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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불안, 우울,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그 고통은 가족을 넘어 사회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
고 있다. 그래서 ‘수행’, ‘명상’은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명상에
기반을 둔 MBSR이나 MBCT와 같은 프로그램은 현대인들의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동북아시아에서는 ‘간화선’이라는 독특한 수행방법을 발전시켜

계승해 오고 있다. 근래에 들어 심리치료적 관점에서의 간화선 연구도
국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위빠사나와 비교할 만한 양적 연구
가 성숙된 단계는 아니다. 필자는 2015년 2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간
화선 관련 논문을 검색하였고, 333편의 논문 목록을 작성했다. 결과 심
리치료와 관련된 연구는 6편에 불과했다. 6편 중에서도 실제 심리학적
방법을 통한 심리치료적 효과성을 검증한 논문은 3편뿐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국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979년 MBSR프로그램이
개발된 이래 명상연구는 남방 위빠사나 일변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국내외에서 심리치료적 측면에서의 간화선 연구가 지지부진

한 이유는 간화선이 갖는 내적 한계 때문일 것이다. 간화선은 화두를
명확하게 타파한 스승의 지도가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심리 프로그
램이 되기에는 여러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간화선은 다른 수행과 비교해도 손색없을 만큼 심리치료적

효과가 뛰어나다. 그러한 점은 국내의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간화선이 갖고 있는 특징을 잘 살리면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해의 지평을 넓혀 갈 때, 간화선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있는 심리치료
방법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6A02049047). 본 논문은 제 40회
인도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李弼元 : 동국대학교(경주) 파라미타칼리지 조교수. nikay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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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간화선은 한국불교의 정체성과도 관련된 수행이다. 한국 사회

의 역사와 전통속에서 간화선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행법의 다양화와 더불어, 이른바 남방의 위빠사나가 전

래된 이후 한국의 간화선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빠사나 수행의 경우는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그

램화되어 저변을 확대해 가고 있는데 반해, 간화선은 여전히 출가

수행자 중심의 수행법이란 한계에 갇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시민선방과 같은 곳에서 혹은 일부 간화선을 지도하는 곳(예를 들

어, 오곡도와 같은)이 있지만, 일반인에게 간화선이란 여전히 접하

기 어려운 수행법이다.

그러면 정말로 간화선은 출가자만을 위한 수행법일까. 잘 알다

시피, 간화선은 송대(宋代) 대혜 종고(大慧宗杲, 1089-1163)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그런데 대혜종고는 간화선을 오로지 출가자를 위해

수행체계를 확립한 것 같지는 않다. 모튼 슐리터라고 하는 학자는

간화선의 등장을“조동종 묵조 수행에 대한 대혜의 비판은 재가신

자의 후원을 얻기 위한 … 경쟁의 산물”1)로 평가한다. 말하자면

간화선이란 재가자를 위한 수행법이란 측면이 있다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실제 書狀이란 책을 보면, 대혜종고 스님과 일반
재가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글의 형식임을 알 수 있다. 그 내

용은 증시랑(曾侍郞), 이참정(李參政, 漢老), 강급사(江給事), 부추밀

1) Morten Shlütter, “Silnet Illumination, Kung-an Introspection, and
competition for Lay Patronage in Sun Dynasty Ch’an”, in Buddhism in
the Sung, ed. Peter N. Gregory and Daniel A. Getz, Jr.(Honolulu :
kuroda Institute, University of Hawaii, 1999) p. 111. 나타샤 헬러(2010)
pp. 165-166에서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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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富樞密), 이참정(李參政, 漢老別紙), 진소경(陳少卿), 조대제(趙待

制), 허사리(許司理), 유보학(劉寶學), 유통판(劉通判), 진국태부인

(秦國太夫人), 장승상(張丞相), 등 42인이 보낸 62통의 편지에 대하

여 답한 것으로, 스님은 이 글을 통해 종문(宗門)의 요지(要旨)를

가르쳐 인도하였다. 그는 여기서 종래의 묵조수선(묵照修禪)을 지

양하고 간화수선(看話修禪)을 주장하여 적극적인 선법(禪法)을 편

것이 그 특징이다.2)

이렇게 보면, 간화선은 오히려 재가자를 염두해 둔 수행법이라

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간화선은 출

가자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왔다.3) 그러나 이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는 듯하다. 대혜종고는 출・재가자의 수행을 위해 간화선을 체
계화했지만, 수행의 전통과 맥은 출가자를 통해 전승되었기 때문

으로 보인다. 실제 고려의 사대부들이 화두를 참구하여 실천수행

했다는 기록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4)

따라서 간화선이 출가 스님들의 전유물로 인식되는 것은 과도

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조명제가 논문에서 언급한 바

“사대부는 그들이 교유했던 선승들에게 화두 참구를 지도받으면

서 간화선을 실천했다”는 것과 같이 스승을 통해 화두참구 수행

을 한다면 재가자 역시 간화선 수행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간화선이 출가자만을 위한 수행법이란 인식은 간화선이 갖는

깨달음(悟)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간화선은 상근

2) http://www.dlibrary.go.kr/JavaClient/jsp/wonmun/full2.jsp?v_kw_str=%E
6%AD%A6%E5%BA%AB&v_db=1&v_doc_no=5445&mode=1

3) 일례로 장진영(2012)은 불교의 마음치유 –위빠사나, 간화선 그리고
원불교 마음공부의 비교 라는 논문에서 “간화선은 출세간 위주의
수행으로 세간 생활을 하는 일반인들의 수행에 대한 갈증과 구체적인
삶의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장진영의 문제제기에는 이의가 없다. 다만 그 역시 간화선이 출가자
위주 수행이라는 한국의 보편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조명제(2001) p. 6.의 내용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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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지닌 수행자를 위한 수행법이라는 이야기가 덧붙여지면서

간화선은 접근하기 어려운 수행법으로 인식된 것은 아닐까.

간화선이 갖는 이미지가 어떻든 간에, 간화선은 한국불교 수행

전통의 중심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간화선

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간화선이

수행방법으로서 화석화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였다. 그 한 예

가 2003년 8월에 실상사에서 개최된 제 8회 선우논강에서 다루어

진 ‘왜 간화선이어야 하는가’이다.5)

그리고 간화선의 인식재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시도들도 다양하

게 시도되고 있다. 2004년 2월에는 조계종 포교원에서 '신도 간화

선 수행프로그램 교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시작하여 12월에 발간

을 하였다. 2003년부터 2005년에 걸쳐 다양한 선 수행관련 강좌나

세미나등이 활발하게 개최되었다. 그리고 2005년 5월 간화선 수행

지침서인 '조계종 수행의 길-간화선'이 조계종 교육원에서 2년여

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발간하게 되었다.

이러한 2000년대 초중반의 불교계의 상황은 그대로 학계에도

반영이 되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활발한 간화선 관련 연구가 이

루어지게 된다. 그것은 2010년 8월 동국대학교 학술원에서 개최한

‘간화선, 세계를 비추다’란 주제로 열린 간화선 국제학술대회로 이

어지게 된다. 이후 두 차례 더 국제학술대회가 열리면서 간화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집성되게 된다. 그러면서 그동안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간화선 연구가 인물별, 사상별, 시대별로 다양하게

연구되고, 나아가 남방 수행과 비교하는 연구로 연구의 영역이 확

대되게 된다.

그런데 간화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간화선이 지닌 수행의 효과성에 대한 심리

학적, 의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점이

다. 2011년 이후 몇 편의 논문이 발표되긴 했지만 이에 대한 연구

5) 문화일보, <<수행법 1000년 ‘간화선’이 흔들린다>>(2003년 8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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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제 시작단계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본고는 국내의 간화선에 대한 심리학적, 의학적 연구의

진행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 간화선 관련 연구에서 이 분

야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현황

본 연구는 먼저 국내에서 간화선과 관련된 연구가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6) 구체적으로

논문을 검색하고, 그 가운데 심리치료와 관련된 연구논문을 분류

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필

자는 동국대학교 전자도서관에서 간화선을 단일 키워드로 하여

검색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6) 이와 관련해서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저(2013) 명상 어떻게
연구되었나?라는 책에서 13년간(2000-2012년) 명상관련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한 내용이 있다. 여기에서는 ‘명상+불교’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논문을 살펴본 결과 총 95편의 논문이 검색되었고, 이 가운데 선과 관련된
논문이 전체 8.4%인 8편이 검색되었다. 그러나 이는 ‘선’, 혹은 ‘간화선’을
키워드로 검색한 것이 아니기에 13년간 간화선 관련 연구 논문의 경향을
보기에는 부족하다. 자세한 내용은 앞의 책, pp. 244ff를 참조하라.

정보원 검색편수 검색키워드
학술교육원 77편 간화선
누리미디어 112편 ￭검색일자 :

2014년 11월 20일
2015년 1월 22일
2015년 2월 1일

교보문고스콜라 87편
한국학술정보 57편
총 논문 편수 33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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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와 같이 간화선 관련 논문은 총 333편이 검색되었

다. 333편의 논문 가운데 중복논문과 비학술지에 게재된 글 등을

제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왼쪽의 <표 2>의 135편

을 제외하게 되면, 간화선

관련 논문은 198편이 된다.

198편의 논문을 발표 연도

별로 정리하여 그림으로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 편수
중복논문 63편
논평문 4편

간화선과 관련 없음 9편
단행본 3편

학술대회 발표문 8편

비학술지 18편

시, 문학 관련 연구 17편

기타 13편

합계 135편

<표 2 : 제외 논문 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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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도별 간화선 논문 발표 추이]

￭검색원 : 동국대학교 전자도서관
￭연도를 설정하지 않고 검색

<표 1 : 동국대학교 전자도서관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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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1]에서 보듯이, 2000년 이전에는 연평균 1편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2003년도부터 큰폭으로 증가하다가 2005년

이후에는 매년 평균 15.3편의 간화선 관련 논문이 발표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심리치료적 효과나 체험에 대한 분석 관련 논문은

다음의 6편에 불과하다.7)

198편의 논문 가운데 6편을 제외한 나머지 192편의 논문은 어

떤 특정 인물의 선사상을 규명하거나 선문헌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선의 특징에 대해 규명

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특히 2010년대 이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다. 그리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간화선에 대한 변용과 응용에 대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 대표적인 연구성과를 보면 다

7) 단행본에서 선을 심리치료적 관점에서 접근한 책들이 있다. 예를 들면,
David Brazier(2007) 선치료 ; 김말환(2006) 선수행과 심리치료 ;
제임스 H. 오스틴(2012) 선과 뇌의 향연 등과 같은 책들이 선의 치료적
특징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서적들을 만나볼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단행본은 제외하였음을 밝혀둔다.

1
선 심리치료의 방향과 그 실제 - 좌선,
호흡그리고마음밝힘을중심으로 -

김말환 정토학연구 2008

2
「상담(相談) 및 치유(治癒)」에 대
한 대승 간화선의 접근(接近)

김석암 普照思想 2011

3 간화선 집중수행 체험의 질적 분석 성승연,박성현
한국상담및심
리치료학회지

2011

4
간화선 수행 체험의 심리학적 분석 :
안국선원 간화선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성현, 성승연,
한자경, 김홍근,
박찬욱, 김완두

종교연구 2013

5
심리치유적 관점에서 간화선의 응
용모델 : 육도의 핵심감정 치유기제
로서의 “화두”의 응용

송영숙 한국선학 2013

6
간화선 수행이 중,고령자의 심리적 특
성(우울, 불안, 분노)에 미치는 효과

김병수 ,조기
룡, 배효상

불교학보 2014

<표 3 : 심리치료와 관련된 간화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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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1 선불교 수행에 대한 반성 서정형 철학사상 2000

2 看話禪에서 話頭의 양면적 기능 김호귀 한국선학 2004

3 재가자의 禪 수행 프로그램 고찰 황수경 한국선학 2006

4 看話禪 대중화의 문제와 과제 서재영 한국선학 2006

5 歐羅巴의 看話禪 修行 - 現況과 前望 서명원 보조사상 2006

6 미국의 간화선 수행 박문기 보조사상 2006

7 선문답의 장치와 해체 김영욱 철학연구 2006

8 일본 간화선(看話禪)의 전통과 변용
니시무
라 에신

보조사상 2006

9
간화선에서의 의(疑)와 간(看)에 대한 고
찰(考察)

강문선 한국불교학 2007

10
〈간화선(看話禪)입문 프로그램〉의 수행
과제

황수경 한국선학 2008

11 祖師禪의 修行과 信心의 관계 김호귀 정토학연구 2008

12
간화선에서 疑의 기능에 관한 고찰 에 대
한 고찰 -Theravāda의 수행론에 근거한
분석

공만식 佛敎硏究 2008

13
영성개발과 종교교육의 과제 ; 불교의 수
행과 영성개발—간화선을 중심으로--

황수경
종교교육학연
구

2008

14 한국의 간화선과 그 현대적 활용 김방룡 동서철학연구 2008

15 간화선 수행의 현대화를 위한 시론 이정섭 종교학연구 2009

16 화두를 참구하면 왜 돈오 견성하는가 박태원 철학논총 2009

17
看話三要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고찰 :
『高峰和尙禪要』를 중심으로

김숙현 한국선학 2010

18
간화선 화두간병론(話頭揀病論)과 화두의
심의 의미

박태원 불교학연구 2010

19 간화선에서 앎과 알지 못함의 의미 변희욱 철학사상 2010

20
간화선의 서양 전달과 그 수용 : 입실제
도(入室制度)를 중심으로

서명원 한국선학 2010

21 간화선의 원리와 구조 한자경
한국교수불자
연합학회지

2011

22 고려의 간화선과 현대적 과제 김형록 불교학보 2011

23 보조 간화선의 성격과 그 현대적 의의 김방룡 普照思想 2011

24 간화선과 위빠사나는 공존할 수 없는가 인경스님 普照思想 2012

25 한국 간화선의 세계화를 위한 제안 최용운 불교학연구 2012

26 간화선의 철학적 이해 한자경 한국선학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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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서 제시된 논문은 필자의 내용 분석에 따라 현대적

관점에서 간화선을 응용한 논문으로 분류된 것이기에, 다소 논란

의 여지는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간화선을 현대적 관점에서 이

해하고 응용해 보고자 하는 성격이 짙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

는 전통적인 간화선의 맥을 잇고 있는 한국의 간화선에 대한 교

계 안팎의 관심의 반영이자, 위빠사나를 비롯한 다양한 수행프로

그램의 유입에 대한 반응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간화선이 지닌 특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반

가운 일이다. 아울러 현대인에게 적합한 간화선 프로그램에 대한

모색 또한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표 3>에서 보듯이, 간화선이 실제 간화선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효과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제 출

발선상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간화선의 효과성에 대한

의학적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란 점도 지적해 둘 수 있을 것이다.

Ⅲ. 간화선의 심리치료적 효과

1. 선행연구의 내용 검토

앞서 <표 3>에서 심리학 혹은 심리치료적 관점에서 간화선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간화선을

심리치료적 관점에서 고찰한 선행연구는 사실 거의 전무하다시피

27
현대인의 정신적 위기 극복으로서의 성철
(性徹)의 간화선 사상

김선근
한국교수불자
연합학회지

2014

<표 4 : 간화선의 특징과 현대적 응용관련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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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8) 그 가운데에서도 실제 간화선 수행자의 심리변화에 대한

연구는 더욱 줄어든다. 그렇지만 선행연구를 간략하게 나마 살펴

보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먼저 <표 3>에서 3번과 4번 논문은 안국선원에서 실제 간화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합의적 질적 분석방법(CQ

R : Th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을 통해 경험 내용을 분

석한 논문이다. 이론적 가설을 세워놓고 그것을 문헌을 통해 가능

성을 탐색하는 논문과는 달리 실제 간화선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필드(field)에서의 경험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 두 논문은 화두 수행을 통해 경험자의 경험 내용을 자세하

게 분류하여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강렬한 정서

적 체험’9), ‘결정적 체험’10)의 항목을 통해 심리적 치유의 특성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 이에 대해서는 불교와 사상의학연구회 편(2013) 명상, 어떻게
연구되었나?의 통계 자료를 참조하면 좋다. 통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서 명상관련 연구 논문은 총 414편이 발표되었는데, 그
가운데 심리학관련 논문이 130편, 뇌관련 논문이 19편, 의학관련 논문이
38편, 불교관련 논문이 95편이라고 한다. 불교관련 논문 가운데 ‘선’과
관련된 논문은 8편에 불과한데, 그 가운데 7편은 문헌연구이고 나머지 한
편만이 ‘질적 연구’방법론에 근거한 논문이었다. 그 한편의 논문이 <표
3>에서 나온 간화선 집중수행 체험의 질적 분석 이란 논문이다.

9) 성승연;박성현,(2011) p. 339ff
10) 박성현 외(2013) p. 246ff.

강렬한 정서적 체험 결정적 체험

몸과 마음이 가벼워짐 짜증/분노가 줄어듦

평온감과 희열감 편안하고 즐겁고 감사함

참회

<표 5 : 간화선 수행을 통한 심리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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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서 보듯이, 간화선 수행에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

는 대체로 편안하고 즐거운 심리상태와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논문에

서는 ‘신체적 현상’을 따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정서적인 측면과 공유될 수 있는 내용들도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답답함이 터지고 가슴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 ‘몸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다. 깃털처럼 가볍다.’와 같은 내

용은 정서적 측면의 내용과 일정부분 중첩되는 내용들로 보아도

무방할 듯싶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간화선 수행이 제대로 수행된다면

깨달음의 여부는 차치하고, 일단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겪

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11) 수행이란 것이 수행자에게 있

어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향상되고, 변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야 수행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2편의 관련 논문

은 간화선에 대해 막연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1번의 경우는 간화선 논문이 아닌, 일반적으로 인도에서부터 전

해져 온 선(jhāna)이 지닌 심리치료적 특성을 좌선과 호흡 명상을

중심으로 다룬 논문이다. 특히 좌선이 중국의 선불교에서 얼마나

중요시 되었는지를 천태지의의 修習止觀坐禪法要를 중심으로 상
세히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고대 인도에서 좌선은 심신의 동요를

치료하는 의료행위의 하나였음을 주장하는 야나기다 세이잔(柳田

聖山)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심리치료로서 좌선의 기능을 강조하

11) 그러나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것은 성급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연구데이터가 필요하고,
그에 수반하여 간화선 수행이 갖는 부작용과 관련된 부분도 아울러
연구의 범주에 넣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간화선이 심리적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밝힌 이상의 논문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생각된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때, 간화선이 갖는 긍정적
효과성과 부정적 효과성을 아우르는 종합적 판단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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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간화선의 내용은 아니

다.12) 그런데 마지막에 달마의 조사선을 다루면서, 혜가스님과의

문답을 소개하면서 달마의 저술인 觀心論의 내용을 요약 정리

하고 있다.

2번 논문의 경우는 명상이 갖는 의학적 효과에 대한 국내외의

실험결과를 소개하면서, 천태지관과 유식의 삼성설, 그리고 간화

선이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한 논문이다. 여기에서 간화선의 화두가 사량분

별을 끊어주는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5번 논문의 경우는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의 상황에서 화두의 기

능, 말하자면 질문을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자각하게 하여

분노나 슬픔과 같은 불건전한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논문이다. 화두가 스승이 제자에게 그 상황에

딱 맞는 질문을 통해 깨달음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면, 심리치

유적 관점에서 간화선의 응용모델 에서는 자신의 스스로 묻고 그

질문에 대해 답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간화선의 방법을 응용하여

자신이 원하지 않는 순간이나 괴로운 상황에 놓일 때 스스로 ‘이

렇게 반응하는 나는 누구인가?’, ‘지금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가’

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함으로서 스스로 감정으로부터 탈동일시

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이는 서광스님이 개발한 “진아 만나기”

8회기 프로그램가운데 6회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화한 논문이

다. 실제 간화선이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모색한 논문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6번 논문은 실제 간화선 수행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령자를 대

상으로 심리적 변화를 측정한 논문이다. 간화선 수행 전후로 우

12) 이와 유사한 논문으로 박지숙(2003)의 禪心理治療의 方法論考察 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른바 zen therapy(선 치료)의 방법으로 오정심관,
지관치유, 좌선치유, 심상치유를 언급하고 있다. 그 밖에도 향기요법,
식이요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간화선’을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이 논문은 검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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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불안, 분노 수준의 변화를 살펴본 것으로, 이 가운데 우울과

불안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여준 논문이다. 이 논문은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논문이란 점에서 의의

가 있다. 기존에 MBSR과 같은 sati명상을 응용한 명상프로그램

의 효과성을 검증한 논문은 많지만 실제 간화선의 효과를 검증한

논문은 앞서 살펴보면 안국선원의 수행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

로 한 논문 외에는 찾기 힘들다. 간화선 프로그램이 탁월하다는

것을 실제 심리척도 검사를 통해 확인했다는 점과, 치료적 차원에

서의 효과성도 기대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 점에서 단연 두드

러지는 논문이다. 하지만 대상자가 중고령자라는 점과 수행 프로

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직접 통제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

어, 이러한 점을 보완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상이 국내에서 간화선을 주제로 한 심리치료적 관점에서 연

구한 개략적인 내용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국내의 연구는

주로 설문조사를 통해 간화선의 효과성을 검증(논문 2, 3, 그리고

6)했다는 점이다. 나머지는 이론적 가능성을 탐색하거나 간화선을

응용한 프로그램(논문 5)이다. 그렇다보니, 실제 간화선이 지닌 심

리치료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걸음마 단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빠사나 수행이 갖는 심리학적, 치료적 특성과 관련된 연구에 비

해 간화선의 연구는 매우 빈약하다는 것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간화선이 위빠사나에 비해 프로그램화하기에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국외의 경우에서도 선과 관련된 연구는 1970년대 이후 그

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위빠사나 혹은 위빠사나 기

법을 응용한 MBSR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매후 활발

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그 외 수행법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매

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3)

13) Donald McCoun, et al.(2010) p. 5. 이 책에서 서양에서 Mindfulness와
관련된 연구가 얼마나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책에서 저자들은 2010년 시점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심리학 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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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외국 저널에서 간혹 Zen meditation의 효과성에 대한

논문을 볼 수 있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Zen은 간화선이 아니

다. 일반적으로 폭넓게 사용하는 의미로 수식관14)이나 좌법과 관

련된 내용을 포괄한다. 그런데 주로 외국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E

EG를 통한 뇌파의 변화양상이다.15) 말하자면 명상 중에 뇌파가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통해 명상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fMRI나 MRI를 통해 불교명상이 뇌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16)도 있다.

한편 이러한 불교명상의 효과성을 뇌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검

증하고자 하는 시도에 다소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대표적으

프로그램 안에 있는 12개의 박사학위 논문 중 11개가 명상과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불교와 사상의학연구회 편저(2013) p. 111에서
재인용)

14) T. Takahasi et al.(2005)은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약물
복용이나 흡연, 음주를 하지 않는 학생들만을 선별하여 진행하였다.
이들이 수행한 방법은 수식관(Su-soku)으로 뇌파(EEG)와
심전도(ECG)의 변화 양상을 측정하였고, 여기에 Cloniger의 기질 성격
검사(TCI)를 통해 상관성을 살핀 논문이다. 여기서 zen meditation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임상시험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수식관을 의미한다.
따라서 화두를 통한 효과성 논문이 아니다.

15) Pei-Chen Lo, et al.(2003).
16) Giuseppe Pagnoni, et al.(2007)는 3년이상 매일 이른바 선명상(Zen
Meditation)을 한 13명을 실험군으로 그렇지 않은 일반인 13명을
대조군으로 하여 대뇌의 회백질(cerebral gray matter)의 두께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MRI를 통해 검증한 연구를 진행했다. 회백질의
두께와 나이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선명상을 한 사람들은
나이에 별 상관이 없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인은 나이에 따라
회백질의 두께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 논문의 경우는 어떤
상황을 통제하여 실험을 하고 그것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선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일반인을 모집하여 촬영한
결과라는 점에서 다른 임상연구와는 다소 방법론상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수행이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를 살펴보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선명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상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들이 간화선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전통의 선수행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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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콜럼비아 대학의 베르나르 포(Bernard Faure)를 들 수 있다.

‘Buddhist Meditation and neuroscience’라는 논문17)에서 뇌의 변

화와 불교명상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을 밝히

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문들은 간화선이나 간화선을 응용한 어떤 프

로그램을 통해 시험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간화선 연구

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은

선명상이 정서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아니라 뇌파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뇌의 활성화와 회백질의 두께에 어떤

영향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논문이란 점에서 심리적 치유의 효

과를 살펴볼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간화선 관련 연구가 진행됨에 있어, 앞으로 보다 적극적

으로 간화선이 지닌 심리치료적 효과성을 의학적 관점에서 고찰

하는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향후 의학

계와의 학제간 연구 주제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간화선의 심리치료적 접근 가능성18)

간화선에서 간화(看話)란 ‘본다’란 의미인 간(看)과 ‘말’이란 의

미인 화(話)의 복합어이다. 여기서 말하는 ‘말’, 즉 화(話)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선문답의 핵심 언구를 말하며,19) 선문답의 핵심언구

17) Bernard Faure(2011) ‘Buddhist Meditation and neuroscience’ Buddhism
and the future world(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18) 본 절에서는 간화선이 갖는 심리치료적 가능성의 일면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간화선은 다양한 측면에서 심리치료적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본 절에서 그 내용을 모두 다루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기에 특정한 주제, 즉 ‘불안’이라는 주제로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차후의 연구주제로 삼고자 한다.

19) 불교와 사상의학연구회 편(2013) p. 65 ; 인경스님(2011) p. 2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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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우리는 화두(話頭)라고 한다.20) 그리고 이러한 간화선 전통이

확립된 것은 남송(南宋)시대의 대혜종고(大慧宗杲, 1089-1163)에

의해서이다.

따라서 ‘간화’란 ‘화두를 본다’라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달리

‘화두를 참구한다’는 의미가 된다.21) 그리고 화두를 참구하는 목적

은 깨닫기 위함이다.22)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깨달은 사람이 모두 화두를 참구해서 깨달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

다. 화두 참구는 깨닫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23)

하지만 간화선이 깨달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오로지 깨달

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

도 있다.

선을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혹은 깨달은 이후의 경지로 국
한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선을 적멸의 경지를 얻는 것으로 착각한
다든가, 신비한 영적체험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외적 초월성에
초점을 맞추어 현실을 도외시하고 적정한처에 안주하는 것 또한 올바
른 선이 아니다. 선은 지금 여기 고통의 현실 속에서 그 고통의 실체
가 없음을 직하(直下)에 요달하여, 고통이 고통 아닌 행복으로 돌려쓰
는 깨어있고 열려 있는 삶 자체인 것이다.24)

참조하라.
20) 조계종교육원불학연구소 외(2005) p. 51.을 참조하라.
21) 수불스님,(2012) p. 32.
22) 신규탁(2011) p. 187. “선종의 역사를 돌아보면, 선승들은 대화를 통해
제자들을 지도하고, 그 대화는 다시 ‘화두’로 정착되고, 이렇게 정착된
화두는 다시 강의의 소재로 활용되어 수행자들 격발했고, 다시 더
세월이 흘러서는 그 ‘화두’ 자체를 참구(參究)하여 수행자 스스로
견성성불을 체험하게 하기도 했다.” ; 월암(2006) p. 422에서는 대혜종고
스님이 간화선을 제창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물론 대혜가 “깨달음을
법칙으로 삼아(以悟爲則)” 간화선을 제창하였고, 깨달음이 전제되지 않는
선은 선이라고 말할 수 없다.”

23) 한자경(2011) p. 126.
24) 월암(2006) p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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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암스님이 간화정로에서 밝힌 위의 내용은 간화선이 지닌

또 다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앞서 간화선은 깨달음에 강조

점이 있다고 한 견해 역시 전통적으로 지지받는 것이지만, 달리

지금 여기라는 현실에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간화선

이 매우 탁월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간화선의 특징을 파악

할 필요도 있다.

그러할 때, 고따마 붓다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가한 맥

락을 그대로 간화선 전통도 이어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

다. 말하자면 간화선 역시 불교의 핵심 명제를 통해 이해할 수 잇

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잘 보여주는 선전통이 있다. 바로 중국

선종의 초조인 보리달마와 2조 혜가스님과의 대화이다.

광(신광)이 말하기를 “저의 마음이 편안치 않습니다. 원하옵나니 스
승께서 편안케 해 주시옵소서.” 스승(달마)이 말하였다. “이제 [그대
의] 마음을 가지고 오면 [내] 그대를 편안케 해 주겠다.” [신광이] 말하
기를 “마음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스승이 말하였다. “내가
그대의 마음을 편안케 하였다.”25)

여기서 신광(神光)은 곧 혜가스님을 가리킨다. 위의 인용문은

우리들이 무의식중에 마음이란 어떤 실체를 가정한 것에 대한 불

교적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런데 보다 일상적인 의

미로 파악한다면, 심리치료적 관점에서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즉 불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갖는 심리적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안’

이다.26) 불안은 공포와는 다른 것으로 어느 순간 갑자기 ‘불안함’

25) 景德傳燈錄 卷第三, (T.51, p. 219c).
“光曰。我心未寧。乞師與安。師曰。將心來與汝安。曰覓心了不可得。師曰。
我與汝安心竟”

26) 불안은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5장애(五蓋, pañcanīvaraṇāni)가운데
하나로, 한역으로는 도거(掉擧)라고 한다. 도거와 같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악작(kukkucca)인데, 보통 회한으로 번역된다. 니까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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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엄습하는 것으로 설명된다.27) 그런데 이러한 불안은 살아가면

서 누구나가 겪는 것 가운데 하나이다. 그 정도 심한 경우와 그렇

지 않은 경우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면 우리가 불안을 경험

할 때 그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은 어떠할까. 2006년도 연구 조사

에 따르면 대부분(42%)은 그냥 참는다고 답했고, 종교활동을 통

해 대처한다는 응답은 5%, 그리고 이완요법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2%에 불과했다.28) 그리고 불안 증상이 심한 사람들은 반드시 다

양한 신체화증상으로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

그런데 이러한 불안은 뚜렷한 이유가 없이, 말하자면 대상이 불

확실한 상태로 낯설고 초조하며 ‘마음이 편치 않음’으로 엄습된

다30)고 한다. 또는 뚜렷한 원인없이 생기는 불쾌하고 모호한 두려

움으로 설명하면서 더불어 다양한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는 기분

상태라고도 정의된다.31)

이렇듯 뚜렷한 원인이 없고, 그리고 그것을 야기하는 대상도 없

다는 점이 불안 증상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

은 어찌보면 자기존재에 대한 불확실성 내지는 불안정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혜가 스님의 ‘저의 마음을 편안케 해주십

시오’라는 말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의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불안을 치료함에 있어, 이승환 등의 논문에 따르면 23편의 불안

불안과 회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요와 안정감을 증가시키는 명상이
적합하다고 한다. 특히 호흡 알아차림(ānāpānasati)가 도움이 된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Anālyo Bhikkhu(2014) p. 216참조. 그리고 현대의
실존철학자이자 실존적 심리치료사인 롤로 메이(Rollo May)는 현대인이
불행한 원인으로, 공험감, 고독감, 불안을 꼽고 있다. 그리고 불안을
중세기의 흑사병에 비유하기도 한다.(김정현(2013) pp. 325-326참조)

27) 안희정(2014) p. 201.
28) 정상근, 권준수(2006) p. 119.
29) 정상근, 권준수(2006) p. 118.
30) 안희정(2014) p. 203.
31) 이승환 외(2012) p. 2. 이 논문에 따르면 불안장애는 정신과 질병 중
가장 흔한 것 가운데 하나이며, 인구 중 약 15% 이상이 평생동안 한 번
이상 이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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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 논문 가운데 증상을 치유하기 위해 양약을 처방한 논

문이 19편이 이르고, 나머지는 한약치료등의 치료와 비교한 논문

이라고 한다.32) 따라서 불안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양약 처방을 통

해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정상근, 권준수의 연구

에서 불안에 대처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전체의 15%

라고 하는데33), 이 때 전문가란 의사를 지칭한다.

그런데 혜가 스님의 경우는 의학적 처방을 받았거나, 심리적 상

담을 통해 불안을 치유한 것이 아니다. 불안한 상태의 마음이 본래

없음을 여실지견(如實知見)하게 됨으로써 완전한 안심(安心)을 획

득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불안 증상으로 고통받

고 있는 사람에게 달마스님과 혜가 스님 사이의 선문답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혜가

스님의 이 내용은 무문관 41칙에 화두로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혜가 스님의 제자인 3조 승찬스님의 신심명에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전한다.

[마음에] 어긋나고 맞는 것이 서로 다투니, 이것이 곧 마음의 병이
된다. 현묘한 뜻을 알지 못하니 애써 생각만 고요히 할 뿐이다.34)

자신의 마음에 맞는 것(順)은 좋아하고, 맞지 않는 것(違)은 싫

어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

기에, 마음의 병이 생긴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마음의 병이 생겨

나면 그저 생각만 가라앉히려고 하는데, 공연한 헛수고일 뿐이라

는 것이다. 생각이란 본래 고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어

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승찬스님은 “유혐간택(唯嫌揀擇)”,

즉 단지 좋다, 나쁘다라는 생각으로 가리지 말 것을 권고한다. 그

렇게 하면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32) 이승환 외(2012) p. 9.
33) 정상근 외(2006) p. 119.
34) 信心銘(T47, 376b) “違順相爭 是為心病 不識玄旨 徒勞念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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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택, 즉 분별심을 내지 않는 것은 간화선/선 수행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숭산스님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내가 가진 견해와 좋고 싫음을 다 던져 버리고, 오직 모른다는 마음
만 가질 뿐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른다는 마음은 모
든 생각을 끊어 낸 것이고, 생각이 끊어지면 텅 빈 마음이 되며 바로
이 마음이 생각 이전이라는 거예요. … 중략 … 이처럼 생각을 여의고,
말에 대한 집착을 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35)

우리는 흔히 사실과 생각/판단을 동일하다고 간주한다. 예를 들

어, ‘노랫소리가 귀에 거슬린다.’ 혹은 ‘노랫소리가 참 좋다.’와 같

은 문장이 있다면, 여기서 사실은 ‘노랫소리’만이 사실이다. 그리

고 ‘귀에 거슬린다’와 ‘참 좋다’는 생각/판단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과 생각/판단을 섞어서 쓰면서 ‘노랫소리가 귀에 거슬린다’

와 ‘노랫소리가 참 좋다’가 사실의 반영이라고 착각한다. 사실과

사실에 대한 판단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끊

임없이 생각에 사로잡혀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이와 관

련해서 일본의 안도 우사무의 견해는 참조할 만하다.

… 그때까지는 그 감각을 ‘통증’이라고 불렀을지 모르지만, 통증이
라고 이름붙인 것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다. 마음에는 이 통증과 관
련한 다양한 생각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예를 들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든가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이런 고통 속에서 계속 살 바에
야’와 같은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생각일 뿐, 고통 그 자체는 아니다.36)

사실과 판단을 혼동하지 않는다면, 판단에 가려진 사실을 그대

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병을 치유할

35) 스티븐 미첼 편저(2011) pp. 32-33.
36) 안도 오사무(2011) p.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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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간화선의

화두가 바로 이 길로 나아가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간화선의 현대적 응용 문제

간화선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자, 마음의 병을 치유

하는 수단으로써 효과적일 수 있음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직면한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을 간화선을 통

해 해결할 수 있어야 좋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여

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간화선의 화두 내용

이 현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전통적으로 1700공안이라

고 하듯이 매우 다양한 질문이 선불교 전통 내에서는 이어져 오

고 있다. 이들 문제들이 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간화선의 핵심인 의심37)이 촉발되지 않

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화두를 통해서 오늘날 현

대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데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화두가 그렇게 간절하고, 사무치게 의심을 불
러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 중략 … 문제는 과연 조주선사
시대의 사람들이 궁금해 했던 것을 지금의 불자들도 궁금해 하는가
하는 문제다. 다시 말해서 당장 의식주를 해결하는 일이 급하고, 끝없
이 경쟁하고 물질문화에 몰입되어 눈앞의 현실이 급한 현대인들은 개
에게 불성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화
두가 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좀 더 현대인들의 요구와 필요에

37) 高峰原妙禪師禪要(X70, No.1401, p. 708b)에서는 간화선의 3대요체를
밝히고 있다. 즉 대신근(大信根), 대분지(大憤志), 대의정(大疑情)이다.
인경스님(2011) p. 210.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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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 그들이 당면한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실용적일
필요가 있다.38)

인용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현대인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

는, 당면한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는 간화

선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시각일 것이다.39)

문제는 그럼 어떻게 현대인들에게 맞는 화두를 제시할 수 있는

가 라는 점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전통적인 화두를 타파한 사

람이 아니면 새로운 화두를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것이 간

화선이 위빠사나와는 달리 대중적인 프로그램화 되지 못하는 이

유일 것이다. 또한 간화선에서는 스승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프로

그램이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이를 지도할 스승이 없다면 프로그

램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진다.

수행자는 이렇게 독참을 통해 혼자서는 도저히 뚫기 어려운 관문을
뚫어나간다. 독참을 체험해 보면, 선은 스승의 지도 없이는 힘들고, 학
문은 독학이 가능하나 선은 독학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 가슴에 절
절이 와 닿는다.40)

또한 화두를 타파해 본 사람만이 상대에게 딱 알맞은 화두를

제시할 수 있으며, 설령 그것이 전통적인 화두라고 할지라도 그것

에 대해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41) 그렇기 때문에 ‘오

38) 송영숙(2013) pp. 424-425.
39) 서재영도 유사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간화선이기 때문에
송대(宋代)의 이야기, 대혜(大慧)의 이야기에서 모든 것을 찾으려 하고,
당대(唐代)의 방식으로 현대인을 묶어 두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뿐더러 간화선의 지속적이고 창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서재영(2006) p. 501)

40) 장휘옥;김사업 제창(2012) p. 14. ; 한자경(2011) pp. 143-144. 참조.
41) 이런 점에서 숭산스님은 탁월한 간화선자이자, 스승이라고 할 수 있다.
스티븐 미첼 편저(2011) 부처가 부처를 묻다에서는 제자들에게
전통적인 화두를 던져주고, 그것에 대해 끊임없이 점검을 해주는 자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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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깨어 있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깨울 수 있다’42)고 말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간화선의 화두가 오래되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은 피상적인 파악이고, 오히려 화두를 지도할 스

승의 부재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의

해야 할 점은 화두에는 어떤 내용도 없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우

리가 화두의 질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나 내용이 그 안에 없

다는 것이다. 화두의 기능은 단지 우리의 개념과 분별이라는 관념

을 깨뜨리는 기능을 할 뿐이다. 그러므로 “개에게 불성이 없다”는

화두는 개에게 불성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평창에

는 “이 ‘무’를 허무의 ‘무’나, 있다(有)의 반대인 없다(無)의 ‘무’로

잘못 참구해서는 안 된다”43)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은 개에게 불성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은 잘못된 화두 이해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무’

자 화두에는 ‘개’라든가 ‘불성’이라든가 하는 개념이 붙어 있을 여

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에게 불성이 있다, 없다’라는 식으

로 이 화두를 든다면 이는 이미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그저 아무에게나

“무자 화두를 들어라”고 하는 수행풍토이다. 말하자면 간화수행자

가 어떤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잘 살펴 그에게 맞는 화두 하

나를 던져 줄 수 있는 안목있는 스승의 부재에 문제의식을 가져

야지, 화두가 오래되어 현대인에게 맞지 않는다는 식의 판단은 재

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간화선을 응용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전통 간화선을

그대로 따라 해서는 곤란하다. 말하자면 간화선은 수행프로그램인

것이고, 간화선을 응용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심리치

모습을 만나게 된다. 아울러 전통적인 화두가 아닌 상대에게 딱 알맞은
문답을 통해 간화선의 길로 이끌어주는 모습도 보게 된다.

42) 한자경(2011) p. 143.
43) 장휘옥;김사업 제창(2012)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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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프로그램이다. 그렇기에 양자는 구별된다. 우리가 간화선을 심

리치료 프로그램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간화선이 갖는 특징을 뽑

아내는 작업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그것을 이용하여 심리문제에

접근하는 문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헌속에서

문답이 갖는 형식적 특징과 그리고 화두를 타파한 수행자가 얻은

내적 경험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44)

Ⅳ. 결론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심리적 불건강함에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

로 인한 질병, 불안, 우울,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들은 한 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가족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기에 이른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수행’, 혹은 ‘명상’

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남방수행 전통인 위빠

사나는 물론 이것을 응용한 MBSR이나 MBCT와 같은 대중화된

프로그램은 현대인들의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있다.

한편 동북아시아에서는 일찍이 ‘간화선’이라는 독특한 수행방법

발전 계승해 오고 있다. 근래에 들어 이 간화선에 대한 연구도 국

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본문

에서도 언급했듯이, 위빠사나와 같은 수행방법과는 아직은 비교할

만한 양적 연구가 성숙된 단계는 아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제 간화선 관련 연구는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심리치

44) 이 주제는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화두수행의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문헌학적 연구가 결합되어야 하고, 아울러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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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적 관점에서는 그렇다.

본문에서 필자는 간화선이 갖는 심리치료적 효과 및 특성을 고

찰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간화선 전통속에서 그러한 특징이

내재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2015년 2월까

지 국내에서 발표된 간화선 관련 논문을 검색하였고, 결과 333편

의 논문 목록을 작성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심리치료와

관련된 연구는 불과 6편에 불과했다. 6편 중에서도 실제 심리학적

방법을 통한 심리치료적 효과성을 검증한 논문은 3편에 불과했다.

그런데 간화선이 지닌 심리치료적 효과성에 대한 논문은 국외

의 경우도 매우 드물다. 1979년 존 카밧진(Jon Kabat-Zinn) 박사

가 MBSR프로그램을 개발한 이래 불교 명상의 심리치료적 효과

는 남방 위빠사나 수행 일변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국내외에서 간화선 관련 연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간

화선이 갖고 있는 내적 한계 때문일 것이다. 간화선은 화두를 명

확하게 타파한 스승이 없이는 수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

장 커다란 한계일 것이다. 그리고 간화선은 스승과 제자가 일대일

로 화두를 풀고 점검해 주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중적 프로그

램이 되기에는 여러 제약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화선은 다른 여타의 수행과 비교해서 손

색이 없을 만큼 심리치료적 효과가 뛰어나다. 그러한 점은 국내의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한편 인경스님은 “간화선의 심리학적 이해는 앞으로 간화선의

활성화에 대한 중요한 관점”45)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간화선

이 갖고 있는 특징을 잘 살려냄과 동시에, 그것을 심리학적 관점

에서 새롭게 이해의 지평을 넓혀 갈 때, 간화선은 오늘날 우리에

게 매우 의미있는 심리치료의 방법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45) 인경스님(2011) p.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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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anhwaseon and Psychotherapy : Focusing on 
Current Research Trend

Lee, Pilwon

Dongguk University(Gyeongju)

Today, we are faced with a variety of problems. The
most severe one might be the psychological unhealthiness.
Diseases due to stress and negative emotions such as anxi-
ety, depression and anger affect not only the individual’s
life, but also people around including family members, which
eventually develop into a social problem.

In this social atmosphere, ‘practice’ or ‘meditation’ be-
gan to receive unprecedented amount of social interest. Not
only Vipassanā which is the traditional southern practice
method, but also popularized programs such as MBSR or
MBCT that applied Vipassanā are currently contributing to
solving diverse psychological problems of modern people.

Meanwhile, a unique practice method called
‘Ganhwaseon’ has been early developed in Northeast Asia to
be succeeded to this day. Recently, research on Ganhwaseon
from an aspect of psychotherapy is budding in Korea.
However, quantitative research on Ganhwaseon(看話禪) is
not yet comparable to other practice method such as
Vipassanā.

This paper examines the previous studies that con-
templated on the psychotherapeutic effectiveness and char-
acteristics of Ganhwaseon and confirmed the inherence of
such characteristics in the tradition of Ganhwaseon. For this
purpose, research papers related to Ganhwaseon that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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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 published in Korea before February in 2015 were
searched, which gave out a list of 333 papers. However,
there were only six papers that involved psychotherapy.
Among these six, only three were the papers that verified
the psychotherapeutic effectiveness using psychological
method.

Meanwhile, there are very few papers regarding the
psychotherapeutic effectiveness of Ganhwaseon in overseas
as well. Ever since Doctor Jon Kabat-Zinn developed MBSR
program in 1979, the psychotherapeutic effects of Buddhist
contemplation has been proceeded merely focused on the
practice in southern Vipassanā.

The reason that there are scarce domestic researches
on Ganhwaseon from an aspect of psychotherapy can be at-
tributed to the inherent limits of Ganhwaseon. The biggest
challenge of Ganhwaseon is that practice is impossible un-
less there is a teacher who had precisely cleared Hwadu.
Moreover, Ganhwaseon requires a one-on-one approach for
solving Hwadu(話頭) and checking between teacher and
pupil. In that sense,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for
Ganhwaseon to become a public program.

Nevertheless, Ganhwaseon has outstanding psychother-
apeutic effects that stand comparison to any other
performances. This can be confirmed in the literature review
on the previous domestic studies.

If we properly give life to the characteristics of
Ganhwaseon and broaden a new level of understanding from
a psychological aspect, Ganhwaseon can be reborn as a
psychotherapeutic method that possesses a very significant
meaning to us in these days.

Keywords : Ganhwaseon(看話禪), Hwadu(話頭),
Psychotherapy, Psychological Unhealth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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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xiety, Vipassan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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