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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대치명상의 심리치료에 대한 고찰

__빨리 불전을 중심으로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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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치명상의 심리치료에 대해 빨리 불전을 중심으로 다루

었다. 대치명상은 대치하여 번뇌를 다스리는 수행법이다. 대치명상은 시

간과 장소, 행동, 언어, 감정, 심리 대치명상으로 세분화하고, 치료대상

은 인적, 정신적 요소,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의 대상으로 구분하였다.

붓다의 치료사례를 통해 본 치료법은 사실대로 아는 치료, 완전한

치료, 지속적 치료, 다양한 치료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심리치료의

적용은 기질과 조건을 알고 시청각, 기억명상, 명상실천과 지속, 습관과

개인의 변화와 새로운 대치치료의 단계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심리

치료 적용시에 기질고려, 속임수 간파, 치료능력배양 후 실질적 치료진

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위의 연구결과로 대치명상은 붓다의 가르침으로 자가치료, 단, 장기

에 적용되는 치료, 적정치료, 모두에게 적용되는 치료, 복합치료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장애가 없는 명상법임을 알 수 있었다.

Ⅰ. 들어가는 말

늘어나는 수명과 인간개인의 심리문제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서 개인의 정신장애와 소외, 불안 등을 유발하고 있다. 더불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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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의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병들지 않고 건강한 노인생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케어 직업, 건강심리학 관련산업

이 증가추세에 있다. 한편 유럽에서는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보다

자가진단과 자기치료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의료기관에서도 병원지불비를 줄이려고 하기 때

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심리치료 횟수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입장이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내담자들은 심리치료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불교의 대치명상은 약처방

을 대신하고 치료총량에 상관없이 자가치료 프로그램화할 수 있

다는 면에서 경제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심리치료기법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명상관련 논문은 주로 알아차림

명상, 사띠명상을 중심으로 연구진행이 이루어져 왔다.1) 김재성은

논문에서 위빠사나 수행이 통찰명상, 알아차림명상의 형태로 보급

되어 행동의학과 심리치료의 핵심 치료기제로 활발하게 응용되어

오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2)

붓다는 육체적 병의 치료는 한때 의사였다 출가한 지와까(Jīvak

a)의 도움을 받았지만 정신적 병은 스스로 치료했다. 그래서 붓다

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신구의 행동변화법과 정

신치료법을 전수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행위, 감정, 생각과 마

음치료의 여러 패러다임이 전해져 오고 있다.

이에 현재 몇몇 불교관련연구서들은 치유에서 치료관점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선수행과 심리치료, 선-행동
1) 기존연구에 대해 자세한 분석과 제목 등은 불교와 사상의학연구회

편저(2013) 참조. 이 책은 2000-2012년까지 명상관련 연구경향을 분석한

것으로 명상의 의미, 초기불교, 티벳불교, 천태의 지관수행, 간화선 수행,

도교, 기독교의 명상과 서양의 명상치료를 소개하며 명상관련 논문검색과

더불어 분야별 논문의 분류와 경향을 분석하여 그 전망과 제언을

포함하고 있다.

2) 김재성(2010) p. 348, 자세한 내용은 pp. 299-3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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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명상심리치료, 명상치료연구, 알아차림 명상에 기반

한 변증법적 행동치료(DBT) 워크북, 알아차림과 수용, 인지행

동 전통의 확장(명상치료1)등의 연구서는 심리치료와의 연관성

을 찾으려고 시도하였다.3)

본 연구는 붓다의 중생치료를 위한 한 방법으로서 불교에서 전

개되는 대치명상에 대해 빨리 불전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였

다. 대치명상은 붓다의 수행가르침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한 입장에서 본 연구는 대치명상이

무엇이고 대치명상이 경전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붓다의

대치명상을 통한 중생치료 사례를 밝혀 현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 불교명상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본 논문은 Ⅱ에서는 대치명상의 의미와 구분에 대해 다루고, Ⅲ

에서는 대치명상을 통한 심리치료법을 알아보기 위해 치료대상과

붓다의 치료사례를 살펴보고 그 치료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

한 Ⅳ에서는 대치명상을 심리치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

제에 대해 심리치료의 적용절차, 적용에 고려할 문제를 다루었다.

하지만 실제로 치료적 요소의 구조화를 통한 프로그램의 개발

과 적용, 그리고 대치명상의 실험도구와 연구절차 그리고 심리치

료의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기대하며

여기서는 주로 불교명상과 심리치료의 융합적 토대와 그 범주의

확대를 위한 이론적 논의만 진행하고자 한다.

3) 김보경 외(2008), 禪-행동치료. 서울: 시그마프레스, 인경스님(2012),
명상심리치료, 서울 명상담연구원. 한국명상치료학회(2008),
명상치료연구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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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치명상의 의미와 구분

1. 대치명상의 의미

불교에는 고통과 번뇌의 병을 치료하는 수많은 수행법이 존재

한다.4)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저, 수행법 연구에
염불, 주력, 절, 간경, 사경, 사불, 계율과 참회, 대승불교의 지관

수행법, 위빠사나 수행법, 티베트 불교 수행법에 대해 이론과 수

행방법과 효과 등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5) 뿐만 아니라

그밖에 다양한 명상법이 존재한다.6)

4) ANⅠpp. 38-43. 4禪, 자비희사의 심해탈 수행, 4념처, 4정근, 4여의족, 5근,

5력, 7각지, 8정도, 8등지, 8정, 10변처(까시나), 20가지 想(지각), 10수념, 1,

2, 3, 4선을 동반한 오근과 오력, 자비희사를 동반한 5근, 5력 등에 대한

수행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5)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저(2005), 수행법 연구.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나라 각국 승가와 수행단체의 수행체계에 대해서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사단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1997), 세계
승가공동체의 교학체계와 수행체계, 서울: 도서출판 가산문고. 우리나라
각 사찰과 수행단체의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2004), 불자 수행프로그램현황 조사보고서참조,
참선, 간경 및 독경, 염불, 주력, 절, 사경, 위빠사나 수행프로그램 이외에

선무도, 동사섭, 사불, 명상아카데미, 아봐타, 단학, 마음수련에 대해

다루고 있다.

6) http://cafe.daum.net/meditationhealth. 생활통찰종합명상

힐링건강행복프로그램 참조. 생활통찰명상, 웃음울음치료죽음명상,

오감각치료명상, 음악치료소리명상, 옴염송초월명상, 미술치료시각명상,

만다라명상치료, 차명상, 빛태양자연명상, 관상수행기도명상, 교육명상,

무형식일체전일명상, 동적생활통찰명상, 걷기발건강명상,

운동달리기노동명상, 절수행명상, 춤무용치유명상, 심리치료의료명상,

마음챙김 MBSR. ACT, 자애관명상 등 다양한 명상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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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의 하나인 대치(對治)는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

고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빨리어 paṭipakkha, 산스끄리뜨 pratipa

kṣa가 이에 해당된다.7) 또한 빨리경전에는 대치의미로 대응물, 반

대라는 의미의 paṭibhāga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도 발견된다.8)

그 예를 들면, 樂受의 대응물은 苦受, 苦受는 樂受, 不苦不樂受는

無明, 無明은 明, 明은 解脫, 解脫은 涅槃이 대응물이다. 그러나 열

반의 대응물은 없다. 열반을 끝이고 종극이라고 표현된 구절에서

엿볼 수 있다.9)

대치는 목수가 오래되어 썩었고 나쁜 상태의 쇄기에 새로운 좋

은 쇄기를 쳐 넣는 것과 같이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번뇌

를 다스리는 수행법이다.10) 선, 명상은 jhāna, dhyāna의 번역어로

서 jhāna는 어원 jhan ‘심다, 명상하다’에서 파생된 것이다. 수행이

라는 용어는 bhāvanā 발달, 개발을 뜻하고 포괄적으로 명상이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스즈끼는 명상에 대해 “명상은 영적 몰입의 한 방법이다. 대부

분의 종교는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

장 널리 알려진 형태가 선불교의 명상이다(Suzuki 2002).”11)라고

언급했다.

또한 望月大辭典에 따르면, “번뇌 등을 所對로 해서 그것을 斷
離하는 것”12), “십지경론제4, 대치는 즉각 멸하여 벗어남이라고
한다. 변중변론술기권중에 染과 善을 상번하는 것을 對라 하고

선교로써 染을 제거하는 것을 치(治)라고 한다.”13)

7) Fueurstein(1990) p. 272에 따르면 pratipakṣa-bhāvanā "cultivation of the

opposite"를 파탄잘리가 요가수트라(2.33)에 부정적 정신적

상태(vitarka)를 제거하려고 노력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8) MNⅠp. 304.

9) MNⅠp. 304.

10) MNⅠpp. 282-283.

11) 카이저 외(2009) p. 326.

12) 望月大辭典 4, p. 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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禪: 행동치료에서는 대치법에 관해, 불교의 대치법과 행동치

료에서의 ‘상호 제지(reciprocal inhibition)의 원리’와 관련짓고 있

다.

정심과 망심, 중생과 부처, 몸과 마음, 聖과 凡, 이완과 긴장, 선

정과 산란한 마음, 올바른 행동과 올바르지 않은 행동, 올바르지

않은 생각이나 행동과 평온한 마음과의 상반관계에 있고, 이것들

이 서로 상반관계에 있는 것은 한쪽이 유지되면, 그 반대쪽은 억

제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14)

불교에서의 수행은 계정혜 수행 즉 계정혜의 발달을 의미한

다.15) 뛰어난 몸 행위와 언어적 행위, 뛰어난 마음, 뛰어난 지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수행이라고 한다. 대치명상은 불교수행 가운

데 하나로 붓다가 제시한 수행법이다.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은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갖추고, 자기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16) 자신과 세계를 바르게 알아 악을 줄이거나 제거하고 선

을 키우는 일, 자신을 통해 맑고 밝으며 병들지 않은 마음을 갖는

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대치명상은 바로 악을 제거하

고 선을 키우고, 정신적 고통과 집착을 제거하는 수행법이다. 또

한 대치명상은 잘못된 치료에서 올바른 치료로, 낮은 단계의 치료

에서 더 높은 치료단계로 나아가도록 하며, 十惡, 十邪道, 탐진치

를 제거하고, 기질17)이나 심신질환에 따라 중생을 고통에서 고통

13) 같은 책, p. 3321

14) 김보경 외(2008), pp. 123-127 참조.

15) 청정도론(Vism.)는 계·정·혜 삼학에 대해 상세하게 다룬 경전이다.
Rhys Davids 외(1975), The Visuddhi-Magga of Buddhaghosa, PTS.

대림스님, 청정도론 참조
16) Dhp. 게송 제183.

sabbapāpassa akaraṇam kusalassa upasampadā

sacittapariyodapanam etaṃ buddhāna sāsanam

17) 대림스님(2005) pp. 305-310 참조. 탐내는 기질(속임수, 사기, 자만, 삿된

욕심, 크나큰 욕심, 만족하지 않음, 맵시내기, 치장하려는 욕심), 성내는

기질(노여움, 적의, 얕봄, 비교함, 질투, 인색), 어리석은 기질(해태, 혼침,

들뜸, 근심, 의심, 천박하게 거머쥠, 버리기 싫어함), 믿는 기질(관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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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으로,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드는 심리치료법이다.

2. 대치명상의 구분

수행, 명상의 대상은 경전에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명상의

대상은 땅, 물, 불, 바람, 허공18), 태양 등의 자연물, 몸, 느낌, 마

음, 깨달음의 장애요소와 증장요소(법)19), 청황적백의 색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6바라밀, 자비희사, 호흡(수식), 벽

골 등 40업처20) 등으로 구분된다.

대치명상을 구분하는 것은 기질과 병 그리고 명상법에 따라 구

분할 수 있다.21) 여기서는 먼저 시간과 장소, 행동, 언어, 감정 그

리고 심리로써 구분하고자 한다.

먼저 시간과 장소의 대치명상에 대해 살펴보자. 시간적으로도

괴롭고 불행한 시간, 생노병사의 윤회의 시간22)에서 수행시간, 행

복한 깨달음, 해탈의 시간으로 대치하는 것이 바로 장소와 시간의

대치명상이다. ｢대반열반경｣(Mahāparinibbānasuttantam)에서 붓

아주 기뻐함, 솔질 담백함, 정직함, 신뢰할만한 것 신뢰함) 등을 소개하고

있다.

18) MNⅠ pp. 420-426 참조. 지수화풍의 요소와 지수화풍공과 같은 수행,

안반수의 수행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9) MNⅠ pp. 55-63. 제10경. ｢염처경｣, DNⅡpp. 291-315, 제22경
｢대염처경｣ 참조.

20) Vism. pp. 110-111.

21) 望月大辭典 4. p. 3321. “대비바사론권181 등에는 수소단의 對治道에
단대치, 지대치, 원분대치, 염환대치의 사종대치를 소개한다.

대지도론권1에는 4실단 중 대치실단을 들며 부정관으로 탐욕을
대치하고 자애사유로써 진에를 대치하고, 인연관으로써 우치를

대치한다고 한다. 십지경론제4에 10악을 제거하는 3종의 리 중에
대치리라고 한다. 자심으로 살생, 보시로 투도 등을 대치한다.

22) MNⅠ p. 204. 삶의 시간제한의 고통, 늙고 죽음의 고통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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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신자들에게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찾아봐야 하고, 신앙심을

일으켜야 할 장소들로서 여래가 태어난 곳,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

한 곳, 법륜을 굴린 곳, 무여열반에 드신 곳의 4성지를 알렸다. 이

말에 의해 붓다가 열반에 든 후 이곳은 붓다를 대신한 성지가 되

었으며 신자들은 붓다열반 후의 여기서 슬픔과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처럼 보통 장소를 성스러운 장소로 대치함으로써 신

자들에게 신앙심을 일으키고, 방문해야 할 장소가 되었다.

둘째, 행동 대치명상으로서 악하고 나쁜 신체적 행위(邪身業)를

좋은 신체적 행위(正身業)로 대치한다. 살생을 불살생으로 대치한

다. 도둑질에 보시행을 대치하여 베푸는 마음을 발달시켜 훔치려

는 행위를 줄이거나 없앤다. 그릇된 성생활을 올바른 성생활로 대

치한다.23) 그릇된 직업을 바른 직업으로 대치한다. 그릇된 생활법

(무기판매, 생물매매, 독판매, 술판매, 도축업)을 바른 생활법으로

대치한다.24)

셋째, 언어 대치명상으로서 악하고 나쁜 언어적 행위(구업)를

좋은 언어적 행위로 대치한다. 八邪道, 十邪道를 八正道, 十正道로

대치하는 것 중에 그릇된 말(邪語)을 좋은 말(正語)로 대치한다.25)

거짓말을 믿을만하고 확고한 진실한 말로 대치하거나 이간질하는

말을 화합시키고 평화를 즐기고 행복하게 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말로 대치한다. 거칠고 무서운 말을 부드럽고 듣기 좋으며, 친절

하고 마음에 와닿고 정중하고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말로 대치한

다. 헛되고 무의미한 말을 때에 맞고 적당하고 유용하고 율과 법

에 맞는 말로 대치한다.26)

넷째, 감정 대치명상으로서 고수를 낙수로 대치하듯이 나쁜 감

23) DNⅡ p. 312. 正業의 내용 참조.

24) DNⅡ p. 312. 성스러운 제자는 그릇된 생활을 버리고 바른 생활로

살아가는 것이다. MNⅢ.7에서는 속이고, 점치는 일, 요술, 작은 이득으로

큰 이득을 추구함을 잘못된 생활이라 정의한다.

25) DNⅡ p. 312. 正語 내용 참조.

26) ANⅤ p. 205. 망어, 악구, 양설, 기어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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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善(-) 善(+) 不善(-) 善(+) 不善(-) 善(+)

생·노·
사

노사
없음·
안온·열
반

악함 선함 병든 이 의사

도
없음

도 태어남
태어나지
않음

번뇌라는
병

스승

고통 행복
똥에
빠짐

청결위한
저수지

부패한 몸 버림

有 非有
번뇌
빠짐

불사
저수지

대변 버림

더위 차가움 적들 피하는 오래되고 버림

정을 좋은 감정으로 대치할 수 있다. 과거의 나쁜 감정을 좋은 감

정으로 대치한다. 또한 과거의 좋은 감정을 나쁜 감정으로도 대치

할 수 있다. 집착심을 버리기 위해 좋은 집을 얻었을 때의 좋은

감정을 잃었을 때의 나쁜 감정으로 대치하면 좋은 집에 대한 집

착을 제거할 수 있다.

다섯째, 심리 대치명상으로서 고집멸도를 모르는 사견을 고집

멸도를 아는 정견으로 대치한다. 탐욕, 악한 의도, 상해에 대한 그

릇된 사유를 탐욕 없고, 악한 의도 없고 해침 없음에 대한 바른

사유로 대치한다.27) 탐내는 마음을 무상관으로 대치하여 무상한

마음으로 발달시킨다. 그러면 탐내는 마음이 줄어들거나 제거된

다. 성내는 마음을 자비관으로 대치하여 돌봐주는, 자애로운 마음

을 발달시킨다. 어리석은 마음을 연기관으로 대치하여 지혜로운

마음을 발달시킨다.

다음으로 아래에서 상반적인 대치요소와 비교적 우위의 대치요

소를 붓다왕사(Buddhavaṃsa)와 담마빠다(Dhammapada)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그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도표1] 불종성경(Buddhavaṃsa)28)에 나타난 상반적 대치요소

27) DNⅡ pp. 311-312. 正見과 正思惟 내용 참조

28) Bv.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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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위 길
부서진
물새는 배

탐·진·
치의
불

열반
번뇌
둘러싸
임

안전한
길

낮은 단계(A) 높은 단계(B)
경전

근기

무의미한 천 개 구절 의미있는 한 개 구절 제100

무의미한 천 개 게송
듣고 평온케 하는 한 게

송
제101

무의미한 백 개 게송 말함
듣고 평온케 하는 한 게

송 말함
제102

전쟁에 백만인 이기는 것 자기 자신 이기는 자 제103

다른 사람 정복 자기 자신 정복 제104

천신, 간다르바, 마라, 범천 자기 자신 정복자 제105

달마다 천 개로 백년을 제

사지냄

수행자들 중 한 명에게

잠시 공경
제106

백 년 동안 (신성한) 불에

제사

수행자들 중 한 명에게

잠시 공경
제107

공덕을 추구하는 이가 1년

간 어떤 것 제사
올바른 자들에게 존경 제108

백년 동안 계 없고 집중되

지 않은 삶

계를 지니고 명상(선)하

는 하루의 삶
제110

백년 동안 지혜 없고 집중

되지 않은 삶

지혜 있고 명상(선)하는

하루의 삶
제111

백년 동안 게으르고 정진

없는 삶

강열한 정진의 하루의

삶
제112

백년 동안 일어나고 사라짐

을 보지 못하는 삶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하루의 삶
제113

백년 동안 불사의 단계를

보지 못하는 삶

불사의 단계를 보는 하

루의 삶
제114

백년 동안 최고의 가르침

(법)을 보지 못한 삶

최고의 법을 보는 하루

의 삶
제115

[도표2] 법구경(Dhammapada)에 나타난 비교적 대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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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도표2]에서 보듯이 붓다는 A단계보다 B가 더 낫다고 하여

B를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이처럼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대

치함으로써 더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대치명상의 구분에서는 세속적인 평가기준보다 출세간적 관

점, 깨달음, 해탈, 진정한 고통치료의 관점에서 평가기준이 더 중

요함을 시사한다.

Ⅲ. 대치명상 심리치료법

1. 치료대상의 구분

치료대상은 인적, 정신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인적 요

소는 질병인, 보통인, 특별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대개 심리

치료에서 심리치료대상을 주로 정상적인 사람보다 병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불교는 심리치료의 일반적 치

료대상과 다르다. 불교는 심리병, 일반정신병력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보통 정상인의 잘못된 습관, 행동, 언어사용, 감정, 사고에

대한 집착을 치료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악하고 좋지 않은 것과 그런 존재가 치료대

상에 해당된다. 선·악·무기·출세간을 다루는 담마상가니(Dhs)29)
에 따르면, 불선과 관련된 심리와 마음 그리고 그것을 지닌 자가

바로 치료대상이다. 포괄적인 치료의 대상은 대개 고통받는 중

생30)을 말한다. 그래서 중생의 고통치료는 중요한 불교사상의 테

29) Dhs.는 심법(선법(심), 불선법(심), 무기법(심)), 색법, 제거에 대해

다룬다.

30) Vibh. p. 341, 백도수(2009) p. 171. 번뇌의 토대가 되는 탐, 진, 치, 교만,

사견, 의심, 게으름, 들뜸, 부끄러움, 후회하지 않음에 많이 물든 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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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 된다.

치료대상을 크게 세속과 출세간,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의 치료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불교에서 근본적인 죄나 악행은 身, 口,

身口, 身意, 口意, 身口意로 발생한다.31) 신체적 행위와 언어적 행

위는 마음과 관련되어 악행이 일어난다. 몸으로 짓는 죄는 살생,

투도, 사음이 있으며, 입으로 짓는 죄는 망어, 악구, 양설, 기어이

다. 이 두 가지 죄는 십악 중 몸으로 짓는 악과 언어적으로 짓는

악을 말한다. 인간은 낮은 단계에서 신체적 행동과 언어적 행동에

두 가지 잘못을 일으킨다. 이상은 낮은 단계에서 치료해야 할 대

상이다. 또한 높은 단계의 치료대상은 수행과정에서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써 번뇌, 탐진치, 무명, 갈애 등이 있다.

그리고 물리적 요소와 정신적, 심리적 요소로 구분할 필요가 있

다. 물리적 요소는 주로 존재와 존재의 행위로 보고, 정신적, 심리

적 요소는 마음, 오염, 욕망 등으로 구분한다. 물리적 요소로서의

치료대상은 개인과 집단으로 구분한다. 개인이란 주로 마음이 오

염되고 청정하지 못한 자, 세상을 잘못 알고 삿된 견해를 지닌 고

통받는 개별자를 말한다. 집단이란 승가나 잘못된 견해를 가진 집

단이다.

그 밖에 분별론(Vibh)에서는 심리치료대상과 관련된 것을 열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내용은 우월감, 태만, 완고, 자만,

열등감, 분노, 원한, 무자비, 해로움, 비교하는 마음, 갈애, 불평등,

두려움, 장애, 논쟁, 정신적 괴로움, 악행, 번뇌, 증오, 악업 등을

포함한다.

또한 맛지마니까야에 보는 것(4성제 등)으로 제거되어야 할

번뇌, 제어(안근·이근·비근·설근·신근·의근 제어)로 제거되어야 할

번뇌, 사용함(의·식32)·주·약의 사용)으로 제거해야 할 번뇌, 인내

적게 물든 중생이 있다.

31) 백도수(2002) pp. 23-28.

32) MNⅠ p. 10, 너무 굶주리면 산만하여 집중할 수 없으며, 과식하면

들뜸에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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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더위·갈증·배고픔·무는 것·모기·바람·열기·뱀의 접촉·매도·

비방하는 말·생멸을 빼앗을 정도의 강열한 신체적으로 괴로운 느

낌)로 제거해야 할 번뇌, 피함(사나운 코끼리·말·황소·개·뱀·그루

터기·가시덤불·갈라진 틈·절벽·웅덩이·하수구·좋지 않은 자리에

앉음·적당하지 않은 장소에 돌아다님·나쁜 벗을 사귐)으로 제거해

야 할 번뇌, 없앰(생겨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사유, 악한 의도에

대한 사유, 해침에 대한 사유, 친척에 대한 사유, 지방에 대한 사

유, 죽지 않음의 사유, 타인의 연민과 관련된 사유, 이득, 존경과

명예와 관련된 사유, 멸시받지 않음에 대한 사유)33)으로 제거해야

할 번뇌, 수행(명상: 염각지, 법택멸각지, 칠각지의 수행)에 의해서

제거해야 할 번뇌34)들도 언급된다.

2. 붓다의 치료법과 치료사례

1) 붓다의 치료법

붓다는 사물과 존재, 관계의 무상성을 이해하여 신체적, 행동적,

감정적, 심리적 병을 치료하기 위해 고통과 고통의 원인, 해결과

그 해결방법을 바르게 알고 그 심신의 병치료의 길을 제시한다.

또한 행동훈련, 감정제어훈련, 잘못된 의도와 마음훈련을 통해 자

신과 타인, 세계 그리고 그 관계성의 바른 이해를 향상시킨다.

붓다는 강에서 하는 정화의식보다 좋은 행위, 좋은 의도, 인색

하지 않음 등을 행하는 것이 더 낫다35)고 했다. 거기서 잘못된 치

료는 진정한 치료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나무꾼이 심재가 아닌

외부껍질이나 내부껍질, 가지 등을 가져와 심재라고 생각하는 것

처럼 우리는 사실을 잘못 알면서 사실로 인식하고 고집하는 경우

33) MN-aⅠ p. 82. Vibh. p. 356.

34) MNⅠ pp. 6-12. '일체번뇌라는 경'

35) MNⅠ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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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맛지마니까야에서 붓다는 지, 수, 화, 풍, 존재들, 신들,
빠자빠띠, 브라만 ... 인식된 것, 하나 상태, 여러 상태, 일체, 열반

을 각각 그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

고 그것으로부터 생각하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뻐한다. 그 이유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고36) 했다. 붓다의 심리치료법은 의사를 찾는 법이나 심재를 찾는

법에서처럼37) 바로 사실을 사실대로 바르게 아는 것에서 비롯된

다. 그것에 기뻐하고 집착하고 그것을 통해서만 사고하는 것은 바

른 이해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치료는 어떻게 대치하는가에 달려 있다. 병에 따라 의사와 치료

법, 치료도구, 치료기간 등이 다르듯이 사람의 기질에 따라 치료

기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불교에서는 다른 심리치료

에 있어 대체적 병증 제시는 예를 들어 배가 아픈 대신에 머리가

아픈 것으로 치환하는 것은 결국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이지 올바른 치료가 아니라고 본다. 그와 달리 대치명상치료는

곪은 상처를 짜내어 새 살이 돋아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즉

고통 바꿔치기나 일시적으로 고통 줄이기가 아니라 고통 제거하

기 명상법이다. 붓다의 진정한 치료의도는 완전한 고통에서의 해

방, 완전한 고통치료를 전제로 한 것이다.

치료에서 잠시의 진통완화, 소거도 필요하지만 체계적이고 지

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심리치료에는 단기치료38)와 장기치료가

있고 최근에는 장기심리치료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많다. 그러나

단기와 장기의 문제는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의 차이에서 발생한

다. 단순히 심리적 병치료에 둔다면 단기치료도 인정된다. 하지만

36) MNⅠ pp. 1-6.

37) MNⅠ p. 192.

38) Garfield(2002)는 단기심리치료의 발전개요와 주요치료 변인에 대한

개관, 치료자의 활동, 첫면접 그리고 초기 치료, 치료 중기와 치료의

종결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진행, 절차, 잠재적 위기와 결론적 정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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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는 치료중심이 병자중심에서 보통사람, 수행하는 월등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치료대상에 포함된다.

신체적, 정신적 병자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이끌고 더 나아가 무

상함을 인식하고 나를 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 대한 진정

한 고통해결을 위해 노력함이 바로 대치명상의 심리치료법이다.

맛지마니까야(MN) 제20 ‘산란한 생각의 제거라는 경’에서 보
듯이 만일 탐진치의 밭에서 자라 탐진치를 포함한 악하고 나쁜

불선한 거친 사유가 생기면 좋은 것을 포함한 거친 사유로 대치

하여 앞의 탐진치를 포함한 악하고 불선한 거친 사유가 사라지게

한다.39) 또한 十惡을 十善으로 대치할 수 있고40), 貪慾을 無相觀으

로41), 성냄을 자애관으로, 어리석음을 연기관으로 대치할 수 있

다.42) 또한 맛지마니까야(MN)에서는 붓다는 ‘불살생에 의거해

살생 제거, 불투도에 의거해 투도 제거, 불양설에 의거해 양설 제

거, 탐욕과 탐착 없음에 의거해 탐욕과 탐착 제거, 비난 없음과 성

냄 없음에 의거해 비난과 성냄 제거, 분노와 절망 없음에 의거해

분노와 절망 제거, 교만 없음에 의거해 교만 제거’의 여덟 가지를

대치치료법으로 기술하고 있다.43)

또한 붓다는 탐내는 경향은 즐거운 느낌에서 생기고 커진다. 즐

거운 느낌을 제어하면 탐심을 제거할 수 있다. 성내는 경향은 괴

로운 느낌에서 생기고 커진다. 괴로운, 혐오하는 느낌을 제어하면

분심을 제거할 수 있다. 어리석은 경향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39) MNⅠ p. 119 .

40) MNⅠ pp. 286-288.

41) 불교와 사상의학연구회 편저(2013), p. 43. 티베트 지관수행 중에 지의

장애와 대치를 보면, 애착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 벽골관 등 부정한 것,

무상한 것, 괴로운 것을 떠올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42) 나카무라 하지메 외 편집(2002), p. 274. 그릇된 마음을 정지하는 다섯

가지 관법, 탐심은 부정관, 분노는 자비심, 어리석음은 인연관, 사물에

실체 있다는 견해(아론취 등)은 계분별관, 산란함은 수식관으로

중지시킨다.

43) MN Ⅰp.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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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에서 생기고 커진다.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제어하

면 어리석은 마음을 제거할 수 있다.44)고 했다. 붓다의 치료법은

사실대로 아는 치료, 완전한 치료, 지속적 치료, 다양한 치료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2) 붓다의 치료사례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덮인 것을 벗겨내고, 미혹한 자에게 길을

보여주고, 어둠에 등불을 들고, 눈 지닌 자에게 형상을 보여 주는

것45)과 같이 붓다는 여러 방법으로 법을 설했고 탐진치 번뇌의

병으로부터 중생을 치료했다. 다음으로 이런 붓다의 치료사례에

대해 몇 가지만 들면 다음과 같다.

니미 왕은 지옥의 고통을 보고 천상의 행복을 보았다. 그래서

선업과 악업 그리고 그 인연결과를 이해할 수 있었다. 지옥의 고

통과 천상의 행복을 보면서 지옥중생의 구제를 선언하였다.46) 직

접보고 관찰하는 것은 심리변화를 일으키는 주요한 방법이다. 이

렇게 심리변화를 야기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모습을 관찰하는 것

도 심리치료를 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부처님과 다니야는 진정한 행복에 대한 사고적 대치 논의가 있

었다. 다니야는 붓다를 만나 나는 농사를 짓고, 가족을 돌보며, 많

은 재물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했다. 붓다는 관점을

전환하여 나는 고통을 제거하는 깨달음의 농사를 지으며, 가족이

없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행복하다고 설득한다.47) 각자

는 자신의 입장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세속적 관점에서의 행복

44) MNⅠ p. 302. 낙수에 탐냄의 잠재번뇌가, 고수에 성냄의 잠재번뇌가,

불고불락수에 어리석음의 잠재번뇌에 잠재해 있다.

45) MNⅠ p. 24.

46) MNⅡ pp. 74-83. 제83경 Makhādevasuttam. Nīmī Jātakā(No. 541)

47) Sn pp. 3-5. 게송 제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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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진정한 행복관의 차이를 생각하게 하여 다니야를 신자로 삼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니야가 수행자의 삶과 행복관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를 새로운 사고틀로 이끄는데는 실패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고의 틀에서 문제점을 찾아내

고 어떻게 바꾸는 것이 옳은지를 잘 선택하여 심리치료를 진행해

야 한다.

붓다와 앙굴리말라의 에피소드를 살펴보자. 앙굴리말라는 외도

스승 아내의 모함을 받고 외도스승이 사람들의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 천 개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마지막 한 개를 얻어 천 개를

채우기 위해 어머니마저 죽이려고 했다. 그때 붓다는 그것을 알고

나타났는데 그는 붓다를 죽이려고 다가갔지만 쫓아갈 수 없었다.

서라고 했을 때 붓다는 가면서 나는 서 있는데 너는 왜 서 있지

않느냐고 했다.48) 이러한 현상에서의 가고 멈춤에 대해 내면의 살

생에 대한 움직임과 멈춤으로 대치함으로써 붓다는 앙굴리말라에

게 새로운 사고틀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어 살인을 멈

추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 수행자가 되도록 했다.49)

아이를 살릴 약에 관한 끼사고타미(Kisāgotamī)와 붓다간에 에

피소드 보면, 붓다는 죽은 이에 대한 집착에 대해 누구나 죽는다.

흰 겨자씨 구해오라, 죽은 아이를 살릴 약은 없다. 살리려고 하는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가르침으로 대치했다.50)

케마(Khemā) 비구니와 붓다의 이야기에서도 아름다운 몸은 영

원한 것이 아니라 무상하고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케마보다 더

아름다운 천녀가 변해 늙고 몸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사

고전환을 하도록 유도했다.51)

이상으로 붓다의 치료사례는 사성제와 중도의 길, 일체의 무상,

무아, 고, 공을 제시하여 치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통 사

48) Thera-a Ⅲ p. 57.

49) Thera-a Ⅲ pp. 54-64.

50) Therī-a. pp. 169-176. 백도수(2007) pp.287-298.

51) Therī-a. pp. 122-123. 백도수(2007) pp. 20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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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과 다른 낮은 세속적 사고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 완전한 고

통의 제거라는 관점에서 번뇌의 병을 치료하고 제자로 삼아 스스

로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명상(수행)을 유도했다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Ⅳ. 대치명상 심리치료의 적용

1. 심리치료의 적용절차

잘못된 치료절차는 지혜 없는 목동이 강을 잘못 건너게 해 소

를 죽이는 일에 비유되고, 잘 된 치료절차는 소가 강을 안전하게

건너가는 것에 비유된다.52) 훌륭한 목동은 강 건널 경우 위험 장

소와 물살을 파악하고 건너는 순서를 인식해야 한다. 이처럼 심리

치료사도 조건과 절차인식에 능숙해야 한다. 또한 붓다는 아난다

와의 대담에서 여성에 대한 처신절차를 보여주었다.53) 심리치료

에 있어 바르게 성찰한(이해한) 후에 바르게 치료방법에 맞게 치

료준비를 해야 하고 그 후에 치료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54)

명상지도자는 대담을 통해 기질을 파악하고 다음으로 대치명상

의 대상을 선정하며 대치명상의 치료계획을 세우고 치료절차를

구성한 후 치료도구를 마련하고 치료를 진행하되 치료과정을 점

52) MNⅠpp. 226-227.

53) DNⅡp. 141. “대덕이시여, 우리가 여성들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아난다여, 보지마라” “세존이시여, 만약 보게 되면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말하지 마라, 아난다여.” “대덕이시여, 말로써는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아난다여, 마음챙김을 확립해야 한다.” VinⅣpp.

15-20. 단타(Pācittiya) 제5-6.

54) MNⅠpp. 2-11. 제2 Sabbāsavasuttam(‘일체번뇌라는 경’). 법을 바르게

이해한 후 번뇌를 버리는 것에 대해 언급한다.



불교대치명상의 심리치료에 대한 고찰 ∙ 85

살생 기질,
감정, 사유,
행동자

도둑질
기질,
감정,
사유,
행동자

탐욕 기질,
감정,
사유,
행동자

산만한
기질,
감정,
사유,
행동

불신
기질,
감정,
사유,
행동자

대
치
시
청
각

생명 살리는
화면,
사랑하는
부모,
성인과

베풀 때
기쁨,
보시모
습 영상
가난한

무상한 일
영상,
불타는 집,
늙고,
죽는 모습

안정된
호흡,
선정수행
영상
자연의

붓다
영상,
붓다의
가르침
소리,

검해야 한다. 그 다음에서 다시 수정치료, 재치료를 반복하고 지

속적인 치료가 되도록 한다. 상황조건에 따라 명상지도자는 더 나

은 명상지도자에게 단계높은 치료안내를 의뢰할 수 있어야 한다.

심리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조건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찾

는 일이다. 자신의 치료방법을 알지 못한 채 치료횟수를 늘리거나

치료방법의 장기간 탐색만 한다면 진정한 심리치료는 요원할 것

이다. 그래서 심리치료사는 환자의 치료계획과 재발방지계획을 수

립하고 철저하게 심리치료 사전준비를 마쳐야 한다. 불교명상에서

도 이러한 기법은 다르지 않다. 수행자는 악행을 제거하고 선업을

증장하며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명상주제와 명상대상, 명상법 선

정과 명상치료계획과 지속적 유지, 성장계획을 확립해 나가야 한

다.

토끼와 거북의 경주에서 보면, 육지와 바다라는 조건에 따라 승

리자는 달라진다. 이처럼 조건의 차이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보통사람이 오욕락을 이루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

는 것도 불교에서는 오히려 고통을 야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행

동, 감정, 사고, 심리의 틀을 바꾼다면 새로운 치료의 길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대치명상을 위한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붓다의 치료절차에 따라 심리치료 진행절차를 소개하

면 아래와 같다.

[도표3] 대치명상을 통한 심리치료 진행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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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애심에
관한 영상,
도살장에서
의 소의
모습, 슬픈
울음소리

아이모
습 영상

영상,
사물파괴
되는 영상,
벽골,
시체모습

고요함,
산, 바위
등 영상

붓다
행동모습
영상

억
념

자애심
이미지
기억명상(대
치념)

보시
이미지
기억명
상

무상
이미지
기억명상(
무상관),
벽골관

호흡,
고요대치
명상

붓다
억념명상

실
천

자애심대치
실천(대치행
)

보시대
치실천

무상대치
실천

호흡,
수식대치
실천

붓다신구
의행실천

지
속

자애심대치
반복(대치행
지속)

보시대
치반복

무상대치
반복

호흡,
수식대치
반복

붓다신구
의행반복

습
관
변
화

살생 습관
변화유도

도둑질
습관
변화유
도

탐욕 습관
변화유도

산만한
습관
변화유도

불신
습관
변화유도

개
인
변
화

살생 기질,
정서(감정),
사유, 심리,
행동의 변화

도둑
기질,
감정,
사유,
심리,
행동의
변화

탐욕 기질,
감정,
사유,
심리,
행동의
변화

산만한
기질,
감정,
사유,
심리,
행동의
변화

불신
기질,
감정,
사유,
심리,
행동의
변화

치료 Upgrade: 더 높은 치료단계의 대치명상 선택과 번뇌, 고통
제거

위 도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행은 대치명상을 위한 시청각

사용→기억명상→명상실천→명상지속→습관변화→개인변화→새
로운 치료순서로 이루어진다.55) 또한 대치명상지도자는 개인이나

55) 왕상둥(2010) p. 319. TDP 요법(심리준설요법)의 치료시스템은

무지→인지→인식→실천→효과→재인식→재차실현→효과의 영구화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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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기질을 분석하고 시청각 대상자료를 마련하고 수차례 치

료를 한다. 그 다음 시청각 자료 없이 기억명상을 실시하여 마음

으로 이미지를 그리도록 유도한다. 수차례 진행 후 외부대상 없이

진행이 되고 대치가 되면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고 자기치료

를 시도하도록 유도한다. 그런 것이 지속되면 개인의 습관이 점차

변화되는데 그것을 잘 관찰하여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를 관찰해

야 한다. 습관의 변화가 생긴 후에는 개인의 기질과 정사, 사유,

심리, 행동변화가 차례로 진행되는지를 관찰하고 지도한다. 그런

후에 한 분야의 대치명상을 통해 심리치료가 성공하면 더 높은

단계의 대치명상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고통을 치료하

는 Self 심리치료를 권하거나 더 나은 명상지도자에게 치료를 부

탁한다.

2. 심리치료적용에 고려할 문제

대치명상을 통한 심리치료 적용에 대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기질을 고려하고 적용에 주

의해야 한다. 명상기질을 철저히 분석해서 명상대상을 잘 선택해

야 한다는 것이다. 그 예는 율장의 자살소동과도 관련되어 있다.

세상에 염오심을 느낀 승려들이 사성제, 팔정도의 이해 대신에 부

정관 수행을 진행한 경우에서 엿볼 수 있다. 부정관의 수행은 탐

욕을 가진 사람에게 대치명상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탐욕을

지닌 사람이지만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자살충동을 느끼는 이에

게 사용한다면 오히려 죽음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자살예정자에게 세상의 무상함을 관하게 하거나 죽음

대상을 통해 명상을 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잊지 말

아야 한다. 또한 애욕이 넘치는 자에게 젊은 여성을 관찰하게 하

면 오히려 애욕이 치성하게 된다. 성냄과 원한이 있는 자에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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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수행을 시키는 경우에도 원수를 대상으로 바로 자애수행을 시

키면 잠재된 성냄이나 원한이 폭발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명상대상자가 속임수를 부릴 때 주의해야 한다. 서로

의 불신은 치료적용을 방해하지만 명상지도자가 속임에 넘어가서

는 안 된다.56)

계속해서 고려할 점은 심리치료 무자격자가 심리치료를 하는

경우이다.57) 현자는 자신을 길들이는 자이다.58) 지혜로운 자는 자

신부터 치료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자신이 자신을 치료할 수 없는

사람은 타인을 치료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심리치료사는 심리

치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보유해야 한다.

내담자는 치료할 수 있는 치료사를 만나야 한다. 그러므로 심리

치료능력이 있는 심리치료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질과 심리병을 탐색하여 다양한 심리치료법을 개발하고

서로 치료프로그램을 공유하여 적정한 심리치료기술을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심리치료횟수와 치료비용에만 관심을 둔

다면 진정한 심리치료의 길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교는

그러한 심리치료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

대치명상 적용에서 또한 자신의 환경에 맞는 수행대상을 찾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무덤가 근처에 살거나 상조일을 하는 사람

이면 시체관찰명상을 하는 것이 좋다. 움직이거나 활동이 많은 사

람은 위빠사나 수행법을 찾고, 앉아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경

우에는 사마타와 호흡법 등의 명상을 시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처럼 대치명상을 수행하는데에도 이러한 입장은 유효하다. 대치

도구를 빨리 떠올리거나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맞게 대치명상대

56) MNⅠp. 509. 맹인이 보지 못해 나쁜 기름진 천을 흰 천이라고 잘못

믿는 내용을 다룬다.

57) MNⅠpp. 510-512.

58) Dhp. 게송 제80. "물대는 이들은 물을 끌어들이고 활을 만드는 이들은

활을 구부리고 목수들은 나무를 구부리고 현자들은 자신을

길들인다"라고 했다.



불교대치명상의 심리치료에 대한 고찰 ∙ 89

상을 선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자신의 기질과 조건에 맞는

명상법과 치료법을 찾는 바른 길, 중도이다.

초기불교에 나타난 다양한 수행을 통한 심리치료는 누구나 자

신의 기질에 따라, 수행법에 따라 자가치료를 실천하면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해탈인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되고 시스템

화된 것이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후기의 다양한 이론적,

실천적 명상프로그램에 파생되는 물질적, 금전적 관계를 넘어서야

한다. 진정 불교의 명상수행은 자타를 치료하고 세상을 개변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결국 세

속화의 길에서 붓다가 의도한 진정한 불교심리치료의 틀을 악용

하게 될 것이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전자담배를 피우게 하는 것은 다른 기

호를 갖게 하는 것이다. 불교의 치료법은 치료의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 치료의 진행으로 제시된 것이다. 대치명상의 실행이 실질

적인 치료기법이다.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론만으로는 무의

미하다. 보다 차원높은 대치명상 활용을 위해서는 포커싱훈련에의

명상활용법에서와 같이59) 대치명상의 활용법에 대해 구체적인 적

용과 프로그램의 연구가 필요하다.

Ⅴ. 나오는 말

이상으로 간략히 대치명상의 의미와 구분, 대치명상의 치료대

상과 붓다의 치료법과 치료사례를 살펴보았고 심리치료의 적용절

차와 고려할 문제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59) 카이저 외(2008) pp. 320-324. 명상의 구체적 진행과 포커싱대화훈련법이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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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에서 대치명상은 수행법 중에 하나로 전해져 왔다. 대치명

상은 주로 상반되는 것을 바꾸어 놓고 고통과 탐진치의 번뇌 등

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것으로부터 대치명상은 Self 치료이며,

단·장기심리치료에 모두 적용되며, 적정치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의 치료이며, 질병인, 정상인, 특별

인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 더불어 행동, 인지, 실천

치료 등 여러 심리치료의 복합치료에도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치명상도 심리치료법 중의 하나일 뿐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대치명상이 유일하고 절대적 치료법이 아니기 때문

에 대치명상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대치명상을 통해 기

질과 병에 맞는 치료가 된다면 그 정도에서 사용해야 한다. 붓다

는 뗏목의 비유60)에서 조건에 맞지 않으면 버리라고 했기 때문이

다.

심리치료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우선 대중화된 통합적 치

료모델이나 심리치료의 정답을 찾을 수 없음을 자각하고 내담자

의 조건에 따라 최적의 맞춤치료, 즉 심리치료에서도 적정치료가

필요함을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심리치료의 다양한 기법을 심리

치료자만 공유하고 사용하는 대신 보통 사람 누구나 스스로 치료

할 수 있는 적정치료법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불교명

상과 심리치료가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 이 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마음챙김(Sati, mindfulness) 일변도의 심리

치료기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불교심리치료법이 연구되어 불교명

상과 심리의 폭이 확대되어야 한다. 불교명상의 발전을 위해 불교

명상관련 자료수집과 더불어 명상의 학문적 토대에 대한 연구와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명상프로그램, 명상진단도구와

명상활용, 그 결과에 따른 척도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히 진

60) MNⅠpp. 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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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불교명상이 대체의학입장에서 치유라

는 용어와 깊은 연관이 있지만 명상자체가 현대적 의미의 심리치

료법으로 당당히 서기 위해서는 치료기법의 도입과 활용이 필수

적이다. 또한 구체화된 기법을 프로그램화하고 이 과정을 이수한

이들에게 명상치료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다각적으로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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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Psychotherapy of Buddhist 
Replacement Meditation :

Focus on Pāli Canons

Paek, Do-Su

Nungin University of Buddhism

This Paper deals with the Psychotherapy of Buddhist

Replacement Meditation based on Pāli Canons.

This is related with the conception and classification of

Replacement Meditation, the Division of Therapy Objects

and Buddha's Therapy Methods and Examples and

Application Process of Psychotherapy and the Point of

Consideration.

Buddhist Replacement Meditation is a practice method

which replaces one with another to destroy attachment or

affliction. In this Replacement Meditation we could replace

bad place with good place, bad time with good time. This

called Time and Place Replacement Meditation(RM). Also

there are Action RM which replaces bodily bad action with

good action, Speech RM which replaces false speech, mali-

cious talk, unkind talk, foolish gossip with true words,

words that make for peace, kind words and useful words,

Feeling RM which replaces unpleasant feeling with pleasant

feeling, Psychic RM which replaces wrong view with right

view, wrong thought with right thought, lust with impurity

contemplation, anger with loving-kindness contemplation,

delusion with cause and effect contemplation and so on.

And Therapy Objects are divided according to person,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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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 elements, stage and so on.

Buddha's therapy method could be regarded as a pre-

fect, continuous and various therapy which knows what it

was. We can see to cure their suffering and problems in

Buddha's Therapy Examples, for example Dhaniya,

Aṅguḷimāla, Kisāgotamī, Khemā etc.

In the application of Psychotherapy it should be pro-

ceeded clearly knowing, investigating personal temper and

condition, using audio visual data, remembering, practicing,

continuous going, behavior modification, personal changing

and replacing new therapy step by step.

Therapists have to consider personal temper, recognize

someone's deceit and develop his therapy capacity in order

to attain real therapy.

Processing form what has been said above it is known

to us that RM is a Meditation Method called Self Therapy,

short-term and long-term Therapy, Therapy for everyone,

Fusion Therapy and economical useful Therapy.

This study lays the foundation for future work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Buddhist Meditation and

Psychotherapy.

Keywords: Conception, Classification, Buddhist

Replacement Meditation, Self Therapy,

Buddha's Therapy Examples, Therapy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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