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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가 요즈음 현대적 영성(靈性, spirituality) 문화의 확산과

관련하여 그 전모를 파악하고 관련하여 적절한 불교적 과제와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기 위하여 쓴 것이다.

탐구의 결과 그것은 뉴에이지 운동이 중심이고 아울러 자아초월심리

학과 윌버의 통합이론이 관련된 주요한 학문 또는 이론의 분야인 것으

로 드러났다. 그리고 뉴에이지의 의제는 놀랍게도 사상에서부터 수행

및 사회적 실천을 거쳐서 새로운 보편 종교 및 이른바 ‘신세계 질서’를

지향하는 거의 문명적 수준의 야심적이고 광범위한 것이었다. 윌버의

경우는 최근에 “제4전법륜”이라는 다소 어색한 기획을 시도하고 있고,

그것은 또한 배후에 어떤 영향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렇게 볼 때 넓은 의미의 영성 문화는 인류사회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에서의 문명적인 야심찬 기획

의 추구는 오히려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무아(無

我)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는 일반적으로 신(God)과 보편 종교를 추구하

는 이러한 영성 문화와는 어느 정도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편 종

교뿐만 아니라 세계정부를 포함하는 신세계 질서의 일관된 추구는 유토

피아라기보다는, 오히려 전 세계에 대한 유례없는 전체주의적 지배로

귀결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을 수도 있겠다. 더구나 21세기에 이르러서

사상계는 보다 다양한 사유나 문화를 한데 모아 운용하는 통합적

(integral) 또는 융합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불교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불교 자체의 발전이나 이러한 상

황에 대해 불성(佛性)과 같은 교의의 적용으로 만족한다기보다는, 한편

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여러 분야 및 그 사람들과 교류하며 필요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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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들은 받아들여서 그 자신을 보다 융화적으로 새롭게 형성해가고, 아

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사태를 직면하고 통찰하는 정화된 집중으로써 자

신의 사상과 문화를 적절하게 창조적으로 재창출해감으로써, 불교의 고

유성과 개별성을 역동적으로 유지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마침내는 불교조차도 잊으면서 서로 자발적인 다양한 모습으로 걸림 없

이 진실을 추구하고 세상을 위하는 움직임들을 서로 공명시키고 조율해

갈 때 더불어 티나지 않게 할 일들을 해갈 수도 있을 것이다.

들어가며

최근에 불교계에서 “영성”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

고 따라서 학술회의의 형식으로 불성과 영성의 문제에 관해 논의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거의 문

화의 수준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현상은 어쩌면 어떤 보다 더 큰

움직임들의 일면일 수도 있다고 보아서, 우선 그 큰 움직임들을

파악하고자 했다. 아울러 영성 문화적 함의를 지니면서 불교와의

유관성이 큰 두 분야, 즉 자아초월심리학과 윌버의 통합이론이 제

기하는 도전에 관해 알아볼 것이다. 이어서 그러한 상황에서, 그

리고 그것에 대한 불교적 대응과 함께 나아갈 길을 예비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먼저 I장에서는 “현대 영성 문화의 대두”라는 제목 아

래 영성의 개념과 특성 및 그 사상적 배경과 함께 “뉴에이지” 운

동에 관해 살펴보았다. II장에서는 그러한 움직임과 관련된 보다

학문화 또는 이론화된 것으로서 자아초월심리학과 윌버의 통합이

론이 제기하는 도전과 그 배경에 관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III

장에서는 그러한 현대적 영성 및 관련 문화에 대한 검토와 아울

러 그러한 상황에 대한 불교적 대응과 함께 새로운 접근도 모색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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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현대적 영성(靈性) 문화의 대두

1. 영성의 개념과 특성

“영성”이라는 말은 오늘날 여러 분야와 맥락에서 다양하게 널

리 쓰이고 있고 불교 문헌에서도 점차로 더 눈에 띄어가고 있지

만, 그 개념이나 의미는 그다지 명확한 것 같지는 않다. 대대분의

문헌은 자기만의 관점에서 서술을 하는 경우가 많고, 사전적 해설

도 다소 혼란스럽기도 하다. 그런데 마침 그린버그(Neil Greenber

g)가 바로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바로 주제로 삼아 “영성은 정의

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학제간의 논의의 성과를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1)이 정리가 비교적 잘 되어 있어 우선 그것부터 살펴

볼까 한다.

우선 ‘spirituality(영성)’의 사전적 어의는 다음과 같다.

(1)2) 영적인 성질이나 조건; 물질적 또는 세속적 이익에 반대되

는 것으로서의 영(靈, spirit)에 대한 애착이나 존중. (OED: spiritu

ality)

(2) 물리적이거나 현세적인(mundane) 것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의 보이지 않거나 접촉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관심. 종교적 가치들

에 대한 감상 (Wiktionary – spirituality)

(3) 한 개인의 평화, 목적, 타자들과의 연관의 느낌 및 삶의 의

미에 관한 믿음을 포함하는 깊고 종종 종교적인 느낌이나 신념들

과 관계있음 (Medical – 국립 암 연구소 – spirituality)

몇몇 관련 분야에 있어서의 영성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Neil Greenberg, “Can Spirituality Be Defined?”

http://notes.utk.edu/bio/unistudy.nsf/935c0d855156f9e08525738a006f2417/

bdc83cd10e58d14a852573b00072525d?OpenDocument (2014.8.28. 접속).

2) 이 일련번호는 필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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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 영성(spirituality)
(4) 영성이란 사람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로 하여금 그 자

신을 초월하게 이끄는 것이다. 비록 종교는 영성의 한 표현이지

만, 영성은 종교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Burkhardt, M. “Spirituali

ty: An Analysis of The Concept”, Holistic Nursing Practice, M

ay 1989:60-77)

신경행동적 – 영성
(5) 보르가르와 오리어리(Beauregard & O’Leary)로서 “영성은

어떤 것이든 신성한 것과의 접촉으로 경험을 이끌어 오는 것으로

생각되는 경험을 ··· 의미한다. (2007:59)

종교적 – 영성
(6) 이 용어는 유일신교도, 다신교도, 인본주의자, 뉴에이지 추

종자, 아메리카 토착인 등에 따라 아주 다르게 정의된다. 공통적

의미는 “세속적인 것들에 반대되는 것으로서의 형이상학적 사

태들(matters)에 대한 헌신”이다. 또 다른 정의는 “우리 자신 및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상대들을 새롭게 하고, 고양시키고, 편안

하게 해주고, 치유하고 고무하는 활동들”이다.3)

Wikipedia: 영성 
(7) ··· 그리하여 영적인 것은 전통적으로 물질적, 시간적 및 세

속적인 것과 대조되어 왔다. 인식된 연관의 의미가 영성을 중심적

으로 정의하는 특성을 이룬다. 즉 종교적 경외 존숭의 느낌, 또는

깨달음이나 열반을 포함할 수도 있는 자신보다 더 큰 형이상학적

실재와의 연관. 똑같이 중요한 것은, 영성이 건전성(sanity)과 심

리적 건강의 사항들과 관계된다는 것이다. 영성은 특히 해탈이나

구제에 속하는, 종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차원이다. 영성은 또

3) http://www.religioustolerance.org/gl_s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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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보다 중요하고(“더 높고”), 보다 복잡하거나, 자신의 세계관

과 보다 더 통합되는 것으로서 삶을 인식하거나 인식하기를 원하

는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많은 영적인 전통들은 공통된 영적

인 주제를 공유한다: “길(道)”, “작업”, 수련 또는 사람의 “참된”

성품과 여타의 존재 (신God, 창조물(우주), 또는 삶)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내면화시키고, 그리고 보다 충만한 자신의 “참된” “자기

(Self)”를 위하여 보다 작은 이기적 자아 (또는 자아)로부터 자유

롭게 되는, 전통.

자연주의(Naturalism):
“비록 자연주의는 처음에는 영성의 기초일 것 같지 않지만, 우

리 자신과 세계에 대한 자연주의적 비전은 영적인 경험을 고무하

고 그것에 관해 알게 해 줄 수 있다. 자연주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의 두뇌의 활동에 의해 구성된 심리적 상태로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러한 경험의 호소력을 감소시키거나, 그것을

덜 심오하게 만들지는 않는다.”4)

위의 문서의 내용 중에서 또 다른 사이트의 글5)의 한 부분을

인용한 “영성의 특성”이란 글은 결국 영성은 영적인 반응, 인지적

맥락, 그리고 영적인 수련과 관련된 것임을 얘기하고 있다. 종교
백과사전(Encyclopedia of Religion)(2005)에서 맥도널드(Mary

MacDonald)는 영성을 “고전적 영성”과 “현대적 영성”으로 구분하

고, 전자는 기독교, 힌두교, 불교 및 이슬람에서부터 오스트레일리

아 원주민의 영성까지 걸치는 것으로서 태어나거나 받아들이게

된 한 특수한 전통의 특유의 정서나 생활방식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후자는 평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이 지구와 관

4) http://www.naturalism.org/spiritua.htm [위 문서에서 재인용].

5) “Spirituality Without Faith”,

http://www.naturalism.org/spiritua1.htm#Characteristics (TWC 7/2001,

2014.8.28.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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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윤리와 생태론의 관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관

심을 종교적 수련과 결합하는 것으로 본다.6) 메튜 폭스(Matthew

Fox)는 그의 A Spirituality Named Compassion[영성 ― 자비의
힘(1979)]에서 자비를 강조하며 ‘우주알・지구촌・우리의 치유와
자비’7)(Ch. 8, Compassion and the Healing of Humpty Dumpty,

the Global Village and Us)8)에서 영성이 종교에 대한 대안임을

시사하고 있다.9)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영성을 앞에서 본 것처럼 고전적인

영성과 현대적인 영성으로 구분한다면, 전자는 종교적 전통에 관

련되고, 후자는 여전히 종교적인 면을 포함할 수 있으면서도 근본

적으로는 자연, 환경 및 수련 등과 관련하여 종교와는 별도의 위

상을 지난 세기말까지는 확립한 것으로 보인다.10) 영성은 앞에서

본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공통되기도 하면서도 상당한 차

이를 보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의미의 혼란스러운 풍요

함을 최소한의 공통점으로 추상하여 환원하지 않고, 오히려 차이

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이해하는 것이 그 사태에 보다 어울리

는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고전적 영성”과 관련하여 만약 현대의 시

각에서 기독교의 영성과 불교의 영성을 다 같은 수준의 영성으로

얘기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상당한 무리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

다. 영성(靈性)이란 근본적으로 영(靈, spirit)의 성품이고, 영은 기

독교와 같은 유신론의 경우에는 당당하게 중심적인 위상을 지니

고 있어서, 기독교 관련 문헌에서 영성 또는 ‘영적’이라는 말을 당

연히 그들의 “하나님”과 관련하여 설명한다.11) 그러나 불교의 경

6) “Spirituality”, Questia: Trusted Online Research,

http://www.questia.com/library/religion/theology/spirituality에서 재인용.

7) 폭스(2002) pp. 429-473.

8) Fox(1979) pp. 243-270.

9) “Spirituality”, Questia 재인용.

10) 같은 글.

11) 매킨토쉬(2000)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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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오히려 원래 숨(spiritus)을 의미하는 영의 함의를 지니고

있는 아뜨만(Ātman)을 연기론적(緣起論的)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부터 그 사상이 출발했을 뿐만 아니라, 영이나 신(神)이 원칙적으

로 본격적인 존재론적 위상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12) 불교도

가 어쩌다 ‘영적’이나 영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도 그것은

아마도 감성적이나 윤리적 의미로서의 방편적인 사용이거나, 또는

소통을 위하여 주요하게 느껴지는 사회적 흐름에 적응하기 위함

일 수도 있을 것이다.13) 아무튼 불교나 그러한 세계관을 공유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 ‘영성’이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오늘날 그것의 다양하고 유연한 자유로운 쓰임새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은근하게 근본적인 존재론적 문제제기

를 하고 있는 것이 되어, 우리도 거기에서 오는 이 애매한 긴장을

이 연구의 끝까지 안고 가며, 마지막 장에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도를 찾아볼까 한다.

12) 이런 언급에 대하여 혹자는 예를 들면, 49제(祭)의 예를 들며 반론을

제시할 수도 있을 지도 모른다. 과연 티벳 사자의 서에 관해서 필자는
그것이, 후기 밀교 전체가 그렇듯이, 상당히 베단타적이고 샤이비즘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어쩌면 불교 전체 사상의

실제적 상태는 단순히 연기-무아적이라기보다는 연기-무아와 범-아의

은밀한 결합의 상태인지도 모르겠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는 나중에 다른 기회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

13) “예를 들면, 현 제14대 달라이 라마가 종교와 spirituality(정신성, 영성)에

관하여, “실제로 나는 종교(religion)와 정신성(spirituality) 사이에 중요한

구별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종교는 하나의 또는 또 다른 어떤 신앙

전통의 구제(救濟, salvation)의 주장에 대한 믿음이고, 이의 한 측면은

아마도 천국이나 열반의 관념을 포함하는 형이상학적이거나 초자연적인

실재의 어떤 형태를 수용인 것이다. ··· 정신성은 사랑과 자비, 인내,

관용, 용서, 만족, 책임감, 조화감처럼 자신과 타자들에게 모두 행복을

가져다주는 인간 정신의 그러한 품성들과 관련된 것이라고 나는

본다.”고 하는 것도 그러한 하나의 경우라고 본다.(Dalai Lama 1999: p.

22). 한때 필자가 ‘정신성’이라고도 옮겼던 ‘spirituality’의 의미에 관한 또

다른 논의는 황용식(2006) pp. 9-15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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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상적 배경

아무튼 그러면 이러한 현대적 영성의 사상적 배경은 무엇인가?

부허(Anton A. Bucher)는 그의 영성심리학(2007)에서 “영성의

엄청난 인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14)라고 하며, “특히 20

세기 들어 60년대 이후 수용된 동양 전통들이 영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15) 영성의 대두에는 동서양의 사상이 모두

영향을 주었고, 그 대표적인 뉴에이지의 사상적 배경은 포스트모

더니즘이지만, 동양사상은 그보다 앞서 영향을 미쳤다.

뛰어난 수행체계를 갖추고 있는 불교와 인도철학 및 도가사상

은 영성을 포함한 현대문화에 널리 영향을 미쳐왔다. 그런데 동양

사상 중에서 특히 어떠한 갈래가 오늘날의 영성 문화의 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우선 크리슈나무르티(Krishnamurti)

와16), 그 사상적 원천으로서 그를 “세계의 스승”으로 키워낸 신지

협회(神智協會, The Theosophical Society)를 창립한 블라바츠키

부인(Madame Blavatsky, 1831-91)의 사상을 들 수 있다.

그는 신지학(神智學, Theosophy)을 “문명을 자임하는 어느 고

대 국가에서나 한 때 알려져 있었던 고대의 지혜-종교(Wisdom-

Religion)인 비교(秘敎)”로 정의했다.17) 그의 대작 비밀 교리(Th
e Secret Doctrine, 1888)의 “과학, 종교 및 철학의 종합”18)이라는

부제는 윌버류의 통합이론을 연상시킨다. 신지협회의 모토는 “진

리보다 더 높은 종교는 없다”19)로서 “모든 종교와 교파와 나라들

을 화해시키려고 한 것이다”.20)

그를 이은 베산트(Annie Besant)와 리드비터(C. W. Leadbeate

14) 부허(2007) p. 30.

15) 같은 책, pp. 35-36.

16) 전명수(2007) p. 737 참조.

17) “Helena Blavatsky”, wikipedia.

18) Blavatsky(1978) p. 1.

19) Blavatsky(1972) p. 2.

20) 같은 책, p. 3.



현대적 영성 문화 및 관련 사상의 대두와 불교적 과제의 모색∙ 105

r)에 의해 세계의 스승으로 키워진 크리슈나무르티는 그러나 1929

년에 동방성회를 해산하며 말한다. “진리는 길 없는 곳이요, 당신

은 그 어떤 길로도, 어떤 종교, 어떤 교파로도 거기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 제약되지 않고, 조건지워지지 않으며, 어떤 길로도

접근할 수 없는 진리는 결코 조직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순전히

개인적인 사항이라 ··· 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단 한 가

지 본질적인 일에만 마음을 쓸 것입니다.”21)

그는 나중에 다시 말한다.22) “진리는 ··· 자신이 직접 찾아내어

야 한다. ··· 자유는 ··· 방향이 없는 순수한 관찰이다. ··· 자유는

··· 그 존재의 첫걸음에 있다. ··· 자유는 ··· 선택을 여읜 자각에

서 찾아진다. 생각은 시간이다. ··· 총체적 부정이 긍정적인 것의

본질이다. 사랑이 아닌 모든 것들─욕망과 쾌락─이 부정될 때,

자비와 지성[intelligence]을 지닌 사랑이 있다.”

그의 사상은 특히 초기의 윌버23)와 물리학자 봄(David Boh

m)24)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서양에서 뉴에이지에 영향을

준 배경이 되는 사상은 이른바25) 포스트모더니즘이다. 포스트모

더니즘은 협의와 광의의 둘로 나눠지는데, 후자는 20세기 후반의

‘시대정신’이나 새로운 ‘문화적 패러다임’을 뜻한다.26) 주지하다시

피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요한 사상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는 ‘포스

트구조주의’의 “특징은 첫째, 인간 주체나 개별적인 자아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며, 둘째, 총체성과 획일성을 부정하고 다양성을 추

구하는 데 있다. 특히 다양성의 추구는 데리다(Jacques Derrida)

21) Lutyens(1975) pp. 293-94.

22) Lutyens(1983) pp. 204-5.

23) 윌버의 첫 번째 저서인 The Spectrum of Consciousness(의식의
스펙트럼)의 뒷부분은 임제선과 함께 특히 크리슈나무르티의 사상이
많이 포함된 것을 볼 수 있다. Wilber(1993) pp. 303-07.

24) Krishnamurti & Bohm(1985).

25) 간혹 유럽철학의 입장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26) 전명수(2006a) pp. 2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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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체주의’에서 잘 나타나는데, 데리다에게 ‘해체주의’란 선/악,

현전/부재, 진리/허위, 지성/감성 등과 같이 서구사상 전반에 산재

해 있는 이분법적 대립관계를 해체하는 비평작업을 의미한다. 즉

각자 해체하고자 하는 것은 주체, 이성, 절대, 실재, 정신, 신과 같

은 어떤 근원적인 본질어로, 이는 곧 다양한 해석으로서의 개방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데리다의 해체적 비판이 바로 ‘다양성’과 ‘다원

성’을 특성으로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기초가 된다.”27) 그런데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이 서구 사상과 종교에 부여한 변화를 크

게 종교다원주의의 인정과 이분법적 사유의 해체로 요약한다면

이 점이 바로 뉴에이지의 성립 조건이 된다.”28) 일부 학자들에 따

르면 “포스트모더니즘이 이분법적 사유의 해체와 개별 영성운동

의 출현을 가능하게”29) 했다는 것이다.

3. “뉴에이지” 영성

뉴에이지에 관해서는 많은 문헌이 나와 있고, 일반적으로 그것

을 뭉뚱그려 얘기할 때에는 “뉴에이지 운동”(New Age Movemen

t)으로 표현하곤 한다. 그런데 오늘날 사실상 하나의 문화의 모습

을 취해가고 있는 이 뉴에이지 운동의 중심에는 아무래도 영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이 뉴에이지 영성에 대해서는 마침 종교와

관련된 한 사이트에서 잘 정리한 것이 있어서 일단 그것을 중심

으로 다른 자료들이나 연구 성과와 함께 활용하며 서술해갈까 한

다.

“뉴에이지 운동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부류(class)이어서, 형식

적 종교와 달리 그것은 성스러운 텍스트도, 중심적 기구도, 회원

도, 형식적 사제(司祭)도, 지리적 중심도, 교의 등도 없다. 그들은

27) 같은 글, pp. 288-89.

28) 전명수(2006b) p. 416.

29) 같은 글, p.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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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그들의 몇몇 용어들에 대하여 서로 배타적인 정의들을 사용

하기도 한다. 뉴에이지란 사실상 자유롭게 흐르는 영적인 운동;

그들이 따르는 어떤 형식적인 종교에든지 덧붙이는 동일한 신념

들이나 수련들을 공유하는 믿는 사람들이나 수련자들의 네트워크

이다. 그들의 출판사들이 중심적 조직의 위치를 차지한다.”30)

1960년대 미국의 급진적 개혁주의 또는 반문화운동은 이후의

다양한 개혁적 사상이나 문화가 등장하는 모태가 되었다. ··· 그리

하여 (반)문화적 소용돌이 속에서31) “정신의 심층적인 욕구 충족

의 대안과 영성(spirituality)의 참뜻을 동양종교에서 찾으려”는32)

움직임은 훗날 트랜스퍼스널 심리학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아무튼 ‘뉴에이지’는 “60, 70년대의 반문화운동과는 성격

이 확연히 다른”,33) 광범위한 사회계층에 확산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뉴에이지’ 또는 ‘뉴에이지 운동’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으로

해당사회에서 ‘비전통적’, ‘비공식적’으로 인지되는 모든 의미체계,

실천방식, 조직을 가리킨다.”34) 학문적 담론에서 이는 종종 ‘신종

교’, ‘신종교 운동’, ‘컬트’(cult)의 범주에서 다루어지거나 이것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35) 뉴에이지가 의미하는 원래 의미했

던 점성술적이고 종말론적인 ‘새로운 시대’, 즉 천년왕국의 도래에

의 믿음은 부적절하다는 다수 학자들의 비판은 다음과 같은 대안

적인 개념들이 유통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영적 내적자각 운동’,

‘전체론적[holistic] 영성’, ‘대안적 영성’, ‘영성적 대안’, ‘자신의 영

성’, ‘영성 시장’ 등이 그것이다. 시마조노(S. Shimazono, 島蘭 進)

은 ‘뉴에이지’와 ‘정신세계’를 포괄하는 ‘새로운 영성 운동과 문화’

30) “New Age Spirituality”, Religious Tolerance. Org, Ontario Consultants

on Religious Tolerance. (http://www.religioustolerance.org/newage.htm,

2014.8.28. 접속).

31) 정인석(2003) pp. 75-76 참조.

32) 같은 책, p. 84.

33) 우혜란(2004) p. 169.

34) 같은 글 p. 171.

35) 같은 곳.



108 ∙ 印度哲學 제41집

라는 용어를 제안”하기도 했다.36)

뉴에이지 운동의 역사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되기도 한

다. “뉴에이지 가르침은 어떤 사람들에 인식한 바와 같은 미래에

대한 정신적(spiritual)이고 윤리적인 안내를 제공함에 있어서의

기독교의 실패와 세속적 인본주의의 실패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1

970년대 중에 유행하게 되었다. 그 뿌리는 많은 원천으로 추적해

볼 수 있다: 점성술, 채널링, 힌두교, 영지적 전통, 심령술(spiritual

ism), 도교, 신지학, 마법 숭배(Wicca) 및 여타의 신이교도(Neo-p

agan) 전통들 등. 이 운동은 1960년대에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

북아메리카에서의 초기의 뉴에이지 이정표들은 ‘연구와 깨달음 협

회’에서 주관한 “뉴에이지 세미나”와 1971년에 동서저널 이 만들

어진 것이다. 여배우 셜리 맥클레인[1934∼]이 아마도 가장 유명

한 현재의 인물이다.”37)

이 “뉴에이지 영성”에 관한 글에서 다음과 같은 ‘뉴에이지’는

없다고 본다. “어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정부, 언론, 학교 및

교회를 침투하고 있는 하나의 대규모의 고도로 조율되고 있는 지

하 뉴에이지 조직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38)

뉴에이지 믿음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39)

(1)40) 일원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단일한 신성한 에너지원으로

부터 나온 것이다.

(2) 다신론: 존재하는 것은 모두 신(God)이다. ··· 그들은 신을

자신 안에서 그리고 전 우주에 걸쳐서 찾는다. (3) 만유 내재신론

(panentheism): 신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신은 전우주이자 우

36) 같은 글 pp. 176-77.

37) “New Age Spirituality”, Religious Tolerance. Org. rio Consultants on

Religious Tolerance.

38) 같은 글. 그러나 이와 다른 견해도 있는 듯하다. Icke(1999).

39) “New Age Spirituality”, Religious Tolerance. Org.

40) 필자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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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초월하는 것이기도 하다.

(4) 환생(reincarnation): 힌두교에서 영혼의 윤회의 개념과 유사

하다.

(5) 업(業, karma) (6) 아우라(Aura)

(7) 개인적 변화(personal transformation): 심원하게 강렬한 신

비적 경험이 뉴에이지 믿음과 수련의 수용과 사용에로 이끌게 될

것이다. 인도된 형상화, 최면, 명상, 그리고 (때때로) 환각적 약물

의 사용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고 강화하는데 유용하다.

(8) 생태론적 책임: 때때로 가이아(Gaia), 살아 있는 존재인 (어

머니 지구)로 간주되는 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단결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

(9) 보편 종교(Universal Religion): 모든 것이 신이기에, 오직

하나의 실재만이 존재하고, 모든 종교들은 단순히 궁극적 실재에

이르는 상이한 경로들(paths)이다. ··· 그들은 모든 현존하는 신앙

들의 요소들을 담고 있는 하나의 새로운 보편 종교가 전개되어

나와서 세계적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을 예상하고 있다.

(10) 신세계 질서(New World Order): 물병(Acquarius)의 시대

가 열리면서 뉴에이지가 발달할 것이다. 이는 세계 정부가 있고,

전쟁, 질병, 기아, 공해와 가난이 종식되는 유토피아일 것이다. 성

(Gender), 인종적, 종교적 및 다른 형태의 차별이 종식될 것이다.

물병의 시대란 황도(黃道, zodiac)의 세차(歲差)에 대한 언급이

다. 지구는 대략 매 2000년마다 황도의 새로운 궁(宮)을 지나간다.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19세기에 물병 자리에 들어왔고, 따라서 요

즘의 시기는 물병 시대의 여명이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

이 20세기 말에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이전의 자리(宮)의 변화로

서 흥미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1) 1세기경 백양(Aries)궁으로부터 물고기(Pisces)궁으로. 이

변화는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 등장할 때 일어났고, 많은 개인들

이 유대교 사원에서의 동물희생으로부터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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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는 것으로 변화했다. 그 당시 교회의 주된 상징은 물고기였

다.

뉴에이지 수련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채널링, 수정(水

晶), 명상, 뉴에이지 음악, 점(占, divination), 점성술, 전일한(holist

ic) 건강, 인간 잠재력 운동.41)

저자 네빌 드루어리(Nevill Drury)는 뉴에이지의 네 명의 핵심

선구자들로서 스웨덴보르그(E. Swedenborg, 1688～1772), 메즈머

(F. Mesmer, 1734～1815), 블라바츠키(H. Blavatsky, 1831～1891),

구르제프(G. Gurdjieff, 1872～1949) 및 비베카난다(Swami Viveka

nada, 1863-1902)를 꼽고 있다.42)

뉴에이지는 다음과 같이 작업 가설적으로 정의되기도 한다.43)

요크(M. York): “‘이교도적’(pagan) 종교, 동양의 철학, 그리고 오

컬트-심령 현상의 혼합체”; 힐러스: “‘자신의 영성’을 강조하는 인

본주의의 낙관적, 축제적, 유토피아적 및 영성적 한 형태”; 하네그

라프(W. Hanegraaff): “’컬트적 환경‘(cultic milieu)과 동의어로 후

자가 자신을 어느 정도 단일화된 ‘운동’(movement)으로 의식하게

됨을 의미”; 루이스(J.R. Lewis)와 멜톤(J. G. Melton): “‘개인적 변

환’의 경험을 강조하는 광범위한 영적 하부문화(subculture)”. 이

들은 뉴에이지라고 문화현상의 여러 측면들을 나타낸다.

“뉴에이지 운동의 창시자로 평가받는 트레벨란(G. Trevelyan)

의 삼부작 중 첫 번째 저서인 물병자리 시대의 비전(A Vision
of the Aquairan Age)44)이 출간된 것은 1970년대 말이었다.” 우주

는 “정신이고, 지구는” “지각력이 있는 생명체이며, 인간은 육신이

라는 사원에 거주하고 있는 신성의 작은 물방울로서 본질적으로

정신적인 존재라는 전체론적 세계관(the holistic world view)이

41) 같은 글.

42) “New Age”,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New_age 2014.8.27

접속).

43) 우혜란(2004) p. 178.

44) 전명수(2005) p.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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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시각이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깨달음과, 우리

가 의식상의 큰 도약이나 눈부신 발전이 가능한 출발점에 서 있

다는 확신을 심어준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지금이 바로 뉴에이지

(New Age Now)임을 강조하고, 우리는 인간의 의식이 이미 ‘전

체’와 하나임을 자각하는 제2의 르네상스 시대에 살고 있음을 역

설한다.”45)

연구자들에 의하면 “뉴에이지 운동이 점차로 그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 명상과 자연과의 교감, 영성 개

발, 신비체험, 전인적인 치유 등의 수행이 다양하게 전개된 것은 1

980년대 이후이다. 퍼거슨(Marilyn Ferguson)의 물병자리의 공

모(The Aquarian Conspiracy)가 출간된 것이 바로 1980년인데,

이 책은 뉴에이지 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여 이 운동의 전

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념비적인 저작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는 “뉴에이지의 참여자들이 의식의 도약을 통한 패

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단순한 협력의 차원이 아닌 ‘공모’(共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46)

학자들은 뉴에이지 현상을 종교사회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후기 자본주의’나 ‘지구화’와 같은 이론적 틀이 동원되기도 한다.

즉, 포세메이(A. Posammai)는 동시대의 ‘종교 슈퍼마켓’ 현상은

생산위주의 자본주의가 소비위주의 자본주의로 이행되었다는 것

은 반영하며”47), “‘뉴에이지’는 진리와 가치를 판단하는데 ··· 소비

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유주의적 시장논리와 맥을 같

이 한다고 본다. ··· ‘대중문화’와 ‘뉴에이지’는 서로를 소비하고 있

는 것이다.”48)

“대표적인 ‘지구화 이론’은 마르크스적 시각에서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출현으로 야기된 정치경제적 변화와 그 성격, 즉 소위 삶

45) 같은 곳.

46) 같은 글, pp. 165-66.

47) 유혜란(2004) p. 188.

48) 같은 글, 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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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조건들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에 반해

로버트슨(R. Robertson)을 중심으로 다른 학자들은 여기에 베버적

인 시각을 추가하여 이러한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에 인한 주관

적인 차원에서의 변화에 주목한다.” “특히 사회(제도)로부터 개인

의 분리, 즉 개인화 경향은 동시대 서구문화에 팽배한 ‘표현적 개

인주의’─진정한 자아를 자신에게 부가된 사회적 위치나 역할과는

(심리적으로) 독립적으로 구축할 것을 요구─의 사조에 잘 반영되

어 있다고 평한다.”49) 국내에서는 이러한 뉴에이지에 대하여 “199

0년대 이후 갑자기” “비판적인 논문과 글들이 등장해서 아직 대부

분의 독자들이 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이해의 기반이 마련되

지 않은 채 비판담론을 마주하게” 되었다.50) “대체종교로 출발”한

뉴에이지는 “점차 종교의 외피를 벗어버리고 사회운동을 내세우

면서 실제로는 대중문화에 편승하여 그 생명을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51)

하나의 등장하는 문화로서의 뉴에이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자

연스럽게 저마다 다양한 찬반의 태도를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윌

버의 비판이 특히 흥미롭다. 그는 “대부분의 뉴에이지 사상이 그

가 전/초(前/超)오류(pre/trans fallacy)52)라고 부른 것에로 떨어진

다는 입장을 취한다. 윌버에 의하면 인간의 발달 심리학은 전개인

적인 것으로부터 개인적인 것을 거쳐서 초개인적(transpersonal,

자아초월적, 영적으로 진보되거나 깨달은)인 것으로 움직인다. 그

는 뉴에이지 영성의 80 퍼센트를 전이성적(전인습적, pre-convent

ional)인 것으로, 주로 신화적-주술적 사유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

49) 같은 글, p. 192.

50) 전 명수(2006b) p. 418.

51) 같은 글, p. 439.

52) “전초오류의 본질은” “전이성적 상태와 초이성적 상태가 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비이성적이기에 훈련되지 않은 눈에는 그 둘이 비슷하거나

또는 똑같이 보이기조차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그 전(前)과

초(超)가 혼동되자마자” 환원이나 고양(高揚)의 오류 중 하나가 일어나게

된다. Wilber(1998), s.v. “The Pre/Trans Fall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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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한다. 이는 (이성적인 것을 포함하고 초월하는) 초이성적

(post-rational) 진정으로 세계중심적인 사유와 대조된다. 대부분

의 뉴에이지 사상에 대한 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윌버는 그의

자아초월적 관점에 대한 강조 때문에 뉴에이지로, 그리고 보다 최

근에는 철학자로서 범주화되어 왔다.”53) 뉴에이지를 비판하는 이

뉴에이지적 사상가에 관해서 우리는 다음 장에서 보다 상세히 알

아볼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 ‘신영성 = 문화’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시마조

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조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종교는 이미 과거의 것으로 인식해 가고 있으며, 자신들은 그와는

다른 새로운 영성을 찾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영

성은 근대의 합리주의나 과학의 한계를 자각하여 그것을 극복하

려고 하는 것이라고도 말한다. 즉 예전의 종교와 같이 과학과 서

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과 합리성이 융합・일치되
는 새로운 知 (깨달음)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 새로운 영

성이야 말로 새로운 문명을 개척하여 인류의식의 진화를 가져오

는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54)

II. 자아초월심리학과 윌버의 통합이론의 도전

1. 자아초월심리학의 요지

서양의 심리학에서 인본주의 심리학에 이은 자아초월(transpers

onal)55) 심리학의 등장은 하나의 의미 깊은 돌파였다. 역시 매슬

53) “New Age”, Wikipedia.

54) 島蘭進, pp. 109-110.

55) 이런 맥락에서의 ‘transpersonal’은 ‘트랜스퍼스널’, ‘자아초월’, ‘초개인’

등으로 다양하게 옮겨지나 이 글에서 필자는 일관성을 고려하여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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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Abraham H. Maslow)가 주요한 역할을 하지만, 프랭클(Viktor

E. Frankl)과 아사지올리(Roberto Assagioli)와 초기의 윌버(Ken

Wilber) 및 그로프(Stanislav Grof) 등으로 대표되는 자아초월 심

리학의 주안점을 정인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인

간의 성장은 자아의 확립, 실존의 자각, 자기실현으로 지칭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공동체・인류・생태계・지
구・우주와의 일체감・동일성의 확립에 있다. 즉 자기초월(自己超
越)의 단계에까지 도달하는 데 있다. 둘째, 인간의 정신은 태어날

때부터 구조적으로 자기초월의 단계에까지 성장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잉태하고 있다. 셋째, 자기초월의 단계에 이르는 성장은 적

절한 방법의 실천에 의해서 촉진될 수 있다.”56)

이 자아초월심리학은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자아초월 연구(tra

nspersonal studies)라고 하여 더 이상 초월적 영역만을 다루는 것

이 아니라 후기의 윌버처럼 삶과 세계의 전 영역을 다루는 통합

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연구방법론과 같은

영역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룩하기도 하지만,57) 영성의 문제를 불

교와 관련하여 다루는 이 연구에서는 그것에 보다 의미 있는 윌

버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기로 한다.

이제 우리는 그의 첫 작품 의식의 스펙트럼(1977)58)으로 자

아초월적 탐구에 동참했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그 대열을 이탈

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통합이론을 발전시켜간 윌버가 영성과 관

련하여 제시하는 바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59)

‘자아초월’로 옮기도록 하였다.

56) 정인석(2009) pp. 33-34.

57) Braud & Anderson(1998).

58) Wilber(1993).

59) 이것은 황용식(2010) 중 일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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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윌버의 통합이론의 개요

켄 윌버의 사상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통합(integration)이고 그

이론은 통합이론(Integral Theory)이라고도 한다. 그의 사상의 또

하나의 키워드는 발달(development) 또는 진화(evolution)이다. 그

에 의하면 생명을 포함한 내면적이고 외부적인 온우주(Kosmos)

의 모든 존재가 발달 또는 진화하고, 그의 사상 또한 그러하다는

것이다. 윌버 사상의 해설로 알려진 레이놀즈(Brad Reynolds)는

윌버 사상발달의 다섯 단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60) • 윌버/

제1기(Wilber/Phase 1) 또는 “의식의 스펙트럼” (1973-1977), •

윌버/제2기(Wilber/Phase 2) 또는 “진화에로의 변혁” (1978-1983),

• 윌버/제3기(Wilber/Phase 3) 또는 “통합적 비전: 자기, 수준 및

라인(The Integral vision: Self, Levels & Lines)” (1983-1994), •

윌버/제4기(Wilber/Phase 4) 또는 “사상한(四象限)과 포스트모던

적 비판” (1995-2000), • 윌버/제5기(Wilber/Phase 5) 또는 “통합

적 AQAL 접근(Integral AQAL Approach)” (새천년). 하겐스(Sea

n Boyd Frye Hargens)는 이 다섯 단계를 각각 “낭만적”, “발달

적”, “라인”, “사상한” 및 “탈형이상학적”으로 명명하기도 한다.61)

이 중에서 윌버는 제4기의 대표작인 성・생태・영성이 출간

된 다음해에 모든 것의 역사에서 그 전반적인 내용의 간결한

요약 을 제시하고 있다.62)

윌버 우리는 ‘공’空, 창조성, 홀론[holon]63)에 대해 말하면서 시작했

60) Reynolds(2004) p. 15.

61) Hargens(2005) pp. 37-48.

62) Wilber(2000) pp. 221-224; 윌버(2005) pp. 396-400. 내용을 부분적으로

축약함.

63) 홀론이란 케스틀러(Arthur Koestler)가 조어(造語)한 용어로서 하나의

맥락에서는 하나의 전체(whole)이면서 동시에 다른 맥락에서는 한

부분(part)인 것을 가리킨다. 그는 이러한 새로운 개념으로써 원자론과

전체론(wholism)의 극단을 피하는 중도적 입장을 설정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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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요. 아니면 ‘영’靈(Spirit), 창조성, 홀론이었던가요. ··· ‘공’으로부터

홀론은 창조적으로 창발[創發, emerge]합니다. 그들은 창발하면서 진

화합니다. 이 진화, 혹은 ‘활동 중에 있는 영’Spirit-in-Action이 나타

남의 공통의 특징들을 20가지 원칙[The Twenty Tenets]이라고 요약

했는데, 이들은 곧 현현[顯現, manifestation]의 패턴들입니다. ···

그들[홀론들]은 초월하고 내포합니다[transcend and include]. ··· 홀

론의 상이한 측면들을 취급하는 이러한 사상한들 각각은 상이한 유형

의 진리, 상이한 타당성 기준[validity claim]을 갖습니다. ··· 우리는

진리[truth], 진실성[truthfulness], 공정성[justness], 기능적 적합성[fun

ctional fit]으로서의 이러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 영靈적 영역에서는

‘불’佛・‘승’僧・‘법’法입니다─즉 궁극의 ‘나’, 궁극의 ‘우리’, 궁극의 ‘그
것’입니다.

··· 이러한 상위적인 혹은 초개인적인 단계들에서 진화의 전 과정을

통해 존재해 온 ‘영’은 그 자신의 처한 조건에 대해 점차로 더 의식적

이 됩니다. ‘영’은 매 단계에서 그 자신을 더 많이 전개하면서[unfoldin

g] 그리고 그 자신을 더 많이 감싸넣으며[enfolding] 잠재의식적[subco

nscious]에서 자기-의식적[self-conscious]으로, 초의식적[superconscio

us]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영’Spirit은 자연 속에서 잠들어 있고, 마음

속에서 깨어나기 시작하고, 드디어 초개인적 영역 안에서 그 자신을

‘영’으로 인식합니다─그러나 그것은 전체 순차적 과정을 통해 현존해

온 동일한 ‘영’이어서, 전체 현시의 바탕이고 길이며 결실인 것입니다.

‘영’의 충격적인 ‘자기-인식’과 함께, ‘색’色(‘형상’Forms)은 계속하여

생겨나고 진화하지만 ··· 그들은 끝없이 투명하고 지극하게 ‘신성한’

‘일미’一味의 우주 내의 ‘공’空의 모든 ‘형상들’입니다. 가장자리 한계도

없고 밑바탕도 없고 최후의 안식처도 없고, 오직 ‘공’空과 끝없는 ‘은

총’Grace만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빛나는 우주적 ‘유희’Play는, 그

거침없는 해방 속에 찬란하게 빛나며, 또 그 완전한 방하착放下着[놓

아버림] 속에, 끝없는 충만함을 넘어서는 끝없는 충만함 속에, 이 기적

윌버는 그를 따라서 실재가 기본적으로 부분/전체들, 즉 홀론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이 홀론들이 이루는 위계가

홀라키(holarchy)이고, 이 홀라키가 보이고 있는 존재의 기본적 연결

패턴이 “20가지 원칙tenets”이다. 내면과 외부의 세계로 이루어진

온우주는 바로 홀라키로 조직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Wilber(1995)

pp, 18,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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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자기-해방[해탈]하는 우주적 ‘춤’Dance 속에 황홀해하며, 시간

을 초월한 영원한 몸짓에서 영원한 몸짓으로 열광적으로 기쁨이 넘치

는 관심과 함께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주목하거나 그것을 찬

미하는 노래를 하는 자조차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윌버가 공(空)과 영(靈)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불교라면 공은 결코 영일 수 없을 것

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윌버 나름대로의 해석이며, 이는 원래 자

신의 신앙인 기독교의 핵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교를 받아들

이고자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며, 아마 남미의 Master Maitreya

도 유사한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윌버/제5기는 Integral Spirituality[통합 영성] (2006), 켄 윌버
의 통합 비전(2007), 건강 웰라이프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한

켄 윌버의 ILP(Integral Life Practice ···)(2008) 등의 저서로 대
표된다. 이 시기에는 온 상한, 수준, 라인에 상태(state)와 유형(ty

pe)을 더한 통합적 AQAL 접근과 함께 그 “통합적 탈형이상학(IP

M: Integral Post-Metaphysics)과 통합방법론적 다원주의(IMP: I

ntegral Methodological Pluralism)에 바탕을 둔 AQAL-IMP 모

형”64)을 전개하고 있다. 다소 급진적인 성격의 이 단계의 사상은

몇 가지 참신한 관점과 함께 특히 불교나 이슬람을 포함한 다른

종교나 전통적인 사상에 대한 이해나 태도에 있어서 상당한 논란

의 여지를 남기고 있기도 하다.65) 이 시기에는 AQAL 접근에 있

어서 사업에서부터 “정치, 생태, 교육에서 의학, 과학 및 영성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적 방법론의 실용적인 적용에 보다

큰 역점을 두고 있다.”66)

이 AQAL 모형 자체는 사업, 정치, 과학 및 영성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이론을 산출할 수 있는 모태로서의 역할을 할

64) 조효남(2008) pp. 38-39.

65) Hwang(2007) pp. 8-25; 조효남(2008) pp. 411-484 참조.

66) Reynolds(2004)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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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동시에 “AQAL 메트릭스”(母體) 또는 “A

QAL 메타 이론”으로도 불린다. 윌버는 이러한 AQAL 모형과 관

련된 분석에서 전근대(premodern), 근대(modern), 후근대(postmo

dern)의 시대적 구분을 자주 사용한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서양

역사의 이러한 시대구분을 다른 문명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까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다.67) 윌버의 제5기의 사상과 관련

해서는 이를 포함한 적잖은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불교의

입장에서는 특히 다음의 보다 근본적인 도전에 맞닥뜨리게 된다.

3. 윌버의 “제4전법륜”의 도전과 그 배경

윌버는 최근에 불교의 이른바 “제4전법륜(轉法輪)”을 제안하며

내어놓은 “The Fourth Turning: Imagining the Evolution of an I

ntegral Buddhism”[“제4전법륜: 통합 불교의 전개를 상상함”]라는

제목의 작은 전자 소책자68)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절대적으로 세계의 핵심적인 종교들이 그들의 근본적

인 교의와 법[dharmas]과 복음을 갱신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 ··· 나의 논제는, 위대한 전통들의 핵심적인 이념들을, 많은

영적인 경험, 영적인 지성에 관한 많은 발견들, 그리고 지난 천년동안

발견되어온 영적인 발전들을 추가하는 훨씬 더 포괄적인 기준틀(종종

“통합적 기준틀” Integral Framework이라고 불리는) 속에서 문자 그

대로 지켜내고 재해석하며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옛

것을 포함하면서도 그것과 충분히 양립할 수 있는 상당한 분량의 새

로운 자료들을 보탬으로써 그것을 본질적으로 근대와 후근대 세계에

서 최신의 것이 되게 하는, 그 전통의 중심적인 가르침을 “초월하면서

포함하는” 하나의 영적인 기준틀이다. ··· 불교 그 자체가 ··· 언제나

그 자신의 가르침의 계속적인 전개와 확장에 개방되어 왔었다. ··· 불

67) 윌버의 제5기 사상에 대한 소개와 비판으로서 Hwang(2007) 참조.

68) Wilber(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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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그 자체가 이미 세 (또는 네) 차례에 걸쳐서 그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주요한 진화적인 펼침을 행해왔었다.

이 짧은 책자는 세 주요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 그리고 3부는

통합적(Integral)이 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불교의 미래를 비교

하며 불교 자체의 가능한 미래에 관한 몇몇 숙고를 함으로써 마치고

자 한다. 이러한 미래는 다른 주요한 전통들 자체의 그것과 다르지 않

다. 이 영적인 체계들은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근대적이고 후근대적인

세계로 끌어내어져 올 필요가 있고, 아니면 소멸에 직면(face extinctio

n)하게 될 것이다(아니면 그 대신, 점점 더 유치한 마음의 상태로 한

정되고 말 것이다).69) 불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은, 그 본

질에 있어서, 사실상 다른 모든 종교들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

다.70)

비록 그가 일본의 선사의 지도 아래 견성의 체험을 했다고는

하나,71) 이후 불교와 성격이 다른 종교, 예를 들면 기독교나 이슬

람 등의 종교 전통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융합한 통합이론을 전개

하고 궁극적인 실재를 공과 신(神) 또는 신성으로 동시에 얘기하

는 사람이 불교의 새로운 전법륜을 자임하여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는 종교전통의 현대화가 그 자신이 발전시켜온 통합적 기준틀

에의 초월적 포함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아무튼 그는 이 일을 추진하고 관련 학술대회도 개최하였

으며 (2014.4.4-6) 내년에는 관련된 본격적인 책을 출간한다고 하

니 관심 있는 불교의 관계자들은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전체적

인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늦지 않게 나름대로의 현실적인 대

비를 해가야 하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에 윌버의 이 “제4법륜”에 관하여 흥미로운 새로운

사실에 접하게 되었다.72) 그런 에피소드를 떠나서 통합적 사상가

69) 필자의 강조.

70)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http://fourthturningbuddhism.com/#doshin 참조.

71) Reynolds(2004) pp. 20-23.

72) 타이센 사이토(Taisen Saito) 선사라는 분이 쓴 켄 윌버의 이단 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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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윌버로 하여금 그러한 다소 어색한 시도를 하게 할 정도

로 근본적인 영향을 준다니 다소 놀랄 만하기도 하다.73) 아마도

아르헨티나인인 그는 마이뜨레야 불교대학(Maitreya Buddhist U

niversity)74)를 포함한 다른 한 불교사원 및 한 불교대학을 세우

고, 2012년에는 이 세 조직과 함께 세계불교협회(World Buddhist

Association, WBA)를 조직했다고도 한다. 불교와 기독교를 나름

대로 융화시키면서도 불교를 강하게 내세우며 여러 학문들을 융

합해 들이는 다소 난해한 독특한 길을 가고 있는 듯하다.

III. 현대적 영성 및 관련 문화에 대한 검토와 불교적

과제 및 새로운 접근의 모색

1. 현대적 영성 및 관련 문화에 대한 검토

우리는 지금까지 뉴에이지를 중심으로 한 현대적 영성 문화와

영적이면도 최근에는 보다 통합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 자아초월

심리학과 윌버의 통합이론 및 그가 최근에 제기하고 있는 “제4전

법륜”에 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제 불교적이거나 또는 관련된 관

점에서의 과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이러한 문화와 이론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검토가 요구된다.

(1) 오늘날 뉴에이지적으로 폭넓고 유연하게 쓰이는 용어로서

짤막한 글은 윌버의 이른바 “제4법륜”이 사실은 그가 속해 있는 그룹의

지도자인 Master Maitreya(Gabriel Ponti)가 2012년에 Maitriyana의

이름으로 선포한 불교에 대한 혁명적인 새로운 비전(통합불교 또는

화합Reconciling불교)을 윌버에게 알린 것을 그가 “베껴서”, “그 자신의

창조물로” 세상에 알렸다는 것이다. Saito(2014).

73) Mane(2013) 등.

74) http://maitreyaiaf.wix.com/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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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성(靈性, spirituality)’으로써 생각해보자면 고전적 영성은 모

든 주요한 종교의 어떤 성격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물론 불교도

포함된다.

(2)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연기(緣起)와 무아(無我)를 역설하

며, 기존의 신들을 속박된 영역에 위치시키는 불교의 입장에서 보

자면 이러한 어법은 다소 어색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그러나 달라이 라마가 언급했듯이 영성이란 것이 사랑과 자

비처럼 타인들의 복리에 대한 관심의 표현으로서 종교와 구분해

서 사용되는 것이라면, 세태에 따라서 방편적으로 ‘영성’이라는 말

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우리는 앞에서 보았듯이 뉴에이지 사상이 최근에는 미래에

대한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안내의 실패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197

0년대 중에 유행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일단 그러한 사상의 대두

를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

(5) 더구나 뉴에이저들이 어떤 교의나 실천을 부과하는 것을 경

계하면서 각자 자유롭게 스스로 체험과 실험을 해가면서 스스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삶의 길을 찾아간다는 그러한 자유분방한 개

인적인 태도는 우리로서도 상당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겠다.

(6)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시지올리, 프랭클, 그로프, 매슬로, 초

기의 윌버와 같은 사람들이 보여준 서양인들로서는 비교적 미지

의 정신의 영역에로 기존의 통념이나 관행과 대결하며 기존의 제

도권의 학문적 분과와 경계를 넘어가면서 새로운 연구 성과와 수

련의 결실을 맺은 그 선구자적인 노력에도 경의를 표하고 싶다.

(7) 그리고 후기의 윌버가 그의 최근의 이른바 “탈형이상학적

인” 제5단계의 정교한 사상까지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사회의 상

당히 여러 분야에서 그의 사상이나 수련의 영향이 미치고 있음도

역시 인정한다.

(8) 그리고 알고 보니 윌버에게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

는 Master Maitreya(Prof. Dr. Gabriel Ponti)의 경우도 남미의 종

교적 환경에서 그 정신적 유산을 끌어안으면서 불교를 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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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구제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필자로서도 아직은 거

의 아는 것이 없지만 일단은 조금 당혹스럽고 상당 기간 동안 지

켜봐야 할 것 같다.

(9) 아무튼 이제부터는 이러한 현대적 영성 문화 및 관련 사상

의 대두와 관련하여 불교적 과제를 살펴보기 위한 예비적 작업으

로서 그러한 문화에 대한 약간의 비판적 검토를 해볼까 한다. 먼

저 뉴에이저들이 자유분방한 탐구와 실험을 하는 것은 좋지만, 어

떤 면에서 비슷한 성격의 윌버가 지적하듯이 그중 80 퍼센트가

전이성적인 신화적-주술적 사유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정도

라면 그 전반적인 수준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10) 그러면서도 그들이 자본주의 체제와 긴밀하게 연동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과연 우리 인류의 미래에

얼마만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수준에서 그

들이 내세우는 소위 “신세계 질서(New World Order)”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듯이 과연 “전쟁, 질병, 기아” 등이 “종식되는

유토피아”가 될른 지, 아니면 그것이 오웰식의 1984년과 같은

전체론적 체제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

가? 자연에 생물종의 다양성이 있듯이, 사상이나 문물도 다양한

가운데 경협(競協)을 통한 공존이 더 낫지 않을까?

(11) 그들이 그러한 수준에서 내세우는 일원론, 다신론, 만유 내

재신론 및 보편 종교와 같은 관념이나 그 체계의 진실성과 타당

성 및 현실적합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12) 그 와중에 그들이 환생이나 업, 개인적 변화 및 생태론적

책임에 관심을 가진 것은 상당히 평가할 만하다.

(13) 윌버의 경우에는 그의 많은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필자가

이미 비판한 바 있지만,75) 특히 “제4전법륜”은 다소 법답지 못하

고 또한 어느 정도 공격적이고 팽창주의적이지 않은가?

75) Hwang(2007).



현대적 영성 문화 및 관련 사상의 대두와 불교적 과제의 모색∙ 123

2. 영성과 불성, 그리고 불교적 과제의 모색

우리는 앞에서 현대적 영성 문화와 아울러 자아초월심리학 및

통합이론을 살펴보고 그 문화와 사상을 대략적으로 검토해보기도

하였다. 이제 그러한 영성을 불성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그리고

관련하여 불교적 과제를 생각해보려 한다.

(1) ‘영성’이란 말이 불교계에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하니까

‘불성’을 주제에 포함시켜 학회를 열면서 대응하는데, 결과적으로

주로 불교 안에서의 불성과 영성에 관해 살펴보게 된 것 같다. 혹

시 조금 소극적이고 수용적인 것은 아니었을까?

(2) 영성은 이제 거의 문화적 수준으로 우리에게 육박하고 있

다. 앞의 “뉴에이지” 영성에서 보았듯이 그것은 종교적/영적 이론

(1∼5)에서부터 체험(6∼7), 전지구적 윤리(8), 종교적 목표(9), 그

리고 총체적인 세속적 질서(10)에까지 나아가고 있다. 그것도 영

성 관련 경제적 활동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 그것은 이제 거의

문명적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불성을

얘기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3) 다른 시각에서 신세계질서란 것을 제외하고 뉴에이지의 다

른 요소들을 본다면 그것은 상당히 현대적으로 힌두교적인 성격

을 방불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불교적 인도(Buddhist India)”

이후의 인도 불교의 역사적 행로가 떠오른다. 불교가 과연 이번에

는 잘 해 나아갈 수 있을까?

(4) 이제 인도에서의 역사적 흐름에 따른 불교의 철학적 대처의

실질적 내용에 관해 살펴보자. Anātman(無我 또는 非我)을 내세

우고 시작한 불교는 그 자체적인 이론-수행의 역동과 다른 철학

사상과의 구제론적 경쟁의 구도 속에서 점차로 연기에 대한 보다

더 깊은 통찰의 결과로서 반야, 공, 중도, 불성, 알라야식, 여래장,

진여, 일심, 법신 등의 교의를 발전시켜가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

는 그렇게 전개된 불교적 구제론의 최고의 원리가 점차로 우파니

샤드-베단타의 Ātman≡Brahman(我≡梵)의 원리에 수렴해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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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아닐까? 과연 인도에서 그 당시 불교가 힌

두교에로의 융해를 피할 길이 있었을까?

(5) 만약 오늘날의 상황이 그 당시 인도와 유사한 면이 어느 정

도 있다면, 그렇다면 이번에는 불교가 다르게 대응하며 길을 개척

해 나아갈 수 있을까?

(6)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데 약간의 시사점을 던져줄 만

한 흥미로운 다음과 같은 얘기가 앞에서 언급했던 위키피디아의

“New Age” 기사 중에 보이고 있다.

21세기에 작가들과 행동가들은 뉴에이지 뿌리를 갖는 정치적 기획

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전에 왔던 기획과는 다르다.

··· 이들 텍스트에서 뉴에이지 정치적 조망(perspective)은 정당한(legi

timate)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모든 것과 똑같이

강점들과 맹점들을 지닌 단지 여럿 중의 하나로서만 제시되고 있다.

그 결과는 뉴에이지 정치적 기획의 성격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었다.

만약 모든 정치적 조망이 독특한 강점들과 의미 있는 약점들을 갖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시도했던 것처럼 모든 사

람을 뉴에이지 정치적 조망으로 개종시키려고 애쓰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뉴에이지의 조망을 포함한 모든 정치적 조

망을 고려하는 보다 높은 정치적 종합을 구성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

게 되는 것이다. 많은 21세기 책들이 정치와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이러

한 접근의 토대적인 측면들을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그것들은 켄 윌버

의 모든 것의 이론(A Theory of Everything, 2001), ··· 등이다.76)

이는 달리 얘기하자면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인식과 담론의 수

준이 보다 통합적(integral)이고 복합적인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불교의

상당한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통합적 사상과 수행의 체계들

에 대해서 불교가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

76) “New Age”, Wikipedia(http://en.wikipedia.org/wiki/New_age). 밑줄은

필자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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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7) 거칠게 보자면, 자연스럽게는 적어도 어떤─즉, 통합성과 복

합성의─ 면에서는 수준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 작은 집합과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더 큰 집합이 대결하게 되

면 전자는 후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말이 나고 말 것이 아닌가?

물론 아직 다른 많은 점에서는 불교가 뛰어나지만......

(8) 이제 시선을 달리 움직여서 불성(佛性)을 생각해본다면, 불

교가 바로 불(佛), 즉 깨달음의 종교이기에, 원칙적으로 불성, 즉

깨달음의 성품은 역사적 불교 어느 시점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불성론77)이 어느 시점에 찬술되고, 불성 사상이 중국의
사상계에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왔다면 그것은 보

다는 표출의 문제였으리라. 아무튼 이제 다양한 불성 이론들과 여

래장 사상 중에서 지면의 제약상 대표적인 한 가지만 생각해 보

도록 하자.

(9) 최근의 한중일 삼국의 학자들이 협동작업 끝에 펴낸 동아
시아에 있어서 불성・여래장 사상의 수용과 변용(2013)에 담긴

현대적 연구들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담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김성철(金星喆)의 삼론학의 불성

론: 입파자재(立破自在)한 무의무득(無依無得)의 중도불성론(中道佛

性論) 78)이 시선을 끌어 당긴다.

삼론학에서의 중도불성론(中道佛性論)에서 “진정한 불성은 이론이나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나 개념의 영역을 벗어남으로

써 체득된다. 논의의 틀 자체를 파기한다”79) ‘상대방에 맞춘 통찰’로서

수평적인 횡론(橫論)과 ‘통찰의 깊이’에 관계되는 수직적인 수론(竪論)

으로써 상대방이 ‘개념을 통해 정인불성을 추구하려는 시도’ 자체를

전복시킴으로써 정인불성(正因佛性)을 드러내는 방식을 취한다.80) 그

77) 김성철(2013).

78) 린민대학 불교와종교학연구소외(2013) pp. 75-108.

79) 같은 책 p. 90.

80) 같은 책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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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먼저 계형(Type)을 올려 불성에 대한 개념적 논의 자체를 파기

함으로써 불성의 정체를 드러낸다. 그런 다음에는 계형을 다시 낮추어

문제가 되던 여러 이론들을 불성으로 활용한다. 이것이 바로 “집착에

서 벗어나면 모든 것이 옳을 수” 있는81) “입(立)과 파(破)에 자유자재

한 무의무득(無依無得)의 중도불성론”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분별을

초월한 중도의 통찰’과 ‘가명에 의한 분별적 설명’을 함께 제시“한다는

것이다.82)

불성을 반야로써 이해하는 삼론학의 이러한 접근은 특히 일깨

움의 방법론적으로 탁월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삼론학에서의 통찰과 이론의 이러한 활용은 지금 이와 같이 어려

운 상황을 대처해야 하는 우리에게 상당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10) 그런데 삼론학에서의 이러한 방식, 그리고 그 외의 인도나

동아시아에서 발전시켜온 불교의 교학이나 수행만으로써 오늘날

의 거의 문명적인 규모의 문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까? 아마 충분히 그렇지는 못할지 모른다. 우리의 불교와 불교 관

련 학문이나 문화는 최근에 실로 놀랄 정도의 발전을 해왔다. 그

러나 우리의 불교는 실제에 있어서는 혹시 여전히 조금 불교중심

적 또는 자기중심적인 면이 상당히 있는 것이 아닐까?

(11) 불교가 현실을 제대로 직면하고 대처하려고 한다면, 적어

도 필자가 보기에는, 다른 많은 문화나 사상체계들을 인식하고 인

정하며, 자신과 삶과 세계의 전 스펙트럼에 걸친 다양한 존재자들

과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그들과 마음을 열고 교류하며

그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

는 중중무진의 법계(法界)인 것이고, 중생을 받아들이고 함께 하

는 자비(慈悲)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마음을 열고 일

상에서부터 과학, 기술, 철학, 종교, 그리고 예술에 이르기까지 다

81) 같은 책 p. 95.

82) 같은 책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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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존재 영역들의 타자성을 인정하고 감상하면서 현상으로 드

러난 하나의 존재자로서의 스스로의 부족함도 보고 인정하는 동

시에 본래의 공한 한없는 풍요함을 언제나 누리면서, 이 시대와

이 세계, 그리고 모든 존재들과 함께 호흡해갈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뜻이 있어서 모아 행하다보면 저절로 그렇게 되어갈 것이다.

(12) 마침 바렐라(F. Varela) 등이 인지과학에서 신체화된 정념

(正念)/자각(自覺) 명상(mindfulness/awareness meditation)과 함

께 창발(創發, emergence)과 발제(發製, enactmenent)를 중관(中

觀)과 연관시켜 볼 수 있었던 것도 큰 시사를 줄 것이다.83) 인류

의 역사가 전개되어 오면서 현대철학과 과학 등 인류 활동의 주

요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문제를 서양사상의 기존의 이론

적 틀로서는 충분히 이해하거나 해결할 수 없었기에, 니체와 하이

데거를 거쳐 데리다, 그리고 현대물리학 및 예술에 이르기까지 기

존의 이론과 실천의 해체와 새로운 이론적 틀과 실천의 모색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13) 그리고 그렇게 해체해가는 과정은 부분적으로는 도가적인

면을 포함하면서도 상당히는 불교적인 면모가 많았다. 그리고 그

렇게 해서 다시 새롭게 구성해가는 체계 역시 도(道)의 면을 포함

하면서도 인도에서 동아시아에 걸친 불교의 철학과 수행을 닮은

면이 많았던 것이다. 그런 점이 바로 25세기를 넘어서도 아직도

젊은 불교의 뛰어난 점이며, 그런 점에서 불교의 핵심적인 내용들

은 적어도 그 만큼은 미래적 문명의 근간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14)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교 또는 도가 사상이 그 자체로서

미래의 문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동양의 지혜들의 그 뛰어남

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지성이 종교적으로 기울고, 동아시아의 지

성이 정치사회적으로 쏠릴 때, 그리스와 근현대의 서구의 지성은

보다 더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자 애써왔던 것이다. 근대와 현대

83) Varela et al(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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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본적인 문제성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 뛰어난 점들을 우리

는 아직까지도 배워오고 있지 않은가?

(15) 진실 또는 진리는 어느 한 쪽에 의해 독점된 적이 없고,

모든 시대나 문화 또는 문명은 이 지구라는 마을의 장터에서 저

마다 내놓을 것과 가져갈 것이 따로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에

의존하고, 서로를 필요로 하며, 서로의 거울로서 비취주기도 한다.

이는 동서양만이 아니라 생명체들 및 환경과의 사이에서도 마찬

가지일 것이다. 이 삶과 세계는 이토록 총체적인 것이다.

(16) 이렇게 근거 있는 자부와 겸손을 지닌 이 지구 마을의 한

영역에 속한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적절하게 타자들과 교류하

고 배우며 참여해가는 동시에, 지혜와 자비와 방편을 포함하는 불

교의 장점들을 살려가며, 역사와 상황이 요구하는 문화적 창조를

이 현대 문명의 용광로를 통해 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열린 융화와 자발적인 창출로서 오늘날의 융합적인

문화적인 환경에서 흡수, 해체, 융해되는 위험을 벗어나고, 오히려

깊게 멀리 보고 느끼는 더불어의 주체로서 융화적인 창조적 번영

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과연 이것으로 충분한 것일까?

3. 새로운 접근의 모색

사람에 따라 앞에서의 접근으로 충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

나 불교도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여럿 중의 하나인 이상, 다른 모

든 사람들과 존재들 및 이 세상에 보다 널리, 가까이, 그리고 친근

하게 다가갈 수 있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불교란 무엇인가? 평이하게는 바로 함께 일깨워져 가고 서로를

위함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고따마 붓다의 주요한 가르침이

연기와 4제(諦)라는 것은 그가 마침내 그런 깨달음에 이르게 한

심원한 물음을 스스로와 세상에게로 묻고 치열하게 탐구하고 추

구하여 행해가며 그 분명한 답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철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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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가 그의 주요한 비판서들을 그렇게 내놓았을 때 그 역시 먼

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물음을

묻고 답을 구했을 것이며, 그렇게 구해진 답은 인류에게 아직까지

도 그 값있는 만큼의 빛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위기와 기회가 함께 주어지고 있는 이 역사

적 시점에서 각자 안팎에서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물음이나 욕

망을 알아차리고 진지하게 그것에 대한 답이나 적절한 충족을 구

해봄직 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서 이 몸-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자신과 삶과 세계의 진실은 무엇이고 우리가 함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라면, 다른 상황에 놓

인 다른 몸-마음들에는 아마도 다른 물음들이 떠오르거나, 이러한

상황 자체가 전혀 다르게 파악되고 접근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우리는 특히 오늘날 현상세계의 갈수록 더해가는 다양

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서로간의 차이를 감상하고 존중하는

가운데에도, 각자 나름대로 비록 자연스런 시행착오를 거쳐 가면

서도, 그래도 무언가 소중한 것을 찾아 알고 더불어 행해가려는

마음으로 애를 쓰고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과

정성과 염원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때, 그때는 이미 불교의 온갖

뛰어난 마음들이, 인류의 온갖 지혜로운 마음들이, 김형효가 “(깨

닫는) 정신의 철학”84)이라고 부르는 불교와 도가, 하이데거와 데

리라를 포함한 초탈적 사유의 철학자들이, 그리고 이른바 진실한

뉴에이저들이, 그렇게도 바라고 애써오던 바가 실제로는 이미 이

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양한 생각과 태도를 가진 사람

들이 서로 간에 자연스런 갈등과 어울림과 더불어 뜻을 모아 무

언가 자타와 세상을 위한 방향으로 통하고 행해 나간다면, 그것이

설령 각자가 선호하는 특정한 이념이나 믿음 또는 세계관이나 방

식으로서는 아닐지 몰라도, 그것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살고자 애를 써온 수많은 사람들과 존재들의 뜻이 티나지 않

84) 김형효(2000)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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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렇

게 온갖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질 걸림 없는 무위적인 자발적 움

직임들이 바로 오래고도 새로운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가며

우리는 지금까지 현대적 영성 문화와 그것과 관련된 사상으로

서의 자아초월심리학과 윌버의 통합이론과 거기에서 제기되는 이

른바 “제4전법륜”을 살펴보고, 그것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불

교적인 과제로서의 적절한 대응과 함께 새롭게 나아갈 길도 모색

해 보았다. 오늘날 넓고 유연하게 쓰이는 ‘영성’이란 말로 과거의

종교를 본다면 불교 또한 영성을 지니는 것이 되는 것이다. 영성

이 비록 사랑이나 자비 또는 타자에 대한 배려처럼 종교와 구분

되는 윤리적 정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해도, 그것이 영(靈)의 성품

인 한에서는 무아(無我)와 공(空)의 사상인 불교로서는 어느 정도

의 거북함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융합적인 시대에 불교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 본래의 뜻을 펼치

는 것을 포함한 의도로써 넓은 의미의 영성 문화의 공과를 살펴

보고, 불교의 허실 또한 돌이켜 보았다.

이러한 방향의 분석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은 융합적이고 공격

적이라 할 만한 현대의 다양한 구제론적 성격의 사상들의 공세를

대체로 평화적이고 단정한 불교가 맞서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

세는 어떤 면에서는 마치 천여 년 전에 융합적인 힌두교의 세력

확장에 맞선 인도에서의 불교의 움직임이 마침내 그 자신을 안팎

으로 해체하고 융해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어버린 상황을 연상시키

는 면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론학적인 이른바 “입파

자재(立破自在)”의 중도불성론을 포함한 종래의 불교로서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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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름대로 대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식만으로는 충분하

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21세기의 통합적이고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사상체계

에 보다는 단일하고 단순한 성격의 사상으로서 맞서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과감하게 문호를 열고 진정

으로 대승적으로 이 세상의 온갖 사람들을 포함한 존재자들과 존

재 및 문화들과 교류하고 어울리며 그들을 적절하게 받아들이면

서 융화적이 되는 것도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가능한 대로 정성을 다하는 자신의 온존재의 충일함으로

써 마음을 두는 사태를 궁구하고, 그것과 함께 하는 사무침에서

일어나는 상호협력을 통한 자발적인 창조적 분출을 통해 상황에

맞게 자타의 고유성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어울리면서도 홀로 있

음(aloneness)의 개별화를 개인적이면서도 집단적인 수준에서 끊

임없이 이루어감에 의하여, 불교로서 융화적 개별성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융화하는 데 있어서는 바렐라처럼 인지과학과

불교를 서로 어울리게 할 수도 있고, 김형효처럼 초탈적인 정신의

철학으로서 동서의 종교와 철학을 한데 아우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 각자가 불교조차도 잊은 상태로, 다만 자신

과 삶과 세계와 더불어 안팎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솟아올라오는

근본적인 물음과 과제들을 직면하고 묻고 답을 구하면서 해결하

려 애쓰고 행하고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들

이 온갖 자연스러운 어려움과 갈등을 겪는 가운데에도 점차로 역

시 자연스러운 공명과 조화를 이루어 갈 때, 그때 불교를 포함한

온갖 사상으로부터 뉴에이지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모습의 진실

한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은 이미 이루어져가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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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ise of Contemporary Spiritual Culture 
with Its Related Disciplines and Search for 

the Task for Buddhism

Hwang, Yong Shik

Formerly Seoul University of Buddhism

These days it is quite noticeable that contemporary spi-

ritual culture has been being spread far and wide. I wrote

this paper in order to investigate the whole scheme or cir-

cumstances in which it has been such as we observe and

also to search for the task for Buddhism and for any other

possible alternative approach to the situation. As a con-

sequence of this investigation, it has been revealed that it is

centered on the New Age Movement and is also accom-

panied mainly by its related disciplines of Transpersonal

Psychology and Ken Wilber’s Integral Theory. The agenda

of New Age ranged surprisingly widely from thought and

theories through practice and social activism, and up to the

Universal Religion and even the New World Order. In the

case of Wilber, he was seen making an attempt to some-

what awkwardly launch “the Fourth Turning” of the Wheel

of the Dharma, and unexpectedly even a certain origin of

influence upon him from background was also detected.

Somehow contemporary spiritual culture in its wide

sense is thought to be capable of making a valuable con-

tribution to the human society. At the same time, however,

due to its rather low average level, simply to proceed with

such an ambitious project is thought to be in danger of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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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ing considerably problematic eventually. Furthermore,

Buddhism with its central tenet of No-self(Anātman) is

seen rather somewhat not so comfortable in the present

spiritual culture in which God and the Universal Religion

are thought to be generally aspired after. Their consistent

pursuit of the Universal Religion and even the New World

Order including the supposed World Government may not

actually bring us Utopia, but rather be in a serious danger

of falling into an unprecedented state of a totalitarian con-

trol of the whole world. Moreover, in this 21st century all

over the world we observe the emerging trends of integral

or convergent approaches through which diverse thoughts

and cultures could be drawn to coalesce one another.

Therefore, for Buddhism it may not be quite sat-

isfactory to merely develop Buddhism itself and trying to

apply such a tenet as the buddha-nature to the present

situation. What is urgently demanded is that one on the one

hand engage and communicate actively with the other peo-

ple and cultures and thus integratively forming oneself

afresh imbibing their influence and needed contents, and on

the other hand dynamically preserve the uniqueness and in-

dividuality of Buddhism through appropriately recreating its

own thought and culture through one’s own purified con-

centration accompanied by insight. Then eventually it may

be possible, even forgetting Buddhism itself, to attune the

resonating minds of such likeminded people while volun-

tarily pursuing the truths and devoting to the world, and

thus doing whatever befits us in our unpretending action.

Keywords: spirituality, New Age, transpersonal psychology,

Wilber, Integral Theory, The Fourth Turning,

buddha-nature, task for Budd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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