밀착의 중도적 구조

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사마디가 아닌 올바른 사마디에

는 밀착의 힘을 핵심으로 하되 그 위에 분리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띠가 아닌 ‘올바른 사띠’에는 밀착의 요

소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사띠가 ‘거리두기’의 힘을 핵심으로

하는 집중임에도 밀착의 요소가 함께 보여지고 이에 따라 사띠를

밀착의 집중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3. 집중의 중도적 구조

올바른 의미의 차원에서는 사띠와 사마디가 각각 거리두기와

밀착을 중심으로 다른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보았다. 중도적 차

원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사마디와 사띠가 중도적으로 통합되

어 초월되고 있다. 이것은 사마타 수행과 위빠사나 수행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Gunaratana의 설명에 따르면 사마타

수행자 역시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선정에서 나와 통찰을 시작

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건관(乾觀) 수행자도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86) 서구에서 받아들여진 사띠(마음챙김)은 대부분 마하시 사야도의 수행

계통의 순관주의 수행을 통해서다. 서구의 심리치료에서 마음챙김을

설명할 때 이러한 ‘노력’ 과 ‘의도’가 과도하게 강조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87) 후대에 부파불교에서는 이러한 변형된 집중을 ‘찰나삼매(momentary

concentration, khaṇika samādhi)’로 설명한다. Gunaratana(2002)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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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정을 필요로 한다.

사마타 수행자는 선정으로부터 나와 통찰의 관조를 시작할 때 붓다

가 ‘존재의 청정에 이끌며, 슬픔과 한탄을 극복하고 고통과 슬픔을 끝

내며 바른 길과 열반의 성취에 유일한 길’ 이라고 표현한 사념처 수행

을 해야만 한다. … (순수위빠사나 수행자)는 순수한 통찰을 통해 열

반을 향해 가는데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선정수행자와 마찬가지로 출

세간의 선정(supramundane jhānas)을 필요로 한다.88)

어떠한 과정을 통해 열반으로 가든 마지막 단계에서는 지혜와

함께 선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앙굿따라니까야의
사마디바와나숫따(Samādhibhāvanāsutta) 에서는 삼매를 네 가

지로 나누며 그 안에 사띠로 이끄는 삼매를 말하고 있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네 가지 삼매의 수행이 있다. 네 가지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닦고 익히면 현세에서의 행복한 삶으로 이끄

는 삼매의 수행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닦고 익히면 새김〔사띠〕의

확립과 올바른 알아차림으로 이끄는 삼매의 수행이 있다. 수행승들이

여, 닦고 익히면 번뇌의 부숨으로 이끄는 삼매의 수행이 있다.89) (대

괄호와 밑줄은 논자)

또한 이어서 파타마사디숫따(Paṭhamasādhisutta) 에서는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해 언급하며 그 기준으로 ‘내적인 마음의 멈춤

(ajjhattaṃ cetosamatha)’과 ‘높은 지혜의 통찰에 의한 사실의 통

88) Gunaratana(2002) p.147; 청정도론은 선정을 세간의 선정과 출세간의

선정 둘로 나누고 있다. “얼마나 많은 종류의 삼매가 있는가?

근접삼매와 본 삼매로 두 가지이다. 그와 같이 세간적인 것과

출세간적인 것으로, 희열이 있는 것과 희열이 없는 것으로, 행복이

함께한 것과 평온이 함께한 것으로 두 가지이다. … 삼계에서 유익한

마음의 하나됨은 세간적인 삼매이다. 성스러운 도와 함께한 마음의

하나됨은 출세간적인 삼매이다.” 청정도론1. pp.269-270.

89) 앙굿따라니까야 4.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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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adhipaññadhammavipassanā)’을 말한다. 그리고 이 둘 가운데

어느 하나 혹은 둘 다 못 얻은 사람들은 부족한 것을 성취하기 위

해 노력해야 하고 또한 그것을 성취한 이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

하고 있다.90) 즉 사마디를 강화하는 사마타 수행과 떨어져서 사띠

를 강화하는 위빠사나 수행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정준

영은 아누빠다숫따(Anupadasutta)91)에서 나타난 경전의 예를

들어 사리뿟다가 초선에서 무색계 그리고 상수멸정의 모든 선정

단계를 거치며 그 안에서 위빠사나를 진행했음을 보이고 있다.92)

또한 우빤디타 사야도(Sayadaw U Pandita)는 선정을 설명하며

“이것은 대상에 달라붙어 있으면서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마음

의 속성을 가리킨다(it refers to the quality of mind that is able

to stick to an object and observe it)”라고 하여 선정이 일반적으

로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상태, 즉 대상에 달라붙어 있으면서

관찰하고 있는 상태를 포함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93) 다시 말해

양극의 대립을 극복한 중도적 집중을 말하고 것이다. 이러한 상태

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우빤디타 사야도가 독특하게 말하고

있는 ‘위빠사나 선정(vipassana jhana)’이라는 개념에서 드러난다.

위빠사나 선정은 마음이 한 대상에서 대상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허용하며 (동시에) 무상 고 무아의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머무를 수

있도록 해 준다. 위빠사나 선정 역시 초점을 맞추어 머무르며 열반의

환희에 고정되어 있는 마음을 포함한다. 사마타 수행자의 목표인 고요

와 몰입보다도 가장 중요한 위빠사나 선정의 결과는 통찰과 지혜이

다.94)

그러면서 우빤디타 사야도는 위빠사나 선정에서도 다른 선정과

90) 앙굿따라니까야 4. pp.230-234.

91) M. III. 25ff.

92) 정준영(2010) p.19.

93) Pandita(1993) p.179.

94) Pandita(1993)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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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초선에서 나타나는 5가지 선지(禪支)가 중요하다고 말

한다. 그러나 이 다섯 선지에서 더 나아가 “마음이 법(Dhamma)

을 향해 조금 더 가까이 침투하여, 마음과 물질의 상호관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때에 우리는 첫 번째 위빠싸나 선정에의

접근이 일어났다고 말한다”라고 밝히고 있다.95) 밀착하면서도 바

라봄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 의미의 차원에서는 사띠와 사마디는 서로 거리두기와

밀착이라는 대립되는 요소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올바른

의미의 차원에서는 아직 중심요소가 힘이 강하기는 하나 대립되

는 요소를 그 안에 포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중도적

차원이 되면 사띠와 사마디는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들고(相入) 초

월하여 사띠도 아니고 사마디도 아닌 이 둘을 넘어선 집중 즉 중

도적 집중이 된다.96) 이를 통해 볼 때 붓다가 말한 집중(Samādhi),

즉 중도적 의미의 사마디, 혹은 중도적 의미의 사띠는 사마디와

사띠가 그 안에 서로 포함되고 보완되고 초월되는 그러한 집중임

을 다음의 <그림 1>로써 알 수 있다.

95) Pandita(1993) p.182.

96) 상입(相入)은 ‘상호침투, 또는 서로 걸림이 없이 융합하는 것’(mutual

entry or penetration, or blending without any hindrance)을 의미한다.

박영의 편저(2010) p.481 불빛이 서로 스며들어 화합하는 것에

비유되기도 한다. 吉祥(1998) p.1266 참고.



64 ∙ 印度哲學 제35집

<그림 1> 올바른 노력은 올바른 사마디와 올바른 사띠의 바탕을

이루며 이 둘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97)

불교 수행에서 핵심을 이루는 사마디와 사띠의 개념에 대해서

많은 혼동과 오해가 있어 왔다. 먼저 사마디의 개념이 다소 혼란

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사마디의 의미가 후대에 들면서 다양화된

것에도 원인이 있지만, 불교 경전에서 사마디를 일반적 의미, ‘올

바른’ 의미, 중도적 의미의 사마디를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

문이다.98) 사띠 역시 마찬가지다. 사띠를 둘러싼 여러 논쟁에서

97) “정정진은 올바른 노력으로 설명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건전한

정신적 상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 이미 일어난 불건전한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건전한 정신적 상태를

계발하기 위한 노력, 이미 일어난 건정한 정신적 상태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Gunaratana(2002) p.12.

98) 팔정도에는 올바른 사띠와 올바른 사마디가 병렬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반면 사마디경(Samādhi-sutta)에서는 네 가지 사마디 수행에 대해

이야기 하며 그 세 번째로 사띠 수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네 번째로는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마디 수행을 닦으면 번뇌를 소멸하게

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취착하는 다섯 가지

무더기(五取蘊)들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며 머문다.”(A. IV. 41)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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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듯이 사띠의 개념에 대해서는 불교학자들 사이에서도 의

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99) 더욱이 사띠의 서구적 도입 개

념인 마음챙김(mindfulness)에 관해서는 더 할 나위 없이 많은 혼

동과 혼란이 있다.100) 이러한 혼란의 원인에는 사띠의 의미가 가

진 여러 차원들, 즉 일반적 , 올바른, 중도적 차원의 구별 없이 서

로 다른 맥락의 사띠 개념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

인다.101) 또한 의미에 있어서는 일반적 차원의 사띠 개념, 즉 거

리두기의 요소가 강한 사띠의 개념을 도입하고 실제 수행에 있어

서는 밀착의 요소가 혼용(混用)된 순관주의의 사띠를 도입한 서구

하여 사띠를 포함한 사마디를 말하고 있다. 또한 계정혜의

삼학(三學)에서도 사마디 안에 사띠가 포함되어 있다. 어떤 경에서는

사띠와 대립(병렬)되는 개념의 사마디를, 어떤 경에서는 사띠를 포괄한

중도적 사마디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마디에 관해 논의 할 경우 일반적 차원의 사마디를 ‘사마디(samādhi,

소문자)’로, 올바른 차원의 사마디를 ‘올바른 사마디(samma samādhi)’로,

중도적 차원의 사마디를 ‘집중(Samādhi, 대문자)’로 표기해 구분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99) 사띠에 대한 국내 불교학자들 사이의 논쟁은 크게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이 동시적인가, 차제적인가, 위빠사나만으로 가능한가하는

사마타-위빠사나의 위계에 관한 논쟁과 사띠의 어의와 그에 따른 적합한

번역어에 대한 논쟁으로 볼 수 있다. 김준호(2008b) pp.13-14 참고.

100) 마음챙김에 대한 서구학자들의 논의는 마음챙김 구성요소에 무엇을

포함시킬 것인가가 주요한 쟁점을 이루고 있다. 정준영, 박성현(2010)

p.15 참고.

101) 집중의 구조를 사띠 차원에서만 보자면 일반적 사띠는 ‘거리두기’ 의

집중, 올바른 사띠는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밀착’이 함께 하는 집중,

중도적 차원은 ‘거리두기’와 ‘밀착’이 통합된 집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언제 최적의 위빠사나가 이루어지는가의 논쟁은 ‘거리두기’와 ‘밀착’이

중도적으로 통합된 집중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최적으로

이루어지는가의 문제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된다면

‘위빠사나’ ‘사마타’와 같은 언어가 아닌 그 안에 담긴 실제 내용이

논쟁의 중심에 올 수 있다. 서구학자들의 마음챙김의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도 사마디와 대립된 ‘일반적 사띠’의 차원에서 다룬다면

‘거리두기’와 그에 따른 결과를, ‘올바른 사띠’의 차원에서 다룬다면

밀착의 집중요소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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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음챙김은 불교의 상입적이고 중도적인 사띠 개념과 많이 다

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불교수행에서 사띠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차원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그간 사띠와 마음챙김을 둘러싼

많은 논쟁과 오해들의 원인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고 이를 바탕

으로 앞으로 더 깊은 논의가 가능해질 수 있다.

Ⅴ. 마치는 말

본 논문에서 사띠와 사마디가 서로 대립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

으며, 초기불교의 집중은 이 사띠와 사마디의 이러한 대립적 요소

를 중도적으로 포괄하며 뛰어넘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보았다. 붓

다가 가르침을 설한 방식의 특징은 중도(中道)인데 이러한 중도적

구조가 계정혜 삼학에서 집중(定)인 사마디와 사띠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사띠는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불교 내에서도 그 의

미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구의 심리치료는 불교의 사띠를 마음챙김으로 수용하여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으나 점차로 불교의 수행적 성격을 버리고

오직 기법만으로 적용하고 있다. 사띠가 가지는 풍성한 맥락과 구

조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서구의 마음챙김에 기반한 심리치료

와 불교와의 관련성을 보다 정확하고 더 깊게 유지해 나가도록

하는 것도 향후 과제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1장에서 지금까지 사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

어 왔으나 사띠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만 집중하거나 사마디와의

관계에서 이 둘을 보완적 관계로만 이해하고 있음을 보았고 이

둘의 관계에 있어 중도적 구조를 밝히는 본 논문의 의의를 살펴

보았다. 2장 ‘불교와 현대심리학에서의 사띠’에서는 사띠의 의미를

살펴보고 사띠는 ‘거리두기’를 중요한 요소로 가지고 있는 독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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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임을 보았으며, 이 거리두기의 요소가 현대심리학에서 마음챙

김의 요소로 활용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3장 ‘불교와 현대심리

학의 사마디’에서는 요가와 불교의 선정을 통해 사마디는 밀착의

요소를 가진 집중임을 보았다. 4장 ‘사띠와 사마디의 중도적 구조’

에서는 집중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반적 차원에서

는 밀착과 거리두기의 상반된 힘을 가진 사마디와 사띠가 올바른

차원에서는 서로 상입하기 시작하고, 삼학의 집중(定, Samādhi)에

이르러서는 사띠와 사마디의 대립적인 요소, 즉 거리두기와 밀착

의 요소가 중도적으로 통합되고 있음을 보았다. 초기불교에서 추

구하는 집중은 오로지 사마디도, 오로지 사띠도 아닌 사마디 속의

사띠, 사띠 속의 사마디이며 더 나아가 사띠와 사마디를 넘어선

무엇이다. 밀착하는 힘과 분리하는 마음의 힘, 그 두 집중의 힘을

넘어선 중도적 집중이 붓다가 제시한 집중(定)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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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iddle-Path Structure

in Sati and Samādhi

Kim, Bumjin

Seoul University of Buddhism

The Middle Path is the way how Buddha taught the

dhammas. We can find this middle-way structure in many

of Buddha's teachings: Middle-way between asceticism and

hedonism, between eternalism and annihilationism, and

between being and non-being. This study shows that such

middle-path structure is not only restricted to those

mentioned above, but also can be seen in the relations

between sati and samādhi.

Precept(Sīla), Concentration(Samadhī), and Wisdom(Paññā)

are the three supreme principles of Buddha's teaching.

Given that Precept is the prerequisite of Concentration and

wisdom is the result of Concentration, we assume that

Concentration is at the center of Buddha's teaching and

practice. Concentration consists of right samādhi and right

sati. This indicates that clarifyng the meaning of samādhi

and sati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re very

critical in Buddhist practice. The study examines that

samādhi and sati have opposing factors to each other: sati

has 'distancing' factor while samādhi has 'adhering' factor.

In early Buddhism, Concentration has middle-way structure

that combines and transcends these two contrary factors.

Much research has been done on the topics of samādhi

and sati, but most consider sati and samādhi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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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mentary, not as contrary. None has taken the

approach of seeing these two as contrary factors which

later synthesized into concentration within a middle-path

structure. This study consists of four parts:

First part shows that sati is unique concentration which

has 'distancing' force in it and such distancing factor plays

a key role in mindfulness induced psychotherapy, which

scholars and researchers adopted from vipassanā practice in

western and psychotherapeutic context. Second is about

samādhi. Samādhi is concentration with 'adhering' force in

both the Yoga and Buddhist practices. Third part is about

the dimension of concentration. In the general dimension,

sati and samādhi have contradictory forces, but when

entering into 'right' dimension, these two begin to penetrate

into each other. And ultimately in the middle-path

dimension they are combined and transcended within

Concentration. This indicates that the concentration that

Buddha sought is not either sati or samādhi only, but the

middle-path Concentration that embraces and transcends

both of them.

Keywords: sati, samādhi, concentration, middle path,

mindfulness, jhāna, samatha, vipassan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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