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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로고테라피와 유식(唯識) 사상의 비교 연구

로고테라피의 창시자 빅토르 프랑클은 인간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았던 신경과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였다. ‘의미’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말이나 글이 나타내고 있는 내용’

이다. 프랑클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에 있다”고 

하였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면서도 실생활에서 고통을 느끼면

서 살아가고 있다. 고통은 그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관해 니체(Nietzsche)도 "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고 하였다.

프랑클은 의미가 사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발견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 프랑클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공평한 것이 죽음이며, ‘죽

음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의미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클의 의

미 치료는 태도적 가치추구의 결정판이다.

본 논문은 프랑클의 로고테라피가 말하는 삶의 의미와 불교 유식사상에

서 말하는 의식(識, 마음)이 어떤 유사성과 상이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그동안 프랑클의 로고테라피를 연구한 사례는 많았지만 불교, 특히 

유식(唯識) 사상과 비교하여 연구한 문헌은 없었다.

그런데 프랑클의 로고테라피와 대승불교의 유식사상을 비교하는 본 연

구에는 나름의 한계가 있다. 두 사상은 시공간적으로 같은 시대에 있지 않

고, 동서양의 사고방식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프랑클의 로고테

라피를 전적으로 다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식사상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존의 의미와 유식사상의 ‘의식’(識)을 비교한다. 프랑클

의 �무의식의 신�에서의 무의식과 불교에서의 심층 의식인 알라야식과 아

말라식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오늘날 실존적 공허에 사로잡혀 고민하

는 사람들이 스스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의 가치를 가지게 한다. 실

존의 의미와 마음이 주는 메시지를 알아차림으로써, 실존적 고민을 해소하

고,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프랑클의 로고테라피와 불교의 유식사상

은 서로 닮아 있으면서도 다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했다. 변화 속에 로고스가 있

다. logos는 진리이며, 이성이다. 이는 불교의 무상(無常)과 연결하여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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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볼 수 있다. 무상(無常)은 일정함이 없음, 변화함을 뜻한다. 변화를 받

아들임, 즉 변화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로고테라피 역시 삶에서 로

고스, 즉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프랑클이 말하는 ‘의미’나 불교의 유식사상에서 말하는 ‘의식(識)’ 혹은 

마음은 유사성이 있다. 둘 다 일어난 사건의 발생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

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마음·의식이나 

의미는 둘 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현상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태도이다. 다만 로고테라피는 인과 관계를 따지지 않는 대신 불교는 인과

와 인연의 연기법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운명에 처했을 때, 마지막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태도의 자유이다. 그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그 일이 나에게 온 이유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프랑클이 말하는 의미가 

그런 것이다.

유식사상에서 마음의 바탕은 8식이나 9식이다. 8식의 씨앗이 드러나서 

현상 세계를 이룬다. 이것을 깨달을 때, 나와 세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

다. 9식은 모든 사물이 서로 관계를 맺게 만든다. 이에 따라 한 사물은 우

주 전체와 관계를 맺게 된다. 우주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유식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뒤에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마

음의 속성을 알아차림으로 인해 지혜를 얻게 된다.

의미 치료는 예컨대, 예기(豫期) 불안으로 오는 신경증이나 공포증을 역

설의도 기법, 반응억제 기법 등을 사용하여 치료한다. 로고테라피가 치료

에 중점을 두었다면, 유식사상은 처음부터 실체의 속성을 바르게 알아차려 

발병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의미가 있다.

초기불교에 따르면, 고정불변의 마음이란 없으며, 다만 연기적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마음은 분명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그 

때문에 괴롭거나 즐겁다면, 칸트가 신을 요청하는 것처럼, 프랑클이 의미

를 찾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의 존재를 요청할 수 있다.

양심이나 도덕성과 윤리는 외면하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지만,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지침이 되고 가치관이 된다.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비하하거나, 미리 다가올 시간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이 세상 어

떤 것도 단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

다. 이것을 의식하면서 오늘 지금 바로 여기에서 매 순간순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주요어 : 로고테라피, 무의식의 신, 태도의 자유, 유식 불교, 알라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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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표

본 논문은 빅토르 프랑클의 ‘로고테라피’와 불교의 유식(唯識) 사상1)을 비교 고

찰하는 연구이다. 프랑클의 로고테라피에서 말하는 의미 발견과 불교의 유식사상에

서 다루는 마음의 비교를 통해 유사성과 상이성을 보다 명료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이전의 선행연구들에서 프랑클의 로고테라피에 관한 연구와 사례는 많았지만 불교

적 입장에서 비교하여 다룬 논문은 없었다.

특별히 유식(唯識) 사상을 중심으로 로고테라피와의 관련성을 논하는 본 논문은 

동서양 사유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이해하는 것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

로고테라피의 창시자 빅토르 프랑클은 신경과학자이자 정신과 의사다. 프랑클은 

자신의 삶의 목표에 대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도록 도와

주는 것에 내 삶의 의미가 있다”2)고 말할 정도로 일평생을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붇다가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중생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하니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실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에 의미

를 두고 살아가는 프랑클의 의미치료와 불교의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은 비교 연

구할 가치가 있다.

의미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말이나 글이 나타내고 있는 내용’을 뜻한다. 프랑클

은 삶을 살아내는 힘의 원천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프랑클

은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의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3)는 표현을 인용하여 삶의 의미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높다. 특히 청소년과 노년기의 자살률은 한 동안 OECD 국

가 중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노년기는 4고(苦) 즉, 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무위

고(無爲苦) 병고(病苦)와 황혼 이혼, 자신의 역할에 대한 상실감과 절망 허무감이 

증대된다.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이유의 부재와 자신의 가치절하, 삶의 의미 상실이 

자살로 이끌어 가고 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망하는 고독사도 

1) 유식사상은 우주의 궁극적 실체는 오직 마음뿐으로 외계의 대상은 단지 마음이 나타난 결과라

는 사상이다. 세친(世親, 320∼400)의『유식 삼십송(唯識 三十頌)』에서 정립된 사상이다. 유식

사상은 일반적으로 바깥에 있다고 생각되는 대상들은 인식작용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뢰야식에 저장되어 있는 종자(種子)로부터 생긴 것으로 본다. 결국 자

기 자신의 인식수단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영숙, ｢유식사상의 아뢰야식과 정신분

석의 무의식 비교 고찰｣, 불교문예연구, 2016, 257쪽.

2) 빅터 프랭클,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이시형 역, 청아출판사, 2014, 250쪽.

3)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시형 역, 청아출판사, 2016,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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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삶을 긍정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할 방법으로 로고테

라피와 유식불교가 중요하다. 삶의 의미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꼭 필요한 방법론

이 될 것이다.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연구의 범위는 로고테라피의 삶의 ‘의미’와 유식사상에서의 ‘의식(識 마음)’ 두 

가지를 설정하여 유사성과 상이성을 비교한 것이다. 프랑클은 로고테라피에서 삶의 

의미는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는 것이며, 사람마다 의미를 두는 곳이 다

르다고 하였다. 즉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진다. 마찬가지로 유식불교에서 말하는 의식(識), 또는 마음도 타인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의미는 무의식의 

신을 중심으로 신이 각자에게 부여해 둔 의미를 인간이 발견하는 것이고, 유식사상

의 의식(識) 또는 마음은 업(業)의 발현으로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서양에서는 절대적인 신이 존재하고 있어 인간은 신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다. 

프랑클이 말하는 신은 유일신, 절대적인 신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발견되는 각 

개인의 존재로서의 신을 말한다. 불교에서도 누구나 올바른 수행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이라는 개념을 갖지 않는다.

칸트의 신의 존재에 대한 요청이론은 사람들이 착하고 올바르게 도덕적으로 살

아가야 할 당위성을 알려준다. 그리고 불교의 전생관과 윤회도 마찬가지이다. 잡아

함경(雜阿含經)에는 “늙음과 죽음은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든 것도 아

니며, 자기와 남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인 없이 만들어진 것도 아

니다. 다만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늙음과 죽음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원인(原因)

이 있기 때문에 결과(結果)가 있다는 것이다.

불교는 철저하게 인과의 법칙을 가지고 있으며 현상을 연기법(緣起法)4)으로 설명

한다. 흔히들 선인선과(善因善果) 악인악과(惡因惡果)로 알고 있지만 선인락과(善因

樂果) 악인고과(惡因苦果)라고 표현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과거의 내 행동이 오늘

의 나를 만들고 지금 내가 하는 행동으로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예외

로 생각되는 일도 있다.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결과가,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과보를 

받아야 하는데 때때로 우리는 나쁜 짓을 했는데도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선한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힘들어하는 것을 본다. 이는 아직 과보(果報)를 받을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자신이 행한 모든 업의 결과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지금 제대로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 과보를 나중에 받게 되어 힘든 상황이 올 

4) 연기법(緣起法)은 연기의 법칙,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 또는 줄여서 인과법칙(因果法則) 혹은 

인과법(因果法) 또는 인연법(因緣法)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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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니 현실에서 오계5)를 잘 지켜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다. 각자의 업

은 각자에게 반드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불교에서는 자신이 스

스로 올바른 업을 쌓고 다른 사람들도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계도하고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지금 힘든 것은 예전에 많은 공덕을 쌓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듯이 매일매일 선업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 

지금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가는 행복이 미래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연구의 내용은 먼저 로고테라피의 탄생 배경과 기본 이론 및 활용기법을 알아보

았다. 유식불교에서도 유식의 기본개념을 설명한 다음 프랑클의 무의식의 신과 비

교하였다. Ⅰ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표, 범위 및 내용, 연구 과정과 선

행 연구에 대해 알아보고, Ⅱ장에서는 프랑클의 생애와 로고테라피의 이론적 배경

을 중심으로 로고테라피의 탄생과 배경, 자유의지, 무의식의 신에 대해 알아보았

다. Ⅲ장에서는 유식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본 다음 Ⅳ장에서는 ‘무의식

의 신’과 불교의 ‘유식사상’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비교하였다, Ⅴ장에서는 로고테라

피와 마음 치료에서 주로 활용하는 기법을 알아보았고, Ⅵ장 결론 순으로 전개하였

다.

3. 연구 과정

본 연구는 문헌 고찰로 프랑클이 직접 저술한 책의 내용과 프랑클과의 대담으로 

바라본 학자들의 문헌 사례 논문 학술지 등을 중심으로 이론적인 기초를 살펴보고 

또한 불교 문헌에서 나타나는 유식과 관련한 저서와 논문, 의미나 일체유식, 무상

(無常)의 내용 등을 인용 및 발췌하여 진행하였다.

국내 번역된 서적으로 프란츠 크로이처의 대담집 �태초에 의미가 있었다�(1998)

와 프랑클의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2009), �죽음의 수용소에서�(2012), 

�삶의 의미를 찾아서�(2012),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2012), �心理療法과 

現代人�(2012), �책에 쓰지 않은 이야기�(2012), �무의식의 신�(2013), �영혼을 치

유하는 의사�(2017), 정인석의 �의미 없는 인생은 없다�(2013) 등을 참고하였다. 

책의 주 내용은 아무리 힘들고 극한 상황이라도, 그 상황이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억압되어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태도의 자유만은 박탈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프랑클의 의미 발견과 태도의 자유가 불교의 유식에서 말하는 마음가짐과 유사

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불교서적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보명의 �육

조단경�(2001)을 보게 되었고 박태원의 �원효 사상 연구�(2011), �하나로 만나는 

길을 열다 원효�(2012)를 시작으로 고우의 �연기법과 불교의 생활화�(2006), 고익

진의 �불교 이야기�(2018)와 �불교의 체계적 이해�(2015), 곽철환의 �불교 길라잡

5) 오계(五戒) : 불살생(不殺生) 불투도(不偸盜) 불사음(不邪婬) 불망어(不妄語) 불음주(不飮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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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2003), 김동화의 �유식철학�(1988), 김명우의 �유식삼십송과 유식불교�(2012), 

김윤수의 �잡아함경�(2013), 길희성의 �인도철학사�(1984), 목경찬의 �유식불교의 

이해�(2017), 묘원의 �12연기와 위빠사나�( 2012), 다카사키 지키도(高岐直道)의 �

유식입문�(1997), 김진의 �철학의 현실문제들�(2007)과 �칸트와 종교�(2018) 등을 

읽게 되었으며  리하르트 쉐플러의 �Gott 신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말하기�(2016) 

등을 접하게 되었다. 그 외의 서적들은 참고 문헌에서 밝히고자 한다.

논문자료로는 안정수의 「실존 분석적 정신치료법으로서의 로고테라피」(1980)는 

로고테라피의 철학과 여러 개념과 치료법으로써의 로고테라피의 일반적 성질을 다

루었다. 이부영은 「V.E. Frankl의 ‘신경증’론」(1999)을 C.G. Jung과 비교하였다. 

유승주의 「원효의 유식사상 연구」(2001)는 심식론과 번뇌론을 중심으로 한 유식사

상 연구이며, 일심 여래장 팔식설과 원효 유식사상의 형성과 전개를 다루었다. 연

요한의 「로고테라피의 대학 목회에의 적용」(2007)은 로고테라피의 철학적 기초로 

의지의 자유와 의미에의 의지, 생명의 의미 등을 다루었다. 김정현의 「프랑클의 실

존분석과 로고테라피, 그 이론적 기초」(2009)는 실천철학과 심층철학, 철학적 인간

학에 관해 다루었으며, 손영삼의 「로고테라피에 적용된 실존분석에 대한 검토」

(2009)는 하이데거의 철학의 현실 적용 가능성과 실존적 공허, 영인성 신경증 등을 

다루었다.

4. 선행 연구

서양철학의 한 분야로 프랑클의 로고테라피를 연구한 논문은 많이 있다. 마찬가

지로 동양철학 특히 불교의 유식사상을 연구한 논문 또한 많이 있다. 하지만 로고

테라피와 불교의 유식사상을 비교한 선행 연구는 아직은 없다. 로고테라피 한 분야

를 집중해서 연구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유식불교에 비해 다분히 한정적이고, 유식

은 그 범위가 방대하여 서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 되도록 유식의 8식

과 9식을 중점으로 비교하여 한계의 미진함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먼저 로고테라피에서는 창시자 프랑클의 생애와 프랑클이 영향을 받은 철학자들

과의 만남, 강제수용소에서의 생활 그리고 로고테라피 배경이론과 삶의 의미를 알

아보았다. 또한 무의식의 신을 중심으로 양심과 종교심, 영적 무의식에 대해 기술

하였다.

다음으로 불교의 유식불교가 나오게 된 과정과 배경을 알아보고 연기설의 무아 

윤회 모순점을 다루었다. 나라별 유식불교의 역사와 원측의 사상을 살펴보고 유식

불교의 기본 교리를 설명하였다. 이어서 프랑클의 『무의식의 신』을 중심으로 불교

의 유식사상과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비교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로고테라피(의미 치료)와 마음 치료의 기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 둘의 

유사성과 상이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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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발견’와 ‘유식사상’은 인간이 실존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

한다. 로고테라피의 ‘의미’와 불교의 ‘유식사상’을 비교 연구하는 것은 동서양의 철

학적 사유의 비교라는 점에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실존심리학과 종교철학 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많은 학자들의 비교 연구가 활발해

지기를 기대한다.

5. 용어의 통일

몇 가지 용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표기한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기를 

통일한다.

1. 빅토르 프랑클 : 번역자에 따라 “빅터 프랭클, 빅토르 프랭클, 빅토르 프랑클”

로 표기한다. 여기에서는 원어에 따라 ‘빅토르 프랑클’로 적는다.

2 붇다 : ‘Buddha’를 일반적으로 ‘부처’, ‘부처님’이라 한다. 한자로는 ‘불타(佛

陀)’로 표기한다. 산스크리트어 ‘Buddha→Bud·dha’는 ‘부드드하’로 발음된다. 줄

이면, “붇+드하 → 붇다”가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말에는 ㄷ 받침을 쓰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붇다→붓다’로 바꾼다. 여기에서는 산스크리트어를 그대로 따른 ‘붇다’

로 표기한다. 참고로 ‘붇다, 붓다’는 모두 우리말이다. ‘붓다’는 액체를 부어넣다, 

‘붇다’는 물이 늘어난다. 불다의 뜻이 있다.

3. 마나 : 7식은 manas이다. 한자로는 ‘말나(末那)’ 식(識)이라 한다. manas는 

‘마나스’인데, 관례적으로 ‘마나’라고 한다. 여기에서도 ‘마나’식이라 표기한다.

4. 알라야 : 8식은 ālaya이다. 한자로는 ‘아뢰야(阿賴耶)’ ‘아리야(阿梨耶)’ ‘아라

야(阿羅耶)’ ‘아랄야(阿剌耶)’ ‘아려야(阿黎耶)’ 등으로 표기한다. 줄여서 ‘뢰야(賴

耶)’, ‘리야(梨耶)’라고도 한다. 여기에서는 원어 발음을 살려서 ‘알라야’로 적는다.

5. 아말라 : 9식은 amala이다. 한자로는 ‘아마라(阿摩羅)’ ‘암마라식(菴摩羅, 唵

摩羅, 庵摩羅)’ 등으로 표기한다. 여기에서는 원어대로 ‘아말라’로 적는다.

이상에서 표기의 원칙은 될 수 있으면 원어에 가깝게 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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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랑클의 로고테라피

1. 프랑클의 생애

1) 출생 및 철학자들과의 만남

빅토르 프랑클(Viktor E. Frankl, 1905~1997)은 로고테라피(Logotherapie)의 

창시자이다. 그는 1905년 오스트리아 빈 체르닌가세 6번지에서 2남1녀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가브리엘은 공무원이었고, 어머니 엘사는 대대로 랍비를 배출해

온 집안 출신으로 모두 경건한 유대인 중산층이었다. 맞은편 7번지에 개인심리학

의 창시자인 아들러가 잠시 살았다.

프랑클은 고교시절 프로이트와 서신을 교환했고, 의대생일 때에는 직접 그와 만

나기도 하였다. 프로이트는 자신과 서신을 주고받은 프랑클을 기억하고 있었다. 의

사가 되겠다는 프랑클의 어릴 때 꿈은 고교시절에 정신분석의 영향을 받으면서 정

신과 의사가 되겠다는 꿈으로 구체화 되었다.

1924년에 프랑클이 쓴 논문 ｢긍정과 부정에 대한 연구의 초안」이 프로이트에 의

해 �세계 정신분석 학술지�에 실렸으며, 그로부터 1년이 채 안 된 1925년에 두 번

째 논문 ｢심리치료와 세계관」을 알프레드 아들러의 “International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에 발표하기도 했다.6)

프로이트와 아들러는 프랑클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이들과의 학문적

인 인연은 독자적인 실존분석과 그 치료방법으로서의 로고테라피를 창시하는데 큰 

바탕이 되었다. 프랑클은 프로이트의 전기를 쓴 비텔스7)와 함께 의료 심리학회를 

창립했다.

1924년과 1926년의 논문들을 통해서 프랑클은 심리치료 전개 과정에 참여했으

며, 각 단계를 거치면서 <역설적 의도>라는 심리치료를 제시했다. 1926년 프랑클

은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개인심리학회의 국제 학술회의에서 핵심 연구와 기본 연

구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정통노선에 벗어난 주장을 하였다. 그 내용은 실제로 우

리 생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노이로제가 '타협 성격' 이론의 의미에서 목적을 위

한 순수한 수단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 대신 노이로제를 도구의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표현의 의미에서 ‘표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이로제에 

대한 기본 개념을 깨는 것이었다.

프랑클은 개인심리학의 창시자인 알프레드 아들러가 중심이 된 연구회의 회원이

었다. 이 학회 연구모임에서 1926년 논문을 발표할 때 공식적인 학술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로고테라피에 대해 언급했으며 같은 해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제3회 국제 

개인심리학 학술대회에서 공개적으로 사용하였다.

6) 빅토르 E. 프랑클, �책에 쓰지 않은 이야기�, 박현용 역, 책세상, 2012, 66쪽.

7) 비텔스(1880-1950) 신경학자, 정신과 전문의, 정신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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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점점 아들러 학파의 견해와 모임에서 멀어졌으며, 정신의학의 방향이 환

원주의에 근거하여 편협하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다. 이것을 알게 된 프로이

트는 프랑클이 너무 정통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아들러 학파에서 프랑클을 추방해

야 한다고 주장했고, 1927년 개인심리학회에서 제명당했다. 프랑클은 프로이트와 

학술적인 면에서 대립각을 세우기는 했지만 프로이트에 대한 존경심마저 버린 것

은 아니었다.

프랑클은 신경증환자의 치료에서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

을 강조하고 비관주의적 태도를 비판했다. 건강한 가치인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로고테라피를 통해 심리치료와 개인심리학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

것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이 주장하는 환원주의를 비판한 

것이었다.

칼 구스타프 융도 프로이트의 억압과 성적 외상(trauma), 리비도(libido)에 국한

하는 환원주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융은 꿈과 신화의 상호관계를 다룬 『변환의 상

징』이라는 책에서 “잠재의식의 상징체계를 성(性)이 좌우하며 정신분석만이 유일한 

치료법이라는 프로이트의 생각을 거부”했고, 그것은 프로이트가 더 이상 융과 함께 

연구를 계속할 수 없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8)

후에 프랑클은 정신분석과 개인심리학과의 싸움에서 구해 준 것은 행동장애 요

법이었다고 회고한다. 프랑클은 빈 대학교에서 의학박사 학위와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프랑클은 이후 야스퍼스9)의 실존철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 야스퍼스

의 실존조명(Existenzerhellung)을 정신의학의 임상에 적용하여 실존분석이라는 

철학적 정신치료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실존분석(Existenzanalyse)이란 용어는 

1933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프랑클은 1929년에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삶의 의미를 주는 세 가지 가치와 가

능성에 대해 구상하고 있었다. 그 세 가지는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일, 

그리고 경험, 만남, 사랑이다. 이것은 이후에 인간의 세 가지 가치로 구체화된다.  

창조적 가치와 경험적 가치 그리고 태도적 가치가 그것이다. 인간은 바꿀 수 없는 

운명, 불치병이나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종양의 발병 등과 같이 여러 가지 힘든 상

황으로 고통 받을지라도 그 고통을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도 고통이 주는 의미를 발견함으로 인해 가능해진다는 것을 연구하고 있었

다.10)

프랑클은 자신의 실존치료 방법론을 로고테라피라고 명명하였다. 실존분석을 통

한 새로운 정신치료요법이 생겨난 것이다. 그 이전의 심리학계는 정신분석학과 행

동주의 학파가 주류를 이루었다. 의학과 심리학에서 실존주의와 인본주의의 위상을 

8) Joseph Campbell, �블리스, 내 인생의 신화를 찾아서�, 노혜숙 역, 아니마, 2017, 127쪽.

9) Karl Jaspers,(1883 ~1969)는 독일의 철학자이다. 하이데거와 함께 독일 실존철학을 창시했

다. 칸트, 니체, 키에르케고르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현대 문명에 의해 잃어버린 인간 본래의 

모습을 지향했다.

10) 빅토르 E. 프랑클, �책에 쓰지 않은 이야기�,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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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려면 우선 심리요법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심리학계는 심리치료의 

위대한 영감과 교훈을 프로이트에게서 얻었다. 프랑클도 마찬가지였다.

프랑클은 의미나 가치의 개념을 정신의학적 사상으로 소개하여 정신의학 분야에

서의 경력을 쌓았다. 이후에 환자들이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을 보류하고 

자신들로부터 배우도록 하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 환자들에게서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1930년대 프랑클은 대학에서 근무하면서 청소년 상담센터를 설립했다. 여기서 

근본적인 의미치료의 공식이 형태를 잡았다. 모든 현실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의

미(logos)를 가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모든 사람에게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했다. 

‘의미는 매우 개별적이고 각 사람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있어서도 순간마다 변한

다. 각 사람은 유일하며 삶의 모든 의미는 발견되어져야 하고 대응되어야 할 독특

한 요구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반응은 의미를 제공한다. 행복 만

족 마음의 평화 자기실현은 모두 다 의미에 대한 추구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는 것을 강조했다.

프랑클은 1937년 체르닌가세 5층에 신경정신과 의원을 개원했고 1938년 3월에 

히틀러의 군대가 오스트리아로 진격해 올 때까지 근무했다. 그 이후 프랑클은 자신

과 부모님을 강제수용소로 이송하지 않고 확실히 보호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로트실트 병원 신경과의 책임자 자리를 제안 받았다. 막다른 골목에서도 프랑클은 

학술적인 연구를 계속하였다.11)

프랑클은 미국 입국비자를 수년 동안 기다렸고 전쟁 중에 미국 입국 비자가 나

왔다. 프랑클은 오스트리아에 남겨질 부모님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 혼

자 미국에 가는 것에 대해 갈등하고 있었다. 그즈음에 아버지로부터 십계명의 한 

구절을 전해 들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폐허더미에서 주운 작은 대리석에 새겨진 십

계명의 한 구절이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느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 한 구절은 프랑클이 부모님과 함께 빈에 남기로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가족 모두가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다.

프랑클은 제2차 세계대전12) 당시에 3년 동안 아우슈비츠와 테레지엔슈타트, 제3

카우페링 수용소와 튀르크하임 수용소를 전전했다. 수감번호 119104번으로 아우슈

비츠의 수용소에 수감된 프랑클은 풀려난 뒤 수용소에서 겪었던 참담한 생활을 책

으로 출판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번역되었는데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백만 권 이상이 팔렸다. 이는 전쟁의 후유증으로 실존의 의미

를 잃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다.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에도 살아남

기 위해 견뎌내는 모습을 보았고, 극한의 수용소에서도 의미를 찾아가는 것을 보면

11) 빅토르 E. 프랑클, �책에 쓰지 않은 이야기�, 109쪽.

12)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치러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남긴 가장 파괴적인 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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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용기를 얻었으며 자신들의 삶은 수용소보다는 낫다는 위안을 받았다. 그리고 사

람들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

프랑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희망은 다른 수용소에 있을 아내

와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자신이 연구하고 작성한 로고테라피의 초안을 책으로 만

들어 세상에 알리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테레지엔슈타트 수용소에서 프

랑클의 품안에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형은 아우슈비츠의 

부속 수용소로 이송된 뒤 광산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내인 틸리도 

스물다섯 살의 나이로 수용소에서 죽었다.

2) 프랑클과 첫 번째 아내 틸리

프랑클은 1941년 12월 빈 병원에서 도나트 교수의 수간호사였던 첫 아내인 틸리

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이들은 다른 한 쌍(20년 전 프랑클의 고등학교 역사 선

생님)과 함께 나치 당국의 결혼허가를 받은 빈 유대인 중 마지막 커플이었다. 비공

식적으로 유대인이 아이를 낳는 것은 금지되었고, 공식적으로 결혼을 했더라도 임

신이 확인되면 유대여성은 강제수용소로 호송되었다. 틸리는 태중의 아이를 희생시

킬 수밖에 없었고, 프랑클은 그의 저서 중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는 그 아

이에게 헌정하는 책이라고 하였다.13)

결혼을 하고 아홉 달 뒤인 1942년 9월 부부는 테레지엔슈타트 강제 수용소에 있

었다. 두 달 뒤에 프랑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송될 때 틸리는 이송보호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프랑클과 함께 이송되었다. 남자와 여자

가 분리되어 수용되었을 때 프랑클은 틸리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살아남아야 

한다고 외쳤다. 그 말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이 성 상납이라 할지라도 목

숨을 구할 수 있으면 프랑클에 대한 절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였고, 틸리

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하였다.14)

프랑클은 아우슈비츠에서 맞은 두 번째 밤을 생생하게 기억했는데, 깊은 잠에서 

음악소리 때문에 깨어났다. 그 날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다른 막사에 누워 있지만 

절대로 가서 만날 수 없는 아내의 24번째 생일이었다.15) 프랑클은 수용소에서 아

내와 내면의 대화를 나누었다. 시시각각 매 순간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육신

을 초월해 더 먼 곳까지 간다는 것을 경험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 생

사유무에 관계없이 영적인 존재, 내적인 자아 안에서 더욱 깊은 의미를 갖게 된다

는 것을 알게 하였다.

프랑클은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이라는 희망

으로 버티고 있었다. 몇 시간 동안 얼어붙은 땅을 파는 작업을 하면서도 아내와 

13) 빅토르 E. 프랑클, �책에 쓰지 않은 이야기�, 131-132쪽.

14) 빅토르 E. 프랑클, �책에 쓰지 않은 이야기�, 137쪽.

15)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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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의 대화를 나누었다. 아내가 바로 옆에 있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고, 손을 뻗으

면 아내의 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을 경험했다. 그 상상은 아내가 정말로 

‘그곳에’ 있다고 느끼게 하였다. 바로 그 순간 새 한 마리가 프랑클이 파 놓은 흙

더미에 앉아 천천히 프랑클을 바라보았다. 마치 아내의 눈을 보는 듯했다고 한다. 

프랑클은 사랑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견디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체험했다.

1945년 가을 수용소에서 풀려나 다시 빈에서 보낼 수 있게 된 첫 월요일에 틸 

리가 25살의 나이에 베르겐-벨젠 수용소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후 1947

년 프랑클은 빈 대학 신경과 병동에서 만난 간호사 엘레오노레 카티리나와 두 번

째 결혼을 하였다.

3) 강제수용소 수기

프랑클은 수용소에서 풀려나 빈으로 돌아왔지만 여동생을 제외하고 온 가족을 

잃었으며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였다. 간절히 소망했던 아내와의 만남은 

이루어지기 않았고, 로고테라피의 초안도 유실한 상태였다. 다만 수용소 안에서 동

료에게서 받은 용지에 적어둔 단문의 메모가 전부였다. 그것은 마흔 살 생일에 동

료가 몽당연필과 두어 장의 아주 작은 친위대 서식 용지를 구해서 선물한 것이었

다. 용지 뒷면에 속기를 하듯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끄적거렸고 그때 적어둔 표제어

가 로고테라피의 완성에 매우 유용한 역할을 했다고 하였다.

프랑클은 수용소의 경험을 책으로 발간하고 로고테라피의 연구에 몰두하였다. 이

후에 수용소에서 간절하게 소망했던 대학에서의 강의는 현실이 되었으며 의미 치

료의 창시자가 되었다.

강제수용소로 추방될 당시에 프랑클은 『의료 성직자』의 초고를 써 내려갔고 로

고테라피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그 글이 프랑클을 살아남게 했다고 한다. 프랑클

은 수용소로 갈 때 그 원고를 외투 안감에 넣고 갔다.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다 

내놓아야 했던 상황에서도 원고만큼은 지키려고 했지만 빼앗겨버렸다. 

아우슈비츠역에서 포로들의 분류심사가 이루어졌다. 90%는 바로 가스실로 끌려

가 죽임을 당하였다. 프랑클도 처음에 가스실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 왼쪽으로 분

류되었으나, 지인들은 없지만 젊은 동료들이 오른쪽으로 분류된 것을 알고 오른쪽 

제일 끝으로 가서 살아남았다.16) 여러 번 가스실로 갈 처지에 놓이거나 목숨이 위

태로운 곳으로 이송될 고비를 넘겼다. 튀크르하임에서 발진티푸스를 앓은 이후 사

경을 헤매는 중에서도 머릿속은 온통 책이 출간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중한 원고를 수용소에서 잃어버리고 상심했는데, 배급받은 죄수복에

서 “진심으로 네 영혼과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글귀를 발견했다. 다시 

한 번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살아남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찾아야겠

다고 결심했다.

16) 빅토르 E. 프랑클, �책에 쓰지 않은 이야기�, 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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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접하게 되는 어떤 글귀나 책, 경험들은 앞날을 선택하게 하고 인생을 다

시 살게 하는 계기가 된다. 프랑클은 개인적으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잃어버린 초고를 다시 써야겠다는 의지 때문이었다고 확신했다.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신발 끈도 여미지 못한 채, 기아로 인해 부풀어 오르고 추

위에 꽁꽁 언 발로 간신히 행군을 하였을 때도 머릿속으로는 크고 훌륭한, 그리고 

따스하고 밝은 강의실 강단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상상 속에서 호기

심이 가득한 청중들 앞에 서서 ‘강제수용소에서의 심리치료 경험’에 대하여 강의를 

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상상했다. 이 간절한 상상이 

수용소 생활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고, 실제로 학교 강당에서 강의를 하는 원동

력이 되었다.

프랑클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 ‘예’라고 

대답하라�는 책 제목처럼 삶에 대해 누구보다 긍정적이었다. 견디기 힘든 중노동과 

배고픔에 시달리면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려고 했다. 먼저 온 동료가 알려 

준대로 하루에 단 한 컵 배급되는 물의 반을 남겨서 세수를 하고 유리조각으로 면

도를 했다. 쓸모 있는 인간으로 보이려고 노력했다는 유명한 일화는 삶에 대한 그

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쓸모 있는 인간이 되고 싶다는 것은 일

반적인 상황에서는 보편적인 생각이라 볼 수 있지만, 수용소에서 적에게 쓸모 있는 

인간으로 인정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긴박함과 두려움은 견디기 힘든 압박

이었을 것이다.

프랑클은 “자기초월과 자기상대화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제수용소에서 확인했다. 가장 광범

위한 의미에서 이러한 경험적 지식은 나의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의미에 대한 의

지’나 ‘자기초월’을, 다시 말해 자기 이외의 무엇인가를 지향하는 인간 존재를 일컫

는 미국의 심리학 용어 ‘생존가(生存價, survival value)’를 확인하게 해주었다. 다

른 조건들이 같다면 미래를 지향하는, 즉 미래에 충족될 의미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살아남기 마련이다”고 하였다.17)

빈으로 돌아온 뒤 얼마 되지 않아 친구인 폴락을 찾아가 부모님과 형과 아내의 

죽음을 알렸다. 프랑클은 친구에게 “인간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 매우 고통스

러운 시련에 부딪칠 수 있는데 그 고통마저도 어떤 의미가 있으며, 마치 무엇인가

가 결정되어 있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18) 이를 어떤 사람들은 

소명 의식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소명 의식은 자신에게 부여된 어떤 일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말한다.

고통스러운 시련에도 의미가 있으며 시련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결국 이 세상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도 의미 없는 일은 없으니 의미를 찾아내는 

17)  빅토르 E. 프랑클, �책에 쓰지 않은 이야기�, 149쪽.

18)  빅토르 E. 프랑클, �책에 쓰지 않은 이야기�,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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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중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프랑클은 푀츨 교수를 찾아갔지만 푀츨은 나치스트로 활동하였기 때문

에 보직에서 해임된 상태였다. 푀츨을 이어 대학병원 정신과 과장이었던 오토 카우

더스그는 프랑클에게 �의료 성직자�의 세 번째 원고이자 최종본을 대학교수 자격 

논문으로 내라고 권유했고, 그것은 당시 프랑클이 의미를 두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므로 그는 미친 듯이 몰두했다.

매일매일 세 명의 속기사에게 자신의 경험을 어떤 자료도 없이 오직 자신의 기

억에 의존하여 생각나는 대로 구술했다. 1945년 꼬박 아흐레 동안 강제수용소에 

관한 경험을 구술했는데 그 책이 �한 심리학자의 강제수용소 체험 수기�, 당시 제

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 ‘예’라고 대답하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죽

음의 수용소에서』로 번역되었다. 이 책은 미국에서만 백만 부 이상이 팔렸다. 캔자

스에 있는 베이커 대학에서는 3년 내내 전체 커리큘럼이 프랑클의 책의 주제이자 

제목인 ‘인간의 의미 추구’로 설정되었다.

죽음의 수용소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죽음의 수용소는 

어디에 있는가? 프랑클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이 만든 수용소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다. 하지만 죽음의 수용소는 반드시 전쟁이나 범죄로 인해 정해진 수

용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도 수용소는 존재한

다.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부조리한 일로 인해 감금과도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수용소이다. 왕따라는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

힘, 언어폭력, 권력남용으로 인한 부당한 일들이 있는 곳은 어디나 그 일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수용소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수용소에 던져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죽

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슬기로운 수용소생활이 필요하다. 인간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은 나와 별개의 것으로 살아간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인간이 

130살 이상 살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인간은 주변에서 많은 간접적인 죽음

을 경험한다. 마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자신의 죽음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주변의 수많은 형태의 죽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종신형

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고 있다. 다만 죽음을 

맞이하는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뿐이다.

우리가 사는 것은 언제나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있다. 어제에 머무를 수도 없고 

내일에 있을 수도 없다. 어제는 이미 지나가 버려서 존재할 수 없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아서 존재할 수 없다. 오직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오롯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의미를 찾고 그 의미가 추구하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한다. 바로 프랑클이 주장한 어쩔 수 없는 운명 아래에서도 그 누구도 침

범할 수 없는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의 가치를 알아가야 하는 것이다. 프랑클이 삶

의 의미를 찾아가듯 우리도 매 순간 의미를 찾아야 한다. 의미를 찾는다면 허무하

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포기하지 않는 한 불가능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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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연과 삶의 지침

프랑클은 유럽 외에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 아프리카의 대학에서 

200회 이상 강연을 했고, 미국에서만도 100여 차례의 강연을 했다. 전형적인 미국

인들은 강연자를 사례비에 따라서 평가한다. 프랑클은 강연 사례비를 1만 달러(약 

1,100만원)까지 받았다. 돈에 대해 프랑클은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소유하는 진정한 의미는 돈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있다”고 했다. 즉 돈 

걱정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금고에 얼마나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말과 비슷하다. 프랑클은 정말로 의미 

있는 강연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사례비를 받지 않고도 강연을 했다. 오타와 대학 

학생회에서 강연료가 부족하여 강연을 취소하려고 했을 때 합의했던 사례비를 받

지 않고 강연을 했다.

프랑클은 빈 대학뿐만 아니라 1961년에는 하버드 대학, 1966년에는 서던 메소디

스트 대학 그리고 1972년에는 듀크 대학에서 방문교수로 재직했다. 1970년에 미국 

인터내셔널 대학은 프랑클을 최초로 로고테라피 분야의 교수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프랑클은 늙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이

가 드는 만큼 성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늙는 것이 전혀 대수롭지 않다.” 2주 

전에 쓴 원고가 2주 후에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한다. 결

국 늙는다는 것은 인간존재의 덧없음의 측면이다. 하지만 이 덧없음이 근본적으로 

삶을 책임지게 하는 유일하게 큰 자극제가 된다. 인간존재의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임감에 대한 인식, 그러므로 로고테라피 치료의 원칙은 인간 개개인

의 자전적 관점과 관련짓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이 원칙을 �의료 성직자�를 통해 

발표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 번째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라. 첫 번째 인생

을 잘못해서 모두 망쳤는데 두 번째 인생을 살면서도 지난번의 잘못을 되풀이 하

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라.” 이는 경각심을 가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

록 노력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책임감은 그런 가상의 자서전을 거쳐 진짜 

자신의 삶으로 옮겨 가게 된다.19)

프랑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풀려나온 뒤의 삶을 덤으로 받은 것으로 생각

했다. 프랑클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만을 바라볼 때 자신이 해야만 했던 일, 

할 수 있었던 일, 그리고 못했던 일을 생각했다.

심하게 아파 본 경험이 있거나, 불가항력에 의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

여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좌절하기가 쉽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수용소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주어

19) 빅토르 E. 프랑클, �책에 쓰지 않은 이야기�, 192-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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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시간에, 자신의 신념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클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삶의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하였다. 다른 사람

이 인생의 의미를 찾도록 돕는 것이다. 불교에서 중생(衆生)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없애주고 중생구제를 해주는 사람이 ‘보살’이다. 그런 의미에서 프랑클의 삶은 보

살의 행과 비슷하다. 어떤 죄수는 �인간의 의미 추구�라는 책을 읽고 “프랑클은 자

신의 삶을 글로 쓰는 사람이며, 그 글처럼 사는 사람이다”20)라고 하였다. 이는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다.

프랑클은 “우리는 삶의 의미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답해야 한다.”

고 하였다.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고, 삶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에 대답하

라고 역설했다.

프랑클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일의 발생이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해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말한다.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삶이란 결국 삶에 대한 태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같은 상

황 같은 일을 겪더라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받아들여 대처해 나가는지가 

중요하다. 태도는 운명을 결정한다.

2. 로고테라피의 탄생

1) 시대적 배경

프랑클이 9세가 되는 즈음에 1차 세계대전 발발했고 34세 즈음에는 2차 세계대

전이 일어났다. 그 사이에 세계대공황도 있었으니 공무원인 아버지의 생활은 궁핍

하였으며, 양차대전을 겪으면서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살았다. 

1차 세계대전은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 수도 사

라예보 방문 중 피살당한 것을 계기로 7월 28일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 포

고를 해서 유럽 전체로 번진 세계대전이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4년여 동안 

벌어진 제1차 세계대전의 특이한 점 중 하나는 역사상 손꼽힐 정도로 크고 끔찍한 

전쟁에 자원해서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넘쳤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

유가 있었다. 전쟁을 비판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겁쟁이나 매국노 등으로 몰리

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변 또래들은 자원해서 군대로 입대하는

데 건강한 청년이 입대하지 않고 마을에 남아있기란 쉽지 않았다.

이 전쟁으로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러시아 제국이 

몰락했다. 러시아 제국과 독일 제국은 정부가 무너져 각각 소련과 바이마르 공화국

으로 변했고, 독일은 단치히와 주변 지역을 폴란드에게 넘겨주었다. "폴란드 회랑"

20) 빅토르 E. 프랑클, �책에 쓰지 않은 이야기�, 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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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불리는 이 지역은 내륙국 폴란드에게 해상로를 열어주었지만 훗날 나치 독일

이 이를 빌미로 폴란드 침공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오스트리아와 헝

가리 제국과 오스만 제국은 해체되어 그 영토 대부분을 상실하게 되었다. 전쟁 이

후 젊은이들은 실존적 공허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

났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로 넘쳐났다.

프랑클은 좌절에 빠져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고통이 주는 시련의 의미에 대한 

중요성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였다.

이즈음인 1912~30년은 고전적 행동주의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고전적 행동주

의는 모든 반응의 배후에 그것을 유도해낸 자극이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 엄격한 

결정론을 특징으로 했다. 1920년대 초반에서 20세기 중반까지 행동주의는 미국의 

심리학을 지배했다. 행동주의 이론의 발전 결과로 나타난 것이 행동치료인데, 이 

분야는 환자의 사고와 감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관찰 가능한 행동의 교정

에 역점을 두었다. 행동치료의 목적은 행동유형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프랑클은 정

신분석학과 개인심리학을 벗어나 행동요법의 영향을 받아 로고테라피의 기초를 설

계하였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였다. 나치 독일은 ‘인종 청소’라는 이유로 수백만 

명 이상의 유대인과 롬인(집시)21)을 학살하였다. 프랑클은 병원을 개원하고 1941년

에는 틸리와 결혼을 하였다. 그리고 1942년부터 1945년 3년 동안 죽음과도 같았

던 수용소의 생활을 겪게 되었다. 프랑클은 훗날 수용소의 생활이 로고테라피의 실

효성을 검증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회고했다. 극한의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살아남는다는 것을 입증했다.

프랑클은 수용소에서의 삶을 통해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자유, 최후의 자유인 태

도의 자유를 확신하게 되었다. 인간은 존재적 절망을 태도의 자유로 전환시켜야만 

하고 의미치료자는 환자의 주의를 이런 것으로 돌려야 한다고 보았다.

수용소 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수감자들의 심리적 반응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진다.

첫 번째 단계는 ‘충격’으로 수용소에 들어온 직후에 느끼는 것이다. 프랑클이 처

음으로 당면한 충격은 조소와 함께 ‘빌어먹을 놈’이라는 말을 들은 것이다. 숨겨 

온 원고를 지키기 위해 교도관에게 원고가 소중하니 잘 보관해 달라고 부탁한 때

였다. 수용소 안에서의 생활은 매순간이 충격이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의 연

속이었다.22)

두 번째 단계는 ‘무감각’의 단계이다. 틀에 박힌 똑같은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

21) 롬인(Rom, 복수형은 Roma, Roms)은 북부 인도에서 기원한 민족이다. 보통 집시(Gypsy, 문

화어: 집시)란 이름으로도 불리나, '집시'라는 단어는 역사적으로 비하하는 투로 자주 쓰였기에 

현대에는 해당 명칭을 모욕적으로 여기는 롬인들이 많다. 전통적으로는 유랑하는 문화를 가지

고 있으며, 현대 롬인의 대다수는 유럽에 거주하고, 동유럽에 그 수가 많다.

22)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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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으로 인해 무감각해지는 것을 말한다. 정신적으로는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다.23)

동료들의 죽음이나 폭력 등에 무뎌져 시체 옆에서도 스프를 먹고, 심지어 죽은 시

체를 뒤져 자신이 필요한 물건들을 찾아내는 행동도 한다. 하루하루를 생존에 매달

려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생각이 없는 동물로 살아가는 

단계이다.

세 번째는 석방되어 자유를 얻은 후에도 여전히 수용소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단계다. 풀려 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언제 다시 닥칠지도 모르는 상황에 불안

해한다. 자유를 누리지도 못한다.24) 이들은 주변에서 자연적으로 죽은 사람을 추모

하는 행렬을 보면 사람들이 과잉반응한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죽음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였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죽음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고민들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는 것이다.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트라우마나 실존적 공허와 현실 부적응들에 대해 

로고테라피는 매우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다. 그 어떤 상황도 모두 의미가 있으며, 

수용소에서의 생활조차도 긍정적인 의미로 대체하는 것이다. 삶을 긍정하는 태도를 

지니게 되면 빨리 절망감과 충격, 실존적 공허에서 벗어날 수 있다.

2) 로고테라피의 탄생 배경

그리스어 로고스(logos)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우주의 원리” 혹은 신학적 용

어로 “하나님의 말씀(혹은 의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불필요한 종교적

인 함축성을 띨 수도 있기 때문에 프랑클은 이 로고스(logos)를 “의미(meaning)”

로 번역했다. 프랑클은 종교적인 의미를 뛰어넘기 위해서 ‘의미’라는 용어를 사용

했다. 로고스를 의미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모든 것이 언어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상대방을 알 수 있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언어뿐만 아니라 의성어, 의태어로 표현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지닌 고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로고스를 의미라고 한 것이다.

로고테라피(logotherapy)란 단어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의미를 통한 요

법’(therapy through meaning)이 된다. 로고테라피는 로고스(logos)와 테라페이

아(therapeia)의 합성어인데 로고스를 의미로 해석하고, 테라페이아는 의학적으로 

돕는다는 뜻이 있으므로 의미치료라고 한다. 또한 로고테라피는 ‘의미를 통한 치

료’(healing through meaning)로 해석될 수도 있다. 로고테라피는 의미중심

(meaning-centered) 혹은 정신(psycho-centered)의 요법이다.25)

일반적인 로고스(logos)는 모든 사물의 존재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칙과, 행위

가 이행되어야 할 규칙을 인식하고 따르는 분별과 이성(理性)을 뜻한다.

23)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52쪽.

24)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33쪽.

25) 빅터 프랭클,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 오승훈 역, 청아출판사, 2012,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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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이나 신학의 기본 용어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로고스

의 의미에 대해 “모든 것은 흐른다. 변화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지해 있는 것

이 아니라 모든 것이 흐른다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이다.’라고 정의할 수 없다. 계

속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변화하는 것들을 설명하려면, “모든 것은 변화 한

다”는 법칙이 불변적 진리이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로고스이다.

로고스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이라면 불교의 무상(無常)과 다를 바 없다. 무상

은 제행무상을 말하는 것으로 고정불변의 상(형태, 모습)이 없다는 뜻이다. 이는 계

속 변화하는 현상만 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사람들이 로고스의 원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잘못된 인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불평했다. 사람들이 모든 만물은 서로 관련이 있고 그로 인해 

모든 자연현상이 생긴다는 보편적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불교의 연기

(緣起)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연기는 모든 것이 연관되어 일어나고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발견한 로고스가 만물의 변화를 설명하는, 확증

해 주는 자연법칙이자 입법이라면 기본적인 의미에서 불교와 많이 닮아있다.

사도 요한이 사용한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로

고스로 표현한다. 신성 그 자체를 로고스로 보고 있다.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여기에서 요한의 신학적인 로고스는 헤라클레

이토스의 로고스를 인격으로 받아들여 신화한 것이다. 요한이 말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를 프랑클은 ‘태초에 의미가 있었다’는 것으로 표현했다.

프랑클의 로고스는 철학적 로고스와 사도 요한의 신학적 로고스를 포함한 중간

적인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이런 철학적 진리 자체, 신적인 영

성이  우리에게 포착될 수 있는가이다. 로고스는 ‘의미’, 로고테라피는 ‘의미 치료’

라는 말로 번역되고 있지만, 프랑클은 의미는 ‘신적인 어떤 것이 우리의 영적 무의

식에 드러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신은 God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프랑클은 동시대 심리학자들의 실존치료와 인본주의 심리학에 대한 명칭과 구별

하기 위해 로고테라피라고 명명하였다.

프랑클은 로고테라피의 탄생배경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었다고 한다. “심리학

에는 심층 심리학이 있다. 그렇다면 쾌락을 추구하는 의지와 의미를 추구하는 의지

를 포괄하는 고층 심리학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심리치료 안에서 인간의 실

존을 그 깊이뿐만 아니라 높이도 보아야 할 때가 된 것은 아닐까? 그로써 의식적

으로 신체 뿐 아니라 정신의 단계를 넘어 영적 영역을 아울러야 하는 것이 아닌

가? 라는 것이었다. 기존의 심리치료는 고차원적인 인간의 영적인 현실을 그다지 

고려하지 않는다. 심층심리학은 깊이를 중요시하며, 더 높은 단계가 심리치료를 보

완할 수 있다. 이는 ‘해야 할 것이다 should’라는 새로운 범주를 추가해야 하는 것

은 아닌지 물어야 할 것이다.”26)라고 생각했고 이는 의미를 중요시하는 로고테라

26) 빅터 프랭클,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 유영미 역, 청아출판사, 2017,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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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 탄생에 영향을 주었다.

괴테는 “인간을 지금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들을 더 망치게 된다. 

하지만 인간을 그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모습이 된 것처럼 대하면, 그들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27)고 말했다. 이 말은 인간의 가능성을 보고, 이미 성취한 

사람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것은 프랑클이 죄수를 범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으로 대한 것이 죄수를 감동시켜 잘못된 행동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과 같다.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영적 현실인 ‘인간’에 대한 적절한 상에 도달하고자 한다

면, 적응이나 형상화의 범주에 제3의 범주를 추가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제3의 

범주가 바로 성취의 범주라고 본다. 외적으로 삶을 형상화하는 것과 내적으로 성취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삶을 형상화하는 것은 외연적인 단위이고 삶을 성취

하는 것은 내면적인 단위이다. 삶의 성취는 방향이 있으며 개개인에게 제시되고, 

부과되고, 남겨진 가치를 지향한다. 삶에서 이런 가치를 지향하고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28)

노르웨이 출신의 심리학자 브야른 크빌호그(Bjame Kvihaug)는 “로고테라피가 

기존 학습이론으로부터 인간성을 회복시켰다”고 평가했고, 독일 마인츠대학 정신의

학과의 니콜라우스 페트릴로비치(Nikolaus Petrilowitsch)는 “로고테라피가 정신분

석학을 재인간화 했고, 특히 다른 심리요법 학자들과는 달리 단순히 신경성 질환을 

다루는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29).

정신분석학에서는 신경성 질환을 일종의 정신 역동의 결과로 본다. 따라서 다른 

정신 역동을 가동시키는 반작용을 시도하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건전한 감정의 

전이관계로 환자를 대하려는 것이다. 행동요법은 신경증을 특정학습, 조건화, 혹은 

과정의 탓으로 돌린다. 그래서 이들은 신경증에 재학습, 조건 변화로 대응한다. 하

지만 페트릴로비치가 적절하게 언급했듯이 두 학파 모두 신경증의 수준에서만 치

료법에 골몰하고 있었다.

정신분석 학파와 행동주의 학파 모두가 인간 현상들의 인간성을 크게 무시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아직도 환원주의에 열중하고 있고, 이는 심리요법적인 훈련 

장면들이 압도된 현실로 나타난다. 환원주의는 인본주의와 정반대 쪽에서 대치하고 

있다. 환원주의는 하위의 인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로고테라피는 이러한 차원을 넘어선 것이다. 인간성의 차원을 추구해서 인간에게

만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을 찾아내는 것이다. ‘자아 초월’과 ‘자아 이탈’이라

는 인간 특유의 능력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프랑클은 기존의 심리학계에서 인간을 

신경의 작용이나 행동 반응 연구로 채워진 ‘도구적인 인간관’이라는 인식에서 ‘인

간’ 자체를 구출해냈다. 인간은 신경과 행동의 반응체 그 이상의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다. 로고테라피는 인본주의 심리학의 길을 여는 패러다임의 혁

27) 빅터 프랭클,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 32-33쪽.

28) 빅터 프랭클,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 26-37쪽.

29) 빅터 프랭클,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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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적인 전희였다.30)

프랑클은 20세기가 ‘실존적 공허(the existential vacuum)’와 ‘실존적 좌절’이 

만연한 사회현상이라고 말하며, 현대 사회에 집단 노이로제 증세인 중독성 우울증 

공격성 등이 만연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실존적 공허는 개인적 허무주의 경향이 

삶에 더해지면서 모든 것이 의미 없고 덧없다는 생각에서 기인한다. 삶에 대한 수

동적이고 숙명적인 태도, 혹은 동조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 사고방식, 모든 보편적 

기준에 반하는 인격부정 등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개인의 삶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가치상실 삶의 의미와 의욕 상실, 불안이나 피로감 의존감 우울증 상실

감 강박증 사회생활과 관련된 협력관계나 대인관계의 위기, 직업적 안정성에 대한 

위기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현대 사회는 실존적 좌절 문제가 가장 심각한 시대라고 할 만하다. 현대인들은 

속도를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항상 쫓기듯이 바쁘게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그렇게 

복잡하고 긴박한 사회 속에 존재하는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본인이 무의미한 존

재라는 느낌을 가진다. 이렇게 느끼는 삶에 대한 허탈감이나 권태, 무의미성 등의 

허무적 감정에 현대인은 늘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인간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좌절되어 삶의 궁극적 가치와 

의미를 찾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정신적 위기현상은 오히려 삶에 대한 의미발

견의 기회이기도 하다. 실제로 매 순간마다 고뇌하고 숙고하여 결정하는 존재로서

의 현대인은 한순간도 의미 없이는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무의미한 

세상을 견뎌낸다는 것 자체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은 정신

병이라기보다 실존적 절망과 위기에서 야기된 내적 고통이므로 정신의학적 약물치

료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프랑클은 인간과 역사의 가장 부정적인 속성, 인간을 물건화해서 번호로만 부르

고, 인격을 말살하는 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했지만, 가장 긍정적인 시각으로 인간의 

삶을 구원하려 했다. 그는 프로이트의 정신적 유산을 받아 성장했지만, 인간성회복

을 외치며 반대의 입장에 섰다. 그리고 하버마스에게서 실존의 중요성을 시사하였

으나, 인간 의지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다. 스스로 사유하고 선택하며 추구하

는 의지체로서의 인간의 위상을 견고하게 다져 놓았다. 프랑클만큼 인간에 관해 낙

관적인 시각을 펼쳐 보인 학자는 드물다.

프랑클은 로고테라피를 주창하게 된 가장 내적인 동기, 궁극적인 이유이자 가장 

깊은 뿌리에 대해 생각했다. 프랑클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냉소주의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에게 연민을 가졌다. 특히 정신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정신치료

요법으로 더 큰 피해를 입는 모습을 매우 안타까워했다. 그는 사람 중심이 아닌 

비인간적인 환원주의에 대해 대항하여 인간중심의 치료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전통적인 정신분석학적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그 증세가 사라진 뒤에도 일반적

으로 공허함이 잔존했다. 즉 환자가 별다른 징후 없이 일상에 적응하고 제 기능을 

30) 빅터 프랭클,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 10-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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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였지만 의미는 상실했다. 이것은 환자가 끊임없이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심리요법은 인간의 의미에 대한 평가는 거의 없

었다. 모든 문제를 인간 본능으로 환원하고 의미를 추구하는데 가치를 두지 않았

다. 다만 심리의 깊은 곳에 존재하는 무의식적인 정신역학으로 치부해 왔을 따름이

다.31)

인간이 고통을 감수하며 희생하는 이유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인간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죽음

도 불사하며,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기도 한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

은 의미를 상실한 경우가 많다. 간혹 필요한 것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에도 

실존적 공허로 인해 자살을 택하기도 한다. 전통적 심리요법은 인간의 삶에 대한 

의미 추구를 무시했거나 망각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자살을 막는 것에는 효과가 적

었다.32)

의미를 통한 요법이란 것이 모든 신경증과 갖가지 증상의 원인이 의미의 결핍이

라는 뜻은 아니다. 의미가 결여되어 있을 경우, 정신적 공허를 채우는 것이 치료와 

같은 효과를 본다는 것이다. 신경증상이 공허함에서 비롯된 게 아니더라도 마찬가

지다. 어떤 사람은 비참한 곤경에 빠져도 그 곤경마저도 의미를 부여하여 편안함을 

찾거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의미에는 어떤 치료의 힘이 존재한다. 

의미 상실감이 원인이 되는 신경증을 로고테라피에서는 심인성 신경증, 즉 누제

닉 신경증(noogenic neurosis)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모든 신경 질환들이 의미상

실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심인성 신경증의 근원에는 조건형성과 학습 과정뿐

만 아니라, 정신역학도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병인성의 요소들을 넘어선 특

별한 인간 현상들이 있다. 바로 인간의 의미 추구와 같은 요소가 있음을 로고테라

피는 주장한다.33)

심리치료는 예술이자 기술이다. 예술적 극단에 가까운 것이 실존치료이며, 정신

분석에서 말하는 전이는 기술적 극단에 가깝다. 심리치료에서의 전이는 환자가 치

료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여 느끼는 감정이나 사고를 말하며, 그 반대인 경우

를 역전이라고 한다. 선택된 심리치료 기법은 환자와 의사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특한 존재라는 것을 고려해야 성립될 수 있다. 의사들은 의식적으로 한쪽으로 치

우칠, 즉 오로지 자신만이 구사할 수 있는 치료를 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

무도 있다. 절대적인 진리에 이룰 수 없는 한, 우리는 상대적인 진리들을 서로 보

완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한쪽으로 치우칠 즉 한 가지 

방법을 적용할 용기를 내야한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느 심

리치료 기법도 자신만이 옳다는 배타적 요구를 할 수는 없다.

예술은 다양성 안의 통일성으로 정의되었지만, 인간은 통일성 속의 다양성으로 

31) 빅터 프랭클,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 25-26쪽.

32) 빅터 프랭클,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 27쪽.

33) 빅터 프랭클,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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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할 수 있다. 인간의 문제는 한 가지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차원으로 

뻗어나간다. 심리치료도 인간을 따라 모든 차원으로 뻗어나가야 하고 신체적 정신

적 영적 차원 등 모든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34)

누제닉의 차원은 심리학적 차원을 넘어선 더 포괄적이고 포섭적임을 의미한다. 

개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상호배타적일 수 없다. 정신역학적 행동주의적 

연구 결과를 모두 활용하고, 그것들의 기초적 기법을 새로운 연구에 활용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이다. 이런 기법들은 환자를 인간적 차원에서 탐구하는 로고테라피

와 통합될 때 그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생물학적 차원도 언급되어야 한다. 사실 심리학적 요소들과 함께 신체적 요소 역

시 정신질환의 병인학에 포함된다. 적어도 신경증보다는 정신병의 병인학에서는 생

화학과 유전학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사회원인성 신경증도 있다. 이 증상은 특히 현대의 집단신경증(mass neurosis)

에 적용되는데, 말 그대로 의미상실감을 지칭한다. 이러한 환자들은 열등감이나 성

적 절망감을 표시하지 않는다. 이런 증상이 있는 환자가 병원이나 상담소로 오는 

이유는 실존적 절망감이나 실존적인 공허 때문이다. 이런 경우 로고테라피가 효과

가 있다. 삶의 의미에 대한 실존적 의문과 탐구가 성적 고민보다 사람들을 더 괴

롭히고 있다. 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익명 상담을 허용하고 어떤 문제라

도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학생들의 고민에는 약물 중독, 성욕 감퇴 

등 천차만별의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많이 제기된 주제는 바로 자살이었다. 이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고민이고, 예전부터 프랑클이 주장해온 사실

이기도 하다.

현대사회는 모든 욕구를 마음만 먹으면 충족시킬 수 있다. 어떤 욕구들은 현대사

회가 조장해낸 것이다. 예를 들어 홈쇼핑이나 광고 등에서 보여주는 물건들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도 사야만 할 것 같은 심리를 조장한다. 이는 소비를 증진시킨

다. 사람들이 가진 물건이 많아질수록 욕구의 지배를 받게 된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의미에 대한 욕구이다. 의미에 대한 욕구는 이 시대의 

엄청난 풍요 속에서, 또 그런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충족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오

늘날에는 실업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여가 문제도 다루어야 한다. 실업은 ‘실업 

신경증’(unemployment neurosis)이라는 질병을 낳을 수 있다. 이 점은 1933년에 

처음 제기한 바 있고 다시 진행된 연구 결과에서는 이 질환의 실제 원인은 실업 

그 자체라기보다는 실업자가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의미상실감에 이르는 

정신적 혼란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적인 실업수당, 혹은 사회보장제도로

는 충분하지 않다.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어 점점 인간의 영

역이 축소되고 있다. 인간은 복지만으로 살 수 없다. 의미 상실감, 실존적 공허는 

실제로 집단신경증으로 분류될 수 있을 정도로 확산일로에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34) 빅터 프랭클,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 1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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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바 집단신경증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 신경성 질환인가? 이는 비단 실업자에게

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정년 퇴직자를 비롯한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프랑클은 실존적 공허의 증후인 집단신경증(삼중 집단 신경증)의 3요소로 우울

(depression) 중독(addiction) 공격성(aggression)의 결합을 꼽았다.35)

첫 번째 우울증은 자살의 원인이 된다. 심각하게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인생

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원인이라 한다. 우울증은 대부분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해서이다. 이들의 특징은 자신의 문제에 깊이 빠져있어 

문제를 객관화하지 못하고 신체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울증의 무력감

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제를 객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문제에도 해답이 

있으므로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신체활동을 

하는 것고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중독은 실존적 공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다고 느

끼는 것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약물중독이다. 환각제나 마약중독은 

삶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한번 마약을 투약한 사람은 

다시 투약하게 되고, 내성이 생겨서 점점 양을 늘려가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힘들

다.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도 심각하다. 적당함을 넘어 선 중독은 벗어나기 힘들다. 

요즈음은 SNS 게임중독도 한 분야가 된다. 특히 어떤 콘텐츠들은 여러 가지 정보

를 얻는 장점도 있지만 자신이 관심 가지는 분야를 끊임없이 제공하기 때문에 한 

쪽 방향으로만 치우쳐 다양한 면을 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잘못된 정보 제공도 

많아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 번째 공격성은 실존적 공허에 노출된 사람들은 공허감과 무의미함을 느낄 때 

살인하기가 쉽다고 립톤은 주장하였다. 삶의 목적 유무와 범죄의 가능성은 반비례

한다.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요즈음 묻지마 살인

이나 충동적 보복 행위 등은 공격적 ‘파괴본능’(destrudo)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

다. 동기이론에서는 인간을 궁극적으로 성적이거나 공격적인 충동 때문에 생긴 긴

장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단순한 도구 노릇을 하는 존재로 묘사한다. 그러나 이 폐

쇄적 이론체계와는 달리 인간은 실제로 완성시켜야 할 의미들을 찾아서, 그리고 만

나야 할 다른 인간 존재들을 찾아서 뻗어가는 존재다.

프랑클은 이 세 가지의 우울 중독 공격성 등 이 시대의 질병과 불안을 극복하려

면 그것들이 좌절의 결과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인간의 좌절을 이해하려면 인

간의 깊은 동기인 의미추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그 어떤 순간에도 쉽게 실존적 공허에 빠지지 않으며 집단 신경증에도 걸

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프랑클은 평생을 두고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고뇌가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

움이 아니라, 삶의 허무함이 인생의 의미마저도 말살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이

었다.”라고 했으며, 이 의문에 천착한 끝에 프랑클은 “삶을 비로소 의미 있게 만드

35) 빅터 프랭클,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 30-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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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다름 아닌 죽음이라는 해답을 얻었다”36)고 하였다.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시절에 허무적인 내용의 책을 손에 쥐고 자살해 죽은 것

을 발견했을 때, 프랑클은 철학적 개념과 실제 생활과의 밀접한 관계를 깨달았다. 

그것은 프랑클의 허무주의에 대한 반대의사 즉 그가 확신하게 된 절망과 잔인성의 

근원인 무의미 안에서의 믿음을 확신시켰다. 서진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반적으로 허무주의란 진리의 인식 가능성에 대한 부정과, 행위의 가치 및 규범

에 대한 부정을 의미한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인간이 그동안 불변의 가치이자 

진리라 여겨왔던 것들이 허구로 판명되면서 행위나 삶의 기준과 의미를 잃어버려 허

무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허무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최고 가치들

이 탈가치화하는 것”이라고 니체가 직접 말했듯이, 사람들의 행위와 삶의 형식을 규

제하고 그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던 절대적 가치나 진리가 더 이상 절대적인 힘을 휘

두를 수 없는 상황을 보고 허무주의적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37)

프랑클은 수용소에서 풀려난 이후 25년을 빈 대학병원 신경과 책임자로 근무했

다. 프랑클에게 있어서 전쟁 이후 몇 년 동안이 가장 창조적인 시간이었다. 그는 

빈 폴리클리닉 병원 정신신경과 과장이 되었고, 빈 대학에서 정신의학 교수가 되었

으며, 의미 치료의 창시자로서 오스트리아 대통령으로부터 최고의 명예 훈장을 받

았다.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프랑클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객관적인 사

실이나 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라 이름도 기록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시련 그리고 수용소에서 직접 겪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다. 프랑클은 수용

소 안에서의 생활을 독자들에게 알려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조차

도 삶이 잠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 전달하려고 하

였다. 그것은 과거를 지울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과거로부터 얻은 교훈을 

미래에 대한 자양분으로 삼아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은 동물로서 신체적 운명에 얽매이는 존재다. 그렇지만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다. 자유라는 차원에서 인간은 신체적 차원을 넘어선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자

유는 신체적 자유든, 심리적 자유든, 사회적 자유든 간에 어떤 조건으로부터의 자

유라기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38)

오늘날 의미 상실은 집단 신경증의 토대다. 집단 신경증은 의미상실에서 오는 경

우가 많은 것으로 현대인들은 점점 의미 상실의 감정에 의해 고통받고 있다. 이를 

프랑클은 실존적 공허라고 부른다. 보스는 권태를 일컬어 “미래의 신경증”이라 했

는데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고통과 권태 사이를 시계추처

럼 오가는 존재”라고 말했다. 신경정신과 의사들은 이제 오히려 권태가 우리를 더

욱 힘들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39)

36) 빅토르 E. 프랑클, �책에 쓰지 않은 이야기�, 25쪽.

37) 서진리, ｢신의 죽음”에 대한 철학적 해석｣, 서울시립대학교, 2019, 5쪽.

38) 빅터 프랭클,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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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클은 40여권의 저서를 출판했으며, 이 책들은 전 세계로 번역되어 나갔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92세에 심장마비로 사망할 때까지 강연을 하고, 암벽등

반을 즐기며 경비행기 운전을 하는 등 활발한 삶을 살았다.

프랑클은 최고의 선택을 위해 90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시간관리 원칙을 지키

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고 했다. 프랑클이 삶을 살아가는 원칙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원칙은 

     “가능한 모든 일을 빨리 마무리 하라.” Do everything as soon as possible! 

두 번째 원칙은 “싫어하는 일을 먼저 하라.” Do unpleasant task first!이다.40)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즐겁게 해 나가기 위해 귀찮고 어려운 일을 먼저 해 두는 것

을 말한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을 즐길 수 있는데 싫은 일이 남아 있으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시선이 가져오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죽음의 수용소로 유명한 아우

슈비츠 감옥소에 수감된 많은 유태인 포로들은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삶을 포기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 자신을 돌보지 않게 된다. 병에 걸리거나 쇠약해져서 죽

음의 가스실로 옮겨져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두려움으로 목격하게 된다. 그래서 수용

소 안에 절박한 문구를 새겨놓는다. 예를 들어 “Hope is Nowhere!”(희망은 어디에도 없

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Hope is 

Now here!”(희망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로 읽게 된다. 절망과 희망은 같은 상황도 어

떻게 생각하느냐에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삶을 대하는 긍정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다. 결국 삶이란 삶에 대한 태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3. 로고테라피 배경 이론과 자유 의지

1) 로고테라피와 자유 의지

프랑클은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환원주의적 심리학을 넘어서고자 했다. 환원주의 

극복을 위한 핵심은 인간에게 자유 의지가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인간은 운명 지

어지고 결정된 존재인가? 아니면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유를 지닌 

존재인가? 프랑클의 로고테라피가 이전 심리학, 즉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아들

러의 개인심리학과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자유문제, 자

유의지에 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했다. 인간의 운명은 이미 결정지어진 존재로

서 자유의지로 벗어날 수 없다는 환원결정론자였다. 정신분석을 통해 신경증 환자

39) 빅터 프랭클,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 10-21쪽.

40) 빅토르 E. 프랑클, �책에 쓰지 않은 이야기�, 3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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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꿈의 해석이나 최면 등을 통해 가면 벗기기를 감행했다. 환자의 행위 이면에 

무의식적 동기를 드러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마음의 심층을 발굴하여 더 이상 감

춰진 것이 없는 마지막 진실성에 도달했을 때는 가면 벗기기를 중단해야 하는데도 

계속할 것을 가르쳤다. 프랑클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인간의 진실함과 책임존

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환원주의이기 때문에 무의식을 드러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무의식적 동기에 의해 행위를 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자유와 책임에 대

한 부정으로 보았다. 프랑클은 이전의 심리학으로는 현대인이 겪는 실존 공허와 인

간성 상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기존 심리요법만으로는 시대적인 질병과 증상에 대처할 수 없다. 현대인들의 의

미상실, 몰개성화, 비인간화가 그런 것들이다. 의식 수준이건 무의식 수준이건 간

에, 모든 심리치료 방법이 추론되는 절대 불가결한 요소는 인간에 대한 개념이다. 

그 개념에는 인간의 차원, 인간적 현상이라는 차원을 포함시켜 고려해야 한다.

행동요법은 신경증을 특정한 학습, 조건화, 또는 과정의 탓으로 돌린다. 이에 따

라 신경증에 재학습, 조건 변화로 대응한다. 하지만 페트릴로비치가 적절하게 언급

했듯이, 두 학파 모두 신경증의 수준에서만 치료법을 골몰하고 있다. 로고테라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선 것이다. 인간성의 차원을 추구해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존재할 

수 있는 자원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자아 초월(self-transcendence)과 자아 이탈

(self-detachment)이라는 인간 특유의 능력들을 말한다.41)

프랑클은 환원론의 문제는 책임을 회피하게 하고, 쾌락주의나 권력주의로 빠져들

게 한다고 파악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은 인간을 기

계적 존재로 대하고 대응하는 것으로 결국 인간을 물화(物化)시키는 것으로 이끌 

것이며, 이것은 결정된 운명에 자신을 맡김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것이

라고 보았다.

인간에 대한 모든 이론과 논의들은 결국 삶에 대한 철학에 기반하고 있다. 의식

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정신치료법들 역시도 철학적 인간론에 기반하고 있다.42)

프랑클이 칸트와 셸러, 하르트만의 철학에 깊은 영향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프랑클은 자신이 천착하고 있는 로고테라피의 세 기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한다. “로고테라피의 인간에 대한 개념은 다음 세 개의 기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자유의지(freedom of will),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will to meaning), 그리고 삶의 

의미(meaning of life)이다.”43)

프랑클은 인간이 신체적이고 심리적 운명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그가 강조하고자 했던 바는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운명 속에서도 인간

은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어떤 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

유와 책임이 있음을 설명한다. 신과 같은 전능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다. 신체와 심

41) 빅터 프랭클,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 10-11쪽.

42) 빅터 프랭클, �삶의 의미를 찾아서�, 33쪽.

43) 빅터 프랭클, �삶의 의미를 찾아서�,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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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기질의 제한을 받는 유한한 자유이다.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

고 그것을 자신과 분리시켜서 볼 수 있는 능력은 오로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

력이다”라고 하였다.44)

프랑클은 인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객관화하는 능력을 지녔기에 초연

해질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것을 ‘초월’이라고 표현했다.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것

에 매이지 않는 전능함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조건 속에서도 태도를 선택할 수 있

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설명이다. 프랑클은 인간의 초월에 대해 사랑과 지각력이라

는 두 가지를 예로 설명하고 있다.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인간적인 현상인 사랑과 지각력 두 가지를 예로 들어보자. 

이 두 가지는 인간에게 고유한 또 다른 능력, 즉 자기 초월 능력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은 다른 존재를 위해서, 혹은 어떤 의미를 위해서 자신을 초

월한다. 나는 사랑이란 그 사람만의 유일무이함 속에 다른 사람을 잡아두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싶다. 지각력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이 가지고 있는 유

일무이한 의미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말하며, 결국 의미란 유일무이한 어

떤 것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궁극적으로 각각의 인간은 그 어느 것

으로도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어떤 사람이 사랑받고 있는 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없다.45)

프랑클은 무엇보다 인간은 자신에게 갇히지 않는 존재라고 보았다. 식물과 동물

이 자기가 처한 환경 속에 갇혀 있는 것과 달리 인간은 자신을 넘어 다른 대상과 

관계하는 개방적 존재로 보았다. 자기초월의 핵심은 자신을 넘어 다른 대상을 지향

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존재는 계획된 것일 뿐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기 초월

은 존재의 핵심이다.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곧 그것과 다른 어떤 것을 지향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의 타자성, 즉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객관과 주관 사이

에 조성된 긴장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긴장은 ‘나’와 ‘내가 해야 하는 것’ 

즉 현실과 이상 사이에 조성된 긴장과 같은 것이다. 만약 이런 긴장을 보전하려면 

의미가 존재와 일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존재와 일정한 보폭을 유지하는 것이 의

미가 지닌 의미라는 점을 말해야겠다. 그것은 현실과 실현시켜야 할 이상 사이에 조

성된 긴장 안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이상과 가치로 세상을 살아간다. 

인간 존재가 자기 초월의 견지에서 영위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존재라고 할 수 없

다.4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고테라피와 자유의지에 있어서 인간의 운명은 결

44) 빅터 프랭클, �삶의 의미를 찾아서�, 36쪽.

45) 빅터 프랭클, �삶의 의미를 찾아서�, 38-39쪽.

46) 빅터 프랭클, �삶의 의미를 찾아서�, 83-85쪽.



- 27 -

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인해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 즉 운명을 

자신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다. 자유의지는 타인이나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운명적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태도적 자유의지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불교에서도 과거의 업으로 인해 현재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연기의 법칙으로써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현재가 원인이 되어 미래를 바꾸는 일은 얼마든

지 가능하며 인간의 자유의지 즉 마음먹기에 따라 바꿀 수가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존엄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에 있다. 자유의지가 없이 책임과 의무를 

논할 수는 없다. 선택과 결단에 대한 책임을 동물에게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동물

에게는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은 유일무이한 삶을 오롯하게 자신

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

2) 로고테라피와 실존적 공허

프로이트와 아들러, 프랑클로 이어지는 실존의 흐름은 감성에서 이성으로 옮겨가

는 과정이며, 이성은 삶의 이유와 의미를 알고자 한다. 이는 붇다가 생로병사의 고

민을 해결하기 위해 출가한 이유이기도 하다. 의미 상실은 오늘날 집단신경증의 토

대다. 현대인은 점점 의미 상실의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으며 이를 프랑클은 실존적 

공허라고 부른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삶의 

의미나 목표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심리적인 현상이나 행동양

식을 일정한 틀에 넣어 규격화하는 획일주의, 순응주의에 빠지게 되고, 자발성과 

자주성을 상실한 의욕 상실 상태가 되어 또 다른 신경증을 겪게 된다. 신경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경우에는 전통적인 심리치료가 아니라 환자들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환자들 편에서 제

기된 삶의 의미에 대한 외침은 의사들 쪽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런 외침

은 실존적 공허가 집단적 현상일 때 한증 더 절실하다.

실존적 좌절은 삶에 회의를 느끼거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실존적’

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첫 번째는 존재 그 자체, 즉 인간 특

유의 존재 방식을 말하며, 두 번째는 존재의 의미, 세 번째는 각 개인의 삶에서 구

체적인 의미를 찾아내려는 노력, 즉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를 말한다.47) 실존적 좌

절 역시 정신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 그 자체는 전혀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

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이다. 프랑클은 이와 같은 실존적 좌절에서 유발

되는 신경증을 ‘누제닉 신경증(noogenic neurosis)’이라 부르는 새로운 타입의 신

경증이라고 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이런 신경증은 모든 신경증의 약 20퍼센트를 

차지한다.

47) 빅터 프랭클,『죽음의 수용소에서�, 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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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제닉 신경증은 욕구와 본능의 좌절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프랑클은 실존의 문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의 좌절이라고 했다. 여기에 특화된 치료법은 로고테라피라고 

했으며 프로이트나 아들러의 정신분석이나 개인심리학의 치료법으로 해결되지 않

는다고 했다. 로고테라피는 환자가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을 과제

로 삼고 있다.

3) 빈학파의 발전 단계

빈학파는 세 단계로 발전한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제1 빈학파, 아들러의 개

인심리학은 제2 빈학파, 프랑클의 실존분석은 제3 빈학파로 불리게 된다.48) 프로

이트의 정신분석학이 리비도와 관련한 ‘쾌락 의지’를,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이 ‘권력 

의지’를 제시한 것에 반해, 프랑클의 실존 분석은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를 제시한

다. 로고테라피는 고통에 처한 사람에게도 지금의 그 고통은 고통 나름대로의 의미

가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치료법이다. 각각

의 학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는 오스트리아의 신경학자 정신

의학자로,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이다. 20세기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학자이면서 동

시에 사상가로서 심리학 및 정신의학뿐만 아니라 인류학, 교육학, 범죄학, 사회학 및 

문화계 각 분야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프로이트는 오늘날 체코의 프

라이베르트 지역에서 출생하였고 빈 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후, 1885년 파리에서 샤

르코(1825~1893)의 지도하에 히스테리 환자를 관찰하면서 연구하였다. 이후 최면술, 

카타르시스 및 자유연상법 등에 관한 연구과정을 거치면서 정신분석이론을 체계화했

다. 저서로는 『꿈의 해석』(1900)과 『정신분석 입문』(1917) 이외에도 후세의 많은 사

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 다수의 저술이 있다.49)

프로이트는 정신구조를 지정학적으로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구분했다. 의식은 

가시화된 정신구조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을 말하며 빙산의 

일각으로 표현했다. 전의식은 약간의 자극으로 의식화되는, 이용 가능한 기억의 영

역이라고 하였다. 무의식은 자신이 자각하지 못하는 과거의 경험이 쌓여있는 정신

구조의 주된 영역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성격을 구조적으로는 이드(id), 에고(ego), 슈퍼에고(super ego)로 나누었

48)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20쪽.

49) 이영숙, ｢유식사상의 아뢰야식과 정신분석의 무의식 비교 고찰｣, 불교문예연구, 2016, 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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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드(id)를 근원적 생물학적 충동 즉 태어난 순간부터 유전적으로 쾌락의 원리

에 지배를 받는 본능 또는 충동의 세계로 보았으며, 에고(ego)는 현실의 법칙에 지

배를 받는 자아, 이성, 분별 합리의 세계로 보았다. 슈퍼에고(super ego)는 도덕의 

원리에 지배를 받는 양심, 자아, 이상의 세계로 분류하였다. 성격의 발달은 리비도

의 위치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고 하였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세계를 전문가가 의

식 세계로 올려서 개인이 알아차리도록, 최면술을 이용하거나, 꿈의 해석을 통해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모든 것을 무의식적 억압(repression)의 결과로 되돌리

기에 책임을 부정한다. 무의식적인 이드(id)로써 의식적인 자아(ego)가 제약을 받는

다는 의미에서 ‘억압’이라는 개념을 가장 중심에 둔다. 신경증을 의식으로서의 자아

가 무력화된 것으로 보며, 치료를 통해 억압된 내용을 무의식으로부터 의식으로 돌

려보냄으로써 자아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목표는 인과

성의 ‘해야 한다(must)’에 중점을 두고 무의식의 요구와 현실의 요구 사이의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충동을 현실과 조화시키는 인간을 추구하며 현실은 종종 충동의 

포기를 가차 없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50)

정신분석은 범결정론으로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무의식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동적 존재로 인식한다. 현재 실존적 공허로 고통 받는 

환자에게도 모든 원인이 무의식 속에 결정되어 있다고 믿고 있었다. 때문에 신경증

의 실체를 폭로하는 방법 즉 최면을 걸어 꿈을 분석하고 모든 원인이 리비도를 오

도했거나 불충분하게 표출한 결과라고 믿는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인

하며 인간은 결정지어진 존재이고 모든 문제는 적합한 시기에 해결되지 않은 성적

리비도의 고착에 의해 발생한다는 환원주의자이다. 이 정신분석 치료를 받는 환자

들은 치료가 끝났다고 해도 대부분 실존적 공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프랑클은 환원론이 인간을 물화, 객관화, 탈인간화함으로써 실존적 공허를 부추

기기 때문에 실존적 공허로 인한 심리치료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프로이

트는 무의식을 자신이 자각하지 못하는 과거의 경험이 축적된 것이라고 보았지만, 

프랑클은 실존을 본질적 무의식으로 보았다. 실존의 근본은 완전히 겉으로 들어날 

수가 없으며 그 자체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2)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 1870~1937)는 오스트리아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

자로, 187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다. 빈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한 뒤 1895년 

의사가 되었고, 1902년 빈에서 프로이트를 중심으로 한 ‘빈 정신분석학회’를 결성하

50) 빅터 프랭클,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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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초대회장을 맡았다. 1912년 학회에서 탈퇴 후 ‘개인심리학회’를 결성했다. 그는 

성본능을 중시하는 프로이트의 학설에 반대하여 개인심리학이라는 독자적인 학문을 

창시했다. 인간의 행동과 발달을 결정하는 것은 열등감, 보상 심리, 인정 욕구, 권력 

욕구라 보고 ‘인간 이해의 심리학’을 체계화하는데 전념하였다. 현실과 밀접한 학문

을 추구했던 그는 원론적인 연구에 그치지 않고 많은 상담과 강연을 했다. 1937년 

스코틀랜드의 한 도시에서 강연을 하러 가던 중에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주요 저

서로는 『기관의 열등에 관한 연구』, 『신경증적인 성격에 관하여』, 『인간이해』, 『개

인심리학과 학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등이 있다.”51)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은 ‘배치(arrangement)’라는 개념을 중요시한다. 신경증환

자는 배치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다. 무엇인가를 무의식적으로 만들려는 것

이 아니라, 스스로를 무책임하게 만들고자 한다. 증상은 배치를 통해 합법적인 질

병으로써 환자가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환자의 책임감을 덜어 준

다. 신경증환자가 자신의 증상에 책임을 지게 한다. 증상을 개인적으로 책임지게 

하고, 책임성 강화를 통해 자아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책임지는 존재로서의 

자아의 제약을 의미한다. 인간의 책임성에 집중한다.52) 모든 행동의 근원은 열등감

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권력을 추구한다고 한다. 아들러는 출생 순위도 개인심

리학에 영향을 미치며, 열등의식을 벗어나 우월을 향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한다. 

공익을 위한 우월 지향의 노력은 바람직하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우월 의지는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좌절되었을 때는 심한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

아들러는 인간의 성격은 유전과 환경 그리고 창조력에 의해 결정되며 5세 이전

에 완성된 생활양식이 일생을 두고 성격을 지배한다고 본다. 프랑클은 개인심리학 

또한 실존적 공허를 치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3) 쉘러의 개인심리학

막스 쉘러(Max Scheler, 1874~1928)는 독일의 사회철학자 윤리학자이다. 현상

학의 창시자인 에드문트 후설의 철학 방법에 따라 현상학적 접근방식을 취했지만, 

대상에 독립적인 실재의 지위를 기꺼이 부여했다는 점에서 후설과 차이를 보인다. 

셸러는 심적 태도의 본질과 심적 태도가 대상과 맺는 관계의 본질을 발견하려 했

다. 1920년까지는 평화주의자이자 개종한 로마 가톨릭교도였지만, 1924년을 전후

하여 인간과 세계에 대해 더욱 범신론적인 견해를 갖게 되었다.

쉘러는 개인심리학은 특정 유형의 인간, 즉 야심형 인간에게만 적용된다고 지적

했다. 인간의 정신적 현실을 목적성의 범주에서 보았다. 목적성이 인과성보다 더 

높은 범주이며, 개인심리학은 정신분석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고, 심리치료

51) 최옥규, ｢命理學의 心理學的 位相에 관한 硏究 - 프로이트 융 아들러의 心理學을 中心으로 ｣, 

공주대학교, 2014, 1쪽.

52) 빅터 프랭클,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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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으로 더 진보한 것이다. “하고자 한다”(will)는 목적성에 따라, ‘해야 하는’ 이

드에, ‘하고자 하는’ 자아를 대립시켜서, 환자가 단순히 현실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서, 현실을 용감하게 형상화하기를 요구한다.53) 정리하면 정신분석과 개인심리학은 

모두 하나에 집중함으로써 학문적으로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의식과 책임성은 인

간 존재를 이루는 두 가지 토대이다. 인간은 의식하는 존재이며 책임지는 존재이

다. 각각 인간의 한쪽 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 두 면이 함께 있어야 인간에 

대한 진정한 인간상(像)이 될 것이다. 인류학적 측면에서 볼 때 서로 상반되지만 

이미 서로 보완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정신사적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체계적인 필

요성에서 탄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54) 셸러는 파스칼의 '심정의 논리' 또는 '질서'

에 크게 의존했으며, 인간의 감정을 통해 선천적으로 주어진 위계질서 속에 모든 

가치를 배열하였다.

(4) 행동 요법

프랑클은 행동 요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행동 요법은 오랫동안 정신분석가

들이 절대적 위상을 지녔던 시대의 이론들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행동 요법은 

프로이트 학설에서 각종 증상의 원인이라고 믿었던 병인학(病因學)적인 이론들이 

그저 믿음일 뿐이라는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었다. 유아기 정신적 외상(trauma)55)

의 경험, 이드(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간의 갈등을 모두 신경증적으로 추

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증상에 대한 대치가 프로이트주의의 치료법

에 따른 것도 아니다. 그 치료도 정신분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행동 수

정에 의한 것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신경증을 비신화화(非神話化)한 것은 행동주의

의 연구 덕분이다.

행동주의 심리학은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학습의 결과라고 보며, 환경과 외부의 자

극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인간의 출생순위와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대부분의 정서

적 문제들은 잘못된 행동유형을 학습한 결과이거나 효과적인 반응을 학습하는 데 

실패한 결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행동수정이라고도 알려진 행동치료의 목적은 행

동유형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행동주의는 실재론적 입장에서 관찰 가능한 행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환원주의의 세 가지 형태는 주관주의(subjectivism)와 

항상성(homeostasis)과 그리고 범결정론(pan-determinism)이다. 존재는 ‘다르게 

53) 빅터 프랭클,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 33쪽.

54) 빅터 프랭클,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 10-20쪽.

55) 트라우마(Trauma)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나타나는 정신적, 신

체적 증상들을 일컫는다. 트라우마의 어원은 그리스어‘traumat’로 ‘몸에 가해진 상처’를 뜻하는 

말이었지만, 몸이 아니라 ‘정신에 가해진 상처’라는 뜻으로 의미가 변화한 것은 프로이트부터라

고 할 수 있다. 유숙 ｢사회적 트라우마의 개성화와 치유를 위한 미디어테라피 경험 연구: 융

(Jung)의 집단 무의식과 개성화 사유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2016,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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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함’, 즉 관계다. 원래는 관계만 존재할 뿐이다.56) 그래서 모든 존재는 관계적 

존재라 할 수 있다. 관계에 의해 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과 개인심리

학은 존재론적 사실에 기초하여 인류학적으로 가능한 두 시각 중 각각 하나씩을 

취한다.

프랑클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파와 아들러의 개인심리학파와의 학문적 갈등에

서 벗어나는 길을 행동요법에서 찾았다고 밝힌 바 있다.

4) 로고테라피와 삶의 의미

프랑클은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세 가지는 창조적 의미와 경험적 의미 그리고 태

도적 의미라고 하였다. 그 중에서도 태도적 의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 

이유는 창조적 의미와 경험적 의미를 박탈당한 사람에게도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

가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더라도 그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태도의 자유는 뺏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 때문에 인생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

는 것이다. 여전히 성취해야 할 의미 즉 그 자신의 고유한 의미, 고난이나 시련을 

잘 극복하는 의미를 성취해야 한다는 도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가치를 결

정하는가는 이 세 가지 유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창조적 의미

창조는 지금까지 와는 다른 것을 처음으로 만드는 것을 뜻하는데 어떤 일을 하

거나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창조에 걸림이 되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다. 어제와 같은 

행동을 하려는 나 자신을 극복해야 한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

에,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나에게는 아주 중

요한 의미도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창조는 새로운 시각

과 창의력이 필요하다. 자신이 부여한 삶을 발전시키는 가치의 발견이 창조적 의미

이다.57)

(2) 경험적 의미

경험이란 어떤 일을 실제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일에 직접 

참여하여 얻는 직접경험과 말이나 글 등의 중간 매개를 통해 얻는 간접경험이 있

다. 경험은 의미 있는 일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56) 빅터 프랭클,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 32쪽.

57) 빅터 프랭클, �삶의 의미를 찾아서�,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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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험이 단지 겪어보는 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다. 그 경험을 통해, 누구

도 발견하지 못하는 자신만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죽을 만큼 힘든 상황과 

수치심과 좌절을 경험했다면 그것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반이 되도록 승화

시켜야 한다. 인간은 모든 일을 경험할 수 없고, 경험할 필요도 없다. 다른 사람의 

경험이 자신의 삶에 의미를 주기 때문에 프랑클의 실화가 바탕이 된 직접적인 경

험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다.58)

(3) 태도적 의미

태도란 어떤 일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지는 입장이나 자세를 말한다. 성공

적인 삶은 인생과 일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

는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절망적이고 힘든 고통의 상황에서도 어떤 태도를 가지

느냐에 따라 그 자신을 뛰어넘고, 고통을 초월할 수 있다. 시련을 가져다주는 상

황은 바꿀 수가 없지만, 그 시련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태도를 선택함으로서 극복

해내는 것이다. 프랑클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태도적 자유이다.59) 이는 주

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이다. 자신

에게 닥친 엄청난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법은 그 상황을 나에게 적합하도록 최적화

해서 변환시킨 다음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는 일어나 사건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하

고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은 태도를 결정한다.

어떤 일에 대해 가치를 소유하고 있으면 전형적인 상황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별도의 결정을 내리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종종 대가를 치러야

하기도 한다. 어떠한 상황에 이끌려 선택된 가치에서 파생되는 결과는 본인이 책임

지게 되므로 그 선택은 개인의 자유이다. 그러나 이런 가치의 충돌이 인간의 정신

에 갈등이라는 형태로 투영되며 누제닉(noogenic) 신경증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60) 의미와 판단력에 대해 알아보자.

의미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투사(projection)시킨 어떤 것을 뜻하므

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는 것이

다. 또한 의미는 아무 근거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질문에 대답하는 방

식으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하나의 질문에는 그에 해당하는 하나의 답만이 존재한

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상황에는 그에 합당한 하나만의 의미가 있을 뿐이기에 이

것이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61)

의미는 스스로에게 처한 상황에 대한 답이 숙명처럼 그렇게 되는 것일 수도 있

지만 우리는 그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58) 빅터 프랭클, �삶의 의미를 찾아서�, 113쪽.

59) 빅터 프랭클, �삶의 의미를 찾아서�, 121쪽.

60) 빅터 프랭클, �삶의 의미를 찾아서�, 92쪽.

61) 빅터 프랭클, �삶의 의미를 찾아서�, 97-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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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책임이 있다. 즉 의미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이

다. 또한 프랑클은 의미를 인간으로서의 이성적 판단력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찾아진 의미는 단 하나뿐인 유일한 의미이기에 일반

화된 법칙으로 쉽게 간주되지 않으며, 의미 파악을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판단력이

나 직관력이 사용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지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지혜를 가지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지혜는 올바른 판단에서 주

어지는 것이다. 이를 불교에서는 정견(正見: 대상을 바르게 보기)이라고 한다. 올바

르게 볼 수 있어야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다.

판단력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사회적 규범에 모순되는 의미를 구별하는 능력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 능력은 창조적인 능력이기도 하다. 간혹 인간의 판단력

은 그가 속한 사회나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것과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엉뚱한 행

동을 하도록 할 경우도 있다. 한편 판단력은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수

용되는 가치와 모순되는 각각의 의미를 선별하여 발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 그리고 그 판단력은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판단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올바른 결정

을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은 인간이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하고 

스스로의 의미 발견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교

육을 받았느냐에 따라 교육의 힘이 잘못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 

대한 해석은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잘못된 교육을 세뇌당하면 판단 자체

에서 오류를 범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지만, 개인이 모든 것을 다 알고 항상 옳은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고 타인을 고려한 판단을 해야 한다. 스스로 의미를 찾는다면 그에 합당한 확신

이 있어야 한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행동에 옮

긴다. 하지만 잘못된 판단일 수가 많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자살이 사회적 혹

은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막아야 한다.

프랑클 역시 자살을 시도한 환자들에게 삶에 대해 긍정적인 세계관을 가지도록 

치료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원칙적으로 정신과 의사는 환자에게 어떤 

세계관을 심어주지 않으며, 로고테라피 치료 의사도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있다고 주

장하지는 않는다. 상담을 할 때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답을 제시하는 것은 옳은 상

담이 아니다. 경청하여 잘 들어 주고, 공감해주는 것으로도 내담자는 자신이 이야

기를 하는 도중에 답을 찾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로고테라피 치료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 환자 스스로 의미를 찾도록 유도해야 하며, 의미 자체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고 표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프랑클의 초기 저서에는 의미와 가치를 동의어로 사용한 적이 있었지만, 의미는 

“당신의 현재 상황에서 당신을 위해 의미되는 것이다”라며 그것은 특별하고 유일

하며 개인적인 것이기에 의미 치료의 기본 신조라고 하였다. 이를 발전시켜 프랑클

이 “의미 있는 보편성(meaning universal)”이라고 정의한 방법으로 “보편적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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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universal meanings)”를 발견했다 즉 사회적 규범 내에서 개인 가치를 따르는 

것이 의미 선택을 용이하게 한다.62)

각 개인이 일생동안 순간순간 겪는 개별적인 의미들은 겹칠 수도 없고, 갈등을 

일으키지도 않는다. 그러나 “정직은 최선의 정책이다, 사람에게 친절하라, 너의 일

에 열중하라, 에티켓과 지상의 법칙에 따르라” 등은 보편적 가치이면서 우리의 의

미 결정을 도울 수도 있지만, 서로 겹치고 상반되어 갈등을 일으키고 노이로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경험한 의미에 근거를 둔 우리가 인간 영

적 차원으로 올라섰을 때, 그 가치들은 겹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3

차원적 전체성 속에서 인간으로 중시할 때 가치들은 겹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것은 또한 가치를 따르는 것이 의미를 선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것

을 의미한다. 즉 우리는 우리의 가치들에 우선권을 할당해 주어야만 한다. 종종 우

리는 목표 가치에 도달했을 때, 우리의 개인적 의미를 발견해야 할 의무에 부딪치

게 되기도 한다. 만일 이런 것이 추구되지 않으면 공허와 좌절, 심지어 절망에 빠

지기도 한다. 의미치료에서는 갈등을 회피하지 않는데 이는 가치 갈등이 질병이 아

니기 때문이며,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갈등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

록 도와주는 것이다.63)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할 경우 순간의 의미에 따르지 않고 이미 스스로 정한 확

고한 가치관에 따라 선택하는데 이는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 가치의 위계질서를 정

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가치갈등으로 고통 받는 환자를 치료할 때는 환자 

스스로 가치의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또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하는데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치들에 대립해야 할 때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비밀유지의 가치와 생명존중의 가치가 충돌할 때에는 생명존중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과 같다. 고상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치일지라도 독단적으

로 높여지거나 숭배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맹목적 숭배이다. 프랑클은 모든 우

상 숭배가 절망으로 인도되어 자신에 대한 벌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것

을 보면 모든 절망은 결국 다른 모든 가치 위에 하나의 가치를 맹목적으로 숭배하

는데 기인한다.64)

의미 치료는 보편적 사회적 가치가 신뢰를 잃어도 항상 각각의 상황마다의 독자

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오늘의 의미가 내일의 가치로 변하듯이 개별적 

상황에서 독자적 의미가 보편적 가치가 될 수 있다.

생로병사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운명과도 같다. 이러한 시련과 고통

은 가능하면 피해야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상황을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의 가치를 고려한 로고테라피는 삶을 낙관

적으로 만들어 부정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어차피 운명을 바꿀 수 없

62) Joseph B. Fabry, �빅터 프랑클의 생애와 로고테라피 의미치료�, 하나의학사, 1985, 105쪽.

63) Fabry, 앞의 책, 105-112쪽.

64) Fabry, 앞의 책, 115-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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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스스로 자신의 태도를 바꿔서 시련이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태도적 가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삶의 3대 비극(고통 죄 죽음)에 대한 의미 있는 

태도로 세분화된다. 태도의 가치는 어떤 의미로 보면 시련 속에서 나타나는 의미보

다 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련은 인간 존재의 삼대 비극

적 요소 고통과 죄, 죽음 중 하나에 불과하다. 삶에서 고통 죄 죽음 등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으로 미루어 로고테라피가 염세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이다. 오히

려 로고테라피는 삶에 대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

면 로고테라피는 인간이 인생을 대하는 입장에 따라 부정적인 것을 버리고 긍정적

인 성취로 바꾸는 것으로, 불가능하고 비극적이라는 부정적인 요소는 애초에 우리

들의 삶에 없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65)

인간은 제각기 시련과 고통을 받아들이거나 죄를 선택하는 태도에 있어서 분명

한 차이를 나타낸다. 시련의 경우 자기의 운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지만 죄의 

경우에 있어서 인간이 취하는 입장은 온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입장이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운명은 절대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운명이란 인

간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결정된 필연성이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지난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다가올 미래는 인간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자신을 

만들고, 다시 새롭게 전환 시킬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만 있는 특권이며, 인간 

존재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또한 어떤 잘못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는 것과 그 

죄를 견뎌낼 책임도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특권이다.

프랑클은 히틀러가 유대인을 양심이 없는 물건으로 취급한 것이 인간 양심에 최

대의 위험이라고 했다. 인간을 물건으로 변형시키는 계속적인 “구체화(reification 

物化)"는 강제수용소에서 인간의 가치를 가장 타락시킨 원인으로 기술하고 있다. 

수용소에서의 인간의 생명은 한 그릇의 스프만한 가치도 없었고 그들의 죽음은 총

알 하나의 가치도 없었다.66) 그래서 목욕탕이라는 가스실에서 대량학살을 한 것이

다. 인간에게 이름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존재의 의미와 고유성

을 나타내며,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번호로만 부르는 것은 

은 실존을 말살하고 물건과 같이 취급하기 때문이다. 전범(戰犯)들이 타인을 자신

과 같이 고유성을 지닌 인간으로 생각했다면 대량 학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져야한다. 물론 

지나간 과거는 회복 불가한 상태로 기억되고 무의식 속으로 저장될 수 있겠지만 

그 누구도 나만의 과거를 파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기 잠재력 실현을 위해 창

조적이고 경험적 혹은 태도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모든 기회를 잘 이용해야하는   

책임도 있다.

시대에 따라 전통과 문화는 변화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전통이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 현대 사회에서 의미 발견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항상 

65) 빅터 프랭클, �삶의 의미를 찾아서�, 118-119쪽.

66) Fabry, 앞의 책, 166-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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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 수 있다. 전통의 붕괴는 보편적 의미와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개별적 의미

는 개별적 환경과 성숙도에 따라 개별적 의미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므로 크게 영

향을 받지 않는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교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우

리는 교육을 통해 진정한 의미 발견을 위해 보다 맑은 양심과 그 양심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프랑클의 무의식의 신

무의식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심층 깊은 곳에 있는 의식을 말한다. 자신의 행위

에 자각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의식이

다. 서양철학에서의 무의식과 불교의 알라야식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프랑

클은 무의식의 신 개념에 대해 인간이 알 수 없는 깊은 곳에 존재하지만 반드시 

종교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프랑클의 무의식의 신 개념에 대해 

김진은 무의식의 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God)을 말하는 것이 아니

라 신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는 공간, 즉 장소적 개념의 신이라고 하였다.

불교의 유식사상에서는 심층 의식으로부터 드러나는 근원체를 알라야식이라고 

하는데 알라야의 뜻이 창고·저장소이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불

성이 저장되어 있는 장소라고 표현한다. 결과적으로 이 둘은 장소를 나타낸다는 개

념에서 유사성을 가지며 각각 나타내는 의미에 대해서 비교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

다.

1) 프랑클의 �무의식의 신�

프랑클은 인간의 심층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의미를 향한 궁극적 추구’를 

‘무의식의 신’이라고 표현하였다. 무의식을 드러내는 것이 꿈이라고 보았다. 프로이

트는 무의식을 성적욕망인 리비도의 고착으로 보았고, 프랑클은 의미에의 의지로 

보았다. 신이 어디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내재신과 초월신으로 나눌 수 있

다. 내재신은 인간의 마음 속 무의식에 존재한다는 범신론과 관련이 있으며, 불교

의 여래장과 유사하다. 초월신은 신이 하늘에 있으며, 하느님(절대자, 유일신, 인격

신)으로 보는 것으로, 주로 기독교와 이슬람교에서 주장한다.

프랑클은 �무의식의 신�에서 종교와 정신의학은 배타적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서 상호 수용적이라고 확신하였다. 이 책의 영문판 『Man’s Search for Ultimat

e』(인간의 궁극적 의미 추구)은 1985년 프랑클이 미국 정신과 협회의 연례 모임 

시 오스카 피스터 상을 받는 자리에서 행한 수상 연설의 제목과 같고, 1975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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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된 『The Unconscious God』는 1945년 독일어로 처음 출판된 『Der 

unbewußte Gott』의 영역본이다.67) 이 책에서 종교적 주제들을 명시적으로 취급하

고 있으며, 종교심은 모든 사람의 무의식 심층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고 설명한

다. 스피노자는 개체 속에 신이 들어있다는 범신론을 주장하였고, 프랑클은 로고스

(의미)를 추구하는 “나”를 신이라고 보았다. 이 종교심은 정신병과 같은 극심한 정

신질환에서까지도 말살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다. 프랑클은 이를 명백하게 증언하

기 위해 �인간의 의미 추구�와 �의미를 향한 의지�를 저술한 것이다. 또한 종교와 

정신의학 영역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높은 차원은 낮은 차원보다 포괄적이고, 

수용적이다. 마치 숲이 나무를 귀속시키듯, 생물학은 심리학에, 심리학은 정신학에, 

정신학은 신학에 귀속된다. 정신학적 차원은 인간 고유한 현상들의 차원이라고 정

의한다. 아인슈타인은 “종교인이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다.68)

프랑클은 ‘인간의 의미 추구’라는 말을 표현하면서 정신학적 차원의 정의를 인간

에게 고유한 현상들의 차원이라고 했으며, 그 속에서 인간 실재를 가장 뚜렷하게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현상이라고 했다. 이 표현대로 인간이 ‘궁극적 의미 추구’를 

행하는 것을 종교라고 정의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았다. 이때의 종교 개념은 광의의 

의미로 종파적 제도적인 종교의 대변자들이 주장하는 근시안적 신(神)의 개념을 초

월한 것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김진은 프랑클의 무의식의 신 개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프랑클의 무의식의 신은 신이 무의식적 존재라는 뜻이 아니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을 무의식으로 표현한다. 프로이트와 융의 무의식과는 다른 영

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장소 개념이 

무의식이다. 충동 본능 억압의 세계가 아니라, 신이 들어올 수 있는 빈 자리, 울창한 

나무 숲 사이에서 내려오는 따뜻한 햇살과 같은 빛의 장소를 말한다. 로고스는 언어

적 이성적 예수 그리스도 개념이 있지만, 프랑클의 로고스는 의미를 말한다. 하느님

과 내가 만나는 그 장소에서 내가 하느님을 부지불식간에 발견할 때,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신이 꼭 기독교 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장소에서 신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수 있다. 내가 자살을 하려는 그 순간에 영적 무의식의 영역에서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려 자살을 멈추게 된다면, 의미를 발견한 것이다. ‘이 일을 하라고 내가 

여기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이 의미 발견이다.69)

이는 의미 발견과 의미가 발견될 수 있는 장소를 강조하여 설명한 것이다. 프랑

클은 무의식의 신이 각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잘못된 신의 개념은 실패로 끝나기 마련이다. 만약 어떤 종교에서 ‘믿기만 하면 

67) 빅터 프랭클, �무의식의 신�, 10-11쪽. 이하 �무의식의 신�으로 인용함.

68) �무의식의 신�, 15쪽.

69) 김진, 신필재 콜로키움 강의. 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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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가 잘 될 것이다’라는 말로 전도한다면 신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인간

의 행위는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명령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 희

망 사랑 등 종교에서 사용되는 이 언어들은 특이하게도 ‘명령적 성격’에서 벗어나 

있다. 즉 믿음이나 희망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이거나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명령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70)

자신이 믿는 신을 타인들에게 믿을만한 분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설교자 자신

도 스스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처신해야 한다. 어떤 특정한 종교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다. 자신의 종교가 최고라고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자기 

교파의 사명 때문에 다른 교파를 무시하게 된다. 종교 전쟁은 대부분 자신의 종교

가 가장 우수하고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자신들의 종교를 강요하고 주입시킴으로 인해 발생한다. 종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 개별화되어야 한다. 극단적인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들까지도 

그들만의 상징을 완전히 추방해서는 안 된다.71) 온갖 상황 속에서도 종교는 소멸

되지 않는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신 역시 죽은 분이 아니며 아우슈비츠에서 실제로 

고통을 겪고 살아난 사람 중에는 깊은 종교생활을 영위한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 라 로스푸코의 사랑에 관한 말을 약간 변형시켜 프랑

클은 “폭풍 앞에서 작은 촛불은 꺼지지만, 큰불은 더욱 거세게 타오른다. 이처럼 

곤경과 재앙 앞에서 약한 신앙은 약해지지만 강한 신앙은 더욱 굳세어진다”72)고 

하였다.

프로이트 시대에 빈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슈니츨러(Arthur Schnitzler)는 실제

로 존재하는 덕은 세 가지 뿐이라고 하였다. 그 세 가지는 용기 객관성 책임감이

다. 용기는 아들러의 심리학에 적용된다. 아들러 심리학은 열등의식이 발병을 일으

키는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여기면서, 자신들의 과정 전체를 통해 환자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하였다.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목적은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열등 의식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73)

객관성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적용된다. 그러나 정신분석은 성적 에너지인 리

비도를 너무 강조하는 바람에 객관성에 굴복하고 말았다. 객관성이 인간을 대상화

하고 사물화 하여 인간의 인격을 일종의 대상으로, 그리고 인간의 존재를 사물로 

만들어 버렸다.74) 정신분석은 인간 내면세계의 해부학으로 바뀌게 되고, 인간을 비

인격화 시킨다고 말한다. 심리분석은 인격의 통일된 정체성을 무시하고 파괴한다. 

정신분석은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 중에서 특히 개별적인 부분을 인격화하기

도 하고 악마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원초아(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가 

70) �무의식의 신�, 16쪽.

71) �무의식의 신�, 17쪽. 불가지론은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신

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자는 입장이다.

72) �무의식의 신�, 19쪽. 프랑수아 드 라 로슈푸코(1613~1680)의 사랑의 잠언을 활용하고 있다.

73) �무의식의 신�, 23쪽.

74) �무의식의 신�,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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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서로 독립적인 것처럼 그 각각을 유사 인격적 능력으로 다루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제멋대로 하고자 하는 자아를 초자아가 

누르고 억압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라는 말을 

사용한다. 내 뜻은 그게 아닌데, 내 뜻과는 상관없이 행동했다고 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력이라고 한다. 업력은 자신이 행한 업의 훈습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습관

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내 마음의 상태

가 어떤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지금 내가 왜 화가 나 있는지를 가만히 알아차리

면 문제를 바로 볼 수 있게 된다. 억지로 억압하거나 누르거나 외면하지 않고 가

만히 화가 나 있는 상태를 알아차리면 모든 것들이 다만 순간에 지나가는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의식과 무의식을 서로 배척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

라 들여다보는 것이다.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자아는 궁극적으로 충동의 노리개이다. 프로이트는 자아

(ego)가 절대로 자기 집안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심리학적 현상들은 충동

과 본능으로 환원되어 버리고 그들에 의해 전적으로 규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

서 규정된다는 것은 인과관계를 의미한다. 심리분석에 따르면 인간존재는 처음부터 

‘충동 존재(being driven)’로 해석된다. 이것이 바로 본래 따로 존재하는 자아를 

충동의 재료로 하여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정신분석은 인간의 해부학적 역학적 기계적 개념을 반영하여 인간을 심리적 자

동기계장치로 본다. 이 관점에서 실존분석이 개입하게 된다. 실존분석은 심리분석

적인 개념에 맞서서 인간이란 심리적 자동기계장치가 아니라 고유의 자율성을 가

진 영적 실존(spiritual existence)이라는 점에 역점을 둔다. 이때 사용되는 ‘영적’

이라는 것은 단지 다른 동물들과 다른 인간의 독특한 현상을 지적하며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인간 안에 존재하는 인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75)

마지막으로 슈니츨러의 덕목 중 책임감이란 덕은 실존분석에 적절하게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존분석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실존 곧 인간의 진면모를 ‘책임

존재’로 이해한다. 실존분석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도입한 1938년 당시 철학은 

‘실존’이라는 말을 책임존재라는 특수한 존재양식을 표현하기 위해 개발해 냈다. 

프랑클은 그의 저서 『의사의 영혼 지도』에서 인간은 자기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받는 자라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삶 그 자체

가 다양한 질문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그 삶에 답해야 하는 것이다. 

책임지고 응답해야하고 필연적으로 ‘행동으로 응답’해야 한다. 행동으로 삶에 응답

한다는 것은 ‘여기서 지금’ 응답한다는 것이다.76) 예전에 어떤 이발사가 ‘내일은 

공짜’라는 안내판을 걸고 영업을 하였다. 이발소를 지나가다가 이 안내판을 본 고

객이 다음날 다시 이발소를 찾았지만 여전히 ‘내일은 공짜’라고 적혀 있었다. 어제

의 내일은 오늘이지만 오늘의 내일은 다시 내일이 되어도 불가능한 것이다, 어쩌면 

75) �무의식의 신�, 26-27쪽.

76) �무의식의 신�, 27-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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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영영 오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즉시 실천하는 

것’이 아니면 기약할 수 없는 일이 된다. 언제나 ‘오늘 지금 바로 여기’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책임성은 인간과 그 상황에 대한 책임성이다. 의미요법의 형태로 나타나

는 실존분석은 하나의 심리요법적인 방법이고 특히 신경증 환자에게는 자신의 책

임감을 의식적으로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간혹 인간을 ‘책임의 존재’라는 말로 

설명되어지는 것은, 오직 영성이나 실존성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만 가능하다. 그러

므로 실존분석에서 의식으로 표출되는 것은 충동이나 본능, 혹은 원초아와 자아의 

충동이 아니라 내 자신(self)이다.77)

프랑클은 ‘무의식의 범위에는 무의식적 본능과 무의식적 영성이 있다고 하였으

며, 영적인 것은 심층심리학 곧 무의식의 심리학에 포함시킨다. 실존은 본질적으로 

무의식이다. 실존의 근본은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으며 완전히 파악할 수도 없기 때

문이다. 영적 현상들은 무의식적일 수도 있고 의식일 수도 있지만, 인간 실존의 영

적 바탕은 궁극적으로 무의식이다.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는 대단히 유동적이고 상

호 침투적이며, 억압을 통하여 의식적인 것이 무의식이 되고, 억압을 없애면 무의

식이 의식화 된다’고 하였다.78)

인간 존재는 처음부터 “충동과 본능으로의 환원 존재”로 해석하는 심리분석과 

달리 실존분석은 인간이 더 이상 심리적 자동 기계 장치가 아니라 자율적인 영적 

실존이라는 점에 역점을 둔다. 빈스방거(Ludwig Binswanger)는 본능과 영을 ‘측

정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표현하였다.

인간의 실존은 영적 실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하는 것보다 

다른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인간의 실존을 바르게 재는 진정한 척도

는 오로지 주어진 현상을 영적인 것인가, 본능적인 것인가로 판별하는 데 달려 있는 

것이지, 의식적인가 무의식적인가로 판별하는 것과는 상대적으로 무관하다. 왜냐하

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정신분석적 개념처럼 충동적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되

어야 할 존재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야스퍼스의 말을 빌린다면 그것

은 ‘결단하는 존재’(entscheidendes Sein)가 된다는 것이고, 하이데거(Heidegger, 

1889-1976)의 말을 빌린다면 현존(Dasein)이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이 된다

는 것은 책임 있는 존재, 자신의 실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79)

그러므로 실존은 무의식적 상태라도 진정한 것일 수 있고 인간은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실존하게 된다. 진정한 실존은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순간 나

타나는 것이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언제나 개인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언제

77) �무의식의 신�, 28쪽.

78) �무의식의 신�, 29쪽.

79) �무의식의 신�,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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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주위에서 활동하는 것이며, 이 핵심이야말로 쉘러가 말한 영적 활동의 동인

(動因)이요 중심인 ‘인격’이다. 또한 인격은 영적 존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리 

신체적 표층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실존적이요 인격적이며 영적 중심에 입각해서 

움직일 때 개인화될 뿐만 아니라 통합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영적 중심만이 인

간 안에 단일성과 온전성을 보장하고 확립한다. 온전성은 신체적 심리적 영적 국면

들이 통합함을 의미한다.80)

인도의 경전 ‘베다’에는 “보는 것 그것(눈)은 볼 수 없고, 듣는 것 그것(귀)은 들

을 수 없으며, 생각될 수 있는 그것(사유)는 생각될 수 없다”는 구절이 있다. 눈은 

모든 것을 보지만, 눈 자신을 볼 수 없다. 귀는 모든 소리를 듣지만, 귀의 소리 자

체는 듣지 못한다. 나는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라는 순간에 있는 나가 

나를 생각할 수는 없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실제 자신의 눈을 바라볼 수 없다. 눈의 망막은 정확하게 

기원점이 되는 부분에 해부학에서 말하는 ‘맹점’이라고 하는 시신경의 출구를 가지

고 있다. 다만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눈을 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도 정확

하게 그 기원이 되는 부분은 볼 수가 없고, 엄밀한 자기 관찰이나 자기 반사가 불

가능하다. 영은 자신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곧 자신의 심층을 의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높이도 알지 못한다. 사실 어떤 것을 의식화시키느냐 아니면 무의식 

상태로 두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무의식 자체가 한다. 결정하고 분별하는 일은 영적 

행위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이고 이는 반성불가적(unreflectable)이라는 의미로 쓰인

다.81)

2) 무의식과 양심

아무도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없고 우리가 위조할 수 없으나 인생의 요구

에 반응하여 꼭 의미들을 발견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우

리는 가치들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지만 가치의 우위를 결정해야한다. 프랑클은 궁

극적인 의미에 관한 해답이 욥이 말한 “우리가 모른다”는 것과 소크라테스가 말한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우리가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궁극적 의

미는 일상생활에서만 시험될 수 있다는 기본 가정을 지니고 있다. 즉 우리는 궁극

적 의미가 존재하는 것처럼 살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혼돈과 우연이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살려고 노력한다. 순간적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조력자

를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영적 무의식 속에 묻혀있는 의미 발견의 도구를 가지고 

있다. 프랑클에 따르면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개별적 상황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도구라고 하였다.82)

80) �무의식의 신�, 32쪽.

81) �무의식의 신�, 37쪽.

82) Fabry, 앞의 책, 121-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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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이 우리 행위의 안내자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오

래된 문제에 대한 가장 오랜 해답이다. 오늘날에 되찾은 재발견이다. 양심은 환원

론자(reductionist 프로이트 아들러)의 사고의 희생물이 되어 왔다. 그것은 정신적 

육체적 차원에서 도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실체의 일부분으로써 오랫동

안 무시되어져 왔다. 양심은 학습 과정의 결과로 여겨지거나 혹은 정신 역동적 “초

자아”로 대리된다. 우리가 이런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다만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에, 혹은 아버지 이미지에 부합하기 원한다는 이유만으

로 “윤리적”이다. 이런 방식에서 영적인 즉 특별한 인간 차원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현상은 영적인 차원을 무시하고 인간 존재 차원의 더 낮은 부분인 과정을 통해 

“교묘히 변명하여 모면된다.” 프랑클은 환원론자의 설명을 거부했다. 양심은 “개별

적 인간 현상”일 뿐 단순한 학습 과정의 산물도, 아버지의 이미지도, 혹은 다른 어

느 것도 아니다. 양심은 훈련이나 외적인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긴 하지만, 이러한 

영향 때문에 변형될 수는 없다. 프랑클은 양심이란 개별적 상황 안에서 “의미되는 

것” 한 상황 안에 내재하는 고유한 의미 형태를 “알아차리고 발견해내는 직관적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프랑클은 양심이 개별적 인간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전형적

인 환원론자의 이론은 양심을 조건화 과정의 산물로 여긴다. 프랑클은 그것을 “허

위 도덕성”이라 하여 초자아가 평안한 상태로 살기 위해서만 도덕을 실행하는 것

으로 지칭하였다. 진정한 도덕성은 우리가 단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

른 사람, 다른 어떤 것을 위해 일할 것을 결심할 때부터 시작한다고 보았다.83)

영적 무의식에 대한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모델은 양심이다. 양심은 책임성

과 함께 결단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내부에 원래부터 내재되어 있는 불변의 현상이

다. 양심은 무의식의 깊은 곳에까지 존재하며 무의식적 지평에서 생성된다. 즉 양

심은 무의식적 지평에서 발현되는 실존적으로 진정한 결단들이다. 이 결단들은 통

제되지 않고 완전히 자연스럽게 반성 없이 일어나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그래

서 양심은 그 기원을 깊이 알아갈수록 무의식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

심은 비이성적이며 비논리, 혹은 더 정확하게 전(前) 논리적이다. 의미에 있어서도 

전(前) 윤리적 이해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양심이다. 양심은 적어도 작동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성의 영역 안에서 설명될 수 없고, 반드시 ‘사실이 있은 뒤에’만 설명

이 가능하다. 결국 양심의 판단들은 검증될 수 없다. 의식 앞에서 노출되는 것은 

‘있는 것’이지만, 양심에게 제시되는 것은 ‘있어야 할 것’이다. 있어야 할 것은 실

재 그 자체가 아니라 실재화시켜야 할 어떤 것이다.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가능성

이다. 양심은 근본적으로 직관적이다.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실재화시켜야 할 것을 

예상하기 위해서 양심은 직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84)

인간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일’을 보여 주는 것이 양심의 과업이다. 이 한 가

지 일은 절대적으로 유일한 것이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한 인간이 특정한 상황에서 

83) Fabry, 앞의 책, 122-123쪽.

84) �무의식의 신�, 39-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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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해야 할 유일한 가능성이어야 한다. 양심이 구체적이고 개별적 의미의 가능성

들을 직관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을 본능이라고 생각하여 양심 자체를 

하나의 윤리적 본능이라 부른다.85) 윤리적 본능은 종족 보존 본능과는 달리 인간

으로 하여금 보편적이라기보다는 더 개별적이고 더 구체적인 목표를 지향한다. 윤

리적 본능은 특정 상황에 맞는 하나의 요구, 즉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알 수 있도

록 해준다. 양심을 생활화한다는 말은 언제나 개개의 구체적 상황을 완전히 인식하

면서 보다 높은 인격의 차원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한다. 양심은 계속해서 나의 

인격적 ‘존재’(Sein)의 구체적 ‘소재’(Da)를 파악해 오고 있었다.86) 사실 양심은 눈

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 어떤 사건이나 현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보고 다른 사람이 판단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그 자신에게도 나름대로의 양심이 

있다. 다만 나쁜 일을 하거나 양심을 속이는 일을 하는 경우에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게 되지만, 양심을 지키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자기합리화하면서 원인

을 사회나 타인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

의미 요법에 의한 양심은 매우 특별한 기능을 지닌다. 오늘날 사용되는 대부분의 

의미 요법의 기초가 되는 동기이론(motivation theory)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적

으로 필요를 충족시키고 충동과 본능을 만족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는 존재이다. 언

제나 ‘항상성(homeostasis, 내적 평형)’을 유지하고 회복할 목적으로 본능에 충실

하며 충동으로 발생되는 내적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존재

라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클은 인간이란 일차적으로 내적 평형과 같은 어떤 내적 

조건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자기 밖의 어떤 것 또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더 

기울이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실존은 적어도 신경증으로 잘못되지 않았다면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한다기보다는 완성시켜야 할 의미로서의 어떤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랑을 통해 꼭 만나야 할 대상으로서의 어떤 사람을 지향한다. 프랑클

은 이러한 인간 실존의 구조적 특징을 ‘자아초월(self-transcendence)’이라는 말

로 표현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아초월의 결과면서 자연적인 부산물이 자아실현

이라고 했다.87)

야스퍼스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를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고 자아실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자아실현은 ‘삶의 의도성에 의해 얻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하고 

싶다. 위대한 철학자 칼 야스퍼스만큼 이 문제를 간결한 문장으로 정리한 사람도 없

는 것 같다. 그는 “Was der Mensch ist, das ist er durch Sache, die er zur 

seinen macht” 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이렇게 된다. “인간은 그가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놓은 바로 그 원인으로 인해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 88)

85) �무의식의 신�, 41쪽.

86) �무의식의 신�, 42쪽.

87) �무의식의 신�,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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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인간은 자신이 원하거나 원했던 일의 결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매슬로우

는 ‘자아실현의 과업’은 ‘어떤 중요한 일에 전념함으로써’ 가장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자아실현이 의미의 완성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처럼 우회(迂廻)해서 실현된다면, 같은 논리로 주체성도 책임감을 통해서, 다시 말

해서 의미의 완성을 위해 책임 있는 존재로서만 확립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인

간이 기본적으로 ‘자신을 위해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

는 특징을 잘 나타낸다. 인간은 희생정신으로 대의명분이나 타인에게 자신을 헌신

하고 자신을 잊어버릴수록 보다 더 인간적인 존재가 된다.

양심은 사유하는 능력에 의해 완성된다. 아래 사례는 ‘사유의 중요성’을 말한다. 

독일 출신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는 하노버의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나 하이데거에게 배웠으며, 이후 야스퍼스의 지도 아래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1933년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교수 자격 취득과 강의가 금지되며, 

프랑스로 이주했으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자 강제수용소에 수감된 후 1941년 탈

출하여 미국으로 망명했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후에는 주로 전체주의 및 다양

한 정치적 주제에 대한 철학적 연구를  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전임교수로 지명받

은 최초의 여성이기도 하다.

아렌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대인 학살의 주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이 예

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재판을 참관하였다. 아이히만은 나치 독

일의 친위대 장교로서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의 실무 책임자였다. 그는  제2차 세

계대전 중 유대인을 수용소로 수송하는 책임을 맡았으며, 1941년 나치 지도부가 유대

인 학살을 결정했을 때 아우슈비츠 및 다른 수용소 현장을 시찰하고 직접적으로 학살을 

지시한 사람이다. 수백만 유대인을 가스실에서 학살한 나치 전범 아이히만은 1945

년 독일이 패전한 후 가명으로 아르헨티나로 도망쳐 기계공으로 은신하고 있었지

만, 1960년 5월 이스라엘에서 15년간 도피를 하다가 붙잡혔다. 자신이 고안해 낸 

열차(가스실이 설치된 열차로 수많은 유대인이 여기에서 죽음) 덕분에 시간 낭비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단 한 사람도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았고, 죽이

라는 명령도 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아렌트는 악을 행하는 사람은 광신자나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 내지는 포악하게 

생긴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너무 평범하게 생긴 것에 놀랐다고 한다. 

수백만 명을 가스실인 ‘죽음의 공장’으로 보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다. 아이히만은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은 그저 국가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랐을 뿐이라고 했다. 자신의 행동이 반인륜적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 유대인을 더욱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더 많이 죽이기 위해 방법을 고안했다. 아이히만은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오

히려 군인으로서 국가의 월급을 받고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면 양심의 가책

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88) 빅터 프랭클, �삶의 의미를 찾아서�,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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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의 재판을 지켜본 아렌트는 1963년에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이라는 

개념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Eichmann in Jerusalem)』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

하였다. 악은 자신의 행동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행해진다

고 하였다. 하지만 아렌트는 ‘비슷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므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하였다. 아이히만

이 생각이라는 것을 했다면 결코 대량학살을 주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사유 불능’(inability to think), 혹은 사유를 못함이 학살의 주범이 되는 핵

심 원인이라고 하였다. 이 개념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는 것이다.89) 아이히

만의 정신 감정을 한 의사는 그의 감정 결과는 그가 좋은 이웃, 좋은 아버지, 평범

한 이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우리 안에 아이히만이 있다”고 말한 아렌트는 

“거대한 관료사회에서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악해질 수 있으며, 

사유의 불능으로 인하여,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나치의 대학살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히만이 저지른 일은 의도로써 자행된 ‘본질적인 악’이 아

니라 ‘사유하지 않음’ 속에서 도구적 인간이 저지른 ‘평범한 악’으로 보았다. 그의 

잘못은 명백한 ‘무사유’이다. 무사유가 악의 평범성을 떠받치고 있다. 다시 말해 비

판적 분석능력을 잃어버린 사람, 단순한 생각으로 판단하며 그것만을 옳다고 믿고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악의 화신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 한 것이다.90)

현실에서도 죽음의 수용소와 같은 왕따, 집단 내 괴롭힘, 부당 해고 등의 부당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가해자들이 험악하게 생겼거나, 잔인해서가 아니다. 공동체의 

합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더 이상 악행으로 생각하지 않는 무감각,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역지사지의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고, 인간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무감각에 세뇌된 이들은 그들 자신이 추구하는 방

식이 정의, 질서, 윤리라고 떠들어대며 사회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양심의 목소리는 우리들에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침묵할 자유

가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양심의 소리를 듣고 따르든지, 우리의 자유

를 포기하고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힘에 쫓기는 존재로 여기든지 이것은 우

리의 선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양심에 의해서 

(때로는 잘못 인도될 수도 있지만) 인도되는 것이다. 이것은 고도로 개인적인 양심

의 재발견에 대한 또 다른 중요성이다. 우리는 궁극적인 불확실성의 면전에서 우리

의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지각의 중요성이다. 우리는 우주의 질서와 의미를 이성적

인 마음으로 바라볼 능력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얼핏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직관적이고 때로는 과오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양심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항상 불완전한 자료 등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는 

89) 나카노 노부코, �우리는 차별하기 위해 태어났다�, 동양북스, 2018, 5쪽.

90) 육수하,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개념 고찰- 악의 정치적․도덕적 의미를 중심으로-｣, 경

희대학교, 2017, 1-2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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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직면해야 한다.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긍정적인 면들이 있다. 우리는 특별

한 상황에서 우리를 옳은 방향으로 인도할 양심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다른 어떤 방향으로 이끌 그 양심에 관해서도 확신할 수 없

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어떤 상황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한 태도는 무관심이 아니라 인내로 이끌어야만 한다고 프랑클은 경고한다. 무

관심은 모든 사람이 옳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난센스다. “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의 의미만이 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발견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것은 

인내로 이끈다.” 인내한다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단지 다른 사람도 그의 양심을 믿고 복종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평상시에 양심이란 우리를 협동으로부터 적의적인 경쟁으로, 전

체성에서 소외와 이탈로, 혹은 생명에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91)

만일 우리가 양심을 정부나 사회 내적 충동 양친 배우자 교육 그리고 우리의 과

거에 대해 아무 것도 말할 수 없는 안내의 목소리로 여긴다면 갈등은 피할 수 없

는 것이다. 모든 순간은 선택을 가져오고 선택은 갈등을 가져오며 갈등은 긴장을 

가져온다. 프랑클에 따르면 긴장은 인간 조건에 고유한 것이다. 현재의 우리와 양

심이 말하는 우리 사이의 긴장, 우리의 현실과 이상 사이의 긴장, 이런 종류의 긴

장을 감소시키는 것은 우리의 인간성을 훔쳐가는 것이 된다. 긴장은 우리의 양심을 

예민하게 할 수 있다. 죄스러운 양심은 만일 그것이 더 높은 자기 평가, 더 나은 

자기 이해와 자기 발전으로 인도한다면 선물이 될 수도 있다.92)

양심의 갈등은 가끔 심각해져서 영인성 노이로제가 되기도 한다. 의미 치료자들

이 양심의 갈등 같은 억압된 영적 갈등을 환자가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정신

분석가들이 억압된 충동을 환자가 인식하도록 노력하는 것과 같다. 억압된 양심의 

소리는 억압된 충동처럼 가끔씩 꿈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정신분석가들이 꿈

을 본능적 무의식의 표현으로 보는 것과 같이 의미치료자들은 영적 무의식으로부

터의 증거표적으로 여긴다. 실제 의미치료의 경우에도 꿈 해석에서 자유연상을 사

용하기도 한다. 프랑클은 이 두 가지 치료요법 학파 간의 관계를 “우리는 함께 행

진하지만 다른 전장에서 싸운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했다.

양심이 꿈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

서는 느끼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또는 의식적으로 직면하지 않는 것을 

자기비판과 함께 우리에게 대면하기 위해서이다. 프랑클은 각각의 예증을 ‘무의식

의 신(The Unconscious God)’에서 제시하고 있다. 양심의 직관적 성질은 항상 

이성을 넘어서 실체가 단지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결심에 따라 변화되는 차원으

로 지시한다. 어떤 견지에서 프랑클은 양심과 사랑을 비교한다. 사랑은 사랑하는 

91) Fabry, 앞의 책, 130-132쪽.

92) Fabry, 앞의 책, 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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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을 본다. 이러한 잠재력은 독자적이며 순수한 이

성의 통제를 벗어난다. 우리는 직관에 의해서 그것들을 포착할 수 있을 뿐이다. 비

슷하게 양심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한 상황에 잠재된 의미를 지각하게 해준다. 

그래서 실현되지 않은 채 가능성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것을 현실로 만든다.93)

양심의 개인적이고 직관적인 것으로서 독특한 의미를 주는 잠재력의 세계로 뻗

친다는 이러한 해석은 양심을 궁극적으로 인간발전의 도구로 만들 수 있다. 양심은 

권위나 법률, 사회 그리고 모든 외부의 영향력들에 저항하여 일어서고 옛날의 진리 

뒤에 숨은 신선한 어떤 것들을 본다. 도덕(아마도 종교적 중요성 때문에)이라고 사

람을 잡아먹는 풍습을 받아들인 사회로부터 젊은이가 전쟁터에서조차 죽이기를 거

부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추방의 위험이 있는 사회까지는 머나먼 길이다. 명백하게

도 발전은 한 사람의 생애에서 측정된 것처럼 절망적으로 느리다. 사람들은 그들이 

옳다고 하는 것에 따라 행동하는데 긴 세월을 필요로 한다.

양심의 소리를 들을 귀를 날카롭게 세우면서, 최대한으로 그에 따라야하며 결국 

자신들의 양심을 쫒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도 큰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이는 인간의 발전이 계산되고 측정되고 컴퓨터에 입력되는 자료들로 측정되는 과

학의 시대에 있어선 쉽게 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컴퓨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표본 집단에서 평균적으로 행동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줄 수는 있으나 개별적 상

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만 할지는 결코 말해주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은 모든 네거

리에서 멈추라는 빨간 불빛이나 계속 가라는 파란 불빛에 의해 조절되는 것이 아

니고 개인에게 결정을 하게 하는 반짝이는 노란 불빛의 시대에 살고 있다.94)

진정한 인간 양심의 재발견은 실제적 중대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우리는 들어

야만 한다. 의미를 가져올 가장 중요한 의무는 양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우리

가 쫓기거나 벌이 무서워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행동할 때만이 인간적이다. 오늘날 우리는 내부의 귀로 듣고 도덕적으로 행

동한다. 하늘에 있는 눈은 도망칠 수 없는 외적인 위협이지만, 우리의 내적 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다. 우리는 원한다면 틀어막아 버릴 수도 있

다. 우리의 영적 목소리에 따르거나 대항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다. 우리는 위협당

하거나 설득당하거나 최면에 걸리거나 세뇌될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다. 인간의 길은 자유선택이다.

우리는 양심에 따름으로써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프랑클은 “우리의 양심

이 인간 특유의 것이고, 또한 실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조심스럽게 지적한다. 

더구나 우리는 임종의 침상에서까지도 우리가 스스로 행했던 것이 진정한 의미인

지 아닌지를 결코 알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잘못된 양심보다 더 큰 것은 억제된 위험이다. 극심한 상황에서 그것은 아이히만

93) Fabry, 앞의 책, 134-138쪽.

94) Fabry, 앞의 책, 139-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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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을 만들 수도 있다. 프랑클은 국가사회주의 치하에서 독일인

의 양심에 대해 종종 물어본다. 국가사회주의가 그들에게 국가를 위해 그들의 부모

를 배반하고, 유대인의 상점을 약탈하고, 대량 살인을 감행하도록 종용했는가? 프

랑클은 히틀러가 결코 그의 양심에 복종한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 사람의 진실

한 양심은 히틀러가 한 것 같은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명령할 수 없다고 말한다. 

“히틀러가 그의 양심의 소리를 들었다면 그의 행위는 결코 행해질 수 없으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즉 그가 양심의 소리를 억제했기 때문에 유대인 학살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히틀러 시대의 독일인들은 또한 양심이 한 사람의 독재자에 의해 주입될 때 무

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증이 된다. 독일인의 비극은 독일 사람들이 

국가 이데올로기를 그들의 개인적 양심과 혼동했다는 사실에 있다. 만일 그들이 양

심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의 양심의 소리를 따를 것인지 혹은 기계적 선전물의 

소리를 따를 것인지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프랑클은 집단적인 범죄의 개념을 

부정한다. 만일 죄가 있다면 그것은 양심의 소리를 듣고도 그에 따라 행동하지 못

하고 수동적으로 남아 있었다는 잘못 때문이다.95)양심의 소리를 회피한 결과이다.

3) 무의식과 종교심

무의식적 종교심은 현상학적으로 인간의 실존을 분석하고, 실존분석이 무의식적 

영성으로 이어지며 무의식적 종교심이 된다. 우선 그 출발점이 근본적인 현상학적 

사실이었다. 즉 인간 존재는 ‘의식 존재’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존재’이다. 

인간은 이 두 존재의 종합인 자신의 책임성을 인식하는 존재이다. 다음 단계는 실

존분석이 무의식적 영성으로 과감히 뛰어들면서 이루어졌다. 1926년 의미요법은 

정신학적 차원 또는 로고스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심리학적 차원을 넘어서서 심리

요법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이 단계에서 무의식적 로고스는 본능적 무의식에 더하

여 영적 무의식이 발견됨으로써 노출되었다. 이 영적 무의식의 심층에서 위대한 실

존적 결단들이 이루어진다. 그 결과 인간의 책임성은 무의식의 근저에까지 도달하

게 된다. 영적 무의식의 발견으로 실존분석은 심리분석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 곧 

무의식을 ‘이드(id)’화시키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영적 무의식의 개념 덕분

에 실존분석적 의미요법은 인간에 대한 이론에서 어떠한 일방적 지성주의나 이성

주의도 피하게 되었다. 로고스(logos)는 논리(logic)보다 더욱 심오하다. 영적 무의

식을 내포하는 실존분석은 무의식적 종교심을 드러내 주었다. 현상학적 분석으로 

나타나게 된 무의식적 종교심은 원래부터 인간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초월성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초월적 무의식’은 특별히 다르게 볼 것도 없이 

단지 인간이란 존재는 무의식적 차원에서조차도 항상 초월과 지향적 관계 내에 깊

95) Fabry, 앞의 책, 126-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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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뿌리 내리고 존재해 왔다는 사실이다. 무의식적 관계가 지향하는 대상을 ‘신’으

로 간주한다면 그 신은 마땅히 ‘무의식의 신’으로 불러야 타당할 것이지만, ‘무의식

의 신’이란 말은 신 자체가 무의식적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이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며 신과 인간의 관계가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96)

‘무의식의 신’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

첫째 무의식을 범신론적으로 잘못 받아져서 오해될 수 있다. 즉 무의식 자체를 

신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다.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나’ 자신을 무의식의 신으로 보아야 한다. 무의식은 단순히 신적인 것과 관련성이 

존재할 뿐이다. 인간이 신과 무의식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신이 ‘우리 안에

(with us)’ 특히 우리의 무의식 내부에 ‘서식한다(inhabit)’는 의미와는 완전히 다

르다. 이러한 해석은 어설픈 신앙지식에 지나지 않는다. 무의식에는 의미를 추구하

는 의지가 있다. 프랑클은 의미를 추구하는 의지를 넓은 의미의 종교심으로 보았

다.

둘째로 ‘무의식의 신’이라는 개념을 논할 때 이를 혹시 신비주의적 의미로 취급

하면 잘못 이해될 수도 있다. 무의식은 신적인 것은 아니며 나아가 어떤 신적인 

속성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무의식은 신적 전지성(全知性)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피상적 형이상학이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셋째로는 인간의 무의식 그 자체로 신적이거나 전지적(全知的)일 수는 없지만, 

신에 대한 인간의 모든 무의식적 관계는 심오하게 인격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수

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의식의 신’을 인간 안에서 마치 신의 존재와 유사하

게 활동하는 비인격적인 힘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이런 오해가 융97)을 희

생시킨 중대한 착오였다.

융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무의식 내에서 종교적 요소들을 분명하게 나타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은 무의식의 신을 인격적이고 실존

적인 종교 안에 올바른 위치를 배정하지 못함으로써 인간의 무의식적 종교심을 다

른 곳에 가져다 놓았다. 융은 무의식을 충동과 본능의 영역에 배치시켰는데, 이 영

역 속에서는 무의식적 종교심이 더 이상 선택과 결단의 문제로 남아 있을 수가 없

게 되었다. 융에 따르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종교적일 따름이지 내 자신이 종

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나를 신에게로 밀고 

나가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 선택을 하거나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융에게 무의식적 종교심은 집단 무의식에 소속된 종교적 원형들 중의 일부로 예속

된 것이며, 인격적 결단과 관련된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본질적으로 비인격적이고 집단적이며 원형적인 과정에 지나지 않았다. 프랑클은 이

96) �무의식의 신�, 69-70쪽.

97) Carl G. Jung(1875~1961),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집단무의식 이론과 원형 이론과 결합되

어 종교심리학 연구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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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반대로 종교심은 절대로 집단무의식에서 생겨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종교는 

무의식의 지평에서라도 인간이 결정하는 가장 인격적인 결단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집단무의식이 종교심의 발원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이러한 결단들이 단순히 

인간의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진행되는 어떤 과정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다.

융에게는 종교적인 면들을 포함하여 무의식이 인격을 결정한다. 이 점에서는 프

로이트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프랑클은 종교적 무의식, 특히 영적 무의식을 무의

식에 의해서 충동되는 실재라기보다는 ‘결단하는 무의식 실재’라고 주장한다. 영적 

무의식, 나아가 우리가 초월적 무의식이라고 불렀던 종교적인 면들은 본능적

(factor)이 아니라 실존적 동인(agent)이다. 또한 그것은 심리학적 사실성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실존에 속한다. 그러나 융은 원형들이 ‘어떤 의미에서 뇌에 연결

된 마음의 특수한 구조적 자산 또는 조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이를 

완전히 무시하였다. 여기에서 종교심은 전적으로 인간실존의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조건들의 문제가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종교심은 이 조건들 위에 서 있는 영

적 인격의 문제이다.

융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종교적 원형들이라는 것은 사전에 알려진 심리학적 사실들

로 볼 수 있는 집단무의식의 비인격적 형태들이며, 동시에 심신적(psychophysical) 사

실성에 속한다. 이 영역에서 종교적 원형들은 독자적 힘으로 활동하는데, 그 원형들

이 인격적 결단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클의 관점은 무의식적 종교심

이 인류에게 공통으로 부여된 표상들의 웅덩이가 아니라 개인의 인격 한복판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98)

실존분석은 프로이트의 종교관을 훨씬 뛰어넘어 발전되어 나갔다. 그것은 이미 

‘환상의 미래’를 꿈꾸는 것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실재의 명백한 영원성, 곧 인간 

고유의 종교심이 자체의 특성으로 드러낸 실재의 영원한 현존을 깊이 탐구하고 있

다. 그 실재는 엄밀한 의미에서 현상학적 경험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에 

의미요법의 임무는 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무의식적 종교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 곧 

그것을 환자 자신의 의식적인 마음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다. 결국 의미요법의 

실존분석 과업은 신경증적 존재 형태를 자체의 궁극적인 지평에까지 끌고 가는 것

이다. 때때로 신경증적 실존의 지평은 초월성과의 인격적 관계가 억압을 당하는 경

우에 일종의 부작용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비록 ‘초월적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억압된 초월성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고 급기야 ‘마음의 불안’으로 뚜

렷이 나타나게 된다. 『의사와 영혼』(The Doctor and the soul)에서 프랑클은 ‘심

리질환적’ 마음상태 또는 ‘정신질환적’ 마음상태를 유발시킨 예를 소개하면서 무의

식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무의식 종교심의 진리이며 억압은 결국 신경증으

로 끝나게 된다고 하였다.99)

98) �무의식의 신�, 71-74쪽.

99) �무의식의 신�, 76-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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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적 문제에 관여하는 일은 의학의 전문분야가 아니다. 프랑클은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외관상으로는 분명히 비종교인인 것 같은 환자 안에도 종교심이 반드

시 숨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하였다. 종교인 의사는 신을 믿을 뿐만 

아니라 환자 편에서의 무의식적 신앙도 믿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신이 환

자의 ‘무의식의 신’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동시에 이 무의식의 신이 환자에게 단지 

‘의식화 되지 않은 분’이라고 믿는다고 하였다.100)

의미요법은 심리요법을 대신한다기보다 완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미치료

에서 의미를 두 차원으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차원에서는 궁극적 의미로서 우주

적인 질서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정해진 위치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차원에서는 우리는 의미를 실존적 공허를 극복하기 위해 찾을 수 있고, 또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의미들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의미치료는 각 인간 개인은 유일무

이한 개체로서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순간순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신만

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 매순간마다 반응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독특한 

의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개념을 제의한다.

프랑클은 우리가 독단적으로 의미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경고한다. 우리는 그 

상황에 원래부터 있었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종종 우리는 정

보를 갖지도 않고 결단을 내려야만 할 때가 있다. 그렇다고 모든 사실들을 명확하

게 알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 우리는 무력하고 실수하기 쉬운 자체 그대로 

의식적인 지식과 무의식적인 직관과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의존해서 결단을 내린

다.101) 상담자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도움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으로 인도해 주는 것으로 세 가지의 상황이 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진실을 발견하는 상황이다. 통찰력은 경험이나 혹은 

보고 듣고 읽고 상상하고 꿈꾸는 어떤 것에 의해 날카로워질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래!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길이다. 그것이 내가 느끼고 반응하는 방법

이다. 이것이 나의 장점이고, 이것이 나의 약점이다. 이것이 내 자신에 대해 좋아하

는 점이다. 이것이 내가 변화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계속 즐겁기 위해, 실제로 있는 약점이든 상상된 약점이든 그 약점을 감추

기 위해, 거절당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가면을 써 왔다. 종종 

우리는 가면을 우리의 진정한 자아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우리의 가면을 들여다봄으

로써 의미를 자각하게 된다. 그것은 명상 속에서, 현명한 사람들의 생각을 읽는 것

에서, 예술가의 작품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함에 의해서, 창조적인 활동을 통

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진솔한 대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

두 번째는 의미가 명백하게 된 상황으로서 제한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장과 관

련된다. 절망은 구렁텅이(함정)에 빠져버린 느낌의 자각에서 온다. 의미치료로 우리

는 어떤 상황에서도 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궁지에 몰릴 수도 있지만 

100) �무의식의 신�, 81쪽.

101) Fabry, 앞의 책, 18-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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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태도를 선택하는 힘마저 없는 것은 아니다. 상황은 인간을 결정하지 않지만 

“상황에 대해 그 자신을 내맡길 것인가 혹은 그 상황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가는 그 

사람이 결정한다.”라고 프랑클은 말한다. 의미치료자는 태도 선택에 눈을 뜨게 해준

다. 그러므로 그 자체로서는 무의미한 피치 못할 고통의 상황에서 의미를 드러내 준

다. 어떤 사람은 “고통의 의미는 그 고통이 당신을 더 나은 상태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하였다. 성장, 성숙 그리고 이해는 오래 지속된 고통의 결과이다. 태도 선택

을 통한 의미 발견의 한 가지 양상은 과거와 관련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 사실

을 변경시킬 수 없고, 어린 시절의 심리적 상처를 지울 수 없으며, 실수를 원상복귀 

할 수도 없고 또한 우리의 어린 시절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우리는 과거가 우

리를 끌어내리게 하거나 경험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즉 어린 시절의 심리상처를 현재의 실패에 대한 변명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극복되

어야 할 도전으로 받아들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버렸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같은 일이 되

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며 현재를 지혜롭게 살아서 미래의 과거가 후회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세 번째 상황은 우리의 유일성을 경험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느낄 때-직업이나 친척관계에서-인생은 무의미하게 느껴질 것이다.  

우리는 아마도 직업으로서 배우자나 부모까지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독특한 자신만의 영역이 있다. 누구도 대신 해 줄 수 

없는 유일함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관계와 예술 활동의 영역이다. 오직 우리 자신만

의 방식으로 자식, 배우자, 혹은 친구와 관계할 수 있다. 또 오직 자신만이 시를 쓰

고 그림을 그리고 조각하는 데 우리가 창조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아

무도 우리를 대신 할 수 없다.102)

아무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유일성은 실생활에서 예외적 상황에 부딪히기

도 한다. 특히 직장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어느 날 자신이 소모품이 아닌가 생

각이 들 때가 있다. 자신이 이 자리를 떠나면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일을 할 것이

고 열심히 일해도 과정이 아니라 성과지표로 평가받는 것에 좌절을 느낀다. 또한 

같은 성과라고 하더라도 상사와의 인간관계로 인해 평가가 절하되거나 배제되기도 

한다. 이럴 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의미부여를 하지 못해 공허한 느낌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도 

중요하다.

여기에는 프랑클의 책임과 자기초월이라는 핵심요소가 요구된다. 우리 모두는 자

신에 관한 진실을 발견하기 원하고, 선택을 하며 유일성을 느끼고자 할 것이다. 그

러나 선택의 자유라는 것이 자기 멋대로 무책임하게 사는 것이라면 의미 있는 삶

으로 인도될 수 없다. 책임이란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자질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질에 대해 반응해야 하고 자기중심성으로부터 초월할 것을 요구하는 자

질인 것이다.

102) Fabry, 앞의 책, 2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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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답변을 낼 수 있는 “내가 누구인가”, “무엇이 나의 목표인가”라는 질

문은 “나는 누구이어야만 하는가?” “무엇이 나의 잠재력인가?”, “단순히 인생에 

적응할 곳이 아니라 어떻게 삶을 발전시킬 수 있나?”와 같은 의미를 포함해야 한

다. 보통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수 세대를 통해 시련을 거친 가치들이다. 가

치란 프랑클이 “보편적 의미”라 정의한 것으로서 평상적 상황에서 의미에 접근하

는 유용한 안내선을 제공한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순간마다 요구하는 특별한 

의미에 따라 개인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가치를 보충하거나 혹은 

일반적인 가치 대신 그러한 반응으로 대치해야만 할 때가 있다. 이것은 현대와 같

이 전통적인 가치들이 거대하고 급속하게 변화를 겪는 때에 특히 그렇다.

전례 없는 엄청난 가치의 변화는 우리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선택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 그러나 책임감 있는 결정도, 만일 우리가 그것들을 오직 우리 자신만을 

위해 만든 것이라면, 실존적 공허를 채우지 못할 것이다. 의미는 개인적 흥미를 초

월함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프랑클이 말한 바와 같이 “자아를 넘어서서 봉사할 

명분으로 또 사랑할 사람에게 도달하는 것”이다.

의미치료는 “책임에 대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외적인 영향도 중요하지만 그

것만으로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 지에 관해 할 말이 있다. 결과적으로 의미치료는 

단순히 환자가 사회에 잘 적응되도록 함으로써 평온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는 다

른 치료들과는 달리 긴장 없는 생활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미치료에서

는 긴장을 사회생활을 하는 한 인간으로서 일상의 일부분인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

이다. 일반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악화되게 할 수 있는 요소

인 긴장은 피해야만 한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의 건전하고 건강한 긴장은 우리

의 정신적 근육을 강하게 만들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적당한 스트레스가 삶의 

원동력이 되듯이 건강한 긴장은 인간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며 우

리가 지닌 꿈 사이에 있다. 이는 혹 “존재와 의미 사이의 긴장”이라는 프랑클의 애

호하는 구절로 표시할 수 있다.103)

의미를 위한 투쟁은 쉽지 않다. 인생이 우리에게 언제나 쾌락을 약속할 수 없다. 

단지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를 제공한다. 정신적 건강을 바란다면 행복을 추구하기

보다는 의미를 찾는 편이 낫다. 왜냐하면 행복은 의미발견의 부산물처럼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복은 결과로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 추구되어 질 수 없는 것

이다”라고 프랑클은 말했다. 마찬가지로 성공에 대해서도 프랑클은 다음과 같이 말

한다.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말라. 성공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표적으로 하면 할수록 그

것으로부터 더욱 멀어질 뿐이다. 성공은 행복과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

라 찾아오는 것이다. 행복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있으며, 성공도 마찬가지다. 그것

103) Fabry, 앞의 책,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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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무관심함으로써 저절로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나는 여러분이 양심의 소리에 귀

를 기울이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확실하게 행동할 것을 권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정말 성공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공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104)

이는 행복을 의식하기보다 행복할 수 있는 일에 열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행복

이 찾아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미치료는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예측하는 것인데, 

인간과 세상에 대한 완전한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가능하다. 그것은 개별적인 인간

차원에서 축적된 거대한 건강 저장소로부터 이끌어낸다. 즉 건강 저장소에는 독창

성, 사랑하고 미워할 능력, 장기적인 안목 잘 되고자 하는 욕망, 높은 목표설정 그

리고 의미에의 의지 등이 있을 수 있다. 의미치료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에는 무

엇이 옳은 것인가 또 자신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혹은 목표하는 것의 성취, 

우리가 내린 수많은 절정의 경험 등이 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싫어해서 바꾸고 

싶은 요소들, 향후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실패,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초월하려는 

내면의 심연, 봉우리가 존재하고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는 것도 또한 

중요시한다.

의미치료는 그 자체로 치료하고 예방하는 치료적인 것이다. 의미치료의 특별한 방법

의 종류에는 역설 의도(paradoxical intention), 소크라테스적 대화법(Socratic 

dialogue)105), 그리고 반성 제거(dereflection)106) 등이 있다. 의미치료사들은 환자의 

태도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치료자가 더 적

극적인 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내담자가 중요한 책임을 지는 길을 찾을 수 있도

록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한다. 의미 치료는 치료자에 대해 최소한의 의존성만을 유

지하면서도 의미 추구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한다.107)

정신치료에 있어서 제1단계는 자신의 실체와 직면하는 것이다. 정신 치료의 실존

적 형태인 의미치료에서 궁극적인 의미가 존재하고 있는 초인간적 차원을 포함한 

전체성 속에 실제와 직면하는 것을 주장한다. 이것은 정통 정신의학에는 완전히 급

진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종교에 대한 프로이트의 견해는 그의 친구인 빈스왕거

(Binswanger)에게 보낸 편지에 표현되어 있다. “나는 종교를 인류의 노이로제의 

범주에 넣음으로써 종교의 위치를 발견했다.” 칼 융은 종교성을 노이로제의 증상으

로 생각하지 않고 치료 가능한 방법으로 여겼다.108) 프랑클은 노이로제를 표현으로 

보았다. 매슬로우는 “현대 실존적 그리고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어떤 사람이 이러

한 종교적 의문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실존적 방법에서 병들었거나 이상한 사람

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그래서 프로이트 이후의 심리학자들은 그들 자신을 전환

104) 빅터 프랭클,『죽음의 수용소에서�, 10쪽.

105) 소크라테스가 사용한 대화 교수법. 문답을 주고받는 가운데 상대가 막연하고 불확실한 지식

을 스스로 참되고 바른 개념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106) deflection은 편향, 굴절이다. dereflection이라는 단어는 없다. ‘제거’라는 뜻인 것 같다.

107) Fabry, 앞의 책, 26쪽.

108) Fabry, 앞의 책, 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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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 프로이트는 종교를 가진 사람을 병든 사람으로 간주했으며, 매슬로우는 종

교적인 의문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을 병든 사람으로 여겼다. 둘은 상반된 견해

를 가지고 있었다.

프랑클은 종교를 “인간의 의미에의 의지” 즉 궁극적 의미에의 의지의 표현으로 

여겼다. 알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은 “인간의 생애에서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만족스런 해답을 구하는 방법은 종교적이 되는 것이다”라고 

했고, 해롤드(Preston Harold)는 �빛나는 이방인(The Shining Stranger)�에서 

“의미치료의 개발에서 빅토르 프랑클은 어떤 특별한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종교 자체에 대해서도 정신과 의사의 문을 열었다. 그의 업적 속에서 심리

학의 역사에서 새로운 날의 여명을 볼 수 있었다. 프로이트의 공헌을 인정하지만, 

그 위로 넘어서서 그는 심리학의 옛날 이론과 실존적 공허를 초월했다.”고 말했

다.109) 종교에 대한 견해는 학자들마다 다르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른

다. 다만 종교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므로 누구도 다른 사람의 견해나 종교가 틀

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진실이다.

4) 영적 무의식

영(靈 spirit)은 영혼을 뜻하는데 육체에 깃들어 마음의 작용을 맡고 생명을 부여

한다고 여겨지는 비물질적 실체이다. 영은 마음 가운데 신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초

월신의 경우 하느님을 지향하고 접하려는 마음을 말하며 프랑클의 경우는 반대로 

내재신을 접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인 ‘양심과 이성’으로 보았다. 프랑클은 모든 

사람은 종교와 상관없이 ‘영’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치료라는 관점에서 ‘의미, 

이유, 근거’라고 하였다. 그리고 넓은 뜻에서 ‘의미를 추구하는 행위’를 종교적이라 

표현하였다.

프랑클은 인간 실존을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靈)이 조합된 상태로 보았다. 프랑

클은 종교적인 선입견을 탈피하기 위해 로고스를 의미로 해석한 것과 같이 종교적

인 인간의 ‘영’을 ‘영적’ 차원이라 불렀다. 영적 행위의 동기를 ‘의미’라고 하였다. 

영적이란 ‘의미에의 의지, 목표 설정, 사상과 이상, 독창, 상상, 믿음, 육체를 넘어

선 사랑, 초자아를 넘어선 ‘양심’, 자기 초월, 약속, 책임, 유머 감각, 선택의 자유, 

자질’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여기에 무의식의 개념을 합하여 영적 

무의식이라고 하였다.

프랑클은 인간의 의미 치료에서 무의식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

곤 했다. 무의식에 대하여 거의 혹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 

본질에 많은 공헌을 했던 프로이트의 사상을 결코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의미철학

109) Fabry, 앞의 책, 233-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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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미치료가 둘 다 프로이트의 견해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확대시켜 

인간 무의식의 개념에 적용한 것이다.

프랑클은 그의 『의사와 영혼』(The Doctor and the Soul)이라는 책에서 말한 

바와 같이 프로이트는 거인이지만,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는 난장이는 거인보다 

훨씬 더 커 보인다”라고 했다. 프랑클은 프로이트의 어깨 위에 서서, 무의식으로부

터 심리학적 본능적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까지 보았다. 칼 융의 어깨 위에 

서서, 그는 영적인 무의식으로부터 집단적이고 원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이

고 실존적인 그 무엇을 본 것이다. 프랑클은 무의식의 영적 부분이 하나의 자신

(self)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본능에 의해 쫓기는 자아(ego)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

용되고 조작되는 사물이기보다는 사랑받고 이해되어야 할 인간존재로서 대인관계

를 갖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영역으로 보았다.110)

우리는 위대한 실존적 결정을 이러한 무의식의 영적 분야에서 내리게 된다. 여기

서부터 우리는 종교적 신념과 믿음, 예술적 영감, 그리고 직관을 이끌어낼 수 있

다. 내면에 존재하는 무의식의 이러한 부분으로부터 의미를 표시하는 우리의 양심

의 목소리가 조금씩 들려오고 그럼으로써 우리 삶의 의미가 있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프로이트의 무의식에는 무의식적으로 억압될 수 있는 성적 욕망과 공격성의 영

역이 있는데 이것은 노이로제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프랑클은 내적 공허와 무의미

한 느낌을 일으키는 실존적 진공의 원인이 되거나, 의미에의 의지가 억압될 수 있

는 또 다른 부분의 무의식을 본다. 즉 우리의 영적 무의식은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서 올바른 그 무엇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클의 본능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구별은 프로이트의 의식과 무의식의 구별과 차이점이 있다. 두 사람의 

구분법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은 의식과 무의식간의 경계선이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정신분석에서는 의식이 무의식속으로 억압될 수 있다는 것과 무의식이 분석에 의

해 의식화될 수도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신과 영 사이의 경계선이 확

고하다.111)

프랑클은 『무의식의 하나님』(The Unconscious God)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영

적인 것과 본능적인 것 사이의 선은 분명하게 그려질 수 없다”고 하였다. 중요한 

차이는 어떤 것이 의식이냐 무의식이냐를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이 

이드(id)와 자신(self) 중에 어디에 결부되는가에 있다. 즉 본능에 근거를 두고 우리

를 충동하게 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나타나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결

단을 내리도록 하는가에 있다. 과학의 역사는 우리의 의식적 이성을 지배자로 보게

끔 했다. 영적인 것을 포함하기 위해 본능적인 것을 넘어선 팽창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와 예방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다. 정신분석학에서 억압된 욕망과 본능은 노

110) Fabry, 앞의 책, 65쪽.

111) Fabry, 앞의 책,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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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제를 일으키고, 치료를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식화되어야만 한다고 가

정하였다. 마찬가지로 의미치료에서는 우리의 의미에의 의지가 억압되고 저지되었

을 때 무의미감이나 실존적 좌절이 생기게 되고, 의미에의 의지가 의식화되어야만 

인생은 의미심장하게 된다는 것이다.112)

노이로제는 실존적 공허 속으로 정신질환이 들어올 수도 있으며 인생의 의미에 

대한 회의는 절망과 우울을 초래할 수 있고 프랑클이 만든 “영인성 노이로제

(noogenic neurosis)”라는 새로운 유형으로 진전되는 수가 있다. 영인성 노이로제

는 우리의 영적 차원에서 기원한다. 가치 충돌, 양심의 갈등, 최선의 가치에 대한 

보답 받지 못한 우리의 탐색, 즉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영

인성 노이로제는 현재와 미래에 완수해야 할 약조, 성립되어야 할 과제, 찾아내어

야 할 의미들을 환자들이 알 수 있게 하는 치료 방법으로 효과를 나타낸다.113)

의미 치료적 신념의 핵심은 첫 번째 정상적 상황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양심의 충돌과 가치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치료자의 역할은 

환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교육과 환경 그리고 내적 충동에 의한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취하는 것과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것, 이 세 

가지이다. 그러나 가치관의 갈등 혹은 “실존적 좌절”이 사람을 압도하게 되면 노이

로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정신의학자들은 소위 내인성(endogenous) 우울증 환자의 불안과 걱정이 최근 

몇 년 동안에 걸쳐 변해가는 관찰을 해왔다. 한 세대 전에만 해도 많은 환자들은 

그들의 양심, 부모, 지역사회 혹은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들을 비난 

했었다. 『심리요법과 실존주의(Psychotherapy and Existentialism)』라는 책에서 

프랑클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내인성 우울증 환자들은 그들의 건강이나 돈

을 벌 수 있는 능력, 그들의 수입을 유지할 능력에 관해 더 많은 걱정을 한다. 그

들은 직업 또는 늙어가는 것과 관련된 불안을 내보인다. 언젠가 프랑클은 요즘 우

울증 환자들이 최후 심판의 날보다는 월급날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의미치료는 영인성 노이로제의 이해, 진단 그리고 치료 가능성을 위

해 개발되었다. 이러한 의미치료의 발달은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 대해 새로운 안목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의미치료는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114)

2019년 4월 26일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 청소년 통계 자료에 의

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10년째 자살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청

소년 4명 중 1명은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 우울함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우울함은 여학생이 30.3%로 남학생(20.3%)보다, 

112) Fabry, 앞의 책, 67쪽.

113) Fabry, 앞의 책, 70-71쪽.

114) Fabry, 앞의 책, 7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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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26.4%로 중학생(23.5%)보다 각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115) 이는 자신

의 삶에 대한 의미 발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 삶의 의미를 발

견한 사람은 그 어떤 어려운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기 때문이다.

5) 융의 무의식

융은 프로이트에게서 정신구조와 무의식에 대하여 기본을 배웠으나 리비도로 환

원되는 결정주의와는 견해를 달리했다. 특히 인간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상징이나 이미지, 행동의 패턴을 말하는 원형(原型, archetype)에 대한 연구를 하

였다. 이를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는 역동작용으로 표현했다. 원형을 '상'이라는 말

로 설명하는데, 원형은 역동작용으로써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며, 원형 그 자체는 

의식할 수 없기 때문에 꿈의 이미지나 상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융은 80세가 넘은 나이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

로 무의식의 자기실현의 역사라고 규정했다.

나의 생애는 ‘무의식의 자기실현의 역사’이다. 자기실현(self-realization)은 ‘자아’

가 무의식 밑바닥 중심에 있는 ‘자기’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그 소리를 듣고 그 지

시를 받아 나가는 과정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 원형 등 무수한 

무의식 층이 겹겹이 가로막고 있어 ‘자기’의 소리가 ‘자아’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자기’는 ‘자아’에게 꿈의 상징과 종교의 상징들을 통하여 그 소리를 전하

려고 한다고 하였다.116)

융의 이론에 있어 중심적인 의미와 기능을 가지는 원형은 의식의 중심으로서의 

자아(Ego)의 원형과 마음(영혼) 전체의 중심으로써 가정되는 자기(Selbst)의 원형이

다. 융 심리학에선 의식 속에 존재하는 유일한 원형이 자아이다.

자기실현은 자기가 본래 갖고 있는 능력이나 개성을 발달시켜 완전히 이루는 일. 

영국의 철학자 그린(Green, T. H.)은 이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하

였다. 자기는 자기 원형, 여러 원형과 콤플렉스를 통합해 균형을 이루려는 원형을 

말한다. 그림자는 자아의 어두운 면, 무의식적 측면에 존재하는 자아의 분신을 뜻

한다. 아니마는 남성에 있어서의 여성적 원형을 말하고, 아니무스는 여성에 있어서

의 남성적 원형을 말한다. 또한 원형은 여러 세대를 거쳐 축적된 영속적인 정신 

내의 상징적 의미들 말하며 인종이나 문화, 전통에 관계없이 인간이면 누구나 지니

고 있는 원초적인 무의식이다. 자아는 대상의 세계와 구별된 인식ㆍ행위의 주체이

며, 체험 내용이 변화해도 동일성을 지속하여, 작용 반응 체험 사고 의욕의 작용을 

115) 통계청 자료, ‘2018 청소년 통계’

116) 카를 쿠스타프 융, �카를 융-기억 꿈 사상�, 김영사, 2017,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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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의식의 통일체를 뜻한다.

융은 1959년 BBC 방송국과 인터뷰에서 신의 존재 즉 신을 믿느냐는 질문에 ‘나

는 신을 안다’는 말로 간접적으로 답했다. 그리고 자신의 외형적인 삶보다는 내면

이 공감하는 삶이 진정한 삶의 의미라고 했다.

엄밀히 말해 나의 생애에서 이야기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영원한 불멸의 세계

가 무상(無常)한 세계로 침투했던 사건들뿐이다. 생애의 외적 사실 등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 희미해졌거나 사라져버렸지만 다른 실체와의 만남, 즉 무의식과의 충돌은 기

억에 생생하게 새겨져 있다. 나는 인생의 복잡한 문제에 관해 내부로부터 해답과 해

결책을 찾지 못하면 그것들은 결국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주 일찍부터 깨달았고 

외적인 상황들은 내적 체험을 대신할 수 없다.117)

융은 너무 자주 무의식의 세계, 즉 꿈의 세계를 경험하는 관계로 정신 분열의 경

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니체처럼 무의식에 압도당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으며, 늘 직업(일)과 가족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경계를 허물지 않고 지탱해 

나갔다. 프랑클은 프로이트와 아들러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철학적 개념을 확립

하는 계기를 가졌다. 그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실존철학적 사유를 깊게 한 것이다. 

또한 하이데거와의 만남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으며, 야스퍼스의 영향도 많이 받

았다. 일반적으로 철학자들은 자신의 이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

견에 대해 부정적이다. 프랑클은 모든 철학자들의 의견과 그들의 비판을 수용하고, 

개방된 사유를 하였다. 새로운 학설이나 개념들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론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로고

테라피와 유식사상의 비교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117) 융, 앞의 책, 10-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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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식불교 이론

1. 유식불교의 세 가지 이름

유식불교는 인도 대승 불교의 핵심 사상이다. 중국에 가장 많이 알려진 인도 불

교이기도 하다. 유식불교는 ① 유식(唯識) ② 유가행(瑜伽行)파 ③ 법상종(法相宗)

의 세 가지 이름이 있다. 이 세 이름은 유식불교의 철학과 성격을 잘 말해 주고 

있다.

1) 유식불교 - 주관의 측면

유식불교의 가장 일반적인 이름은 ‘유식(唯識)’이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

첫 번째 ‘唯識’은 “오직 의식뿐”이라는 뜻이다. 이는 “오직 의식만 존재한다”는 

주관적인 측면을 말한다. 나의 의식, 혹은 개인의 의식만 존재한다. 이는 의식만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객관 대상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다. 주관의 의

식만 존재하고, 객관은 존재하지 않음을 ‘유식무경(唯識無境)’이라는 말로 표현한

다. 이는 모든 현상은 “오직 의식뿐(唯識)이며, 바깥 대상(境)은 존재하지 않는다”

는 뜻이다. 경(境)은 내 의식의 바깥에 존재하는 대상 사물을 뜻한다. 이 대상 사

물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唯識’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의 ‘vijñapti-mātra’의 번역이다. vijña – 의식. 

-apti ~일 뿐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vijñapti는 “오직 의식(識) 뿐”, 마음의 작용만 

있다는 것을 말한다. mātra는 ‘something’, ‘어떤 것’을 말하며. vijñapti-mātra

는 “오직 의식인 어떤 것”이다.

그렇다면 ‘의식’은 무엇을 뜻하는가? 일반적으로 대승불교에서는 vijña는 일반 

의식을 말하며 prajña는 반야 지혜를 나타내므로 서로 구별한다. 이 두 말은 jña 

앞에 vi, 혹은 pra를 붙인 차이가 있다. jña는 그냥 의식이다. vi-jña는 감각 지각

해서 생긴 의식이다. pra-jña는 그 이후에 반성적 사유를 통해서 깨달음, 즉 지혜

를 얻음을 뜻한다. 따라서 vi-jña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prajña는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이다. 

‘오직 의식’만 있고, ‘실체가 없음’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대상 사물은 속성(현

상)과 실체로 이루어져 있다. 유식불교는 속성만 인정하고 ‘실체’를 부정한다. 그 

자리에 알라야(창고)식의 ‘씨앗’을 넣는다. 유식에서는 이 속성(현상)이 8식 알라야

식의 씨앗이 펼쳐진 것으로 본다.118)

두 번째 유식은 ‘vijñapti’를 번역한 말로써 인식되어진 것, 인식의 내용 혹은 표

상을 말한다. 우리가 인식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마음에 

118) 길희성, �인도철학사�, 민음사, 1984,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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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표상일 뿐이라는 주관적 측면을 말한다. 유식에서 식이란 주로 의식 혹은 

인식의 작용을 말하며 그것이 어느 감각기관에 의존해서 생기는가에 따라 안식 이

신 비식 등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vijñaña란 말은 단지 식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대상을 내용으로 

하는 의식(識)을 의미하기도 한다. 유식의 의식(識)을 vijñaña로 이해하면 유식(唯

識) 철학은 유심(唯心) 철학이라고 부른다.119)

실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 의해 이루어졌다가 다시 소멸

하므로, 이렇다고 할 만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 ‘空’이라

고 한다. 불교에서는 ‘원인-결과’로써 사물이 존재하므로, 사물의 자성(自性), 실체

가 없다고 한다. 유식불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간다.

空이라는 뜻은 없다는 ‘없음’(無)이 아니라 ‘비어 있음’을 뜻한다. 무엇이 비어 있

는가? 대상 사물에서 ‘실체’가 비어 있고, 단지 사물의 ‘속성·현상’만 있다는 것을 

말한다. 사물의 속성·현상은 8식 알라야(창고)에 있는 씨앗이 드러난 것이다. 실체

는 없고, 단지 ‘드러남’, 현상만 있다. 이것이 유식에서 말하는 공(空)이다.

그러므로 色卽是空, “색깔이 있는 것(色, 사물)은 곧 비어 있다.” 모든 사물(色)

은 현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체는 비어 있다. 알라야식의 씨앗이 드러남이기 때문이

다. 이는 꿈, 그리고 요가 체험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유식불교가 생각하는 현상은 

꿈속에서 본 모습들과 같다. 그 모습들은 내 마음이 만들고, 내 마음이 그것들을 

지각한다. 요가 수행자들은 요가 체험 중, 명상 속에서 생생한 어떤 모습·현상들을 

본다. 이 모습·현상들은 내 마음이 만들고 내 마음이 지각한다. 이런 점에서 ‘色卽

是空’이라 한다.

모든 존재자(法)는 의식(識)에 의해 펼쳐져 존재하게 된다. 우선 唯識은 말 그대

로 ‘의식’으로 설명한다. 의식으로 설명하는 것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⑴ 첫째, 불교는 무아설(無我說)이다. 이는 제법무아(諸法無我)의 뜻으로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나’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멸의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나’가 없다는 것이다. ‘고정불변 하는 나’는 없고, ‘매순간 

변화하는 나’만 있다. 나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자아’(나)의 핵심은 ‘마음’ 개념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마음을 자아라고 인정

한다. 그런데 붇다는 인간 존재를 오온(五蘊 다섯 덩어리)이라 한다. 즉 “色 受 想 

行 識”이다.

色 - 색깔(이 있는 것). 물질적 사물, 대상(法).

受 - (대상을) 받아들임. 감각, 지각. (전5식)

想 - (감각 지각에 근거해서) 생각함. (6식)

行 - 행위와 결과. 감각과 생각에 근거해서 행위한다. (諸行無常)

識 - 의식. ‘마음’이라 하지 않고, ‘의식’이라 한다.    (諸法無我)

119) 길희성, �인도철학사�, 161-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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識은 의식이다. 붇다의 이런 ‘識’ 개념에서 발전한 것이 유식불교이다. 유식에서

는 ‘의식(識)’ 개념을 가지고 ‘마음’을 분석한다. 그러면서 ‘마음’을 용어에서 뺀다. 

붇다가 제창한 무아설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이다.

붇다의 5온에서 마음에 해당되는 것은 ‘色’을 뺀 나머지 ‘受 想 行 識’, 즉 “감

각, 생각(이성), 행위, 의식”이다. 이는 마음의 네 부분이다. 그런데 붇다는 5온에 

‘마음’을 넣지 않고, 이렇게 네 부분만 지적한다. ‘마음’은 따로 없고, 그 네 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그 네 부분과 연기하여 존재한다. 그래서 단독으

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이런 발상 때문에 3法印 (사물에 찍힌 세 가지 도장, 속성, 특징)은 제법무아(諸

法無我) 제행무상(諸行無常) 일체개고(一切皆苦)가 된다.

제법무아(諸法無我) - 모든 사물에는 ‘나’(자아)가 없다.

제행무상(諸行無常) - 모든 행위 결과에는 ‘일정함’이 없다. 따라서

일체개고(一切皆苦) - 모든 것이 다 고통이다.

제법무아의 제법은 모든 현상을 뜻한다. 무아는 ‘나’라는 행위 주체가 없다는 것

이 아니라 어떤 현상도 다른 현상과 연기적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지 독립된 실체

가 없다는 것이다. 단순히 신체나 감각 의식을 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따로 “나의 본질‘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도 옳지 않다. 둘의 통일된 형태를 ’나‘라고 

하는 것이다.120)

⑵ 둘째, ‘一切唯心造’에서 ‘造’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오직 마

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 唯心造는 유식불교를 오해하게 만든다. 8식 알라야

(창고)식에 있는 씨앗은 드러나는 것이지, 현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일체의 모

든 것을 마음이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현상을 지각한다”는 것이기 때문

이다. ‘만든다’고 하면, 만드는 주체와 만들어진 대상이 있다. 대상은 현상 세계이

다. 모든 법은 마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한다.121)

마음은 8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음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

격이나 품성이다. 그리고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

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를 말한다. 또한 마음은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를 말한다. 마음과 몸, 정신

과 육체의 관계에서 유식학파는 ‘마음’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의식’으로만 

설명한다. 그들은 몸 혹은 육체를 객관적 대상의 하나로 본다. 몸의 존재에 대해서

는 거의 말하지 않는다. 그냥 대상이 무엇인가를 말할 뿐이다.

객관적 대상 사물은 8식 알라야(창고)식에 있는 씨앗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존재자는 오직 의식(識)일 뿐이다. ‘萬法唯識’이다. 실체가 만든 것이 아니라, 

120) 곽철환, �불교 길라잡이�, 시공사, 2003, 30-31쪽.

121) 목경찬,『유식불교의 이해�, 불광출판사, 2017,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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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식의 씨앗이 드러난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착하거나 번뇌할 이유가 없다.

유식은 마음의 본모습을 깨닫고, 이 깨달음을 통해 만법의 이치를 이해하고, 고

통에서 벗어나 완전한 열반에 이르는 길을 알려준다. 프랑클은 고통 속에서 그 고

통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집착과 번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유식 이론은 심리학이나 인식론 보다는 형이상학에 가깝다. 형이상학은 세계관을 

뜻한다.

2) 유가행파 - 수행의 측면

“오직 의식만 존재한다”(唯識) 그러므로 의식을 닦는 수행이 중요하다. 만약 객

관 세계가 존재한다고 보면, 세계를 올바르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유식은 현상 

세계가 8식 알라야식의 씨앗이 드러난 것이라 한다. 따라서 의식을 닦는 수행이 

결국 세상을 바르게 만드는 것이 된다. 그래서 유가행파라 한다.

유가행은 瑜伽+行이다. 瑜伽는 ‘yogā’를 음 그대로 쓴 것이다. 行은 cāra이며 

행위, 실천, 수련을 뜻한다. 瑜伽行은 “요가를 수행함”이다. vada는 학파를 의미한

다. 산스크리트어 Yogā cāra는 yoga practice를 말하며 요가(yoga) 수련(cāra) 

즉, 몸을 수련하는 것이다.

한자로 瑜伽라고 번역해서 ‘유가’라고 한다. 그러나 산스크리트는 ‘요가(yogā)’이

다. yoga는 yoke(멍에)를 몸에 씌워서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는 소에 멍에를 

씌워서 소를 제어함과 같다. 요가 수련은 불교 특유의 수행법이 아니라 인도의 전

통적인 수련법이다. 고대의 바라문교를 포함하여 모든 학파가 다 수련한다.

인도의 철학은 베다와 우파니샤드에 근거한 것이 정통파이다. 이에 반발해서 여

러 학파들이 생겨났다. 6사 외도(外道)가 그것이다. 6사 외도는 붇다와 거의 동시

대에 갠지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떨쳤던 6명의 자유사상가를 말한다. 6사에

는 푸라나, 파쿠다, 막칼리, 아지타, 산자야, 니간타가 있다. 외도는 불교 이외의 

가르침을 뜻한다. 인도에서는 정통파 철학과 비정통인 불교가 경쟁했다.122)

불교가 발전한 이후에 정통파는 6파의 철학이 생겨나고, 6파는 다시 이론 학문 

수행의 셋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이론 : 우파니샤드의 철학을 발전시킨다. 우파니샤드의 기본 도식은 브라흐만

(세계의 본체)과 아트만(자아의 본체), 혹은 본체와 현상이다. 샹키아(sāmkhya) 학

파는 본체(브라흐만)가 변해서 현상이 된다는 전변설(轉變說)을 주장한다. 반면 베

단타(vedanta) 학파는 본체인 브라흐만만 존재하고, 현상 세계는 ‘환상에 불과한 

비존재’라는 가현설(假現說)을 주장한다. 마치 8식의 씨앗이 드러난 것과 비슷하다.

(2) 학문 : 바이세시카(vaisesika) 학파는 이 세계를 범주로 구분해서 이해한다. 

122) 길희성, �인도철학사�,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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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범주론은 유식의 8식 4분 3성 등의 범주와 비슷한 점이 있다. 니야야(nyaya) 

학파는 논리학을 발전시킨다. 이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로써 논리학에 가깝다.

(3) 수행 : 요가(yoga) 학파는 요가 수행을 목표로 한다. 반면 미맘사(mimamsa) 

학파는 제사를 중시한다. 제사의 효용을 절대화하면서, 신을 부정하기까지 한다.

이 6파 철학 중 유가행파는 베단타, 바이세시카, 요가학파의 측면이 조금씩 있

다. 유식사상은 요가(yoga) 수행자들의 체험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교리이다. 그래

서 이들을 유가행파(瑜伽行派)라고 한다. 이 명칭은 유가사(瑜伽師)에서 유래된 것

이다. 유가사는 요가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123)유식학파는 객관 대상을 존재하

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오직 의식만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객관 대상 가운데 

가장 나를 얽어매는 것이 나의 몸이다. 몸을 제어해서 의식 그 자체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며 자기 성화(聖化)의 방법으로 요가 수련을 한다.

구체적으로 인도의 유식불교는 어떤 수련을 했는가? 이것이 정통 6파 철학의 하

나인 요가학파의 수련과 어떤 공통점 차이점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요가는 감

각기관과 마음을 제어하여 절대자를 인식하는 방법을 뜻하며, 출가수행자들에게 성

행했었다.124)

요가적 수행의 전통은 베다시대부터 바라문들이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힘과 지

혜를 얻기 위해 행했던 고행의 행위에서 볼 수 있다. 『바가바드 기타(거룩한 님의 

노래)』는 요가의 법전이라 할 수 있는데, 3종의 요가를 말한다. 해탈의 방법을 제

시한 실천적 성격이 강하다.

① 知의 요가 : 지에 대한 전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원한 정신으로서의 참자아

와 물질적 현상적 자아를 구변하는 지혜, 혹은 우파니샤드적인 범아일여의 진리와 

신을 아는 지혜를 말한다.

② 信受의 요가 ; 신에게 특히 비슈누신에게 온 정신을 집중하고 그에 대한 믿음 

사랑 헌신에 의하여 윤회를 벗어난다는 사상이다. 모든 대중적 신앙운동과 유신론

적 철학사상에 영향을 끼쳤다.

③ 行의 요가 : 우파니샤드에서는 모든 행위를 부정하여 사회적 유대관계를 끊어

버리고 고행과 더불어 신비적 지식만을 추구하는 포기자(抛棄者) 혹은 沙門의 이상

이 성행하였다. 하지만 행의 요가 사상은 사회윤리를 준수하는 행위가 해탈의 이상

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해탈을 방해하는 것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는 욕망이라고 하였다. 아무런 욕망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

는 행위는 업보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하며, 행위자의 내면적인 태도를 강조하였

다.125)

인도 불교에서 수련법의 계보는 다음으로 이어진다. 최초는 붇다가 제시한 8정도

이다.

123) 곽철환, �불교 길라잡이�, 72쪽.

124) 길희성, �인도철학사�, 94쪽.

125) 길희성, �인도철학사�,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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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붇다의 8정도

① 정견(正見) : 바르게 보기. 감정 욕망이 있으면 바로 보지 못한다.

② 정사(正思) : 바르게 생각하기.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③ 정어(正語) : 바르게 말하기. 거짓말, 나쁜 말, 이간질을 하지 않는 것이다

④ 정업(正業) : 바르게 행동하기. 살생, 도둑질, 나쁜 행동을 삼가는 것이다.

⑤ 정명(正命) : 바르게 생활하기. 정당한 방법으로 의식주를 구하는 것이다.

⑥ 정정진(正精進) : 바르게 노력하기. 공부하는 것이다.

⑦ 정념(正念) : 바른 의식. 위빠사나이다.

⑧ 정정(正定) : 바르게 명상하기. 마음을 집중하는 것, 즉 삼매(三昧)이다.126)

팔정도의 정정진은 바른 노력 즉 사정근(四正勤 네 올바른 노력)을 말하는데, 이

미 생긴 악은 없애려고 노력하고, 생기지 않은 악은 미리 방지하며, 이미 생긴 선

은 더욱 자라게 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생기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행파는 인도 대승 불교의 최고 발전 형태이다. 반면 붇다의 이론은 소승 불

교로 이어진다. 대승은 붇다의 8정도에 이어 6바라밀을 수련법으로 채택한다.

(나) 대승불교의 6바라밀 수행법은 다음과 같다.

① 보시(布施) : 남에게 베풀어준다는 것으로 재시(財施)는 재물이 필요한 사람에

게 재물을 주는 것이고, 법시(法施)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전해주

며, 무외시(無畏施)는 두려움으로 괴로운 사람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는 것을 말한

다. 베풀면서도 어떤 조건이나 보답을 바라지 않아야 하며, 베풀었다는 생각마저 

없어야 한다.

② 지계(持戒) : 오계의 계율을 지킨다는 뜻이며, 살생하지 않으며, 거짓말이나 

이간질하지 않으며, 남을 괴롭히는 나쁜 말을 하지 않으며, 음란한 짓을 하지 않으

며, 탐욕을 부리지 않고, 화를 내지 않으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③ 인욕(忍辱) : 욕된 일을 당하여도 잘 참는 것을 말하며, 인내하고 남을 용서하

며,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좌절하지 않는 자세이다.

④ 정진(精進) : 끊임없는 노력을 말한다. 끝없는 번뇌를 끊고 중생을 구제하며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 부지런히 힘써 수행한다.

⑤ 선정(禪定) : 번뇌와 망상에 의한 산란한 마음을 진정시켜 정신을 통일하는 

수행으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다.

⑥ 지혜(智慧) : 지혜는 산스크리트어의 프라즈냐(prajñā)를 번역한 말이며, 

prajñā를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반야(般若)’라고 한다. 반야는 분별을 떠나 진리를 

직관하는 깨달음을 말하며 다섯 바라밀과 함께 중생을 구제한다.127)

6바라밀은 보시와 지혜, 지계와 인욕, 정진과 선정이 각각 짝을 이룬다. 승려가 

공(空)의 지혜를 닦아서, 그것을 중생에게 보시한다. 사원에서 공동생활을 하기 위

126) 곽철환, �불교 길라잡이�, 38-40쪽.

127) 길희성, �인도철학사�, 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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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계율 규칙이 필요하다. 중생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인욕(忍辱), 즉 치욕을 

참을 줄 알아야 한다. 불교 공부는 정진, 명상은 선정이다. 6바라밀은 대승 불교의 

수행법이다. 따라서 요가행파의 수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다) 중국 천태종의 수련법

불교는 이론이나 생각을 중심으로 하는 교학과 더불어 몸의 수행인 지관법(止觀

法)을 함께 체득해야 완성될 수 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유가행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행을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수련법의 

일면을 보기 위해서, 천태종의 지관(止觀)의 수련법을 알아보자.

① 지(止 멈춤)는 사마타 수행법으로, 모든 생각 판단 작용을 멈추는 것을 말한

다.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등의 판단을 멈춤으로써 아집(我執)과 아치(我癡)에

서 벗어날 수 있다.

② 관(觀 봄)은 위빠사나 수행법이다. 사념처관 수행법으로 잡념을 버리고 마음

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서 보는 것이다.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상의 모습

을 지혜로 관찰하는 수행이다. 사념처(四念處)는 신(身) 수(受) 심(心) 법(法)을 말한

다. 즉 신체는 깨끗하지 못하며, 감각은 괴로움이며, 마음은 항상 변하며, 모든 현

상은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떠올리는 것으로 팔정도의 정념(正念)을 말하는 

것이다. 제법의 성상(性相)을 기억하여 잊지 않는 것을 말한다.128)

(라) 요가체험과 유식불교의 관계

요가체험과 유식불교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요가체험은 유식 이론, 특히 8식 이론에 기여하였다. 8식 이론은 형이상학적 

이론으로 공(空)의 체험을 통해 대상 사물은 실체가 없으며 비어 있음(空)을 알게 

한다.

② 유식 이론에 근거해서 내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이 요가이다. 이는 수행 이론

이다. 일반적으로 유가행파라고 하면, 이론의 측면이 아니라 수행의 측면을 말한

다.

③ 형이상학적 이론 측면에서 8식 이론은 유식불교만 인정한다.

식(識)은 1식에서 5식의 전5식과 6식인 의식을 말하며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철

학이 모두 인정한다. 프로이트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7식 

마나식은 불교에서만 인정하고 8식 알라야식은 유식불교에서 창고에 저장되어 있

는 씨앗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씨앗이 현상으로 드러남을 체험한 것은 꿈속에서나 요가수행을 하면서 

명상을 통해 환상을 보는 것이다. 그 환상은 내 마음이 만들고, 내가 지각한다. 이

것이 8식 알라야식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요가 수련은 알라야식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128) 곽철환, �불교 길라잡이�, 77-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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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상종 – 객관 대상의 측면

초점을 돌려서 현상을 보자면, 대상세계는 오직 “모습(相, 현상)만 존재한다는 것

은 객관의 측면이다. “오직 의식만 존재한다”(唯識)는 것이 주관적인 측면이다. 8

식 알라야식의 씨앗이 드러난 것이 현상세계이다. 그래서 주관적인 측면이 유식(唯

識)이라면, 객관의 측면에서는 법상(法相)이 된다. 둘은 결국 같은 말이다.

(1) ‘法相’은 존재자(개체, 法)의 모습(현상 相), 즉 객관으로 드러난 현상을 말한

다. 法(dharma)은 ① 사물, 존재자. 諸法無我의 뜻으로 “모든 사물은 ‘나’가 없

다.”는 것이다. ② 사물에 대한 이론, 그리고 사물을 규제하는 법률을 말한다. ③ 

부처님이 사물에 대해서 내린 가르침 즉. 佛法. 法文을 말한다. ④ 모든 진리를 뜻

한다. ‘객관 사물’에 대해 중국에서는 ‘물(物)’이라 하고 화엄에서는 ‘사(事)’라 하

며, 불교에서는 붇다의 ‘법(法)’이라 한다.

내가 지각한 대상은 오직 현상뿐 그 뒤에는 따로 본체·실체가 없으며, 8식의 씨

앗이 만든다. 일반적인 씨앗은 흙과 물, 바람, 태양, 영양소 등의 조건을 만나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된다. 마찬가지로 8식의 씨앗도 그렇게 드러난다. 이는 모든 씨앗

이 원인으로 잠재되어 있다가 조건을 만나서 결과를 만드는 것과 같다.

(2) ‘唯識’과 ‘法相’은 같은 것이다. 나의 의식의 뿌리인 8식 알라야(창고)에 있는 

씨앗이 ‘사물의 모습·속성·현상’(法相)으로 드러난다. 사물은 씨앗이 드러난 것이므

로, 사물은 실체(객관 존재)가 없다. 空한 것이다.

유식에 따르면, 전5식과 6식, 7식, 8식 모두는 마음이며, 객관 존재인 신체, 대

상으로서의 신체는 공(空)하다. ‘공하다’는 것은 비어있어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마음이 대상을 바라보고 실체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는 원인과 조건과 결과

로 이루어졌으며,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다.

유식불교는 범주를 구분함에 있어 환원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상 사물은 8

식 알라야식의 씨앗이 드러나 사물이 된다. 이는 반대로 모든 사물은 다시 씨앗으

로 환원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그러므로 세계의 사물을 연구한다는 것은 알라

야식 혹은 8개의 식(識)을 연구하는 것과 같다.

(3) 5위 100법도 주로 의식의 분석이다. 유식은 5개의 범주, 100가지 종류로 사

물을 분류하였다. 이런 분류를 범주론이라 한다. 설일체유부, 경량부, 바이세시카 

등도 비슷하게 세계를 범주로 분류한다. 유식도 그런 경향을 가진다.

5위 100법(五位百法)은 법상종에서 세친의 『대승백법명문론(大乘百法明門論)』에 

근거하여 일체의 만유제법(萬有諸法)을 크게 다섯 종류의 총 100개의 법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비록 일체의 법을 다섯 종류의 총 100개의 법으로 나누지만, 이들 

100개의 법은 "모두 실체가 없는 것(並無實體)"으로 단지 "가상으로 또는 임시로 

세운 것(假立)"이라고 말한다. 잠시 인연 따라 모였다가 다시 인연 따라 흩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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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것이다’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129)

(4) 법상과 법성의 차이

‘法相’은 사물의 ‘모습·속성·현상’(相)을 말한다. 유식사상은 중국에서는 법상종으

로 발전하였다. ‘法性’은 사물의 ‘본성·본질·실체’를 말한다. 중국에서 법성종은 화

엄 사상이다. 사물의 본성을 리(理)라고 한다.

법상(法相)이 오직 유식만 존재하고, 대상의 실체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법성(法

性)은 사물의 본질(본체 性)을 인정하고, 이 본체가 현상을 만들어낸다고 말한다. 

화엄종에서는 9식 아말라식이 있어 이것이 우주적 연기를 일으킨다고 한다. 이는 

法相과는 다른 주장이다.

법성종(法性宗)은 일체 만유(萬有)는 같은 법성을 가졌고, 일체 중생은 모두 성불

할 수 있다는 교의를 가진 불교 종파이다. 모든 존재자는 동일한 법성에서 생겼기 

때문이다.130)

(5) 법상종의 간략한 역사

인도 불교의 초기에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두 가지가 있었다. 소승불교는 붇

다의 이론을 연구하는 수행자들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부파 불교로 발전한다. 설일

체유부, 경량부, 독자부 등이 이에 속한다. 대승불교는 불탑 신앙에서 일반 불자들

에 의한 승탑, 경전이 성립한다. 그리고 용수가 중관학파를 만든다. 지나친 중관사

상에 반대해서 유식불교가 생겨났다. 최후로는 밀교(密敎)가 생겨난다. 일반적으로 

인도 대승불교는 중관과 유식 두 학파이다.

중국 법상종은 현장이 인도의 유식사상인 �유식30송�의 주석서를 가져와 �성유

식론�으로 한역하여 보급하면서 만들어졌다, 제법(諸法)의 성상(性相)을 분별하는 

종(宗)이란 뜻으로 오위백법(五位百法)을 세워 알라야식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유식종(唯識宗)이라고도 한다.

중국 법상종의 시조는 현장의 제자인 규기인 것이 명확하지만, 한국의 법상종은 

원측과 그 제자들이 시조가 된다고 본다. 원측은 중국으로 유학간 뒤 한국으로 돌

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입멸하였다. 제자들이 원측의 사상을 가져와 신라 법상종

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법상종은 극히 이론적이며 종교성이 빈약하기 때문에 종파로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쇠퇴하였지만 법상종에 의해 개척된 유식 법상의 교학(敎學)은 『구사론(俱舍

論)』과 함께 불교 연구의 기초학문으로서 후대에서 중시되었다. 구사론은 아비달마

구사론의 약칭으로 인도의 세친이 지은 것이다.

129) 길희성, �인도철학사�, 165쪽.

130) 길희성, �인도철학사�, 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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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의 초기 불교 이론

유식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붇다의 불교이론을 알아보자.

1) 붇다의 기초 이론

붇다의 사상을 알 수 있는 것은 원시불교의 상좌부 전통의 경(經) 률(律) 론(論) 

삼장이다. 붇다의 교설은 구전(口傳)으로 이어져 왔는데, 오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붇다가 직접 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상도 많이 혼입되었다. 여러 경들 속에서 

동일한 의미나 표현으로 강조되는 것을 붇다의 이론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사

성제, 12연기, 팔정도, 오온, 사념처 등이 있다.

(1) 사성제(四聖諦)

‘聖諦’는 ‘성스러운 진리’를 뜻한다. ‘諦’는 본래 ‘체’라고 발음하는데, 불교에는 

‘제’라고 읽는다. 그리고 원래 ‘살피다, 조사하다’는 뜻이었는데, 불교에서는 ‘진리’

라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식의 불교에서만 쓰는 한자가 많다.

붇다의 사성제는 ‘고(苦) 집(集) 멸(滅) 도(道)’를 말한다. 붇다는 인간을 구성하는 

것이 모두 무상(無常)하고, 또 무아(無我)이므로 고(苦)라고 하였다.

(가) 고(苦) - 고통

고통은 원래부터 괴로운 조건에서 생겨난 ‘고통의 고통’(苦苦), 모든 것이 흘러가

고 변하는 무상(無常)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행위의 고통’(行苦), 이룬 것이 파괴되

는 ‘파괴의 고통’(壞苦)이 있다.

붇다는 이 세상이 고통(苦)이므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현상의 실체를 제대

로 파악하는 통찰(明, 밝게 앎)을 통해 가능하다고 한다. 붇다는 왜 세상을 고(苦)

라고 표현했을까? 즐겁고 행복한 일이 많은 사람들은 고통(苦)이라고 생각하지 않

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붇다는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것도 고통이지만 행복도 고통

이라고 하였다. 이유는 사람들이 행복한 시간이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영원히 지속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태어난 모든 것은 언젠가는 변하고 소멸되어 가기 때

문에 고통이라고 하였다.

괴로움(苦)이 본래 존재하는 것인가? 불교에서는 고통은 내가 괴로움이라고 받아

들이는 순간에 고통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고통의 실체를 바로 알면 고통이란 없다

고 한다. 고통은 본인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즉 괴로움의 실체는 본래 없는 것인

데 스스로 괴로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어난 현상과 상황을 어떻

게 받아들일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고통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

니라, 인간이 그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이 되는 것이다. 행복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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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고 하며 고통의 종류에는 여덟 가지가 있

다. 그 중 ‘근원적인 고통’에는 네 가지가 있다.

① 생고(生苦) : 모태에서 태어나기까지의 고통인 ‘태어남의 고통’

② 노고(老苦) : 늙어가는 괴로움인 ‘늙음의 고통’

③ 병고(病苦) : 병으로 겪는 괴로움인 ‘병들음의 고통’

④ 사고(死苦) : ‘죽음의 고통’ 태어난 모든 것은 죽는다. 죽음은 가장 큰 고통이

다. 생로병사의 고통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태어나지 않으면 가능하다. 태어난 모든 

것은 생주이멸(生住異滅, 태어남-머무름-달라짐-소멸함)의 과정을 겪게 된다. 이어

서 ‘인과 연에 의해 변화하고 무너지는 고통’은 세 가지가 있다.

⑤ 애별리고(愛別離苦) :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⑥ 원증회고(怨憎會苦) :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고통

⑦ 구부득고(求不得苦) : 얻으려 해도 얻지 못하는 고통

1-7까지의 고통은 누구나 겪는 것이다.

여덟 번째의 고통은 오온과 관련이 있다.

⑧ 오음성고(五陰盛苦) : 인간을 이루는 다섯 요소가 오온(五陰, 五蘊, 다섯 덩어

리, 色 受 想 行 識)이다. 이는 물질적인 것 하나(色), 정신적인 것 넷으로 이루어

져 있다. 붇다에 따르면, 고정불변의 ‘나’는 없고, 연기에 의해 생겨나는 다섯 덩어

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집착한다. 이는 무지에

서 나오는 집착이다. 집착은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五陰’은 오온(五蘊)과 

같다.131)

고정불변의 ‘자아’는 따로 없고, 오온만 있다. 그런데 고정불변의 ‘자아’가 있다

고 잘못 아는 무명(無明, 무지)에서 고통이 온다. 5온의 고통은 아집의 고통이다.

5온은 다음과 같다. ① 색(色, 색깔)은 물질을 이루는 요소들을 말한다, ② 수

(受, 받음)는 6가지 감각기관인 안(眼) 이(耳) 비(鼻) 설(舌) 신(身) 의(意)는 대상들

과의 접촉에서 생기는 감정을 말한다. ③ 상(想 생각)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생기

는 지각을 말하며, ④ 행(行 행위)은 업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의지적 요소들을 말

한다. ⑤ 식(識 의식)은 수와 상들에 의하여 주어지는 의식들이 한데 묶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온이 고통인 것은, 이들이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고, 항시 변하는 무상(無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무상(無常)한 오온(五蘊)을 취하면, 어느 것도 변하지 않는 영

원한 자아라 부를 것이 없다. 이것이 무아(無我)설이다.132)

또한 대부분의 고통은 무상하고 무아인데도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를 탐(貪 탐욕) 진(瞋 성냄) 치(癡 어리석음)의 삼독(三毒)

이라 한다. 탐욕이란 늙음 병들음 죽음 등을 받아들이지 못 함이다. 사랑 이별 얻

131) 곽철환, �불교 길라잡이�, 24쪽.

132) 길희성, �인도철학사�,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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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등에 집착하는 것이다. 욕망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람은 화를 낸다. 분노는 

좌절된 욕망이다. 이것은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이다. 이 세계의 연기(緣起)의 구조

를 알면 탐욕이나 성냄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삼독은 잘못된 의견이나 집착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상

태, 모든 번뇌의 근원이 되는 무명(無明, 무지)에서 시작된다.

붇다는 “무지(無知), 거꾸로 봄(顚倒見)으로 인해 탐욕 집착이 생기며, 이는 번뇌

를 일으키고 그것이 고통”이라고 한다. 거꾸로 보는 것이란 ‘늙음, 병들음, 죽음’은 

자연적 필연적인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나는 늙고, 병들고, 죽어서는 

안 된다”라 한다. 이는 세상을 거꾸로 본 것이다.

(나) 집(集) - 모임

집(集 모임)은 집기(集起)이다. ‘모여서 일어남’, 혹은 ‘결합하여 일어남’의 뜻이

다. 원인이 모여서 결과가 일어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원인이 모임’이다. 이

는 원인과 조건이 결합하여, 결과가 일어난다는 의미다. 여기에서 결과는 ‘고통’이

다.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따라서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이 사라진다. 

다시 태어남을 초래하는 애욕(愛欲)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이다. 원인도 

없는 우연적인 것은 아니다. 원인을 가진 것은 생성된 것이므로 유한한 것이며, 원

인이 없어지면 결과인 고통이 제거된다.

붇다는 고통이란 것이 제거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다. 원인-결과라는 구조 속

에서 고통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는 것이 

연기설(緣起說)이다. 緣起는 ‘말미암아(인연이 되어서) 일어난다’는 뜻이다. “원인에 

말미암아서, 결과가 일어난다.” 緣은 원인이고, 起는 결과이다. 원인이 모임(集)으

로써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연기설을 4성제에서는 ‘集’이라 한다.133)

붇다의 가장 중요한 통찰은 연기설이다. 이것이 붇다 이론의 핵심이다. 그는 고

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무명(無明, 無知)이라 한다. 무지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은 

‘나’가 없는데, 나가 있다고 집착하는 것이다. 무아(無我)를 알지 못함이다. 나아가 

나의 행위와 그 결과는 영원한 것이 없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이다. 그런데도 영원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집착과 갈애가 생기고, 여기에서 번뇌가 일어난다. 그래서 

고통이 된다.

(다) 멸(滅) - 소멸

멸(滅)은 고통이 사라진 상태, 소멸을 말한다. 이 상태를 해탈(解脫) 또는 열반

(涅槃)이라고 한다. 붇다의 중요한 통찰 가운데 하나가 열반의 상태가 있다는 것이

다. 열반은 고통과 반대의 상태이다. 고통이 사라졌다고 반대쪽인 극락(極樂)이 되

는가? 그건 아니다. 그렇다면 고통이 사라짐은 고통과 쾌락의 중간인 담담한 것인

가? 그것도 아니다.

133) 곽철환, �불교 길라잡이�,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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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반(涅槃)은 nirvana를 음으로 옮긴 것이다. nirvana는 불이 ‘훅 꺼지다’는 뜻

이다.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남이다.

열반의 종류에는 유여(有餘)열반과 무여(無餘)열반이 있다. 유여열반은 살아서 이

룬 열반으로 과거의 업의 결과인 현재의 오온을 그대로 지닌 채 경험하는 것이다. 

무여열반은 오온이 해체된 후 사후에 주어지는 것으로 고통,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을 말한다.

해탈(解脫)은 moksa를 뜻으로 번역한 것이다. 고통에서 ‘벗어남’이다. 해탈은 고

통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면, 열반은 더 나아가서 윤회에서 벗어남을 말한다. 

붇다가 제시하는 가장 높은 경지이다.

탐진치(貪瞋癡) 삼독을 소멸하고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열반이라 한다.134)

(라) 도(道) - 길, 방법

도(道)는 고통을 소멸시키는 길, 방법이다. ‘길, 방법’은 불교 수행을 뜻한다. 붇

다가 제시한 수행의 방법에는 팔정도(八正道)가 있다. 팔정도는 “여덟 가지 올바른 

길”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의 설명으로 대신한다. 이를 다시 셋으로 분류하는데 계

(戒 : 정어 정업 정명), 정(定: 정념 정정 정정진), 혜(慧: 정견 정사)이다.

붇다가 팔정도를 제시한 이래, 소승 불교의 수행 이론이 된다. 이에 대해서 대승 

불교는 수행 이론으로 6바라밀을 제시한다. 8정도와 6바라밀은 서로 짝이 된다. 

불교는 8정도와 6바라밀을 수행하는 종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와 무상과 무

아를 깨닫는 지혜를 얻는 것이다135).

(마) 불교는 허무주의인가?

어떤 이는 불교가 허무주의라고 본다. 그러나 불교는 허무주의가 아니다.

원래의 허무주의(虛無主義, Nihilism)는 기존의 가치 체계와 현재의 일체 권위를 

부인하는 라틴어인 니힐(nihil), 즉 없음에서 유래되었다. 허무주의는 존재하는 모

든 것은 무가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허무(nihil)는 사람들을 무한한 불안과 절망의 심연으로 끌어들인다. 허무주의는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기존의 신이나 구원, 진리로 대표되는 추구해야 하는 절대적 

가치 및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사상이다. 인간이 지금껏 믿어왔던 것을 

부정하는 사상이다. 절대적인 진리나 도덕 가치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며 기존

의 가치와 권위를 부정하고 허무의 심연을 직시하려는 입장이다.

절망적 수동적 니힐리즘은 인생에는 어떠한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여 쾌락을 탐

닉하거나 주변의 상황이나 타인에 대해 무관심(이기주의)하며, 반대로 능동적 니힐

리즘은 무(無)를 무로서 인정함으로써 자유를 탐구한다.

니체는 허무주의를 이중적 의미로 해석한다. 허무주의는 박탈인 동시에 해방이

134) 곽철환, �불교 길라잡이�, 276쪽.

135) 곽철환, �불교 길라잡이�,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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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절망인 동시에 희망이다. 수동적 허무주의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인식한 채 힘을 잃는 것으로 정신력의 퇴보와 몰락으로 이해된다. 능동적 허무주의

는 고양된 정신력으로 진리의 부재를 새로운 가치 창조의 기반으로 만들기 위해 

기존의 형이상학적 해석을 해체하고 파괴한다고 보았다.136)

불교가 허무주의로 오해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4성제 가운데 고(苦)의 진리. 이는 인간과 세계를 고통으로 파악한다. 고

통스러우면 무가치하다. 그러니까 허무주의가 아닌가로 오해한다. 둘째는 제법무아

(諸法無我), 제행무상(諸行無常)은 허무주의이다. 나도 없고(無我), 행위도 영원하지 

않다(無常)면 허무주의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셋째로 실체를 부정하고, 연기(緣

起)와 공(空)을 말하므로 허무주의라고 오해한다.

불교가 허무주의가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과 세계를 고통이라 하지만, 허무주의가 아닌 이유는 고통의 반대 상태

인 열반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가치가 없고 목표가 없는 것이 허무주의라면, 열반

의 가치를 인정하고 목표로 가지기 때문에 허무주의는 아니다. 그런데 만약 열반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면 허무주의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불교에서는 열반이 

매우 이루기 어려운 목표라고 하기 때문이다. 이루기 어려운 열반은 포기하고, 곁

에 있는 고통과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다. 열반

은 생사의 윤회를 벗어나는 피안의 세계로 감을 뜻한다. 모두가 열반으로 가는 것

은 아니지만, 열반을 목표로 노력을 하면, 행복과 평화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불교는 허무주의가 아니다.

둘째 무아(無我)와 무상(無常)을 정확하게 알면, 불교가 허무주의가 아님을 알게 

된다. 고통과 무아 무상을 받아들이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일반인의 길이

다. 고통으로 나아가면서도, 무아와 무상을 깨닫지 못한다. 이 상태로 가면 허무주

의가 된다. 다른 하나의 길은 붇다의 제안이다. 고통의 반대인 열반으로 가는 것이

다. 무아와 무상을 깨달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허무주의에서 벗어나고, 인

생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된다.

붇다의 이론은 4성제의 고(苦)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허무주의와 밀접하게 연결

되어 있지만 허무주의는 아니다. 허무에서 목표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고통을 벗어

나 해탈로 가는 것을 이룬 사람은 거의 없다.

여기에서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가 있다. 고통은 인간의 존재 조건이다.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면,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간 존재는 ‘무아(無

我), 무상(無相)’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면,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으로 갈 수 

있다. 열반은 멀리 있지 않고 올바른 진리를 깨닫는 바로 그 자리에 존재한다.

또한 프랑클이 제시한 바와 같이, 고통 속에서도 고통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발

견하면 가능해진다. 이 세상 어떤 일도 의미 없는 일은 없다. 고옹마저도 긍정적인 

의미로 승화시킨다면, 허무주의는 아니다.

136) 이진우, �니체, 실험적 사유와 극단의 사상�, 책세상, 2015, 3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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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연기(緣起)와 공(空)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면 허무주의와 다름을 알 수 

있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공(空)을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오해가 생긴다. 공

은 ‘비어 있다’는 의미로 연기법에 따라 채워지기도 하고 비어 있기도 한 것이다. 

집착과 번뇌로 채울 수도 있고 지혜와 깨달음으로 채울 수도 있다. 무엇으로 채워

지든 그것 또한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으므로 순간순간 변화하는 현상만 있는 것

이다.

무아(無我)라는 것을 실체가 없다는 것으로 단순하게 해석하면 오해를 할 수 있

다. 무아라는 것은 ‘고정불변의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항상 연기의 

조건으로 변화하는 나는 존재한다. 그 형태가 다를 뿐이다. 이는 붇다의 지혜 이론

으로 무지와 무명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공을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나며 번

뇌에서 벗어난다. 번뇌에서 벗어나면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게 된다. 공을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 무아를 정확하게 보느냐 아니냐는 해탈로 가느냐 아니냐를 

결정한다. 그래서 허무주의가 아니다.

삶과 현실이 고통인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두 가지 태도 중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불교와 허무주의는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허무주의와 정

면으로 맞서서 싸운다.

불교는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불변의 나를 부정하는 것이다. 불교는 죽

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시 그것이 조건이 되어 새로운 

형태로의 변화가 시작된다. 늘 변화하는 현상만 존재한다. 불교는 허무주의나 무의

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항상 변화하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사는 것

이다. 현실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연기법과 공(空)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자 노력

하는 것이다.

불교의 업(業) 사상이나 무상의 법칙을 알면 서양의 허무주의와 확실하게 다름을 

알게 된다. 불교에서의 죽음은 모든 업(業)의 종자가 알라야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연기적 조건이 형성되면 발현하여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일회성

이 아니다. 그러므로 선(善)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과거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지금부터 올바르고 선한 삶을 위해 능동적으로 살아간다면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즉 고정불변의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노력 여하에 따라 무한하게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 붇다의 연기 이론

유식불교는 붇다의 4성제와 연기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붇다는 소승의 시작

이고, 유식은 대승의 끝이다. 서로 다르지만 공통된 이론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사성제와 연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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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기의 뜻

연기(緣起)는 말미암아서(緣 원인) 일어남(起 결과)을 말하며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것으로 인과론이다. 고통은 연기, 인과 관계 속에서 생겨난다. 이는 원인을 

제거하면, 결과인 고통이 없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연기는 4성제 가운데 집(集)의 이론이다. 원인이 모임(集)으로써 결과가 나온다. 

모든 것은 연기 속에 있다. 원인과 결과의 연속일 뿐 실체인 자아는 없다는 것은 

무아설이다. 무아설의 다른 변용이 5온 이론이다.

연기(緣起)는 인연 화합에 의해 모든 것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인연 생기(因緣生

起)의 준말이다. 연기는 서로 의존하여 일어난다는 뜻의 상의성을 말한다. 불교를 

안다는 것은 연기를 안다는 것이며, 연기가 곧 불교이다. 인연법이라고도 한다. 모

든 현상적 존재는 직접적인 원인(因)과 간접적 조건(緣)에 의해 생긴다. 인(因)은 

원인이 되는 조건이고 연(緣)은 원인을 도와 결과를 낳게 하는 작용이다.137)

(나) 연기의 종류 무상, 무아

연기를 흘러가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상(無常)이다. 이것이 일어남으로 해

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소멸되어 없어짐으로 인해 저것도 없어진다는 것을 말

한다. 또한 연기를 존재하는 공간적인 것으로 보면 무아(無我)이다. 나가 없다는 

것은 고정불변의 나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시시각각 변해가기 때문에 ‘이것이다’

라고 말할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연기에 의해 생기소멸(生起消滅)하므로, 실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아와 무상이 합쳐진 것으로 이것을 공(空)이라 한다.

무상과 무아 이론은 “法과 行, 5온”에서 나오는 이론이다. 법(사물)은 “色 受 想 

行 識”(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색을 제외한 네 가지를 마음이라 한다. 연기와 

오온에는 불변의 나(자아)라는 실체는 없다. 이것은 무아론이다. 실체가 없음은 공

(空)사상이다. 공사상의 뿌리는 붇다에게 있다. 즉 무아론에서 공사상이 나온다고 

보아야 한다.138)

무상과 무아는 뒤에 삼법인 이론에서 서술하려고 한다.

(다) 12 연기

연기의 법칙을 꿰뚫어보는 것을 통찰(明 밝게 앎)이라 하고, 명에 반대되는 말이 

무명(無明)이다. 이 무명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연기의 조건이 된다. 무명

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이 일어나는 열두 단계를 12연기(十二緣起)라고 한다. 십이연

기는 괴로움이 무명(無明)이나 갈애(渴愛) 등의 번뇌와 행(行) · 취(取) · 유(有) 등

의 행위를 원인 또는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12연기의 시작은 무명(無明)으로 인해 생겨나고, 연이어 그릇된 행동을 하는 행

(行)이 발생하고, 행으로 인해 의식인 식(識)이 생긴다. 식으로 인해 정신과 육체를 

137) 곽철환, �불교 길라잡이�, 27-28쪽.

138) 곽철환, �불교 길라잡이�, 28쪽.



- 77 -

나타내는 명색(明色)이 일어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섯 가지 감각기관인 육처(六

處)가 일어나게 된다. 육처는 안(眼) 이(耳) 비(鼻) 설(舌) 신(身) 의(意)를 말한다. 

육처는 다시 접촉인 촉(觸)을 유발하고 촉은 느낌인 수(受)를 일으킨다. 수로 인해 

탐욕인 갈애 즉 애(愛)가 생기며 애는 그것을 집착하는 취(取)를 유발하고, 취가 있

으므로 그릇된 행위를 일으키는 유(有)가 있으며 유로 인해 태어남인 생(生)이 있

고 늙어서 사망하는 노사(老死)가 발생한다. 이처럼 무명(無明)으로 시작하여 노사

(老死)까지 연이어 생겨나는 것을 12연기의 순관이라고 하고 노사(老死)가 없다는 

것은 태어남이 없기 때문이라고 역으로 설명하여 무명이 없어지고 명의 단계로 가

는 것을 역관이라고 한다.

붇다는 12연기의 과정인 생사를 겪는 어떤 것도 불변의 자아가 아니라고 했다. 

다만 조건적으로 생기하는 제법의 연속인 인간존재라는 현상이 있을 뿐이다. 그리

고 과거 현재 미래로 연결되는 존재의 관계는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

고 했다. 같다고 하면 무아설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다르다고 하면 인과율과 책임

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두 견해를 떠나 중도적인 것으로 규정하였다.

무명은 팔정도의 정견을 통해 소멸될 수 있다. 붇다는 연기(緣起)법을 없는 것에

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선정 지혜를 통해 발견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프랑클도 의미

(意味)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둘은 유사성이 있다. 12연기의 흐름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무명(無明) → 행(行) → 식(識) → 명색(名色) → 육입(六入)

→ 촉(觸) → 수(受) → 애(愛) → 취(取)

→ 유(有) → 생(生) → 노사(老死)139)

연기는 또한 업(業)과 보(報)로 설명된다. 업(業)이라는 원인(因)이 있으므로 보

(報)라는 결과(果)가 있다. 업(業)이란 범어 카르마(karma)의 번역으로 움직임과 생

각까지 포함된다. 이를 신(身) 구(口) 의(意)의 삼업(三業)이라고 하는데, 몸과 입, 

의지로 짓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움직임 또한 업이라 할 수 있다. 업은 그 행위가 

갖는 영향력까지도 확대하여, 행위 자체는 물론이고 말의 정신적 의도까지 포함한

다. 이는 삼업(三業) 즉 신체와 마음과 의도로 축적되는 모든 것과 인과(因果)를 포

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은 착한 행위(善業)과 악한 행위(惡業) 그리고 무기업

(無記業 특징을 정의할 수 없는 행위)으로 나눈다. 선한 행동으로 쌓는 선업과 악

한 행동을 하는 악업은 과보를 이루고 윤회의 원인이 되지만, 무기업은 선도 악도 

아닌 것으로 과보를 이루는 업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흔히 업은 짓는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업이 생성되는 것이 생각과 의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의념(意念)대로 옳고 그름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다시 의업

(意業)은 정신 내부로 활동할 수도 있고 외부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를 통상 사

139) 길희성, �인도철학사�,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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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思業)과 사이업(思已業)이라 한다.

업은 외부로 나타날 수 있지만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좋거나 나쁜 것의 구

분에 따라 선업과 악업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 선과 악은 10선업(十善業) 10악업

(十惡業)으로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는 업보(業報) 사상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중생

들의 모든 행위는 업력의 소산이라고 보고 있다. 만일 우리가 삼업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한다면 그 결과는 항상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사람의 행위가 

좋은 방향으로 전환되면 올바르고 평화로운 세상이 됨은 당연하다. 사람은 행위를 

멈추고는 한시도 살 수 없다. 그 행위가 선이든 악이든 살아있는 한 어떤 형태로

든 어떤 행위를 할 수밖에 없지만 가능한 그 행위는 선한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한

다. 이렇게 행위가 선하게 전개되는 것을 10선업(十善業)이라 한다.

불교에서는 10선업을 통해 인간에게 씌워진 죄업의 굴레를 탈피하여 진정한 행

복을 가능케 한다고 생각하기에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은 올바른 행위라고 여긴

다. 이렇게 모든 업이 그 결과로 나타내는 것을 업보(業報)라고 한다. 즉 모든 것

이 연관되어 나타난다는 의미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듯이, 과거의 어떤 행동

이 원인이 되어 오늘에 결과가 나타나고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의 결과가 미래가 된

다는 것이다. 지금 행하고 있는 행위가 미래의 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결과

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또 다른 업의 원인이나 조건이 된다.

씨앗과 과보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업인(業因)의 체성이 뚜렷하여 동질

성의 업과(業果)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즉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당연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연기는 업의 힘에서 벗어나는 자유와 

해방의 가르침이 될 것이고, 연기를 아는 이가 곧 불교를 아는 것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은 ‘대자유’를 향한 삶을 촉구하는 것이다.140)

(라) 무명과 업(業)

인간은 의식(意識)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문화를 창조해 왔다. 복잡다단한 인

간 역사는 의식의 전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붇다는 무명(無明)으로 인해 연기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즉 인류중생의 무지

몽매를 일깨우기 위하여 업보(業報) 윤회(輪廻) 전생(轉生)의 업 사상을 천명하였

다. 붇다는 업력이 역학적 인과관계에 의하여, 인연(因緣) 화합과 상의 상관(相依相

關)의 관계에서, 그 마음의 주체의지에 의하여 강약이 나타남을 깨우쳤다. 이를 통

하여 사람들이 허구적인 창조론과 숙명적 운명적 허무주의에서 탈피하고 자유로운 

업력의 주체가 되도록 하였다. 특히 인과응보의 교설과 더불어 업의 본질이나 분류

에 관한 고찰이 심화되었고, 행위에 대한 과보(果報)로서의 업은 자연법칙적인 인

과(因果)만이 아니라 인간사회의 윤리성에 직결된다는 것을 간파하도록 하였다. 즉 

인간가치 판단의 기본적인 것으로서 업보를 나타낸 것이다.

140) 이진경,『불교를 철학하다�,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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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훈습과 업의 종류

인간은 몸과 말과 뜻을 통하여 업을 행하고, 그 행위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표업

으로 남는다. 인간이 행하는 일이 그 사람의 마음을 성숙하게 하고 마음속에 남게 

하는 것을 향기가 의복에 배어들게 하는 것에 비유하여 훈습(熏習)이라 칭한다.

훈(熏)은 연기를 씌어서 배어들게 한다는 것이며 훈증, 훈제로 표현된다. 염(染)

은 물들임. 물감이 배어 듬, 習을 설명한다. 習은 자주 자꾸 되풀이 한다는 의미로 

습관, 관습을 말한다. 업(業)과 보(報)의 같은 행위를 계속하면, 그 행위가 연기로 

배어들고, 물감처럼 배어든다. 습관이 된다. 이렇게 되면 그 업에서 벗어날 수 없

다. 훈습을 잊지 않고 내 행위를 늘 반성해야 한다. 이것이 물들이고 배어드는 것

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10선업(十善業)141)은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 것. 훔치지 않는 것. 음란한 짓

을 저지르지 않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남을 괴롭히는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간질하지 않는 것. 교모하게 꾸미는 말을 하지 않는 것,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 화를 내지 않는 것. 그릇된 견해를 갖지 않는 것을 말한다.

10악업(十惡業)142)은 몸으로 생명을 해치는 일,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일, 망령된 말, 두 가지 말, 욕하는 말, 거짓말, 탐욕스런 마음, 화내

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등을 일컫는다.

선업은 공덕(功德)이라 하여 모두가 지향해야 할 업이고 악업은 업장(業障)이라 

하여 지양해야 할 일이다.

악업의 잠재 여력은 욕망과 우치(愚癡, 어리석고 못남)와 진에(瞋恚, 눈을 부릅뜨

고 성냄)에 의하여 생긴다. 그 과보와 동질성의 습기(習氣)가 잠재 여력으로 남아 

업장(業障)이 된다. 이것은 다시 생물이 공통으로 받는 공업(共業)과 개개생물, 즉 

유정세간(有情世間)에서의 불공업(不共業)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곧 개인의 업(個

業)이 공업으로, 공업이 개인의 업으로 연결되어 사회업(社會業)의 공존 공영으로 

인한 윤회전생의 순환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사회와 개인이 결

코 무관한 관계가 아님을 업을 통하여 인식시키고, 이와 같이 업의 속성을 파악하

는 것이 깨달음의 첫 걸음이 됨을 강조한다. 업은 일상생활의 굴레로써 회전하고 

있는 것이다.

자업자득(自業自得), 자작자수(自作自受)는 자신이 지은 업은 자신에게로 되돌아

온다는 말이다. 업력은 대부분 자유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겨진다. 업력은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힘을 말하는 것으로 습관과 비슷하다. 업력은 습관적으로 자

신도 모르게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한다. 업력은 물체가 

외부의 힘을 받지 않는 한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의 상태를 지속하려고 하는 관성

적인 일을 하게하고 자유는 이 관성적인 일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143)

141) 곽철환,『불교의 모든 것�, ㈜ 행성비. 2014, 76쪽

142) 고익진,『불교의 체계적 이해�, 광륵사, 2015, 3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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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자유 의지 - 벗어나려는 노력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는 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와 연결되기도 한다. 업

과 연기는 진행되는 방향의 관점에서 상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기는 원인이 

되는 씨앗에 다른 조건을 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업은 훈습으로 인해 체화 

되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만든다. 체화된다는 것은 지식이나 기술, 사상이 직

접경험을 통해 자기 것이 되는 것을 말한다. 똑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은 

체화된 훈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관성적으로 

움직이려는 업에 대해 연기적 조건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업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왜 매번 같은 일로 고민하게 되는가를 잘 관찰해보면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 선한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엄청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었다고 해도 지금의 조건에서 만족할 수 

없는 업의 궤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최선의 삶인지를 매번 생각하고,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매번 고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악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람에게도 교육과 감성, 공감, 역지

사지의 생각을 하게하여 악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물론 강력한 처벌을 통해 

저지할 수도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같은 상황이 되면 다시 악업을 행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업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연기적 조건의 변화

가 필요하다. 불교에서는 업경대가 있어 자신의 업을 빠짐없이 비추고 기록하여 그

에 준하는 상벌을 준다고 한다. 이는 오차(誤差)없이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늘 선업을 쌓으면서 살아가라는 교훈을 준다.

(3) 붇다의 삼법인(三法印)

법은 존재자, 사물을 뜻하고, 印은 도장이다. 동사로 존재자나 사물에 도장 찍는

다는 의미이다. 모든 사물에는 도장 낙인이 찍혀있다. 불교의 근본이념에는 제행무

상, 제법무아, 일체개고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

불교는 현상의 구조와 성질에 대해 초기에는 삼법인으로 설명한다. 이를 줄여 무

상(無常) 무아(無我) 고(苦)라고 한다.

첫 번째가 제행무상(諸行無常)이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이란 “우주 만물은 하나의 

형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생사(生死)와 인과(因果)가 끊임없이 윤회

(輪廻)하여 고정된 형태가 없다”는 뜻이다. 즉 인연에 따라 있는 것으로 본래 그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다.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생멸하는 것이다. 물(物) 심(心)의 

모든 현상은 시시각각으로 생멸변화(生滅變化)하여 항상 변천하는 것을 말한다. 똑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는 것처럼 항상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은 

143) 이진경,『불교를 철학하다�, 한겨레출판(주), 2017,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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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강물은 흘러가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고 인간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이

다. 무상(無常)은 본래 고정된 것이 없으며 모든 사물은 정해진 바가 없이 존재한

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제법무아(諸法無我)이다. 만유의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긴 것이어서 

고정된 자아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무아(無我)는 일상생활에서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현상도 다른 현상과 연결하여 있는 것이지 완전히 독립

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즉 나라고 규정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아(無我)라는 단어는 ‘나라고 할 만한 존재가 없다’는 것이다. 

무엇이 ‘나’인가? 나라는 존재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지금

을 나라고 한다면 과거와 미래의 나는 내가 아닌가? 과거의 나도 지금의 나를 있

게 하는 원인이고, 지금의 나는 미래의 내가 있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과

거, 현재, 미래 모두가 ‘나’이다. 다만 불교의 시간으로 계산하는 찰나(刹那)로 보

면 늘 변화하는 나만 있는 것이다. 즉 고정불변의 ‘나’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나라는 것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

세 번째는 일체개고(一切皆苦)를 말하며 고(苦)의 원인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모순에 있다. 일체개고의 현실인식은 현실 또는 존재(existence) 그 자체에 

고(苦)라고 하는 고정된 성질 또는 실체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즉 이 세상에 존

재하고 있는 것은 시시각각 흘러가고 변화하고 있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諸行無常) 고정되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고정적 실체가 없는데도(諸法無我) 그것

을 실체라고 고집하려 하는 데에 고(苦)의 원인이 있다.

그리고 이 삼법인에 열반적정을 추가하여 사법인이라고도 말한다. 네 번째는 나

중에 넣은 것이다. 삼법인은 기본적으로 연기설이다. 연기설은 제행무상, 오온이론, 

제법무아이다. 결론적으로 일체개고이며 그 대안이 네 번째인 해탈이다.

네 번째는 열반적정(涅槃寂靜)으로 열반은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영원한 진리를 

깨달은 경지인 멸도(滅度)를 말하며, 적정도 번뇌를 떠나 괴로움이 없는 해탈 열반

의 경지를 말한다. 불교의 이상(理想)은 곧 열반적정이다. 붇다는 인생의 고(苦)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모든 괴로움과 번뇌에서 벗어나 안온한 상태인 열반적정의 상

태가 되는 것은 올바른 지혜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집착에서 벗어나면 가능한 것

이라고 한다.144)

불교는 제법무아의 자아와 관련해서 아트만, 오온(五蘊), 사대(四大)를 말한다.

(가) 브라만, 아트만과 무아설

붇다의 3법인 이론은 무아설이다. 이는 인도의 정통파 철학인 우파니샤드의 ‘브

라만-아트만’ 이론을 부정하는 것이다.

브라만이란 우주의 실체이고, 아트만은 나(자아)의 실체이다. 브라만은 신들과 구

별되며, 그들의 힘의 근원이 되는 더 궁극적인 힘 내지 실재를 말한다. 우리가 지

144) 곽철환, �불교 길라잡이�, 3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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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세계는 현상들이다. 현상은 늘 변화한다. 변화하는 현상 뒤에, 불변의 실체

가 있다. 이 세계의 실체는 브라만이고, 나의 실체는 아트만이다. 우파니샤드에 의

하면 브라만은 아트만과 같다. 범아일여(梵我一如)이다.

이는 반대로 보자면, 일체의 현상계는 브라만이 전개, 변화하여 생긴 것이다.(전

변설) 혹은 브라만과 상관없이 환상 비슷하게 만들이진 것이 현상이다.(가현설) 요

컨대 브라만은 우주의 궁극적 실재이다.

이와 대조되는 것이 아트만이다. 이는 인간 존재의 핵이자 인격의 근본 원리라 

할 수 있다. 사람이 늘 변해도, 아트만은 불변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아트만에 근

거해서 사람의 현상이 생겨난다.145)

아트만은 인도 철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의 하나이다. 인간 존재의 영원한 핵

으로, 죽은 뒤에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 브라만의 우주 작용의 

근거가 되며 정신적, 영구적인 실체이다. 《베다(Veda)》에서는 개인이나 세계의 기

식(氣息), 영혼, 생명 등으로 파악된다. 인도 철학에서 깨닫는다는 것은 아트만에서 

브라만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힌두교에서는 궁극적인 실재인 브라만이 바로 아트

만이라고 주장한다.

브라만교에서는 아트만과 브라만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설파한다. 변화하는 

현상 세계를 넘어서서, 브라만과 아트만이 실재라는 사실을 알고, 나아가 아트만이 

브라만과 동일함을 알 때, 해탈하고 윤회가 멈춘다고 한다.

윤회는 변화하는 현상 세계이다. 브라만-아트만은 불변이다. 윤회가 없다. 붇다

의 연기설과 삼법인을 깨닫는 그 순간이 해탈의 순간이다. 이는 무아(無我)설이다. 

‘我’에 해당되는 아트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존재하는 불변의 아트만

을 부정하는 것이다.

브라만교에서는 내가 ‘브라만-아트만’임을 깨달을 때 해탈한다. 반면 붇다는 내

가 ‘브라만-아트만’이 아님을 깨달을 때 해탈한다. 서로 정반대이다. ‘나’가 없으

면, 윤회전생(輪廻轉生)을 할 주체가 없다. 따라서 ‘나’가 없으면 고통을 받을 주체

가 사라진다.

(나) 5온 이론

‘반야심경(般若心經)’의 첫 부분은 “照見五蘊皆空, 度一切苦厄”이다. 관자재(觀自

在, 관세음) 보살이 “오온(五蘊)이 다 공(空)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통과 재난

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이다.

이때의 오온(五蘊 다섯 덩어리)은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으로 인간의 육체와 정

신을 말한다. 즉 오온은 나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 곧 색온(色蘊) 수온(受蘊) 

상온(想蘊) 행온(行蘊) 식온(識蘊)을 이른다. 육신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지수화풍

(地水火風, 4대)의 모임인 색온(色蘊)이고, 정신을 이루는 부분이 수상행식(受想行

識)이다. 수(受 받아들임)는 안이비설신(眼耳鼻舌身)으로 받아들인 것을 인식하는 

145) 길희성, �인도철학사�,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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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 작용이며, 상(想 생각)은 감각 지각을 통하여 인식된 것을 사유하는 표상 작

용이다. 행(行)은 상(想 생각)과 식(識 의식)의 작용을 결합하여, 행위를 하는 것이

다. 식(識 의식)은 모든 의식을 통합하고 판단하는 분별 작용을 한다. 오온이 공하

다는 것은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의 다섯 덩어리 모두가 공(空)하다는 것이다. 색

(色 색깔), 즉 물체 혹은 육체는 모두 제법무아(諸法無我)이고 제행무상(諸行無常)

이다. 수상행식(受想行識)도 마찬가지로 무아이고 무상이다. 그 다섯 덩어리 어떤 

것에도 ‘일정함’과 ‘나(자아)’라는 것이 없다.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제법무아, 제행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苦)”

라고 인식하는 것도 허상이다. ‘자아’가 없기 때문에, 고통을 받을 주체가 없다. 

‘무상(無常 일정함이 없음, 변화함)’하기 때문에, 무상(無常 변화)을 받아들이면, 고

통스럽지 않게 된다. 이런 점에서 고통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이다.

고(苦)가 허상임을 알기 때문에, 고(苦)에서 벗어나 열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반야심경의 핵심이다. 선과 악도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기에 악을 명하고 선을 실행하는 것도 그 주체는 마음이며, 중생과 범부의 무지를 

정화하고 깨닫게 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도 마음이 한다는 뜻이다.

(다) 4대 이론

인간의 신체는 지수화풍(地 水 火 風)의 4대 물질로 이루어졌다. 지(地)는 고체로 

뼈나 살, 힘줄 등을 말하며, 수(水)는 액체 즉 혈액, 침, 점막, 소화액, 각종 호르몬 

등을 말하고 화(火)는 에너지 온기나 기운 같은 것, 풍(風)은 기체로 호흡이나 산소 

및 이산화탄소 같은 것이다. 죽음을 맞으면 인체는 지수화풍이 흩어져 각각의 근원

지로 돌아간다고 한다.146) 하지만 과학적인 측면과 다른 점은 이 지수화풍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연소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흩어진 종자는 다

시 어떤 인연을 만났을 때 지수화풍의 성립 원인이 되고 또 다른 윤회의 조건이 

된다. 똑같이 흐르는 강물은 있을 수 없고 그러므로 당연히 같은 강물에 두 번 발

을 담글 수 없다. 어제의 내가 다르고 오늘의 내가 그리고 지금이라고 말하는 현 

시점의 나는 다르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윤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나’라는 것은 지금 여기 윤회 속에 존재한다. 나

를 구성하는 실체는 수 만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포는 죽고 새로 생겨

나는 것을 반복한다. 그래서 1초 전의 나는 지금의 나와는 다르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미 윤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매 순간순간 찰나마다 변해가는 것이다. 이는 

순간순간 조건에 의해 윤회하는 것을 말한다. 인연에 의해 생기소멸(生起消滅)하는 

무아이기 때문에 윤회가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윤회는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가지지 

않는다. 무아이면서 윤회한다는 것이 연기의 핵심이다. 연기는 조건 발생이다. 조

건에 의지해서 생기는 것이므로 조건이 없으면 사라진다. 즉 조건이 생기면 언제라

도 윤회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조건조차도 무아인 것이다. 붇다는 윤회의 조건이 

146) 곽철환, �불교 길라잡이�,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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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과 ‘갈애’ 그리고 업이라고 하였다. 업에 있어서도 지금 내가 많이 먹으면 살

이 찌고, 다이어트를 하면 살이 빠지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이 연기(緣起) 속에 존재

한다. 붇다도 윤회의 실체가 일정한 형태가 아니라고 하였다. 생각도 연기와 같다. 

지금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뀌는 것이다.

(4) 무아와 윤회의 모순 문제

무아와 윤회가 모순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아(無我)는 ‘고정된 불변의 나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윤회(輪廻)는 ‘삶과 죽음

을 되풀이하는 것’, ‘함께 흘러가는 것’이라는 뜻이다. 윤회를 한다는 것은 주체가 

있어야 한다. 무아(無我)는 ‘나’라는 주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윤회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무아(無我)는 현재 지속하고 있는 

‘나’라는 주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상관없이 ‘영원히 불변하는 단독자’

로서의 ‘나’라는 주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윤회는 바퀴가 멈추지 않고 굴러가듯이 

삶과 죽음을 되풀이하는데, 현재에서 변화하는 자아도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6도

(道)에서 생사를 계속해서 반복한다.

인간의 여섯 가지 존재 유형인 6도(六道 여섯 길)는 중생이 저지른 업에 따라 생

사를 반복하는 세계를 말한다. 즉 윤회하면서 여섯 가지 중 하나로 태어난다. “지

옥(地獄 악귀), 축생(畜生 사오정), 아귀(餓鬼 저팔계), 수라(修羅 손오공), 인(人 3

장 법사), 천(天 부처님)”을 말한다. 도(道)는 ‘상태’, ‘세계’, ‘이르는 곳’이라는 뜻

이며, 취(趣)라고도 한다. 괄호 안의 ‘사오정 저팔계’ 등은 �서유기�에서 6도를 형

상화한 인물들이다.

六道의 세계는 다음과 같다. 지옥은 뜨거운 형벌을 받는 8열 지옥(八熱 地獄)과 

혹독한 추의로 받는 8한 지옥(八寒地獄)으로 나눈다. 축생(畜生)은 짐승, 혹은 짐승 

수준의 인간을 가리킨다. 아귀(餓鬼 굶주린 귀신)는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도 모르는 끝없는 탐욕을 가진 자를 말한다. 지옥보다는 가벼운 형벌을 받지만, 목

구멍이 바늘보다 작아 먹으려고 해도 먹지 못해, 늘 배고픔에 허덕이게 된다. 수라

는 권력 추구형 인간을 말한다. 그래서 수라가 가는 곳은 난장판 싸움판, 즉 아수

라장이 벌어진다. 싸움만을 일삼는 나쁜 귀신을 뜻한다, 인도(人道)는 인간계를 말

하며, 우리가 사는 곳을 남쪽의 섬부주라 하고, 인간만이 부처를 만나 부처의 가르

침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천도(天道)는 신들의 세계라는 뜻

이다. 이 육도윤회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윤회라고 한다.147)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 ‘무아(無我)인데, 실체도 없는 무아가 어떻게 윤회

(輪廻)하느냐’는 모순을 알아보자. 윤회를 하려면 업보가 일치해야 한다. 업(행위)에 

대한 보(결과)가 일치하려면, 연속되는 실체가 있어야 한다. 즉 ‘자아’를 인정해야 

147) 곽철환, �불교 길라잡이�, 132-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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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런데 불교는 자아가 없다는 무아설을 주장한다. 불교는 무아설을 연기설과 

오온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아가 없으면 업보가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윤회(자아)와 무아(연기 오온)는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김진은 칸트의 선험철학의 시각에서 무아(無我)와 진아(眞我), 윤회(輪廻)의 문제

를 제기하면서 무아 윤회 논쟁을 촉발시켰다.148) 선험(先驗)은 ‘경험 이전’의, “경

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원인”을 말한다. 즉 대상들을 다루는 것(경험)이 아니라, 

대상들을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을 따지는 것을 ‘선험적’이라 한다. 이러한 개념들

의 체계가 선험철학이다. ‘선험적 탐구’ 혹은 ‘선험적 비판’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대상을 다루는 것(경험)이 아니라, 대상 일반의 가능 조건에 대한 탐구(선험)와 관

련된다.149) 경험은 감각 지각이다. 경험(윤회)이 가능해지려면 어떤 조건이나 원인

이 필요하다. 실제의 존재 여부는 잘 모르지만 있어야 한다고 요청하는 것이다. 

윤회와 인과 연기, 카르마는 경험 세계이다. 김진은 무아와 윤회를 ‘붇다의 무아

설을 중심으로 다르마(dharma 法) 이론과 카르마(karma 業) 이론 사이에서 제기

되는 모순’이라고 규정했다. 무아와 윤회의 모순과 다르마와 카르마의 모순은 서로 

다른 것이다. 윤회와 다르마는 일반적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무아와 다르마는 어떻

게 연결되는가?

김진은 무아설과 윤회설이 무모순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칸트의 요청 이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칸트는 이론적으로 그 존재를 증명할 수도 없고 반박할 수도 없

었던 개념들을 도덕법의 구속과 최고선의 실현 가능성을 위하여 요청한다. “신의 

존재, 자아의 불멸” 등이 그렇게 요청된다. 이처럼 무아와 윤회의 모순도 ‘자아 통

일성의 요청(Postulat der Ich-Einheit)’에 의해 해소할 수 있을 것”150)이라 한다. 

하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아 통일성’은 독일어의 ‘Ich-Einheit’를 번역한 것이다. Ich는 나이고, Ein은 

하나, heit 명사형 어미이다. 따라서 “나 – 하나임”이라는 뜻이다. 무아와 윤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진은 ‘자아의 통일성’(Ich-Einheit)을 요청한다. 통일성

은 개인이 윤회 속에서 생사를 반복하더라도 유지되는 동일한 것이다. 그런 동일한

-단일한 것을 요청한다. 나는 이승이든 저승이든 ‘하나’이다. 이것을 요청하면 윤

회와 자아 모순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렇다. 대체 누가 어떤 자격으로 요청하는가? 누구나 요청하면 그것이 

존재하는가? 칸트가 요청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요청하는 것이 같은가?

김진은 다르마와 카르마의 개념을 모순으로 본다.

다르마(dharma, 法)는 모든 개인이 자신의 가족, 그가 속한 집단, 국가,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한 의무의 총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인도에서는 다르마에 규정되

어 있는 것이 무엇이든 절대적 진리로써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더라도 수행해야만 

148) 김진, ｢칸트와 불교: 칸트사상과 불교사상의 체계적 연관성에 대한 고찰｣, �철학� 36, 1991.

149) 임수지, ｢칸트 실천철학 내 선험 논변: 예지적 인과의 정당화｣, 이화여대, 2016, 7쪽.

150) 김진, �칸트와 종교�, 세창출판사, 2018, 632-6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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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절대적 진리로 믿어왔다. 불교에서의 다르마는 진리나 정의라는 말이 가장 근

접한 말이다.151) 다시 말해서, 다르마(dharma)는 본래 ‘법, 법률 관습’을 뜻한다. 

불교에서 그 뜻을 확장해서, 붇다의 가르침, 또는 진리라는 뜻으로 쓴다. 다르마, 

즉 법률이나 관습은 ‘나’를 가정한다. ‘나’는 자아이고, 행위 주체이다. 행위에 대해

서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라온다. 책임과 의무, 권리를 귀속시킬 주체가 있어

야 한다. 기본적으로 법률, 관습, 나아가 국가 체제에서 핵심이 ‘자아’를 인정하는 

것이다.

카르마는 業과 報, 즉 행위와 결과에 적용된다. 業과 報는 원인과 결과이다. 물

리적 세계에서 원인-결과 관계는 자아가 불필요하다. 무아론에서도 가능하게 된다.

카르마는 범어(Sanskrit)로 ‘karman’이다. 이는 ‘行爲하다’ ‘만들다’ ‘하다’라는 

동사의 어근 ‘Kr’에서 유래한다. 단수 주격형인 ‘kar’(作)와 ‘ma’(事)의 결합이 

‘karma’이다. 중국에서는 이를 ‘갈마(羯磨)’라고 음역하고, 뜻을 ‘業, 作, 作業, 所

作, 所行’이라 번역한다.152)

(가) 무아이면서 윤회가 가능한 점

불교에서는 제법무아, 제행무상을 근거로 고정불변의 ‘나’가 없을 뿐 변화하면서 

이어지는 나는 존재한다.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를 하느냐”는 문제를 “無我이니까 윤회한다”는 것으로 해

석을 해보자. 윤회의 주체는 첫째 고정된 부분인 실체로서의 윤회와 둘째 항상 변

화되는 부분인 무상으로서의 윤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고정된 실체로서는 

윤회가 불가능하지만, 변하는 모습으로서의 윤회는 가능하다. 어느 부분을 보느냐

에 달려 있다. 어느 한쪽의 관점으로만 설명해서는 모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다.

자아의 고정된 실체 부분은 변화할 수 없다. 따라서 윤회할 수 없다. 윤회라는 

것은 변화이다. 반대로 자아의 변화하는 부분은 윤회할 수 있다. 윤회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윤회와 무아설이 모순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때 

모순은 자아의 행위가 책임, 의무, 권리를 가지지 못 한다는 점에 있다. 자아(我, 

고정된 나)가 있어야 책임과 의무, 권리가 부여된다.

이는 결국 ‘원인과 결과’ 이론으로 이어진다. 내 행위가 원인이면, 그 결과도 

‘내’가 받아야 한다. 만약 고정된 ‘나’가 없다면, 원인-결과가 제대로 연결될 수 없

다. 자아를 불변+변화, 둘로 구성할 경우,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문제는 이럴 경

우, 붇다의 무아설과 충돌한다. 붇다는 자아에 ‘불변의 실체’가 없다고 한다. 변화

하는 자아뿐이다. 그러면 ‘변화하는 자아’만으로 ‘윤회-무아’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가?

자아가 고정된 실체이면, 윤회할 수 없다. 윤회는 변화이고 변화는 고정됨과 모

151) 황정수, ｢아쇼카의 다르마 政策에 나타난 社會 福祉 思想 硏究｣, 동국대학교, 2002, 32-33쪽.

152) 김태숙 ｢『阿含經』에 나타난 業에 對한 硏究｣, 동국대학교, 2007,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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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다. 그렇다면 자아를 ‘불변+변화’로 보자. 자아는 짧은 기간 동안은 불변이다. 

그러나 긴 시간에서는 변화한다. 한 달, 1-2년은 불변의 자아이다. 그러나 10-20

년을 놓고 보면 자아는 변화한다. 길희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十二支緣起說에 의하면 前生과 後生에 있어서 개인의 인격적 연속성을 보장해 주

는 것은 識 혹은 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識이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조건적으로 

성립되며 항시 변하고 있는 하나의 흐름일 뿐이며, 어떤 永久不變의 영혼이나 自我

는 아닌 것이다. 흐름이라 하여 識의 자기 동일성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변하는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의 연속성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

은 現世에 있어서나 혹은 現世에서 來世로 넘어갈 때나 마찬가지라 한다.153)

자아의 불변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아가 책임 권리 의무를 지게 되고. 변화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윤회할 수 있다.

(나) 알라야식 윤회와 무아설

인도의 대승 불교는 중관사상과 유식사상의 대립으로 이어진다. 중관사상은 일체 

모두를 공(空)으로 규정하고, 유식은 일체 모든 것이 의식(識)이라고 한다. 이는 정

확하게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유식은 ‘人空法有’를 말한다. 인간은 영원불변의 자아가 없고 단지 물리적 심적 

요소들의 결합으로 생긴 현상적 존재이다.154) 모든 존재자(法)은 8識 알라야식의 

씨앗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공(空)하다. 개인들은 유한하지만, 8식 알라야식은 

영원히 존재한다. 개인의 측면에서는 무아(無我)이지만, 알라야식이 있다는 점에서 

아(我)가 있다. 이 때문에 윤회의 근거가 생긴다.

유가행파에서는 육식(六識) 아래 심층적인 ‘알라야식’을 세우고, 이 알라야식이 

자기 존재의 궁극체이며 동시에 윤회의 주체이기도 하다. 이것이 ‘알라야식 연기’

이다. 즉 알라야식에는 모든 존재를 낳을 가능성인 종자(種子)가 저장되어 있다. 7

식 마나식은 8식과 단절되어 있다. 8식을 어렴풋이 자각하고, 그것을 ‘자아’라고 

간주한다. 그래서 아집(我執)이 생긴다. 알고 보면 그것은 ‘나’가 아니라 알라야이

다. 7식이 알라야를 ‘나’라고 간주하면, 결국 나의 행위의 원인-결과, 업보는 연결

된다. 8식 알라야를 가지고 연기를 설명하게 된다. 8식의 씨앗이 펼쳐짐을 중심으

로 연기를 설명한다.

이를 “무아이니까 윤회한다”로 해석하여 ‘나’라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윤회가 가

능하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아(我)는 실체로서의 아(我)가 아니라 윤

회하는 존재로서의 아트만을 말한다. 무아(無我)는 제법무아의 뜻으로,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고정

불변의 형태로 존재하는 ‘나’가 있다면 윤회할 수가 없다. 늘 변하는 종자로 존재

153) 길희성, �인도철학사�, 57쪽.

154) 길희성, �인도철학사�,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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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윤회가 가능한 것이다.

(다) 물자체(物自體)와 알라야식

칸트는 사물의 실체를 물 자체(Ding an sich)155)라 한다. 사물은 현상(속성)+실

체로 이루어진다. 경험론의 원칙은 “존재함=지각됨”이다. 속성은 지각된다. 따라서 

존재한다. 반면 실체는 지각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존재이다. 이는 경험론의 주

장이다. 반면 칸트는 이를 부정하고, 실체가 지각되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한다. 그

것을 ‘사물 자체’라고 했다.

어떻게 보면 물 자체는 알라야식과 비슷할 수 있다. 알라야식이 씨앗을 저장하듯

이, 물 자체는 속성들을 붙잡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속성이 아니라 실체(물 자체)를 인식하려 했다. 그러나 사물의 물 

자체는 인식할 수 없다. 인식하면 그것은 속성이지, 실체(물 자체)가 아니다. 그러

면 내가 물 자체를 인식할 유일한 곳은 어디인가? 객관 대상이 안 되면, 반대로 

주관 자아로 가야 한다. 나도 사물의 하나이고, 그러면 현상+실체일 것이다. 나 자

신의 안을 들여다보니까, 무엇이 있었는가? ‘맹목적 의지’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

이 ‘물 자체’이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세계는 의지와 표상으로 구분된다. 주관에 의해 인식의 대상

이 되는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과의 법칙이 지배하는 현상 세

계이다. 이와 반대로 의지의 세계는 인식 불가능하며, 현상 너머에 있는 물자체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표상으로서 세계는 사실은 맹목적 의지가 개별화의 원리에 따

라 현상된 것이다. 인간은 맹목적 의지에 지배를 받는 존재이다. 쇼펜하우어에 따르

면 맹목적 의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형태는 충동이다. 인간의 모든 욕망은 바로 

맹목적 의지가 발현된 것이고, 욕망에 대한 충족은 불가능하다. 인간의 고통은 바로 

맹목적 의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에서 비롯된다.156)

전체적으로 보자면, 칸트의 물 자체는 알라야식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

이 더 많다. 그리고 물 자체 이론을 발전시킨 쇼펜하우어의 ‘맹목적 의지’는 알라

야식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

(라) 유일무이

붇다의 탄생설화에 의하면, 붇다는 ‘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 말했다. 이는 얼핏 

보면, 윤회설과 반대가 된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오직 나만 존귀하다는 뜻으로 

오해하기가 쉽다. 그러면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오직 나 혼자 존귀하다는 것은 

155) 기본적으로 인간의 의식 밖에 인간의 인식과 독립해서 존재하며, 지각과 사유를 통해 인식에 

주어지는 방식과는 구별되는 그 자체로서의 사물 또는 객관적 실재를 가리킨다. 칸트에 따르면 

우리는 물 자체를 인식할 수 없고 다만 현상의 세계만을 알 뿐이다.

156) 정낙림,「고통과 예술 -쇼펜하우어의 의지의 형이상학과 예술의 역할」경북대학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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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뜻일까? 말 그대로 해석하면 신들과 인간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이다. 이는 유신론적인 타 종교와 차별화하기 위함이다. 붇다의 절대적 위치를 

상징한다.

위와 같은 구절 다음에, ‘三界皆苦, 吾當安之’ 또는 ‘我當安之’ 라는 구절이 이어

진다. 이는 “삼계가 다 고통이니, 내가 마땅히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다. 생각이 있는 곳은 모두 고통이라는 것이다. 고통은 힘들게 해서 고통이고, 즐

거움은 지속되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고통이다. 이를 마땅히 편안하게 하겠다는 것

은 본질적인 행복을 알려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붇다가 홀로 존귀한 세존이라서 그 힘으로 너희를 편안하게 한다는 것으

로 해석하기도 한다. 편안함을 주는 자와 편안함을 받는 자가 달라서 상하 관계라

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혼자만 존귀해서도 아니고 상하관계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로고테라피에서 각 개인이 발견하는 의미는 그 사람만의 유일무이한 것이다. 다

른 사람이 그런 의미를 가질 수는 없다. 다른 무엇으로 대체될 수 없다. 이는 붇다

의 ‘천상천하 유아독존’과 어느 정도 연결된다. 이 세상에 나 하나의 유일무이함이

다. 유일무이하다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갖는 특성이기도 하고 인생 전체의 

특성이기도 하다. 이 특별한 유일무이한 상황들의 연속이 바로 인생이고, 인간은 

본성과 존재로 볼 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다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따라서 각 개인이 타고난 본성의 유일무

이함으로 인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의 삶은 유일무이한 것이다. 

유일무이함이란 삶의 보편적인 의미라는 것은 없으며 오로지 어떤 개별적인 상황

이 지닌 유일한 의미만 있을 뿐이라는 뜻이다. 때로는 인간에 의해 공유되는 의미

들도 존재하는데 이런 의미들은 어떤 특정한 상황과 연관이 있다는 것 보다는 인

간의 조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의 중심은 각 개인이다. 내가 중

심이 되어야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고 ‘나’라는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

다. ‘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제법무아’를 여실히 깨달아야 한다.

결국 유일무이에 대한 붇다의 말은 윤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2) 부파, 아비달마, 중관

(1) 부파불교

부파불교는 불교가 여러 종파로 분열되어 이어져 왔음을 설명한다. 대표적인 이

론으로는 설일체유부, 경량부, 독자부가 있다.

부파불교가 등장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붇다가 깨달음을 성취하고 입

멸하기 전까지는 붇다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였다. 교단이나 생활상의 해석 문제

는 붇다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답을 얻을 수 있었으니 하나의 가르침으로 통일될 

수 있었다. 붇다가 입멸한 후 한동안은 불교의 교리가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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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송을 통한 가르침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단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붇다의 제자인 가섭은 그릇된 법이 일어나 바른 법이 쇠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결집을 하였다. 당시의 결집은 붇다의 가르침을 함께 외우고 

암송하고 기억하는 것이었다.

1차 결집은 붓다 입멸 후 왕사성 칠엽굴에서 가섭을 중심으로 500여명의 비구들

과 3개월 동안 이어졌다. 아난이 기억을 더듬어 붇다의 가르침을 외우면 잘못된 

것은 수정하면서 경과 율을 합송하는 방식이었다.

2차 결집은 붇다의 입멸 후 100년이 지나서 바이샬리에 거주하는 비구들이 교리

와 계율에 대한 해석과 수용의 문제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이루어졌다. 

계율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발단이 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해석을 비법(非法)이라 판정하고 별개의 모임을 가진 이들이 생겨났는데 이들이 대

중부(大衆部)라는 부파이다.

계율의 문제를 달리해 오던 보수적인 장로 중심의 상좌부와 진보적인 비구 중심

의 대중부인 2파로 분열되었는데 이를 근본 2부의 분열이라고 한다. 기존의 교리

를 그대로 따르는 상좌부와 새로운 해석과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주장하는 

대중부로 나뉘게 되는데 이것을 근본 분열이라고 한다. 근본 분열 이후 불교 교단

은 상좌부와 대중부 모두에서 분열이 일어나 18개의 분파가 생겼다. 이때를 부파 

불교 시대라고 한다. 이후 기원 전 1세기까지 거듭된 분열이 일어나면서 20여개의 

부파로 나뉘게 된다.

3차 결집은 2차 결집 이후 100년이 지난 후 아쇼카왕 18년에 화씨성에서 천여

명의 비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교법 외에 체계적인 논사(論事)가 정리되어 불교

를 총칭하는 경(經) 율(律) 논(論) 삼장이 갖추어졌다.

4차 결집은 불멸 400년에 대월지국의 카시니카왕의 주선으로 500명의 비구가 

모여 삼장의 주석을 정리하였다.157)

부파불교의 대표적인 이론은 다음과 같다.

①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 Sarvastivada) : 설일체유부는 논사가 작성될 무렵인 

아쇼카왕 시절에 하나의 독립된 분파로 존재한 것으로 간주된다. 부파불교 중에서 

가장 유력한 부파이며, 부파불교의 사상적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파이다. "설

일체유부"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모든 법(一切法)이 존재하다”(有)고 설명하는 부

파(部)로, "과거, 현재, 미래의 3세(三世)에 걸쳐 법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한다. 즉, 

법의 실체는 항상 존재한다"는 뜻이다.

인공법유(人空法有 사람은 공하지만, 사물은 존재함)의 입장을 취한 이유는 우리

가 행한 업(業 행위)의 효력과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人空은 무아설에 따른 

이론이고, 法有는 연기와 윤회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법이 없다고 하면 과

거에 지은 업이 지속적인 힘으로 남아서 현재나 미래에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업

157) 곽철환, �불교 길라잡이�, 56-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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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설명할 수 없다. 업력의 소재로써 삼세(三世)를 통한 법의 실유(實有)를 상정

하는 것이다.

설일체유부의 논사(論師)들은 당시의 대부분의 불교도들과 마찬가지로 유심론(唯

心論)에 경도되어 경험적인 모든 존재는 환상이라고 간주하면서도 법이라는 요소

들은 영원히 존재하는 실재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사상에 의하면, 법들은 순간순간 

작용하여 경험적 현상세계를 만들어내는데, 이 경험세계는 환상이며 법은 이 경험

세계 너머에 존재한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제법의 실체와 현상을 구분하여, 제법의 현상은 순간적으로 변하나, 

실체는 영원한 것으로 보는 다원적이고 실재론적 사상이다. 이는 제법의 무아와 무

상을 강조하는 붇다와 초기 불교의 현상주의적 철학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

에 경량부가 생겨나는 원인이 되었다.158)

② 경량부(經量部 Sautrantica) : 경량부는 인도의 부파불교인 설일체유부에서 

갈라져 나온 부파이다.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가 3장(三藏, 經律論) 가운데 논장

(論) 즉 아비달마를 중시했음에 비해, 경(經)을 정량(正量: 지식의 바른 근거)으로 

삼아 의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경량부'라고 스스로 칭하였다. 량은 올바른 지식

의 근거, 앎의 근거를 말한다. 經量은 경이라는 지식 근거이다. 現量은 현재 있는 

지식 근거 즉, 감각 지각을 말한다. 比量은 비교라는 지식 근거, 이성. 논리적 추

론을 말하는 것이다. 경량부는 오직 붇다가 설한 경전에 의한 불법의 해석만을 존

중한다.

경량부의 논사들은 법이라는 요소들이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며, 오로지 현재 

순간순간 변하는 모습(相)으로 작용하고 있는 법(法 사물)들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경량부는 열반뿐만 아니라 일체의 모든 법은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이름에 지나지 않는 가명(假名)적인 것으로 본다. 붇다의 무상을 다시 확인한 것이

다. 순간순간 존재하고. 현재도 순간이고, 흘러간다는 무상의 이론은 앞 순간의 모

습과 뒤 순간의 모습이 단절됨을 말한다. 순간순간 나타나기 때문에 연결(연기. 윤

회)의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무상과 업보를 조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인간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제법의 흐름에 지나지 않는다면, ’업의 주체로서의 나‘와 ’업보를 받는 나‘ 사이의 

동일성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과거에 지은 업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

다가 과보로 나타나는 가에 대한 대답으로 그들은 인간 존재의 밑바닥에 어떤 기

체(基體)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것을 일미온(一味蘊) 혹은 근본온(根本蘊)이라 불렀

으며, 후에 알라야식의 종자 이론으로 발전하게 된다.159)

③ 독자부(犢子部) : 불멸 3백년 이후에 설일체유부에서 파생된 부파이다. 독자

부의 근본교의는 경량부와 거의 같으나 현상적인 존재를 유지시켜 주는 동인을 경

158) 길희성, �인도철학사�, 66-67쪽.

159) 길희성, �인도철학사�,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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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부가 일미온(一味蘊)이라고 본 것에 대해 독자부는 푸드갈라라고 보았다. ‘푸드

갈라’는 초기 불교 경전과 아비달마의 논서에 자주 쓰이는 말이다. ‘푸드갈라’는 어

원적으로 ‘신체, 영혼, 개인’을 의미하는 범어의 어근 pums에서 파생된 말로써, 

자아, 사람, 생명 등 살아있는 존재 등을 가리킨다.

푸드갈라는 인간에게 오온과는 다르지만 오온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지도 않는 

비즉비리온(非卽·非離蘊)을 말한다. 이 푸드갈라가 업보를 받는 존재로서 윤회를 

하거나 열반에 들어간다고 한다. 독자부는 푸드갈라를 ‘자아에 관련된 것도 아니며 

떠나 있는 것도 아닌 것’이라는 의미로 언어로써도 표현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이론은 항시 변하는 현상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자기동일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열반을 설일체유부에서처럼 어떤 비인격적인 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오온과 같은 

유위법도 아니고, 오온과는 다른 무위법도 아닌 독특한 존재라고 한다. 중간적 존

재인 자아의 상태로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 중생은 업보를 받는 존재로써의 윤회를 하고, 열반에 들어가기도 

한다. 이 이론은 항시 변하는 현상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자기동일성을 확보함과 동

시에, 열반을 설일체유부에서처럼 어떤 비인격적인 법으로 간주하지 않고, 유위법

과 무위법의 중간적 존재인 자아의 상태로 파악하려는 것이다.

붇다의 무아설에 대해서, 윤회하는 생명에 “주체적인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업(業)을 짓고 누가 윤회하는가?”라는 난해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래서 불교 교단은 푸드갈라에 대한 탐구를 거듭하여, 각 부파마다 여러 방향에서 

설명하고 있다. 푸드갈라는 후에 유식이 ‘알라야식’을 주장하는 것과 연관된다. 이 

둘은 모두 인도 정통 철학의 아트만 이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160)

(2) 아비달마 불교 ; 여러 이론의 불교

부파불교가 만들어낸 이론들을 ‘아비달마’라고 한다. 붇다의 가르침이 dharma이

고, 부파불교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주석서를 썼다. 그래서 abhi dharma라고 한

다. 즉 “다르마에 대해서”(쓴 주석서)라는 말이다.

아비달마는(abhi dharma)는 ① ‘아비(abhi)’란 ‘∼에 대하여’, ‘뛰어난(勝義)의 

의미다. ② ‘다르마(dharma)’, ‘교법, 가르침’이라는 말이다.

dharma 즉, 法은 ① 존재자 ② 존재자에 대한 이론 ③ 붇다의 가르침 ④진리, 

참된 것을 나타낸다.

‘아비달마’는 ⒜“가르침에 대하여”, ‘붇다의 교설·가르침에 대한 다양한 해석, 이

해방식’ ⒝“존재자에 대하여”, ⒞‘열반으로 인도하는 승의의 뛰어난 법’을 말한다. 

삼장 가운데 �아비달마 구사론�이나 �아비달마 大비바사론�처럼 불경을 해석하거

나 주석한 논을 가리키는 불교용어이다.161)

160) 길희성, �인도철학사�, 72쪽.

161) 길희성, �인도철학사�,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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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달마 불교는 붇다의 가르침을 정리·주석·연구·요약한 성전으로서의 논서를 

가리킨다. 이런 논서들은 BC 2세기 무렵부터 작성되었다. 불교의 각 부파는 서로 

자신들이 정통이라는 것을 내세웠고, 부파간의 치열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점차 많

은 논서가 작성되어 대략 기원 전후로 그것들을 모은 논장이 성립함으로써 경장과 

율장을 포함한 삼장이 구비되었으며, 삼장은 불교 문헌의 총칭이 되었다. 삼장은 

붇다의 경전을 경(經) 율(律) 론(論) 세 가지로 나눈 것이다. 경(經)은 붇다의 설법

을 모은 것이고, 율(律)은 붇다의 제자들이 지켜야하는 생활의 규범, 규칙이다. 논

(論)은 붇다의 가르침 즉 교리를 기억하기 편리하게 정돈한 것이다. 아비달마 불교

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석함으로써 체계화시켰지만, 그 때문에 

대중과는 멀어지게 되었다.162)

설일체유부(說一切有部, 이하 유부)에서는 아비달마를 ‘부처님의 법에 대향(對向)

하는 것’이라는 대법(對法)의 뜻으로 사용한다. 한편, 남방 상좌부에서는 ‘뛰어난 

법’이라는 ‘승법(勝法)’의 뜻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양자가 주장하는 바의 대법이나 

승법은 붇다의 가르침(다르마)에 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조직한 것

을 의미함에 있어서는 같다.

(3) 중관(中觀) 사상과 공(空)

인도 불교는 크게 보아서, 붇다에서 시작되는 부파불교인 소승불교가 하나의 갈

래이다. 이에 대항하는 대승불교는 용수(龍樹)의 중관(中觀) 사상이 나오고, 그 뒤

에 세친 등의 유식(唯識)이 성립했다. 인도 불교의 최후의 발전 가운데 하나가 유

식불교이다. 중관과 유식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사상이 ‘공(空)’ 사상이다. 공(空)의 

내용은 서로 정반대이다. 중관은 자아가, 유식은 대상이 공(空)하다고 한다.

인도 대승 불교 가운데 중관을 먼저 살펴보자.

공(空)은 범어로는 Śunya, 팔리어로는 Suñña로 불교 이전부터 널리 사용되어 

온 말이다. 인도의 수학에서는 ‘0’(영)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힌두교에서는 브

라만(梵)과 니르바나(涅槃)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승 불교에서는 

현상계의 모든 사물의 이치를 설명하는 원리로써, 대승불교의 근본 사상이 되었다. 

중관(中觀) 학파는 유가행파(瑜伽行派), 즉 유식사상과 함께 대승불교의 2대 사상

이다. 

중관 사상은 2~3세기 용수(龍樹, 나가르주나)163)로부터 시작되었다. 용수의 대표

적인 저작인 �중론�에서는 부파불교뿐만 아니라 인도철학 전반에 대해 비판하였다.  

용수는 인간에게 불변의 형이상학적 실체가 있다는 유(有)의 사상도 거부하고, 인

간이 죽음과 더불어 없음으로 돌아간다는 무(無)의 사상도 비판한다, 유와 무, 어느 

162) 곽철환, �불교 길라잡이�, 57-58쪽.

163) 용수(龍樹: 150?-250?)는 중관(中觀·Madhyamaka)을 주창한 인도의 불교 승려이다. 원래 

이름은 나가르주나(Nāgārjuna)이나 뜻을 따라 한역되면서 용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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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을 보지 말고, 그 둘의 ‘중간을 보라’(中觀). 이래서 그의 철학을 중관(中觀 가

운데를 봄) 사상이라 한다. (中 ① 가운데, ② 알맞음 ↔ 양극단에 치우침) 중관 ① 

가운데를 보라. ② 알맞게 보라. 객관적 사실에 맞게 보는 것을 말한다.

이 유무(有無)의 중관(中觀)은 붇다가 깨달은 고통(苦)과 쾌락(樂)과 양극단을 떠

난 중도(中道)와 같다. 이런 점에서 용수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잇는다.

공(空)사상은 모든 사물(法)이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는 자성(自性)이 없기 때문에, 

비어 있다(空)는 것이다. 자성(自性)이 비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연기(緣起)한

다. 붇다의 연기설을 용수는 ‘공(功)’ 사상으로 바꾼다. 무자성(無自性)이므로 공

(空)이다. 연기하는 것은 자성(自性)이 없는 것이고, 자성이 없기에 연기한다. 이것

을 공(空)이라 한다. 공(空) 사상은 인간을 포함한 일체만물에 고정 불변하는 실체

(自性)가 없다는 것이다. 공(空)은 중관 유식 모두를 아우르는 대승불교의 근본 교

리이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현상계에 나타나는 모든 사물은 다른 것과의 관계(緣起) 속에

서 생멸하는 존재이며, 고정불변하는 자성(自性)이 없다. 사물은 단지 원인과 결과

로 얽힌 상호의존적 관계(緣起)에 있기 때문에 무아(無我)이며, 공(空)이다.

주관적인 면에서 대상 사물에는 불변하는 자성(自性)이 없다. 그렇다면 대체 자

성(自性)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인가? 사람의 마음이 자성을 만들어낸다. 사람의 마

음, 특히 이성은 이 세상을 ‘생겨남(生)과 소멸함(滅)’, ‘끊어짐(斷)과 영원함(常)’, 

‘하나(같음)과 다름(異 둘)’, ‘나감(出)과 옴(來)’과 같이 양극단으로 본다. 극단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자성(自性 스스로 존재함, 실체)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실제로는 그런 양극단은 없다. 비어있다. 공(空)이다. “生-滅, 斷-常”과 같은 양

극단의 중간(中)을 보면(觀), 실제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자성(自

性)’을 만들지 말고, 자성(自性)을 담은 개념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보라. 그것이 ‘중간을 봄’(中觀), 혹은 ‘알맞게 봄’이다. 중(中)은 ① 중간 ② 알맞음

의 두 뜻이 있다.

용수는 인간에게 불변의 형이상학적 실체가 있다는 유(有)의 사상도 거부하고, 

인간이 죽음과 더불어 무(無)로 돌아간다는 사상도 비판하였다, 모든 법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성이나 본성이 없기 때문에 공(空)이다. 공(空)은 중(中) 개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엄밀히 말하면 ‘空과 中’은 다른 말이다. ‘비어 있다’(空)는 것과 

‘有도 無’도 아닌 중간(中)이라는 말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연기의 의미로 보면 유

사한 점이 있다.

모든 것은 연기(緣起), 무자성(無自性), 공(空)이다. 연기하는 것은 자성(自性)이 

없는 것이고, 자성이 없이 연기된 것이 공(空)이다. 공(空) 사상은 인간을 포함한 

일체만물에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불교의 근본교리이다. 현상 사물들은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생멸하는 존재이며, 고정불변하는 자성(自性)이 없다. 사물은 

단지 원인과 결과로 얽힌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무아(無我)이며, 공(空)이



- 95 -

다. 이때의 공(空)은 고락(苦樂)과 유무(有無)의 양극단을 떠난 중도(中道)이며, 이

것이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다. 그러므로 공(空) 사상은 ‘없다’는 무(無 허무의 

도)의 의미가 아니라 ‘비어있다’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므로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 즉 인연에 따라 생긴 가상(假相)이며 영구불변

의 실체가 없다. 텅 빈 공간은 비어있지만 또한 무엇이든 어떤 모습이든 인연 따

라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중관의 공은 이론 전개 과정에서 허무주의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공은 보편적 

상대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비어있는 공에는 무엇이든 채울 수 있다. 인연에 따라 

채워지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리고 이 채워짐도 조건에 따라 생기하고 소멸한다. 

용수도 공(空)은 곧 연기(緣起)라고 말한다.

아래 인용문의 요점은 ‘공은 연기’라는 말이다.

여러 인연(因緣)으로 일어나는 것을 나는 공(空)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가명(假名)이며 중도(中道)이다.

일찍이 한 가지도 인연을 좇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존재도 공(空) 아닌 것이 없다.  <중론4권, 제24 관4제품>164)

용수는 중론에서 뚜렷하게 마음을 드러내 놓고 논리를 전개하지는 않았지만, �중

론�이라고 이름 짓는 중(中)은 유무(有無)에 걸리지 않는 중관(中觀)이고, 이것이 

공관(空觀)의 중도라고 했다. 이것은 불교의 근본 입장에 직결된다. 이와 같이 정

체성 실체성 또는 중심(성)이 없다는 것은 자성이 없음을 뜻하고, 연기를 말하는 

것이다.165)

3. 유식불교의 전개

1) 인도의 유식사상

유식사상의 기원은 해심밀경(解深密經)166)이며, 미륵(彌勒 Maitreya)의 유가사지

론(瑜伽師地論)167)과 무착(無着 Asanga)의 섭대승론(攝大乘論)168) 등에 의해 조직

화되었고, 세친(世親 Vasubandu)의 유식20론(唯識二十論) · 유식30송(唯識三十頌)

164) 곽철환, �불교 길라잡이�, 71쪽.

165) 길희성, �인도철학사�, 142-146쪽.

166) 불교 법상종의 근본 경전. 유식(唯識) 사상에 대하여 경(境), 행(行), 과(果)를 여덟 개의 품

(品)으로 나누어 설명한 것으로 중국 당나라 때에 승려 현장이 번역하였다.

167) 유가사 외 17지(地)를 설명한 책. 3승(乘)을 행하는 사람인 유가사(瑜伽師)와, 이 유가사가 

행해야 할 3승 사상을 17지(地)로 나누어 밝혔다. 648년에 중국 당나라 현장(玄奘)이 번역한 

총 100권의 책으로 11 세기에 간행된 초조대장경 가운데 하나인 권17은 국보 제244호이다

168) 4세기 무렵에 인도의 아상가(Asaṅga 무착)가 대승불교를 통일하기 위하여 지은 불서(佛書). 

10가지 의리로써 대승(大乘)의 입장을 설명한 유식론적 서적으로 유식의 사상이 완전히 조직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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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완성되었다. 유가행파의 시조는 미륵보살이고 그 뒤로 무착과 세친으로 이

어진다. 미륵의 실존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무착이 미륵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이 논서들을 쓰고, 미륵보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설도 있고, 그 

당시 미륵이라는 논사가 있었다고 보는 이도 있다.

유식사상은 무착을 통해 후대로 전해졌는데 무착은 처음에 소승불교의 설일체유

부로 출가하여 수행하다가 대승으로 전향하였으며 대표 논서는 �섭대승론�169)이다. 

이는 유식의 교리를 일목요연하게 체계화한 것이다.

세친은 무착의 동생으로 무착과 마찬가지로 설일체유부로 출가하였다가 대승으

로 전향하였다. 유식과 관련된 저작으로 �유식 20론�, �유식 30송�, �섭대승론석�

등이 있다. 특히 �유식 30송�은 세친의 유식사상이 담긴 게송으로 알라야식을 중

심으로 한 제8식의 전변, 삼성(三性)과 삼무성, 보살의 수행 단계 등을 30송으로 

정교하게 정리하였으며 유식사상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170)

무착과 세친은 대승불교가 지나치게 공(空) 사상으로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였다. 

이들은 오직 마음뿐이며, 모든 현상은 주관적인 인식을 중심으로 한 마음의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상 체계인 유식학을 완성하였다.

유식학은 무착에 의해 성립되었으며, 세친에 의해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었다. 그

리고 10명의 주석가인 10대 논사(十大論師)에 의해 크게 발전하였다. 10대 논사는 

세친의 �유식 30송�의 주석서를 저술한 대표적인 10명의 논사를 말한다.171)

2) 중국의 유식사상

인도의 유식학은 세 번에 걸쳐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으로 전해졌다. 중국 유식사

상은 『십지경론』, 『섭대승론석』, 『성유식론』의 번역을 계기로 발전되었다.

이는 각각 보리유지(菩提流支)의 지론종의 유식사상, 진제(眞諦)의 섭론종의 유식

사상, 그리고 현장(玄奘)의 법상종의 유식사상으로 발전되었다. 이 세 종의 유식사

상은  각 종파가 주장한 심체설(心體說)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많았다.172)

⑴ 지론종 : 보리유지(菩提流支, Bodhiruci)가 AD 508년에 『십지경론』을 번역했

다. 이를 통해 유식을 배운 사람들이 지론종을 이루었다. 지론학파는 알라야식의 

성격이나 진여의 관계를 둘러싸고 남도와 북도 두 파로 분열했다.

남북으로 분리되기 이전 심식설은 6식과 제7 알라야식으로 구성된 7식설이었다

고 간주된다. 남쪽의 지론종에서는 진식을 독립시켜 8식으로 나누었다. 그들은 『능

가경』에 기반하여 알라야식과 여래장을 동일하게 해석했다. 알라야식을 망식(妄識 

망심의 작용 用)과 진식(眞識, 진심의 본체 體)으로 이분하거나, 혹은 다시 후자를 

169) 무착의 저서로 반야경을 근본으로 하고, 해밀심경·중변분별론 등의 유식을 수용하여 대승불

교 전체를 하나의 정연한 체계로 정리한 것.

170) 목경찬, �유식불교의 이해�, 10-13쪽.

171) 오형근, �신편 유식학입문�, 도서출판 대승, 2006, 18-23쪽.

172) 오형근, �신편 유식학입문�,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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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시켜 망식인 알라야식의 근저에 진식인 8식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북쪽의 지론종에서는 제6식과 제7 알라야식으로 이루어진 7식설을 주장

했다. 그들은 알라야식을 망식으로 간주하고 공관에 의해 7식 전체가 전환하는 것

을 깨달음이라고 하였다. 또 불성은 성불의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성불 이전

에 실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북도는 6세기 말경에 소멸하였고, 남도의 지

론종이 융성하였다. 마나식(末那識)과 아리야식을 더하여 종의 심체가 있으며. 7식 

마나식은 번뇌가 있는 망식(妄識)이고, 8식 아리야식(阿梨耶識)은 진여(眞如)의 체

를 뜻하며 청정한 심체라고 주장했다.

⑵ 섭론종 : 진제(眞諦 Paramārtha: 499-569)가 AD 563년에 번역한 『섭대승론

석』을 중심으로 한 유식학파이다. 남쪽의 지론종의 심식설은 6식에 제7 아다나식

과 제8 알라야식을 더한 8식설이다. 이에 대해 섭론학파 사람들은 8식설과 9식설 

두 가지로 갈라졌다. 8식설에서 제8 알라야식을 진망화합식이자 여래장이라 간주

했다. 9식설에서는 제8 알라야식이 망식 또는 진망화합식이고, 진식으로 제9 아말

라식이 있음을 주장했다. 섭론학파의 9식설은 진제역의 아말라식설에서 유래한 것

이지만, 동일한 것이 아니고 섭론학파에 의해 만들어진 독자적 학설로 보아야 한

다. 6식에 7식 아다나식(阿陀那識), 8식 아리야식(阿梨耶識), 9식 아마라식(阿摩羅

識)을 더하여 아홉 종류의 심체가 있다. 전8식인 아리야식은 번뇌가 있는 망상이

다. 9식인 아마라식이 불변의 진리와 만법의 본성을 뜻하는 진여성(眞如性)에 해당

한다고 하였는데, 섭론학파 9식설은 현장의 번역이 출현하면서 완전히 부정되었

다.173)

⑶ 법상종(유식학파) : 현장이 인도로 가기 전에 �섭대승론� 해석은 당시의 주류

인 여래장 사상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현장은 진제역의 �섭대승론�을 배운 후, 여

래장 사상에 익숙한 남도 지론사의 섭론사들과 헤어지고, 아비달마를 중시하는 북

도 지론사나 진제 흐름을 잇는 여러 스승들을 찾았고 인도로 가기 전부터 유식의 

여래장적 해석(9식)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 원전을 직접 연구하여 한역본에서 모호

한 부분을 분명하게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특히 유식교의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

으로 하고자 인도로 가게 되었다. 호법의 『유식 30송』은 그의 제자 계현(戒賢)을 

통하여 당나라의 현장에게 소개되었다. 현장은 중인도 나란타에서 호법의 제자 계

현으로부터 �유가사지론�을 배우고 유식사상의 체계를 전수받았다. 현장은 이에 근

거하여 『성유식론』을 번역하여 동아시아 불교의 유식사상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법상종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했다.174)

현장(AD656)이 번역한 『성유식론』을 바탕으로 배운 유식학파들이 중심이 되어 

법상종이 된다. 특히 자은(慈恩) 기(基)의 『성유식론 술기』와 『대승 법원 의림장(大

乘 法苑 義林章)』에 의해 법상종의 교학이 정립되었다. 원래 법성 상종(法性 相宗)

의 성격이지만, 법의 성(性)보다는 상(相), 즉 현상계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므로 법

173) 오형근, �신편 유식학입문�, 24쪽.

174) 오형근, �신편 유식학입문�, 2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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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종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은 6식에 7~8종의 심체가 있고 7식인 마나식(末那識)은 번뇌를 야기하는 망

식이라 본다. 8식인 아뢰야식(阿賴耶識)은 그 자체는 번뇌를 야기하지는 않지만, 

마나식에 의해 집착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망식이다. 이들 두 망식은 현재 번뇌를 

야기하는 상태여서 망식이다. 하지만 8식이 마음의 본바탕인 청정한 성품인 정분

(淨分)이며, 불성(佛性)이다. 그렇기 때문에 8식(識)의 실성은 섭종론의 9식 아마라

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따로 다른 심체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성유식론�은 그릇되게 자아와 법에 집착하여 유식성에 미혹한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공(空, 즉 我空과 法空)을 통달하게끔 하고 유식에 대한 갖가지 다른 주장

들을 차단(遮斷)하고, 유식의 심오한 이치에서 진실한 지혜(解)를 증득하게하기 위

해서 지어졌다.

자아와 법으로 분별되는 것은 훈습력 때문인데, 모든 심식이 일어날 때에 전변되

어 자아와 법으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전전(展轉)175)이란 인연에 따라 시설된 것으

로서 변이(變異)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자아와 법의 형상이 비록 내부의 심식에 

존재하더라도 분별로 인하여 외부의 경계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모든 유정(마음을 

가진 살아있는 중생)은 옛적부터 이 선을 반연(攀緣)176)하고 집착하여 실제의 자아

와 법으로 삼는다. 마치 환몽자(患夢者)가 환몽력 때문에 마음에 갖가지 외경의 형

상들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반연하고 집착하여 진실로 외경이 존재한다고 하

는 것과 같다.177)

내부의 심식이 전변하여 대상과 유사하게 나타난 자아와 법은, 비록 존재하더라

도 진실한 자아나 법의 성품은 아니기 때문에 가법, 가아라고 한다. 외부의 대상은 

정식(情識 6根)에 따라서 시설된 것이기 때문에 심식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모든 자아라는 견해는 진실한 개아(個我)를 반연하지 않는데 소연(所緣, 인

식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치 다른 것(色法, 等)을 반연하는 마음과 같이 아

견의 소연은 반드시 진실한 개아가 아니다. 이것은 소연이기 때문으로 마치 다른 

법과 같다. 따라서 진실한 자아를 반연하지 않는다. 단지 마음의 심식이 변현된 모

든 온(蘊)들을 반연하여 스스로의 허망한 정식(情識 6根)에 따라 여러 가지로 계탁

하는 것이다.

모든 중생에게는 각각 근본식이 있어서 한 성류(性類)로 상속되면서 종자들을 임

지(任持)한다. 일체 제법과 서로 원인이 되는 훈습력 때문에 이와 같이 기억하고 

식별하는 등의 자체가 있는 것이다. 모든 유정은 마음과 심소법의 인연력 때문에, 

상속(諸趣에 태어남)되고 단절되지 않으면서 업을 짓고 과보를 받는 것이다. 유정

의 무리들은 몸과 마음이 상속되어서 번뇌와 업의 세력으로 여러 갈래로 윤회한다. 

175) 순차연속(順次連續) 즉 순서대로 연속함·차례대로 이어짐·순서대로·번갈아·차례대로 전전(轉

轉)이라고도 한다.

176) 호박이나 칡의 덩굴이 옆의 나무나 풀의 줄기를 휘어감고 올라가듯이, 마음도 이것이 일어날 

때에는 스스로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대상에 의지하여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177) 이만, �성유식론 주해�, 씨아이알, 2017,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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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근심하고 고통 받는 것으로부터 탈피하려고하기 때문에 열반을 희구한다. 

그러므로 불변하는 진실한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단지 여러 

심식만이 존재하며, 옛적부터 전멸후생하면서 인과가 상속된다. 허망한 훈습력에 

의지하여 자아의 형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가운데서 망

령되게 집착하여 자아로 삼는다.178)

현장은 중국의 역경 역사에서 신역(新譯)의 대표자로 평가받는다. 그의 유식경론 

번역에 의해 종래의 진제 중심의 무상 유식론에서 유상 유식론의 흐름으로 전환되

었기 때문이다. 구역(舊譯) 유식경론의 대표자는 진제이다. 진제(眞諦)는 무상 유식

론의 조류를 대표하는 안혜(安慧)와 사상적 맥락을 같이한다. 반면에 현장은 유상 

유식론을 대표한 호법의 제자인 계현에게서 수학했다. 이는 두 종파가 서로 다른 

주장을 펴는 계기가 되었다.

3) 한국의 유식사상

한국에서는 신라시대 원광(圓光) 법사가 중국의 섭론종을 공부하고 왔으며, 자장

(慈藏) 율사도 �섭론(攝論)�을 공부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원측은 중국에서 지론종

과 섭론종, 법상종의 유식사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크게 발전시켰으며, 원효도 

섭론유식과 법상유식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크게 발전시켰다.

원측은 15세에 중국에 유학하여 법상(法常) 승변(僧辨)에게서 유식론(唯識論)을 

배웠다. 종파를 초월하여 소승과 대승을 함께 공부하였다. 원측은 주로 서명사(西

明寺)에 주석하여 제자들을 지도하였고, 신라의 유학승들이 대를 이어 학파를 형성

하였으며, 이를 신라의 유식종이라고도 부른다.179)

규기(窺基 ‘엿보는 基’)는 본 이름은 규기이나 엿본다는 뜻의 규는 생략하고 대부

분의 표기에서는 ‘기(基)’ 또는 자은 법사라고 한다. 규기는 현장의 8식설에 충실했

다. 현장처럼 호전적이고 공격적이다. 지론과 섭론을 모두 다 비판했다. 반면 원측

은 현장의 유식학을 배우기 이전에 지론과 섭론 등을 배웠다. 그래서 8식 이론에 

대해서 포용적이다. 양자가 논쟁한 것 중 하나가 일천제(一闡提 icchantika) 성불 

여부인데 규기는 불가하다고 했으며 이는 동양사상의 성악설에 가깝다. 이에 반해 

원측은 모든 중생이 성불 가능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 성선설에 가깝다.

규기가 중국의 법상종이 주장하는 유식만을 최고라고 고집할 때, 원측은 모든 학

설을 종합적으로 수용하였다. 원효와 의상은 현장의 학문을 배우기 위해 당나라로 

유학을 가려 하였고, 원효는 중도에 돌아왔으며, 의상은 당으로 유학하여 화엄종을 

주로 연구하였지만, 두 사람 모두 유식사상을 많이 인용하였다. 신라의 불교는 유

식학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고려 시대 불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일본

으로 전해져 일본 유식학의 기틀을 마련하였다.180)

178) 이만, �성유식론 주해�, 9-22쪽

179) 오형근, �신편 유식학입문�, 26-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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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측의 유식사상

1) 원측의 생애

원측(圓測, 613~696)은 신라의 왕족으로 성은 김씨, 속명은 문아(文雅)이다. 혹은 

박씨라는 설도 있다. 법명이 ‘원측’이다. 613년 진평왕 34년 경주 모량부(牟梁部) 

출신으로 3세인 615년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15세에 당(唐)나라에 유학하여 84

세에 입멸하기 전까지 중국에 주석(住錫)했다. 중국의 유식학은 진제가 무착의 섭

대승론을 번역하고 이를 바탕으로 섭론종이 형성됨으로써 본격화 되었는데 원측이 

배운 것이 섭론종 계통이었다.

645년 현장(玄奘: 602~664)이 인도에서 돌아와 �해심밀경�과 �성유식론�을 번역

하여 호법(536~561) 계통의 새로운 유식을 전하자 그에게서 새로운 유식학을 배웠

다. 법상의 유식론과 현장의 유식론을 모두 배웠으며, 현장을 도와 유식학의 발전

에 크게 기여했다. 원측은 진제의 구유식(舊唯識)을 비판하고, 현장의 신유식(新唯

識)을 개척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였지만 규기만큼 타종파에 대해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원측은 주로 서명사(西明寺)에서 �성유식론(成唯識論)�을 강의했다. 인도의 

승려 지바하라(地婆訶羅; 일조日照)가 가져온 산스크리트어로 된 18부 34권의 경

전 외 여러 경전의 번역에 참여하였다.181)

원측은 법상종에 속하였는데, 당시 법상종의 정통으로 자처하던 규기(窺基)의 자

은파(慈恩派)와는 경전 해석상 의견을 달리하였다. 그들은 서로 중관과 유식의 사

상대립에 대한 수용 자세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원측의 해석이 규기나 자은파보다 

더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측은 84세에 �화엄경(華嚴經)� 번역의 완성을 보

지 못하고 불수기사(佛授記寺)에서 입적했다. 제자들이 사리를 용문산 향산사(香山

寺)에 안치했다. 그 뒤 제자인 자선(慈善)과 승장(勝莊) 등이 사리를 나누어 종남산 

풍덕사(豊德寺)에 사리탑을 세웠다.

현재는 중국 서안[西安]의 흥교사(興敎寺)에 그의 탑묘가 남아 있으며 탑묘 안에 

초상이 새겨져 있다. 후대에 송복(宋復)이 지은 <대주 서명사 고대덕 원측 법사 불

사리 탑명(大周 西明寺 故大德 圓測 法師 佛舍利 塔銘)>이 있다.

원측은 장안 시내 서명사에 계속 머물렀다. 당나라 황제들은 현장을 높인다. 현

장은 인도에서 귀국할 때 책 2000권을 들고 왔다. 이를 서명사에서 번역하게 되는

데. 인력만 200명이 넘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므로 국가에서 번역관련 자금을 지

원하였다. 현장은 인도에서 가져온 방대한 책 중에 규기가 제안한대로 호법의 학설

을 중심으로 번역하였다. 인도의 10대 논사들의 견해도 서로 많이 달라서 그들의 

주장을 취사선택하여 하나의 책으로 완성하였다. 황제는 수시로 현장을 만났으며 

원측과 규기와도 만났다. 황제가 원측을 좋아하였기 때문에, 원측은 계속 장안에서 

머물다가 입멸하였다. 저서로는 《해심밀경 소(解深密經疏)》 10권, 유식불교의 소의 

180) 오형근, �신편 유식학입문�, 27-29쪽.

181) 곽철환, �불교 길라잡이�, 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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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 외 다수가 있다.

2) 원측의 융합, 종합 포용의 입장

현장의 공세에 따라 당시 중국 불교계는 법상종과 천태학 등의 계파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었다. 원측은 법상종 계열이면서도 양자의 융합을 주장하여, 현장의 법

상종의 정통파를 자처하던 규기의 자은파로부터 이단 취급을 받았다. 원측 사상의 

요체는 자은파(慈恩派)와 달리 자종(自宗)을 고집하거나 타파(他派)를 배척하지 않

고 융합하는 것으로써, 원효의 종합적 사상과 비슷하다. 반면 규기의 자은파(慈恩

派)는 다른 종파를 배척하면서, 격렬하게 논쟁했다.

원측이 포용의 입장을 취한 이유는 원래 구유식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들의 사상

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포용하는 입장이었다. 이후에 현장에게서 신유식을 배웠다. 

그래서 현장이 구유식을 격렬히 공격할 때도, 원측은 가담하지 않았다. 규기는 현

장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다른 학파, 특히 진제 계열의 구유식과 화엄에 대해서 

적대적, 전투적이었다. 원측은 대립하거나 공격하기 보다는 각 학파에서 주장하는 

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융합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3) 유식의 4분설, 8식과 9식 이론

원측은 유식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심식설(心識說)과 삼성(三性) 삼무성설(三無性

說)의 해석을 둘러싸고, 진제 계통의 구유식(舊唯識)을 비판하면서도 그 영향을 많

이 받고 있어, 규기의 학설과는 경향을 달리했다.

(1) 4분설- (인식의) 네 부분

유식(唯識)을 해명함에 있어 4분설(四分說)을 취하고, 8식을 일일이 비판하고, 제

9식은 그 필요성마저 인정하지 않았으며, 6식을 일체(一體)로, 제7식 제8식을 별체

(別體)로 보았다.

4분(分)은 인식 또는 마음의 네 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8식설이 마음의 8개의 구

조를 말한다면, 4분설은 의식의 4개의 인식 기능을 말한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상분(相分) 견분(見分) 자증분(自證分), 증자증분(證自證分)이 있다.

① 상분(相分은 ‘모습의 부분’이다. ‘모습’(相)은 인식 내용이다. 나의 의식(識)이 

대상을 인식하면, 내 의식에 생기는 인식 내용이다. 오관을 통하여 객관계의 인식

대상이 마음 안에 나타나는 영상(影像)을 말한다. 사물의 형상과 원인이라는 두 가

지 뜻이 있다. 소연(所緣)이라 한다.182)

182) 오형근, �신편 유식학입문�, 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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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견분(見分)은 ‘보는 부분’이다. 인식 작용이다. 상분과 견분은 인식 내용과 인

식 작용이다. 지각 인식을 할 때, 이 둘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 둘은 이론적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구분되지 않는 하나의 짝을 이룬다. 마음 안에사 

상분은 객관계(客觀界)가 되고 견분은(主觀界)가 된다. 상분과 견분은 8식 가운데 

전5식의 기능이다. 의식 중에서 대상을 인식하는 부분이다. 능연(能緣)이라 한

다.183)

③ 자증분(自證分)은 ‘스스로 깨닫는 부분’이다. 자증분은 6식 의식의 기능이다. 

상분과 견분의 작용으로 인식한 내용을 자각하는 것이다. 일종의 반성적 의식이다. 

이 반성을 통해서 상분과 견분이 지각 인식한 내용을 조직하고 구성한다. 대상을 

구성하고, 이론을 만든다. 이것은 바깥의 방향이다. 이 깨달음은 ‘見’과 반대 방향

의 인식이다. 見分은 바깥으로 대상을 인식함이다. 自證은 안으로 내 의식을 인식

하는 것이다.184)

④ 증자증분(證自證分)은 자증분을 확인하는 것이다. 스스로 깨달은 부분을 다시 

깨닫는 것이다. 상분과 견분이 지각한 내용을 스스로 깨닫고 반성하는 자증분은 외

부에서 들어오는 인식에 대한 것이다. 반면 자증분을 깨닫는 증자증분은 인식하는 

주체에 대한 자각, 즉 자의식이다. 자증분이 외적인 방향이라면, 증자증분은 내적

인 방향이다. 증자증분은 인식하는 주체를 자각하는 자의식이다. ‘나’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7식 마나식의 기능이다. 마나식은 인식에 늘 ‘나’라는 생각을 불어넣

고, 8식 알라야식을 ‘자아’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8식 알라야식은 의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혜의 대상이 아니다.

견분 상분은 생리적 과정이다. 자증분과 증자증분은 나의 의식적 노력이다. 자증

분은 인식하고 행위 할 때의 주체적 의식이다. 증자증분은 그런 주체적 의식을 다

시 제3자적 관점에서 의식하는 것이다. 일종의 ‘자의식’을 뜻한다. ‘나’를 자각하는 

것이다. 4분설은 논리적으로 보자면, 견분과 상분은 전5식에, 자증분은 6식 의식

에, 증자증분은 7식 마나식에 적용될 수 있다. 마나식은 ‘나’라는 생각을 만드는 

것이다. 8식 알라야식은 작용되지 않는다. 알라야식은 내 의식과 단절되어 있기 때

문이다.185)

(2) 有相 유식과 無相 유식 – 8식과 9식

당시 현장은 인도에서 호법(護法) 계통의 신유식(新唯識: 有相 唯識)을 연구하고 

돌아와서, 기존의 진제(眞諦) 계통의 구유식(舊唯識; 無相 唯識, 화엄종으로 발전)

을 비판했다. 먼저 유상과 무상의 개념을 살펴보자.

‘有相’은 말 그대로 “相(모습, 현상사물)이 있다”는 것이다. 相은 모습이다. 모습

은 8식 알라야식(창고)의 씨앗이 드러난 것이다. 사물은 識이다. 이것은 지각의 대

183) 오형근, �신편 유식학입문�, 185-186쪽.

184) 오형근, �신편 유식학입문�, 186-187쪽.

185) 오형근, �신편 유식학입문�, 187-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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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된다. 8식 알라야식의 씨앗이 드러나면, 사물의 모습이 된다. 이는 지각의 대

상이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8식 알라야식의 씨앗이 만들 수 없는 것

이 있다. ‘실체, 시간, 공간’이 그것이다. 8식의 씨앗은 시공간 속의 사물은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시공간 자체를 만들 수 없다. 사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과관계

는 사물과 사물 사이에서 성립한다. 두 개체 사이에서 성립하므로 1대1의 인과관

계이다. 이런 인과 관계는 붇다가 말한 연기설이다. 유상 유식 계통에는 진나(陳

那) 호법(護法) 계현(戒賢) 현장(玄奘) 등이 있다. 현장의 유식을 신유식이라 한다.

서양 철학에서 경험론의 기본 원칙은 “경험 지각되는 것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물은 지각되므로 존재한다. 그러나 ‘실체, 시간, 공간’은 지각되지 않는다. 따라

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된다. 칸트는 시간과 공간은 지각되지는 않으나, 존

재한다고 한다. 시공간을 ‘감성의 형식’이라 한다. 유식불교 안에서도 이런 대립이 

있었다. 현장과 규기의 신유식은 8식까지만 인정한다. 8식 알라야식의 씨앗이 드러

나는 것, 즉 사물의 존재만 인정한다. 그러나 구유식은 9식까지를 주장한다. 이들

은 시공간의 존재를 인정한다.

無相은 “相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9식 아말라식이다. 8식은 씨앗을 저장하고 

있다가, 사물로 드러나게 하지만 9식은 씨앗이 없다. “씨앗, 모습(相), 사물”로 드

러나는 것이 없으므로, ‘無相’이라 한다. 그러면 9식은 무엇인가? 시간과 공간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8식의 사물들은 9식의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게 된다.

무상 유식 계통에는 안혜(安慧) 진제(眞諦) 등이 있다. 진제의 유식을 구유식이라 

한다. 이런 식의 시간과 공간은 상식적 시공간, 혹은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시공간

과는 많이 다르다. 시공간은 사물들 사이를 이어주고 맺어준다. 연기는 인연을 만

드는 것이다. 사물은 제각기 다르지만 시공간은 단일한 하나이다. 따라서 단일한 

시공간 속에 있는 사물들은 모두 서로 연기 관계를 맺는다. 사물 하나는 나머지 

모든 것과 관계를 맺게 된다. ‘1대 전체’의 관계이다. 이래서 9식을 주장하는 구유

식을 발전시킨 화엄은 “겨자씨 속에 우주가 있다”라고 한다. 1대 전체에서, 1은 겨

자씨, 전체는 우주이다.

(3) 화엄의 4법계(四法界) 이론

구유식의 9식 이론은 화엄 사상으로 발전한다. 화엄은 8식 9식이라는 말을 발전

시켜서, 事와 理라고 한다. 事는 사물이다. 8식 알라야식의 씨앗이 드러난 것이다. 

理는 돌이나 옥 속에 있는 ‘결’이다. ‘결’은 사이인 공간이다. 결국 理는 ‘사이의 

공간’을 의미한다. 9식 아말라식이 만드는 공간 시간을 뜻한다.

화엄은 事와 理 개념을 조합해서, 4개의 세계(法界)를 제시한다. 이는 네 종류의 

세계가 있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의 세계인데, 사람이 보는 바에 따라서 4개로 다

르게 보인다는 말이다.

화엄의 4법계(四法界)186)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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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법계(事法界)는 ‘사물의 세계’이다. 8식 알라야식의 씨앗이 드러나는 세계이

다. 사람이 사물만 보면, 욕망 감정이 생긴다. 번뇌가 생긴다.

② 리법계(理法界)는 ‘사이 공간’의 세계이다. 이는 9식 아말라식이 드러난 것이

다. 사물을 보지 않고, 공간-사이를 본다. 사물을 초월하는 것이다.

③ 리사무애(理事無碍) 법계는 “사물과 공간(사이)가 막힘이 없는 세계”이다. 사

물들이 시공간 속에 있음을 보는 것이다. 8식 알라야식의 씨앗이 9식 아말라식의 

시공간 속에 들어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시공간은 연결 작용을 한다. 따라서 

사물이 고립되지 않고, 서로 연결됨을 본다. 그래서 ‘無碍’(막힘 없음)라고 한다.

④ 사사무애(事事無碍) 법계는 “사물과 사물이 막힘이 없는 세계”이다. 하나의 

사물은 나머지 모든 사물과 연결 관계를 맺는다. 1대 전체의 관계를 맺는다. 이를 

‘사사무애’라고 한다. 한 개체에 우주 전체의 사물이 다 연결된다. 개체는 우주의 

무게를 가진다. 겨자씨 속에 우주가 있다. 9식에 의해서 모든 사물은 서로 융합된

다. 相卽 相入하고, 重重 無盡한다. “서로 같고, 서로 들어간다.” “겹치고 겹쳐서 

끝이 없다.” 이것이 화엄 세계이다. 이것을 성기(性起 본성이 일어남)라고 한다. 반

면 붇다의 이론을 연기(緣起)라고 한다. 여기에서 본성은 9식 아말라식이다.

모든 현상은 걸림 없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비추면서 융합하고 있

다. 이는 화엄의 법계 연기이다. 일체의 대립을 떠난 화합과 조화의 세계이다.

4) 원측의 종합적 입장

안혜 계열의 유식을 들여온 진제 계통의 구유식은 제8 알라야식을 오염과 청정

이 뒤섞인 것으로 간주했다. 그래서 청정한 제9식 아말라식을 상정하였다.

반면 호법 계통의 유식학을 들여온 현장은 제8 알라야식을 오염된 것으로 간주

하지만, 제9식을 상정하지 않았다. 8식만으로 현상뿐만 아니라 열반 해탈을 설명할 

수 있다. 8식 체계 안에서 4지혜를 발휘함, 그리고 의식의 4분설로 그것을 설명한

다. 원측은 현장의 호법 계통을 계승하여 8식까지만 인정했지만, 규기처럼 9식을 

격렬히 공격하지는 않는다. 원측이 쓴 �성유식론소�는 유실되어 전해지지 않고. 규

기의 주석만 전해진다.

유식사상은 기본적으로 현상의 모습은 알라야식이 만든다고 한다. 8식 알라야식

은 창고이며, 씨앗을 저장하고 있다. 씨앗이 드러난 것이 현상의 모습(相)이다. 이

렇게 드러난 현상을 전5식으로 지각한다. 우리의 의식(識)은 현상의 모습(相)을 있

는 그대로 인식하지 않는다. 내가 가진 욕망 감정을 섞어서 인식한다. 욕망 감정 

때문에,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마음대로 보게 된다. 그래서 집착 번뇌하

게 된다. 이것을 유식불교에서는 전5식의 다섯 구멍에서 감정 욕망이 계속 새어 

나오는 것이라 한다. 유루식(有漏識)이라 한다. 욕망 감정이 새어 나와서 오염시킨 

현상의 모습을 내가 지각하게 된다. ‘새어 나옴’(漏)이라는 말은 새어 나와서 대상

186) 곽철환, �불교 길라잡이�,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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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오염시킨다는 뜻이다. 누군가 화가 나면, 그 눈과 입을 보면 분노가 줄줄 흘러

나옴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현상은 깨끗한 것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게 된다. 

오염과 청정의 대립, 선과 악의 대립, 고통을 늘림과 줄임의 대립 등이 있다. ‘오

염된 의식’을 유식에서는 ‘유루식’이라 한다. ‘청정한 의식(識)’을 ‘무루식’이라 한

다.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루(漏)는 새는 것을 말하는데 나오지 말아야 하는데 

나오는 것이다. 눈 입 귀 코로 ‘욕망 감정’이 줄줄 새어나온다. 이것은 현상과 모습

을 물들이고 오염시킨다. 염(染)은 물들이는 것이고, 훈습(熏習)은 냄새가 배는 것

이다. 이는 액체와 기체의 차이이다.

5) 중관(中觀) 유식(唯識)의 중국적 전개

인도 대승불교의 두 조류가 중관과 유식이다. 이 둘은 중국에 들어와서 다음과 

같이 연결된다. 중관은 이후 천태종으로 이어지고, 유식은 유상 유식과 무상 유식 

둘로 나뉜다. 유상 유식은 현장을 중심으로 한 신유식이며 법상종으로 이어진다. 

무상 유식은 진제를 중심으로 하여 구유식이라 하며 화엄종으로 이어진다.

또한 법상(法相)은 ‘사물의 모습’을 뜻한다. 사물의 모습은 8식 알라야식의 씨앗

이 만든다. 따라서 8식까지만 인정하는 현장과 규기의 신유식을 ‘법상종’이라 한

다. 법성(法性)은 ‘사물의 본성’이다. 여기에서 ‘성(性)’ 개념은 일반적 의미와는 다

르다. 사물들을 연결시켜주는 요소를 ‘性’이라 한다. 법상(法相)은 사물(法)을 중심

으로 말한다면, 법성(法性)은 본성(性)으로 말한다. 사물을 연결시켜주는 본성은 9

식 아말라식이다. 따라서 9식을 인정하는 구유식이 발전한 화엄종을 법성종이라 

한다. 그리고 화엄종에서는 9식을 ‘性’이라 한다. 화엄의 법계 연기를 ‘性起’(본성

이 일어남)이라 한다.

원측은 신유식과 구유식의 대립을 화합시키려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두 유식사

상을 폭넓게 수용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는 한편, 양자의 사상적 대립을 피하고자 했

다. 따라서 법상종(法相宗)이면서도 법성종(法性宗)적인 색채를 뚜렷이 가졌다. 원

측은 종파에 구애받지 않았고, 양쪽의 집착을 둘 다 비판하고, 중도(中道; 중간의 

길, 알맞은 길)를 세우려 하였다.

천태종은 용수의 두 진리(二諦) 이론을 받아들인다. 참된 진리(眞諦 진제)는 목표

이다. 반면 세속의 진리(俗諦 속제)는 그 수단과 방편이다.

사물의 자성(自性)을 인정하므로, 많은 철학이 양극단을 주장한다. 즉 生-滅, 斷-

常 등의 양극단 가운데 하나를 잡고, 이론을 전개한다. 용수는 모든 자성(自性)을 

부정한다. 대신에 가운데, 즉 알맞음을 보라고 한다. 中觀하라는 것이다.

이 ‘가운데, 알맞음’을 보면, 참된 진리(眞諦)를 얻는다. 참된 진리는 말로 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용수는 수단 방편으로 세속의 진리(俗諦)를 인정한다. 세속 

진리는 자성을 인정하고, 양극단으로 말하는 이론들이다.

천태종은 진제와 속제가 필연적 관계라고 한다. 진제와 속제, 목표와 수단은 뗄 

수 없다. 상호 존재하는 것이다. 진제가 있으니 속제가 있고, 속제가 있어 진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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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진리와 방편은 공존한다. 나아가 참과 거짓의 공존, 선과 악의 공존은 필연

적이다. 왜 선과 악은 공존하는가?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성악설이

다. 악을 저질러야, 후회하고 반성한다. 그래서 선해지려고 노력을 한다. 선과 악의 

공존을 힘주어 강조한다. 이것이 성구(性具 본성이 갖춤)의 이론이다.

6) 원측의 인간관

현장과 규기(窺基) 일파가 주장하는 오성각별설(五性各別說)187)은 인간을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성불 단계를 나눈 것이다. ‘오성각별(各別)’은 다섯 가

지 본성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定性’이란 “정해진 성격, 측면. 정해진 본성, 정

해진 운명”을 말한다. 다섯 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는 부정 정성(不定 定性)이다. 아직 선악이 정해지지 않은(不定), 즉 가능성

의 존재로서, 선도 악도 될 수 있다. 일반적 가능태(可能態)를 가리킨다.

2단계는 무유 정성(無有 定性)로 성불의 가능성이 없는(無有) 존재로서, 전생부터

의 악업이 쌓여서, 성불을 이룰 가능성이 없다. 성불할 본성이 없는 ‘정성’이다.

3단계는 성문 정성(聲聞 定性)이다. 붇다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해탈할 수 있는 

자질이다. 진리를 즐겨 듣기는 하나, 실천이 없는 소승(小乘)의 성자를 가리킨다.

4단계는 독각 정성(獨覺 定性)이다. 홀로 깨달아서 해탈하는 자질이다. 성문보다

는 지적으로 월등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위하며, 타인을 이롭게 하는 이타(利他)의 

보살행이 결여된 소승적 수도인을 말한다. 

5단계는 보살 정성(菩薩 定性)이다. 보살의 이상과 행위를 실천하는 대승의 수도

자로서, 오성(五性)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이다. 후천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 성불이 

기약된다.

사람은 단계별로 성불 가능성이 정해져 있다. 여기에서 2단계 무유 정성의 대표

는 일천제(一闡提 icchantika)이다. 일천제가 성불할 수 있는가?

규기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규기는 4가지 정성만 성불할 수 있고, 2단계 무유 정

성은 성불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그는 인간을 선한 자와 악한 자로 나눈다.

원측은 오성 각별설에 반대하고, 일체 중생이 모두가 여래장(如來藏)을 가지고 

있으니, 5종성(五種性)도 모두가 다 선한 본성이 있다고 한다. 그는 성선설을 주장

한다. 중생은 한결같이 불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원측은 화엄이나 천태에서 

주장하는 일성개성불설(一性皆成佛說)에 따랐다. 중국의 주류 이론은 5성이 다 불

성이 있다는 성선설이다. 화엄종이 성선설의 대표적 종파이다.

현장은 귀국해서 구유식 학파인 지론과 섭론에 맹공을 한다. 공격을 받은 섭론이 

발전해서 화엄종이 된다. 이에 현장을 이어서, 규기가 대를 이어 화엄을 공격한다. 

나아가 원측의 사상은 법상종 정통파를 자처하는 규기 일파로부터 비판을 받고 이

단시되었다.

187) 정병조,「원측(圓測)의 반야심경찬(般若心經贊)연구」, 한국학보, 일지사,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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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측은 자은파와는 달리 �해심밀경(解深密經)�을 일승적(一乘的) 견지에서 보아, 

누구라도 성불할 수 있다고 단정하였다. 다섯 가지의 현실적 인간 유형은 인정하지

만 오직 일불승(一佛乘)만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성불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립은 끝내 유식불교를 분열시켜서 유상(有相) 무상(無相)의 구분 (법상종 화엄

종) 외에도 또 다른 분파를 초래하였다. 규기의 자은파와 원측의 법상종이 나뉜다.

5. 유식불교의 이론

유식 철학은 유식무경(唯識無境)의 철학이다. 존재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인식 

혹은 관념뿐이고 이 인식하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유가행 철학은 용

수에 의해 확립된 중관 철학의 진리에 대한 부정적 접근 방식에 만족하지 않았다. 

공 사상을 받아들이면서도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이론을 전개한다.

유가행 철학의 근본 사상은 �해밀심경�이지만, 체계적으로 형성된 것은 미륵으로

부터 시작된다. 미륵을 이어 무착과 세친이 유식사상을 크게 발전시켰다.

�섭대승론�은 대승불교의 특성을 논하는 체계적인 저술이다.

유식불교의 기본 이론인 심식설(心識說), 삼성(三性), 삼무성설(三無性說)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5.1, 심식설(心識說)

1) 초기 불교의 심식설(心識說) - 마음(心)과 의식(識)

초기 불교는 원시 불교 또는 근본 불교라고도 한다. 초기 불교의 사상을 가장 완

벽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팔리어로 된 상좌부의 경(經) 율(律) 론(論) 3장(三藏)이다.

불교의 심식설(心識說)은 초기 불교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를 다시 말하면 초기 

불교인 사성제(四聖諦) 5온(五蘊)과 12처(處) 18계(界) 등 이른바 3과설(三科說)에

서 이미 심식설을 설명하고 있었다. 즉 안식(眼識) 이식(耳識) 비식(鼻識) 설식(舌

識) 신식(身識) 의식(意識) 등 인간의 마음을 육식(六識)으로 분류하여 모든 정신생

활을 설명하고 있다.

‘心識’은 마음과 의식을 뜻한다. 붇다 이래 유식불교에서는 ‘心’보다는 오직 ‘識’

으로 사람을 설명한다. 붇다는 인간을 5온, 즉 “色受想行識”의 다섯 덩어리로 표

현한다. 붇다에 따르면, 인간이란, “물질적 요소(色),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대상을 

만나서 생기는 지각 욕망 감정(受), 생각(想), 행위(行), 의식(識)”이 임시적으로 한

데 묶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붇다는 무아(無我)설을 제시했다. 인간은 다섯 덩

어리일 뿐, 항구불변의 ‘자아’ 즉 ‘나’는 없다. 인간이란 잠시라도 자기동일성을 가

지고 존재하지 않으며, 수시로 변하는 다섯 덩어리의 묶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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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다섯 개 가운데 ‘識(의식)’은 ‘마음’ 대신에 도입한 개념이다. 이후에 유식불

교 이론은 대부분 ‘識’을 가지고 마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들 심식으로부터 나타나는 행위는 곧 업(業 행위)의 원인이 된다. 이 

업인(業因 행위라는 원인)은 선악의 과보(果報 결과)를 일으키고, 이 결과는 원인이 

되어 그 다음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인과의 도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

2) 소승불교의 심식설

⑴ 소승(小乘, Hinayana)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작은 수레’라는 뜻으로 소승

불교는 출가 수행자들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출가한 승려들만 깨달음의 길로 나아

간다는 것이다. 출가 수행자들은 오직 교법과 계율, 그리고 교단의 규칙에 따라 수

행에만 전념하였다. 초기 불교의 심식설은 소승불교에 이어져 더욱 발전을 보게 된

다. 소승불교는 아비달마 불교, 부파 불교라고도 한다.

대표적 학파로는 설일체유부와 경량부, 독자부가 있다. 이는 앞서 부파 불교에서 

요약 설명했다.

소승불교의 대표적 입문서는 세친의 �아비달마 구사론�이다. 아비(abhi)는 “공경

스럽게 결택(決擇)한다”는 뜻이다. 決擇은 ‘선택해서 결정함’이다.188)

다르마(dharma)는 물질 또는 정신계를 모두 포함한 법을 말한다. 이러한 명칭이 

말해 주듯이 아비달마는 정신계와 물질계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정신계와 물질계

는 모두 업력의 힘에 의하여 운영되고 유지된다는 이론이다.

세친은 간다라 지방에서 태어나 카슈미르 지방에 가서, 설일체유부에서 �대비바

사론�을 연구한 뒤, 600송(頌)을 지은 후 자신의 주석을 더해서 �구사론�을 저술했

다. 세친은 설일체유부의 철학을 따르면서도 비판적이었으며, 경량부 등 타 철학적 

문제에 연구하였다. 이후에 그는 대승불교로 전향하여 유식에 관한 책을 저술하였

다. 심법, 심소법은 心으로 설명하고 실체를 인정한다.

⑵ 5위 75법 - 설일체유부

붇다는 대략 5온, 12처, 18계를 말했다. 그런데 설일체유부는 좀 더 자세하고 조

직적으로 이 세계의 모든 존재를 분류해서, 5위 75법이라 했다. 5위 75법은 일체

법을 다섯 범주로 나누고, 각 범주의 법(dharma)들을 나눈 것을 합하면 75개가 

된다. 5위는 색법(11개) 심법(1개) 심소법(46개) 심불상응법(14개) 그리고 무위법(3

개)의 다섯 종류이다. 75법은 유위법 72개와 무위법 3개로 구성된다. 유위법은 조

건에 따라 생성 소멸하는 것으로 72개가 있다. 무위법은 어떤 조건(인연)에 의해 

생성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항상 그대로 변함이 

없는 법이다.189)

188) 오형근, �신편 유식학입문�,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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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소승불교는 초기 불교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眼耳鼻舌身意”의 육식설(六識說)

을 심(心)·의(意)·식(識)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심(心)은 모든 업력을 보존하였

다가 다른 과보를 받게 하는 마음이며, 의(意)는 모든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며, 식

(識)은 모든 것을 인식하는 마음을 뜻한다.

그러나 이들 심, 의, 식은 그 체성(體性)이 일체(一體)라고 하였다. 주로 요가 수

행자들의 체험을 통해 마음의 작용론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업인(業因)으로 조성되어 마음속에 보존되어 있다가 인연이 

도래하면 곧 결과로 현실에 나타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 나타나기도 한다. 

이 업력이 어디에 보존되어 있는가를 연구하면서, 소승불교의 육식설 이외에 또 다

른 식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3) 대승불교의 발생

대승(大乘, Mahayana)은 ‘큰 수레’라는 뜻으로, 보살이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이

다. 소승불교가 깨달음을 구하는 출가자와 자리(自利) 중심인 것을 비판하여 생겨

난 불교 개혁 운동이다. 자리(自利)란 자기의 이익, 즉 자기가 얻은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자신에게만 돌리는 것이다. 대승불교 운동은 승려가 자신의 이

익뿐만 아니라, 생사의 세계에서 고통 받는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이타행(利他

行)을 강조하였다. 이를 자리이타(自利利他)라고 하는데 자신도 이롭고 타인도 이

로운 것을 말한다. 또한 대승불교는 회향(廻向) 개념도 강조했다. 이는 자신이 닦

은 공덕을 중생에게 돌리는 것으로 자업자득이라는 엄격한 업의 법칙을 넘어 대승

불교에서 강조하는 자비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190)

(1) 대승불교의 유래

대중들은 어렵고 복잡한 교리보다 직접 부처님을 만나기를 원하였고,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불탑 주위나 성지 등을 순례하면서 부처님의 일생이나 전생담을 듣기 

원했다. 대승불교는 불탑을 중심으로, 불전문학에 의해 혹은 특정 부파에서 재가자

와 출가자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했고 확산되었다. 대승불교가 등장하였다고 해서 

부파불교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부파불교에서는 여전히 대승불교를 인정하지 않

았다.

대승불교의 초기 경전에는 �대무량수경�, �금강반야바라밀경�, �반야심경�, �유

마힐소설경�, �정법연화경�, �화엄경� 등이 있다. 후기 경전으로는 유식사상을 중

심으로 하는 �해심밀경�, �아비달마경�과 여래장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대방등여

래장경�, �불증불감경�, �승만경�, �열반경�, �능가경�, �대승기신론� 등이 있다.

189) 길희성, �인도철학사�, 65쪽.

190) 곽철환, �불교 길라잡이�, 57-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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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식불교의 중요한 경전은 �해심밀경�이다. A.D 4세기경 무착은 �해심밀경�의 

심의식(心意識)설 등의 영향을 받아 종래의 소승불교의 육식설에 제7 마나식(末那

識)과 제8알라야식을 더하여 8식설로 논리화하였다. 제7 마나식은 알라야식을 자

아라고 오인하여 집착하는 근원적인 자의식으로 번뇌와 인간의 죄악의식(罪惡意識)

의 발생과 함께 일어나며 제8 알라야식은 모든 업력을 종자의 형태로 저장하고 있

다가 인연 따라 생기소멸하며 윤회의 주체가 된다고 하였다.

(2) 대승기신론

대승불교 여래장 사상의 대표적인 논서는 『대승기신론』이다. 대승기신론은 대승

불교의 이론과 실천, 양면을 요약한 문헌으로 여래장(如來藏) 사상과 유식(唯識)사

상이 결합된 것이다. 여래장(如來藏) 사상은 ‘모든 중생의 마음에는 본래 부처와 

같은 불성(佛性)’이 있다는 뜻으로 누구나 노력하면 붇다처럼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이다. 유식(唯識) 사상은 ‘일체의 모든 현상은 식(識)의 작용’이라고 주장한다.

“대승은 중생심(衆生心)”이라는 말이 있는데 『대승기신론』에서 ‘마음(心)’으로 표

현한 것이다.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라, 편의상 ‘마음(心)’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중생은 불성을 지닌 잠재적 부처

이며, 단지 중생의 마음에 번뇌가 쌓여 불성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

리고 불성을 드러내기 위한 실천적 수행을 강조하였다.

『대승기신론』은 일심(一心), 이문(二門), 삼대(三大), 사신(四信), 오행(五行)을 핵

심으로 요약해 왔다. 가장 중요한 일심을 진여문(眞如門)과 생멸문(生滅門)의 이문

으로 설명하고, 여기서 다시 일심의 특성을 체(體), 상(相), 용(用)의 삼대로 전개하

여, 궁극적으로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며 나아가 실천적 행을 닦도록 하는 것

이 주요 내용이다.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법이 인연화합에 의한 마음으로 드러난 것이며, 마음을 떠

나서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191)

(3) 중관과 유식사상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사상이 중관 사상과 유식사상이다. 중관 사상의 최고 논사

는 용수이다. 용수의 교학은 상당히 포괄적이었으며 반야경전의 공(空) 사상이 중

심이다. 이 때문에 �중론�을 중심으로 하는 중관학파를 세우게 되었다. 청변은 �중

론�의 주석서인 �반야등론(般若燈論)�을 썼다. 그는 호법(護法)의 유식설을 비판하

여, 중관과 유식 양파의 대립을 격화시켰다.

중론에서의 중(中) 개념은 소승경전에서 붇다가 인간 존재에 대한 견해를 중도적

인 것으로 규정한 것과 연관 있다. 붇다는 인간에게 불변의 형이상학적 실체가 있

191) 길희성, �인도철학사�, 155-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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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유(有)의 입장을 거부했고, 인간이 죽음과 더불어 무로 돌아간다는 무(無)의 

입장도 거부했다. 중론의 중은 붇다의 기본 입장을 확대하여, 세계 전체 존재론적 

성격을 규명한다. 모든 법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성이나 본성이 없고, 타에 의존하

여 생기는 의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공이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없는 것이나 다

름없다. 그렇지만 공은 무(無)가 아니라 조건에 의해 생기하고 소멸한다. 공은 사물

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비유(非有) 비무(非無)는 공

과 같이 실재를 부정하는 파사(破邪)의 말이고, 중도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현정

(顯正)이라 한다.

중론의 핵심 구절은 “인연에 의해 생긴 법을 곧 공(空)이라 설하고, 역시 가명(假

名)이라고도 설하며 이것이 또한 중도(中道)라는 뜻이다” 이는 인연의 조건에 의해 

생기는 법은 곧 공(空)이고, 공(空)은 연기의 진리에 근거한다.

초기불교의 심식설과 소승불교의 심식설에서 발전한 것이 대승불교의 유식설이

다. 소승불교에서 대체로 심의식의 체성을 동일하다고 본 것에 대하여, 대승불교의 

유가행파, 즉 유식학파에서는 다르다고 본다. 심(心)과 의(意)와 식(識) 등은 그 활

동과 역할 작용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체성도 각기 다르다.192)

4) 대승불교의 보살 사상

대승의 이상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보살(菩薩, bodhisattva) 개념이다. 보살(菩

薩)은 보디사트바(Bodhisattva)의 음사(音寫)인 보리살타(菩提薩埵)의 준말이다. 일

반적으로 ‘깨달음을 구해서 수도하는 중생’, ‘구도자’, ‘지혜를 가진 자’ 등으로 풀

이된다.

이 보살 사상은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발전하면서 더욱 확대되었으며, 보살의 

수도 많이 늘어났다. 특히 중기 대승불교 이후 성하였던 여래장(如來藏) 불성(佛性) 

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발전한 대승불교의 정화(精華)라 할 수 있다.

보살의 용어와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기원전 2세기경에 성립된 『본생담(本

生譚)』이다. 『본생담』은 석가모니가 전생에서 수행한 여러 행적을 이야기한 책이

다. 이때의 보살은 후대에 나타나는 대승의 보살에 대하여 보통 ‘본생보살(本生菩

薩)’이라하고 석가모니 1인에 한하였다.

불교사상의 필요성과 중생의 근기에 따라 여러 형태의 보살이 생겨났다. 대승경

전에는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미륵보살 등 수 많은 보살이 나타

나는데 보살은 실존 인물일 수도 있고, 형상화한 것도 있다.

보살은 실재하였던 고승(高僧)이나 대학자에 대한 일종의 존칭으로도 사용되었

다. 인도의 용수(龍樹) 마명(馬鳴) 무착(無着) 세친(世親) 등이 보살로 불렸으며, 우

리나라에서는 자장(慈藏) 원광(圓光) 원효(元曉) 의상(義湘) 원측(圓測)이 보살의 칭

호를 받았다. 붇다 다음 가는 성인으로 보살승을 뜻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2) 목경찬, �유식불교의 이해�, 불광출판사, 2017,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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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신도들을 부를 때 보살이라고도 한다.

현재는 보살도를 실천하며,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을 실천하는 

모든 사람을 보살이라고 한다. 위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아래로는 중

생을 교화하고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리이타(自利利他)

를 실천하여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93)

보살도는 재가자나 출가자를 막론하고 보리심을 발하고 자비의 원을 세운 자는 

누구든지 실천할 수 있는 길이다.

『유식삼심송』을 토대로 현장은 『성유식론』에서 보살의 수행 단계194)를 다섯으로 

나눈다.

⑴ 자량위(資糧位) : 보리의 인이 되는 최초의 단계이다. 역량을 쌓는 단계이다. 

대승의 가르침을 들어서 익힘, 부처님을 많이 섬김 등이 그것이다. 자신의 역량을 

도와 이익되게 하여 그 과에 이르기 때문에 자량이라 한다. 유식의 진여를 아직 

증득하지 못한 단계이다.

⑵ 가행위(加行位) : 행위를 보태는 단계이다. 객관 대상 세계와 인간 주체가 모

두 ‘텅 빔’(空)을 깨닫는 것이다. 견도에 이르기 위해 공력을 더하여(加) 수행한다

(行)는 말이다.

⑶ 통달위(通達位) : (지혜에) 통해서 다다른 단계이다. ‘줄줄 새는 것이 없는 지

혜’(無漏智)를 이루어서, 진여를 깨닫는 것이다.

⑷ 수습위(修習位) : (지혜를) 닦고 익히는 단계이다. 번뇌장(煩惱障)과 소지장(所

知障)을 끊는 무분별 지혜를 닦는 것이다.

⑸ 구경위(究竟位) : 궁극적 경지의 단계이다. 성불의 지위에 이름이다.

이와 같이 보살 수행의 목적은 마음의 수행을 깨달아 지혜를 얻음으로써 성불을 

이루는 것에 있다. 

5) 대승불교의 여래장 사상

여래장(如來藏), 혹은 여래태(如來胎)는 타타가타 가르바(Tathāgata garbha)를 

뜻에 따라 번역한 것이다. ‘여래(如來 Tathāgata)’는 “이렇게 오신 분”(如來)이라

는 뜻으로, 부처를 의미한다. Garbha는 "장(藏)" 또는 "태(胎)"이다. 모태와 태아 둘 

다를 뜻한다. 따라서 여래장은 "그 태내에 부처를 잉태하고 있는 것"과 "성장해서 

부처가 될 태아"라는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다. 여래장은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가능태)을 일컫는 말이다. 

여래장 사상에 따르면, 깨치지 못한 상태의 사람(凡夫)의 마음은 비록 현실적으

로는 미혹(迷惑)과 더러움에 뒤덮여 있지만, 그 본성은 청정하다. 자성(自性)은 청

정심(淸淨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여, 진리를 깨달을 수 있

193) 곽철환, �불교 길라잡이�, 65쪽.

194) 목경찬, �유식불교의 이해�, 228-2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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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진여성(眞如性) 또는 불성(佛性)이라고 한다. ‘佛性’은 붇

다(buddha, 깨달은 자)가 될 본성을 의미한다. 여래장은 본질적으로 불성(佛性) 또

는 진여(眞如)와 동일한 개념이다.

모든 중생은 수행을 하면, 여래장, 그 청정한 본성을 전부 실현시킬 수 있다. 여

래장 사상은 보살 사상과 대칭되는 것이다. 보살이 중생을 구제한다면, 반대로 중

생에게는 여래가 될 가능성(여래장) 혹은 불성이 존재해야 한다. 만약 중생에게 그

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보살이 아무리 노력해도 중생을 구제할 수는 없다. 이는 

결국 일천제 성불론과 같은 문제이다.195)

5.2, 여덟 개의 의식(識) - 주관의 측면

유식불교의 이론을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주관의 분류에는 8식 4분 4지혜가 있고, 객관의 분류는 3성, 3무성, 5위 100법

이 있다. 주관 이론의 핵심은 8식 이론이다. 종파에 따라 8식 또는 9식으로 분류

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8식설이다.

식(識)이란 ‘의식’을 뜻한다. 사물을 인식하거나 이해하는 의식의 작용이다. 대상

을 분별(分別) 또는 요별(了別)하는 것이며, 인식이라는 말과 통한다. 이는 일반적

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유식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간다.

모든 객관 대상과 현상은 나의 의식(알라야식)이 나타난 것이다. 의식 외에는 존

재하는 것이 없고, 의식에 의하여 모든 것이 생성되었다. 이를 유식무경(唯識無境)

이라 한다.196) “오직 의식일 뿐, 대상(境)은 없다.”

결국 나의 의식이 객관 대상을 만들어내며, 동시에 그 대상을 나의 의식이 분별 

지각을 한다. 이것이 8식 이론의 기본 틀이다.

1) 전5식(前五識)

8식 가운데 맨 앞에 있는 다섯 개의 의식이다. 그래서 ‘前五識’이라 한다.

5식은 안식(眼識) 이식(耳識) 비식(鼻識) 설식(舌識) 신식(身識)의 다섯 가지 의식

(識)을 말한다. 이는 사람이 외부 대상들을 지각 인식하는 감각기관이다. 감각기관

을 붇다는 뿌리(根)라고 한다. 눈(眼) 귀(耳) 코(鼻) 혀(舌) 몸(身)이 바로 그 다섯 

감각기관이다. 전5식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

으로 만져서 아는 것이다. 지각 경험이다.

붇다는 사람이 오온(五蘊 다섯덩어리)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자아를 구성하는 다

섯 가지 요소는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이다. 색(色)은 색깔이다. 모든 물

질적인 것은 색깔을 가진다. 사람의 몸이 바로 색(色)이다. 몸은 땅 물 불 바람(地

水火風)의 네 요소(四大)로 이루어졌다. 수(受)는 ‘받아들임’이다. 눈 코 입 귀 몸의 

195) 곽철환, �불교 길라잡이�, 74쪽.

196) 곽철환, �불교 길라잡이�,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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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감각기관이 외부 사물을 지각해서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전5식이 바

로 이것이다. 상(想)은 생각함이다. 받아들인 정보를 바탕으로 사유하고 추론함이

다. 행(行)은 행위이다. 감각 지각과 사유를 바탕으로 행위를 한다. 식(識)은 의식

이다. 색(色) 수(受) 상(想) 행(行)을 이루는 마음의 요소를 ‘의식’이라 한다. 유식불

교는 바로 이 ‘식(識)’을 근본으로 한다. 전5식은 감각 지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자체로써 판단·유추·비판하는 능력이 없다. 그것은 다만 ‘나’라는 주관이 외부의 객

관과 교통하는 통로일 따름이다. 전5식은 제6 의식에 의하여 통괄되며, 자신이 수

집한 갖가지의 정보를 이 제6 의식에 보고하는 기능을 가졌다.

다르게 보자면, 전오식은 현재의 사물을 인식하는 현량(現量)197)이다.

또한 4분설로 볼 때, 상분(相分)과 견분(見分)에 해당된다. 견분은 인식 작용이

고, 상분은 인식 내용이다. 8식에 대한 4개의 지혜라는 점에서 볼 때, 전5식은 성

소작지(成所作智)를 이루어야 한다.198)

2) 6식(六識) 의식(意識)

6식 의식(意識)은 전오식(前五識) 다음에 있는 것이다. 전5식이 대상 사물의 정보

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6식은 그 정보를 처리하는 작용이다. 전5식이 지각한 내용

을 6식이 종합하고 비교하며 사유한다. 전5식이 감각 지각이라면, 6식은 이성적 

사유 능력이다.

전5식은 감각 기관별로 대상을 지각하는 것이 다르다.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코

는 냄새를 맡는다. 봄, 들음, 맡음은 서로 다른 정보이다. 이 정보들을 종합해야 대

상을 구성할 수 있다. 6식이 바로 종합 구성하는 작용이다. 대상을 구성했다 하더

라도, 대상이 어떤 것인지, 그 정체를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기억했던 내용과 지

금 종합한 대상을 비교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역시 6식의 작용이다.

이런 점에서 6식은 이미 아는 사실에 근거하여 추론하는 비량(比量 비교하는 능

력)이다. 4분설로 볼 때, 6식은 자증분(自證分)이다. 전5식으로 지각한 내용을 스스

로 깨닫는 자기반성의 측면이다. 이런 자기반성을 통해서 이론을 구성한다.

8식의 지혜라는 점에서 6식은 묘관밀지(妙觀密智), 묘관찰지(妙觀察智)를 이루어

야 한다. “비밀을 묘하게 보는 지혜, 묘하게 보고 살피는 지혜”이다. 전5식은 대상

의 속성을 감각으로 지각한다. 이는 직관에 해당된다. 그러나 대상 전체의 모습은 

6식으로 구성해야 한다. 전체 모습은 ‘비밀’에 해당하므로 묘하게 관찰해야 그 비

밀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묘관밀지’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첫째 6식 의식, 둘째 7식 마나식(Manas), 

셋째 8식 알라야식이다. 마음은 객관 세계를 인식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고, 정신 

작용을 일으키는 중심이 된다.199)

197) 인식의 근원인 삼량(三量)의 하나. 현량(現量)은 감각 지각하는 것이다. 비량(比量)은 사유 

추론하는 것이다. 성교량(聲敎量)은 가르침의 소리를 들어서 아는 것이다.

198) 오형근, �신편 유식학입문�, 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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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식(七識) 마나식(manas)

⑴ 7식은 ‘manas’인데, 한자로는 ‘마나식(末那識)’이라 한다. ‘manas’는 한자로 

‘意’를 뜻한다. 意는 두 가지 뜻이 있다. ① 의미 뜻, ② 의지(志)이다.

6식 의식(意識)의 ‘意’는 ①의 ‘의미, 뜻’에 가깝다. 전5식으로 지각한 내용의 ‘의

미, 뜻’을 구성하는 기능이 바로 6식 의식(意識)의 역할이다. 반면에 7식 마나

(manas)식의 ‘意’는 ②의 ‘의지’에 가깝다. ‘의지’는 ‘나’ 개념의 핵심이다. ‘나’의 

본질은 나의 ‘의지’이다. 6식이나 7식이나 ‘의(意)’의 뜻을 가지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6식은 ‘의식(意識)’이라 하고, 7식은 ‘마나식’이라 한다.

⑵ 7식의 또 다른 기능은 사량(思量)이다. ‘思量’은 ‘생각하는 능력’이다. 이 역시 

6식과 겹친다. 6식 역시 사량하는 것이다. 차이점은 무엇인가?

6식 의식(意識)은 전5식이 지각한 것만 가지고 그 의미를 재구성한다. 그 과정이 

사유이다. 따라서 사유의 근원은 외부에 있다. 외부에서 감각 지각이 들어오지 않

으면 6식의 작용은 그칠 수 있다. 반면 7식은 전5식이 가져다주지 않아도, 스스로 

계속 생각한다.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은 내 안에 어떤 근원이 있다고 생

각한다. 그 근원을 ‘자아’(나)라고 생각한다. 사유의 근원이 내부에 있기 때문에 ‘자

아’를 상정하게 된다. 나아가 7식은 그 뒤에 있는 8식 알라야식을 ‘자아’라고 추측

한다. 그 결과 ‘나’(자아)와 관련된 집착을 일으킨다. ‘아집(我執)’과 ‘법집(法執)’은 

7식에서 생겨난다.

⑶ 7식은 끊임없이 나의 생각과 의식에 ‘나’(자아)라는 것을 불어넣는다. 그 결과 

네 가지 집착을 불러일으킨다. 아치(我痴) 아견(我見) 아만(我慢) 아애(我愛)의 네 

가지 집착이 함께 일어난다.

아치(我癡)는 “‘나’라는 어리석음”이다. 나에 대한 무지(無明)를 말한다. 치(癡)는 

무지를 뜻한다. 존재하지 않는 ‘나’를 있다고 하기 때문에, 갖가지 어리석음을 일으

킨다. 붇다 이래 불교는 제법무아(諸法無我)를 주장한다. ‘나’가 있다고 여기기 때

문에, 모든 뒤집힌 견해(顚倒見)가 여기에서 생겨난다.

아만(我慢)은 “내가 오만하다”는 말이다. 스스로를 높여서 잘난 체하며, 남을 업

신여기는 마음이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진리를 망각한데서 발생한다. 아치(我痴)와 

아만(我慢)은 나에 대한 집착인 ‘아집(我執)’이다.

아견(我見)은 “내가 본다”는 뜻이다. 자신이 지각 인식하는 모든 것을 ‘나’라는 

가상의 존재가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모든 인식에 ‘나’라는 것을 넣는 것이

다. 인식의 주체를 ‘나’로 잡는다.

아애(我愛)는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다. ‘나’라는 관점에서 만나는 대상들을 사

랑하는 것이다. 이는 결과 대상에 대한 집착을 일으킨다. 아견(我見)과 아애(我愛)

199) 오형근, �신편 유식학입문�,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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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집(法執)’의 근원이다.

⑷ 7식 마나식은 4분설에서는 증자증분(證自證分)이다. 전5식이 지각한 내용을 6

식이 스스로 깨닫고 반성하는 것이 ‘자증분(自證分)’이다. 이렇게 스스로 깨달은 자

증분을 다시 깨다는 것이 증자증분이다. 이는 자신의 인식과 의식의 흐름에 ‘나’라

는 것을 넣는 과정이다. 자의식이다.

8식의 지혜라는 입장에서는 7식 마나식은 평등성지(平等性智)를 이루어야 한다. 

‘나’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피차(彼此)의 차별이 없이, 모두 평등하다고 

깨닫는 지혜이다.

대상을 인식할 때, 항상 그릇되게 인식하여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비량(非量)이

다.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하는 변계소집성성, 혹은 자아를 있다고 아는 7식 마나식

이 대표적인 비량(非量)이다.200)

4) 8식(八識) 알라야(ālaya)식

8식은 산스크리트어로는 ‘알라야 비즈냐나 ālaya vijñāna’이다. 중국에서 이를 

음역하여서 일반적으로 ‘아뢰야식(阿賴耶識)’이라 한다. 다른 번역으로 ‘아리야식

(阿梨耶識)’, ‘아라야식(阿羅耶識)’ 등이 있다. 줄여서 ‘뢰야(賴耶)’ 또는 ‘리야(梨

耶)’라고도 한다.

⑴ 무몰식과 장식

8식은 매우 많은 이름이 있다. 그 가운데 ‘ālaya’를 번역한 것으로, 구역(舊譯)의 

대표자인 진제(眞諦)는 ‘무몰식(無沒識)’이라 번역하고, 신역(新譯)을 한 현장은 ‘장

식(藏識)’이라 했다. 이 두 번역은 진제의 구유식인 섭론과 현장의 신유식인 법상

종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다. 

① 무몰식(無沒識)은 “소멸되어 없어짐(沒失)이 없는 의식”이라는 뜻이다. 8식은 

모든 존재의 씨앗(種子)을 굳게 보존하여 잃지 않는다. 8식은 생멸을 하지 않는다.

② 장식(藏識)은 “창고인 의식”이라는 말이다. ‘ālaya’는 ‘창고, 곳간, 집’, ‘저장

함’을 뜻한다. 모든 사물을 만들어 내는 씨앗(種子)을 보관하는 창고이다.

알라야식은 잠재하면서 신체를 유지하고, 과거의 행위에 의해 새겨진 인상을 종

자(種子)로 저장하며, 미래의 심 작용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모든 현상을 알라야식

의 발현이라고 한다. 종자가 현상으로 드러나며, 반대로 현상이 다시 종자에 훈습

(薰習)을 한다. 이를 습기(習氣)라고 한다.

200) 오형근, �신편 유식학입문�, 112-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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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알라야식

알라야식의 이름은 매우 많다. 그 가운데 몇을 들자면,

① 알라야식은 모든 식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근본식(根本識)이라고 한다.

② 종자식(種子識 bīja-vijñāna) “씨앗인 의식”, 모든 사물을 만들어내는 씨앗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종자식이라 한다. 씨앗은 현상 사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현상의 사물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8식 알라야식의 창고에 있는 

씨앗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객관 사물은 ‘공(空)’하다. 실체가 비어 있다. 다만 

씨앗이 나타난 상태일 뿐이다. 이렇게 씨앗이 드러난 모습을 ‘법상(法相)’이라 한

다. 이것은 꿈과 같은 구조이다. 꿈에서 우리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 현상을 내 마

음이 지각한다. 마찬가지로 유식은 8식의 씨앗이 드러난 현상을 내가 지각한다고 

한다. 이는 법공(法空)의 이론이다. 유식무경(唯識無境)이라고 한다. “오직 의식 뿐, 

대상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알라야(창고) 식과 씨앗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불일불이(不一不異)

의 관계에 있다. 씨앗은 사물 혹은 사태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사물과 사물 사이

의 원인-결과의 관계와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원인-결과, 즉 연기를 설명하기 위

해서 ‘이숙식’을 말한다. 이래서 유식 이론을 ‘알라야 연기설’이라 한다.

③ 이숙식(異熟識 vipāka vijñāna) - “다르게 익은 의식”, 과보식(果報識)이라고

도 한다. 씨앗으로 드러난 현상은 행위의 일종이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를 

만들어낸다. 원인이 익어서 다르게 되면, 결과이다. 8식은 원인-결과의 관계를 담

고 있다. 이를 “다르게 익은 의식”(異熟識)이라 한다.

⑶ 능장 소장 집장

알라야식은 일반적으로 ‘창고’와 ‘씨앗’이라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성유식론�은 

8식을 자상(自相, 자체 모습)과 과상(果相, 결과의 모습) 인상(因相, 원인의 모습)으

로 정리한다. 그 중 ‘자체 모습’(自相)을 “능장(能藏) 소장(所藏) 집장(執藏)”으로 설

명한다.

① 능장(能藏)은 “저장할 수 있음”을 뜻한다. 8식이 만유의 종자를 능히 보관하

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 종자는 현상 사물로 드러난다. 이렇게 드러난 

현상이 서로 원인-결과의 관계를 맺는 것 역시 8식의 작용이다. 종자에는 현상의 

모습뿐만 아니라, 업력(業力)과 과보(果報)도 들어 있다.

8식은 종자를 보관하는 것이지, 종자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8식의 씨앗이 현

상으로 드러남이 능장(能藏)이라면, 현상이 다시 씨앗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소장

(所藏)이라 한다. 서로 반대의 방향이다.

② 소장(所藏)은 “저장되는 것”이다. 8식이 저장한 씨앗이 훈습(熏習)되는 것을 

말한다. 훈습이 저장되는 것이다. 8식의 씨앗이 현상 사물로 드러난다. 반대로 현

상 사물을 인식한 것이 씨앗을 훈습한다. 훈습되는 것을 ‘소장(所藏)’이라 한다. 전



- 118 -

5식과 6식, 7식이 선업과 악업을 제8식에 훈습하여 새로운 종자가 생기게 하거나, 

기존의 종자의 세력을 강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③ 집장(執藏)은 “창고를 (자아로) 집착함”이다. 7식 마나식은 항상 8식 알라야의 

창고를 자아, 즉 ‘나’로 간주한다. 나의 내부의 영원한 자아로 오인하고 집착한다. 

그래서 집장(執藏)을 아애집장(我愛執藏)이라고도 한다.201)

8식을 장식(藏識)이라 할 때, 장(藏)이라는 말은 업력(業力)을 감싼다는 뜻에서 

포장(包藏)이라는 뜻이 있다. 업력을 포함시키거나 보존한다는 뜻에서 함장(含藏)이

라 한다. 또한 정신과 육체를 모두 포섭하여 유지시켜 준다는 뜻에서 포섭(包攝)이

라는 뜻도 있다.202)

⑷ 8식과 마음

① 유식파를 비롯한 대승불교에서는 심(心) 의(意) 식(識)이 별도의 법이며, 각각 

8식 알라야식, 7식 마나식, 6식 의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섭대승론석�과 �성유식론�에서는 8식은 갖가지 법으로 인하여 훈습된 종자가 

쌓이고 모인 곳이라 한다. 종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화합상을 이루기 때문에 심(心)

이라고도 한다.

② 일반적으로 ‘마음’이라 하는 것은 6식 의식, 7식 마나식, 8식 알라야식이다. 

6식은 의식이지만, 7식은 그 경계선이고. 8식은 무의식에 가깝다.

유식불교는 일반적으로 ‘마음’이라 하는 것을 이 셋으로 나누어 말하고, 정작 ‘마

음’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피한다. 6-7-8식의 구조를 가정하는 것 자체가 ‘마음’

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③ 1-6식은 사람의 의식이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7식은 사람들이 일반적으

로 자각하지는 못하지만, 깨우쳐 주면 안다. 그러나 8식 알라야식은 나의 의식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요컨대 사람의 마음 혹은 의식은 1식에서 7식까지이다. 그

리고 8식은 단절된 채로 있다. 따라서 4분설은 8식과는 상관이 없게 된다.

경험론에 따르면, 존재하는 것은 지각·인식된다. 반대로 지각·인식된 것만 존재한

다. 그런데 유식불교는 우리가 지각할 수 없는 것을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8식 알

라야식, 그것의 씨앗이 현상으로 드러남을 주장한다. 이것은 증명되는 것이 아니

다. 단지 수용의 문제가 된다.

④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서는 8식 알라야식의 자리를 일심(一心)의 진여문

(眞如門)으로 본다. 그것이 7식과 6식을 거쳐 전5식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생멸문

(生滅門)이라 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전개된 것이 바로 삼라만상이다.

201) 오형근, �신편 유식학입문�, 137-140쪽.

202) 오형근, �신편 유식학입문�, 132-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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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대원경지

여덟 개의 의식의 지혜라는 점에서 8식 알라야식은 ‘대원경지(大圓鏡智)’를 이루

어야 한다. “크고 완전한 거울의 지혜”이다. 왜 알라야식을 거울과 연관시키는가? 

8식을 거울로 본 것이다. 일반적으로 마음을 거울에 비유한다. 흠이 없는 완전한 

거울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 마음도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마음을 거울에 비유한다.

8식은 마음이 아니다. 8식에는 씨앗이 있다. 씨앗이 현상 사물로 드러난다(現行). 

현상은 다시 씨앗을 변형시킨다. 이를 훈습(熏習)이라 한다. 씨앗이 드러남과 현상

이 훈습하는 것은 상호작용을 한다. 이것을 유루식(有漏識)이라 한다. (욕망 감정

이) ‘새어나옴이 있는 의식’이다. 그래서 훈습한다.

이런 훈습 혹은 새어나옴이 없는 의식을 ‘무루식(無漏識)’이라 한다. 무루식이 되

면, ‘대원경지’를 이룬다. 8식의 씨앗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한다. 이는 마치 완벽한 거울이 있는 그대로 사물을 비추는 것과 같다.

5) 9식(九識) 아말라(amala)식

9식203)은 ‘아말라 비즈냐나 amala-vijñāna’의 번역어이다. ‘아마라식(阿摩羅識)’

이라 음역한다. ‘amala’는 오염·더러움이 없음, 깨끗함을 뜻한다. 그래서 무구식(無

垢識, 더러움이 없는 의식), 혹은 청정식(淸淨識)이라 의역한다. 

'붇다 또는 여래가 가지는 식(識)'이라는 뜻에서 ‘여래식(如來識)’이라고 한다. 진

여를 하나의 식(識)이라 보아서, '진여(眞如)라는 식(識)'을 의미하는 ‘진식(眞識)’이

라고 한다.

⑴ 9식에 대한 신구역의 입장

현장이 대표하는 신역(新譯)은 8식의 청정해진 모습을 가리켜 무구식 또는 아말

라식이라 한다. 대원경지와 동일시한다. �성유식론�에 의하면 9식이 따로 있는 것

이 아니라 8식의 여러모습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9식을 인정하지 않는

다.204)

반면 구역(舊譯)에 근거하는 섭론과 지론은 9식을 인정한다. 지론의 남도파는 8

식을 진식(眞識)으로 본 반면 북도파는 8식을 망식(妄識), 9식을 청정식(淸淨識)으

로 본다. 섭론은 8식 알라야식과 별도로 9식 무구식을 주장한다. 지론 북도파는 섭

론에 흡수되고, 이 파는 화엄종으로 발전한다.

⑵ 무상 유식과 유상 유식

8식과 다른 9식의 ‘더러움이 없음’ ‘깨끗함’은 무엇을 뜻하는가? 8식은 씨앗을 

203) 곽철환, �불교 길라잡이�, 155쪽.

204) 목경찬, �유식불교의 이해�,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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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한다. 9식은 무엇인가? 이는 ‘무상(無相) 유식’과 ‘유상(有相) 유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無相은 ‘모습(相)이 없음’을 뜻한다. ‘의식’(識) 가운데 ‘모습’이 없는 것을 뜻한

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의식’은 ‘모습’(相)을 가진다. 그런데 “모습이 없는 의식”은 

무엇인가? 이는 인도에서 안혜(安慧, Sthiramati)의 주장이다. 그는 미륵과 무착= 

그리고 세친을 이었다고 주장한다. 안혜 계열을 진제가 들여오는데, 구유식이다.

안혜와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호법(護法)이다. 그는 날란다 사원의 대표 학자이

며, 진나를 이었다. 8식 알라야식에 근거한 유상(有相) 유식을 주장한다. 현장은 호

법의 제자인 계현(戒賢)에게서 배운다. 현장이 가져온 것이 신유식이다.

有相은 ‘모습이 있음’이다. 8식 알라야식의 씨앗이 현상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를 유상 유식이라 한다.

無相은 구유식이 주장한다. 8식 알라야식을 넘어서, 9식 아말라식에 ‘無相’인 의

식이 있다. 8식 알라야식의 씨앗은 현상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씨앗은 시

간, 공간, 인연 화합을 만들 수는 없다. 9식 아말라식이 바로 그 시공간, 화합을 

만든다. 이것들은 ‘현상의 모습’이 아니므로, ‘無相’이라 한다.

⑶ 식상과 식성

이는 다르게 보면, 식상(識相)과 식성(識性)의 차이이다. 식상(識相)은 현상의 모

습으로 드러나는 의식이다. 8식이다. 반면 식성(識性)은 현상의 본성·본체로 드러나

는 의식이다. 이는 9식이다. 현상의 모습·사물은 시공간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인

연 화합을 이룬다.

식성(識性)은 본성, 본질, 불성(佛性) 또는 진여성(眞如性), 여래장(如來藏)을 인식

하는 것을 의미하며, 불심(佛心)을 뜻하기도 한다. 식성(識性)은 청정무구하고 생과 

사를 떠난 해탈의 마음이며, 열반의 진리를 실현하는 무루심(無漏心)을 의미하며 

진속(眞俗)을 두루 인식하고 마음의 정화 지혜를 나타낸다.205)

이처럼 8식과 9식은 신유식과 구유식, 법상종과 화엄종의 핵심 차이를 이룬다. 

그래서 현장은 구유식의 섭론을, 규기는 섭론에서 발전한 화엄을 공격한다. 화엄은 

識性, 法性을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한다. 여기에서 性은 9식 아말라식(無垢識)이

다. 이것은 불성, 진여성, 여래장 등과 비슷해진다.

6) 식(識)의 세 차례 전변(轉變)

유식무경(唯識無境) 가운데 세친의 �유식 20론�은 대상 사물의 공(空)을 주장하

는 무경(無境)에 중점을 둔다면, �유식 30송�은 유식(唯識)을 설명한다.206)

앞에서는 전5식 6식 7식 8식의 순으로 설명했다. 이는 인식의 순서이기도 하다. 

205) 오형근, �신편 유식학입문�, 38쪽.

206) 길희성, �인도철학사�,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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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에서 6식으로 진행되는 이론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기도 하다.

유식사상의 핵심은 오히려 반대의 순서이다. 8식 알라야식에 근거해서 유식사상

이 성립한다. 8식의 씨앗이 현상 세계로 드러난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8식의 씨

앗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전변(轉變)’이라 한다. 전변은 8식, 7식, 6식에서 1

식으로 나가는 세 차례가 있다. 요컨대 8에서 1식으로 나가는 것이 유식사상이다. 

1식에서 8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방편적인 것이다.

세친은 �유식 30송�에서 말한다.

“나(atman)와 사물(法 dharma)을 임시로 설명함에 말미암아서,

씨앗과 씨앗이 서로 굴러감이 있게 된다.

그것들은 의식(識)에 의지해서 변하는 것이니,

이 ‘변할 수 있음’은 오직 셋이다.”

由假說我法, 有種種相轉. 彼依識所變, 此能變唯三. 207)

‘나’와 사물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설명한 것(假說 upacãra)이

다. 그것은 ‘의식’, 특히 8식의 씨앗이 굴러감에 따라 생겨난 것이다. 8식의 씨앗이 

‘나와 사물’로 드러나는 데는 세 번의 전변이 있다.

⑴ 첫 번째 전변은 8식 알라야(창고)의 씨앗이 현상 세계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

는 큰 바다의 파도가 일어나는 것과 같다. 8식은 업(業)에 의해서 훈습(薰習)된 습

기(習氣)들을 종자의 형태로 저장하고 있다.(藏識) 이는 업의 결과, 다르게 익은 것

(異熟識)이다. 이 종자가 다시 현상세계로 드러난다. 이를 현행(現行)이라 한다.

이를 “종자(種子)가 현행(現行)을 낳는다. 다시 현행이 종자를 훈습한다. 결국 종

자가 종자를 낳는다”고 한다.

⑵ 두 번째 전변은 7식 마나식이다. 마나식은 8식처럼 끊임없이 활동하며 존재

한다. 마나식은 8식을 ‘나’로 간주하며, 모든 지각 인식 작용에 ‘나’라는 것을 집어

넣는다. 다시 말해서, 7식은 ‘나’라는 것을 불어넣는 끊임없는 사유 활동이다. 

⑶ 세 번째 전변은 6식의 활동이다. 8식의 전변은 7식의 활동을 낳고, 다시 7식

의 활동은 1-6식의 전변을 낳는다. 1-5식은 대상 사물을 지각 인식하는 것이고, 6

식은 그것을 종합하며, 분별 집착한다.208)

이 세 가지 전변은 결국 대상이나 주관이나 다 공(空)하다는 말이다.

7) 8식의 4지혜

현장의 신유식은 8식 알라야식까지 인정한다. 알라야식의 씨앗으로 현상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 사람이 어떻게 연기(緣起) 속에서 고통을 겪는지 해명할 수 있다. 

207) 길희성, �인도철학사�, 163쪽.

208) 길희성, �인도철학사�, 163-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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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떻게 열반 해탈을 할 수 있는지는 말하기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8식이 이루어야 하는 지혜를 제시한다.

첫째, 성소작지(成所作智)는 “행하는 바를 이루는 지혜”이다. 전5식(前五識)은 눈 

귀 코 혀 몸의 다섯 감각기관으로 지각 인식하는 것이다. 올바르게 지각하면 올바

르게 행위를 할 수 있다.

둘째, 묘관밀지(妙觀密智)는 “비밀을 묘하게 관찰하는 지혜”이다. 묘관찰지(妙觀

察智)는 “묘하게 관찰하는 지혜”이다. 6식인 의식(意識)은 전5식이 각각 지각한 내

용을 종합하여 대상을 구성한다. 대상의 전체 모습은 일종의 비밀이다. 그것을 있

는 그대로 관찰하는 지혜이다.

셋째, 평등성지(平等性智)는 “평등한 본성의 지혜”이다. 7식 마나식은 나의 모든 

인식에 ‘나’라는 생각을 불어넣고, 또 8식 알라야식을 ‘자아’로 착각을 한다. 그 결

과 자아에 대한 집착인 아집(我執)과 사물에 대한 집착인 법집(法執)을 일으킨다.

‘나’는 원래 없음(無我)을 알면, 모든 것이 평등함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평등성

지이다.

넷째, 대원경지(大圓鏡智)는 “크고 완전한 거울의 지혜”이다. 8식 알라야식의 씨

앗이 현상 사물이 되고, 현상 사물(現行)이 다시 그 씨앗을 훈습(薰習)한다. 현행

(現行)과 씨앗이 더 이상 훈습하지 않음이, 마치 완전한 거울이 있는 그대로 현상 

사물을 비추는 것과 같은 것이 대원경지이다.

이렇게 4가지 지혜를 이루면, 해탈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209)이상은 의식의 주

관적인 측면에 대한 분석들이다. 

5.3, 유식의 객관의 측면

이하에서는 의식이 객관적인 현상 세계로 드러난 것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삼성, 삼 무자성, 5위100법의 이론이다.

1) 삼성(三性) - 존재의 세 가지 성격

삼성은 중관 철학의 부정적 공 사상을 넘어 실재관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유식은 만법이 오직 식(識)뿐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삼성은 유식 유가행파

와 법상종에서 일체 존재, 즉 우주 전체 및 우주의 모든 개별 존재의 세 가지 상

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성(性 sva·bhāva, self-being)’이라 하지만, 가끔은 ‘상

(相)’이라 한다. ‘性’은 그러한 ‘성격 성질’을 뜻한다. 반면 ‘相’은 ‘모습’을 의미한

다.

⑴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 parikalpita)은 “두루 계산하여 집착하는 성질”, 혹은 

모습이다, (遍은 본래 ‘편’이나, 이 경우만 ‘변’으로 읽는다.) 자신의 감정 욕망에 

209) 목경찬, �유식불교의 이해�, 251-253쪽.



- 123 -

따라 계산하고 헤아려서 ‘그렇다’고 집착한다. 그러면 그렇게 보인다. 그런 존재가 

있게 된다. 욕망 감정이 허상을 만들어낸다. 그런 성질, 혹은 그렇게 해서 생겨난 

모습이다. 집착과 미망의 세계를 말한다.

밤길을 가다가 뱀을 밟은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 새끼줄이었다. 인도

에는 코브라가 있다. 맹독성이다. 밟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하게 만든 것이다. 이것이 변계소집의 모습이고, 성질이다.

나아가 이성적 사유에 의해서 개념화하고, 이론을 만들어낸 것도 변계소집성이

다. 이런 이론을 용수는 ‘희론(戱論 말장난)’이라 한다. 대상과 상관없이 만들어낸 

것으로 허상이다.

⑵ 의타기성(依他起性 paratantra)은 "다른 것에 의지하여 일어나는 성질"이다. 

의존성이며, 원인-결과의 관계인 연기(緣起)의 성질을 말한다. 사물은 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다른 것에 의존하여 존재한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고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함’(自性)이 없다.

예컨대 불이 붙으면 연기가 나고, 추워지면 얼음이 어는 것이다. 일상의 대부분

의 존재들은 바로 이런 의타기의 모습, 혹은 성질을 가진다. 이는 8식 알라야식의 

종자가 일으키는 것이다.

⑶ 원성실성(圓成實性 pariniṣpanna)은 "완전하게 이루어진 실재의 성질"이다. 

존재의 진실한 상태를 말한다. 모든 차별성과 주객의 분별과 대립을 초월한 것을 

말한다. 붇다가 말한 연기의 세계를 유식에서는 의타기성(依他起性)이라 한다. 의

타기성을 착각하고 집착한 것이 변계소집성이다. 이를 깨닫고 나아가 의타기성 역

시 8식의 씨앗이 전변해서 드러난 것임을 깨닫는 것이 원성실성이다.210)

이 세 본성 혹은 모습은,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새끼줄을 보았을 때 뱀으로 오

인하여 놀라는 것이 변계소집성에 해당하며, 다른 것에 의지하여 일어나는 것을 알

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의타기성이며, 뱀이 아니라 새끼줄임을 아는 것이 원성

실성이다.

2) 삼 무자성(無自性)

‘무자성’은 ‘무성(無性)’이라고도 한다. 삼성의 ‘性’은 sva·bhāva(自性)이고, 삼 

무자성의 ‘無自性’은 ‘niḥ·svabhāva’이다. ‘性’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뜻하는 

‘自性’이다. 자성이 없음이 ‘無自性’이다.

삼성의 진리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삼 무자성이 된다. 삼 무자성은 삼성(三性) 

각각에 해당하는 진리다. 상(相) 무자성은 변계소집성, 생(生) 무자성은 의타기성, 

승의(勝義) 무자성(無自性)은 원성실성에 대응된다.

210) 길희성, �인도철학사�, 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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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허망 분별한 상들은 공(空)이기 때문에 ‘상 무자성’이다. 연기에 의해 생기

는 것은 공이기 때문에 ‘생 무자성’이다. 제법의 실상은 본래 공이기 때문에 ‘승의 

무자성’이다.

⑴ 상(相 lakṣaṇa) 무자성은 “모습(相)은 스스로 존재함(自性)이 없다.”이다.

욕망 감정에 집착하여 본 모습들은 실체, 즉 스스로 존재함이 없다. 예컨대 새끼

줄을 뱀으로 착각한 것이다. 이는 변계소집성이다.

나아가 분별하여 개념화하는 것 역시 ‘상 무자성’이다. 대상을 추상화 개념화시

킴은 분별 집착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용수가 �중론�에서 비판하듯이, 生-滅, 斷

-常 등의 한 극단을 잡아서 이론을 만든 것은 희론(戱論 말장난)이다. 실제로 존재

함이 없다.

⑵ 생(生 utpatti) 무자성은 “생겨남은 스스로 존재함(自性)이 없다.”는 뜻이다. 

모든 것은 의존하여 발생한다. 이것이 연기의 법칙이다. ‘생겨남’(生)은 연기의 관

계이다. 이는 분명히 현실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인-결과의 관계에 따라 생

기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자성(自性 스스로 존재함)이 없다. 남에 의존해서 생겨난

다. 의타기성이기 때문에 무자성(無自性)이다. 현재의 심식은 과거의 습기(習氣)와 

연(緣)에 의해 생기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무자성이다.

⑶ 승의(勝義 paramārtha) 무자성은 “최고의 무자성”이다. 남에 의지하여 생겨

나는 것(의타기성)이 현실의 사물과 변화를 이룬다. 이를 착각하여 망집(妄執)한 것

이 변계소집성이다. 그래서 무자성이다. 의타기성 역시 8식의 씨앗이 전변한 것이

다. 그래서 무자성이다. 승의 무자성은 아공관(我空觀)과 법공관(法空觀)을 체득함

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211)

3) 5위 100법

설일체유부가 모든 존재자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세계를 다섯 

범주, 75가지의 사물로 나눈다. 5위 75법이 그것이다. 이는 설일체유부의 철학이 

녹아든 것이다.

유식 역시 자신들의 철학에 따라서 모든 존재자를 5위 100법212)으로 분류하였

다. 

⑴ 설일체유부의 철학을 종합한 �구사론�에 따르면, 5위는 “색법(色法) 11개, 심

법(心法) 1개, 심소법(心所法) 46개, 심불상응행법(心不相應行法) 14개, 무위법(無

爲法) 3개”, 총 75개이다. 무위법 3개를 뺀 나머지는 모두 유위법(有爲法)이다.

211) 곽철환, �불교 길라잡이�, 73-74쪽.

212) 한자경, �성유식론 강해�, 서광사, 2019, 53-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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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법은 사물이고, 심법은 마음이다. 심소법은 마음이 소유한 법이다. 심불상응행

법은 의식의 흐름에 영향을 주면서도, 의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요소들이다.213) 이

상은 그 존재와 움직임이 드러나는 유위법이다. 무위법은 허공, 택멸(擇滅), 비택멸

(非擇滅)의 셋이다.

⑵ 유식은 이 다섯 가지 범주를 그대로 채택한다. 다만 법의 개수가 100개로 늘

어난다. 색법 11개, 심법 8개, 심소법 51개, 심불상응행법 24개, 무위법 6개이다.

이렇게 개수가 늘어난 이유는 유식이 의식을 중심으로 철학을 전개하기 때문이

다. 설일체유부는 인공법유(人空法有)를 주장하지만, 유식은 인유법공(人有法空)이

라 하여 정반대의 입장으로 간다.

이렇게 존재자를 분류하는 것은 붇다에 근원이 있다. 붇다는 사람을 色受想行識

의 ‘다섯 덩어리’, 즉 오온(五蘊)으로 분류한다. 또한 “眼耳鼻舌身意”라는 여섯 감

각 기관(六根 여섯 뿌리)과 그 대상인 “色聲香味觸法”의 육경(六境)을 합하여 12처

(處)라 한다. 여기에 여섯 감각 기관의 능력을 더해서 18계(界)라고도 한다. - 이것

보다 더 조직적으로 분류한 것이 5위 75법 혹은 100법이다.

⑶ 유식의 5위 100법은 다음과 같다.

‘색법’은 대상 사물이다. 감각 기관인 “眼耳鼻舌身”의 5근(五根)과 그 대상인 

“色 聲香味觸”의 오경(五境), 그리고 1개의 법경(法境 사물이라는 대상)이 있다. 법

경은 6식 의식(意識)의 대상이다. 전5식은 대상 사물의 일부분의 자료를 가져온다. 

그 자료를 종합해서 대상을 구성하는 것이 6식이다. 종합된 대상을 법경이라 한다.

‘심법’은 마음이다. 유식은 마음을 8개의 식으로 구분한다. 8개는 전5식과 6식인 

의식, 7식 마나식, 8식 알라야식이다.

‘심소법’은 "마음속에 존재하는 법"이다. 의식 작용 또는 마음 작용에 의해서 일

어나는 것이다. ① 두루 일어나는 것(遍行) 5개, ② 다른 대상, 특정 대상에서만 일

어나는 것(別境) 5개 ③ 선한 것(善) 11개. ④ 번뇌인 것(煩惱) 6개  ⑤ 번뇌에 따

른 것(隨煩惱) 20개 ⑥ 정해지지 않은 것(不定) 4개.

‘심불상응행법(心不相應 行法)’은 “심에 상응하지 않는 행법”이다. 마음 혹은 의

식의 흐름, 행위에 영향을 주면서도 심소법처럼 의식에는 잡히지 않는, 의식의 대

상이 되지는 않는 법들이다. 예컨대 ① 낱말(名身), 구절(句身), 문장(文身) ② 태어

남(生), 머무름(住), 늙음(老) ③ 시간(時), 공간(方), 수(數) ④ 화합성(和合性), 불화

합성(不和合性) ⑤ 일정함이 없음(無常), 흘러감(流轉), 다름이 정해짐(定異), 상응

(相應), 세력의 속도(勢速), 차례(次第) ⑥ 득(得) 업에 따라서 결과를 얻게 함. ⑦ 

명근(命根) 수명을 결정하는 생명력, ⑧ 무상보(無想報), 무상정(無想定), 멸진정(滅

盡定) 定은 ‘정해짐’, 명상의 마음 상태이다. 분별 작용이 사라진 정신 상태를 단계

별로 나타낸 것이다. ⑨ 중동분(衆同分) 무리와 같은 부분. 자기가 속하는 무리의 

공통적 특징을 갖게 함. 이 가운데 ①과 ⑥~⑨는 설일체유부의 분류와 같다.

무위법214)은 “함이 없는 것”이다. 설일체유부가 말하는 “허공, 택멸, 비택멸”에 

213) 길희성, �인도철학사�,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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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不動), 상수멸(想受滅), 진여(眞如)의 셋을 보탠 것이다. 조건에 따라 생성 소

멸하지 않는 허공, 지혜에 의해 얻어지는 열반인 택멸(擇滅) 무위(無爲), 어떤 인연

도 없기 때문에 아무 법도 생기지 않는 비택멸(非擇滅) 무위는 공통된다. 무위는 

생주이멸의 사상(四相)을 떠난 절대적이고 영원한 법으로 간주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허공은 절대적 공간을 말한다. 즉 공간은 점유성을 가진 물질이 운동할 수 

있게 하는 근거로서 그 자체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무위라고 한다. 허공와 시간, 공

기는 분명 존재하지만 조건에 의해 생성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둘째, 택멸은 “(고통을) 택해서 없앰”이다. 열반을 말한다. 즉 무지와 집착에 의

한 일체의 번뇌를 끊어,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 “고집멸도(苦集滅

道)”의 사성제의 진리를 깨달아서, 고통을 택해서 없앰, 그래서 해탈에 도달함이다. 

열반에 도달하면 윤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무위법이다.

셋째, 비택멸은 사성제의 지혜에 의해서 획득한 택멸과 달리, 저절로 획득한 열

반이란 뜻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열반은 불교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열반과는 

다르다. 즉 유부에 의하면, 모든 존재는 삼세에 걸쳐 실재하며, 미래법은 현재법과

의 일정한 조건과 결부될 때 미래에서 현재로 현행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어떤 

미래법들은 현재의 조건과 결부하지 못하고, 영원히 미래에 머무는 법들이 있는데, 

이들 법들을 일컬어 비택멸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현재의 연(緣, 조건)을 결여하

여, 현재로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소멸하지도 않는다고 하여, 비택멸이라고 한다

넷째, 부동(不動)은 생각이나 의지가 흔들리지 않는 단계이다.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번뇌나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다.

다섯째, 상수멸(想受滅)은 대상의 특징이나 관념을 떠올리는 표상 작용과 괴로움

이나 즐거움 등을 느끼는 감수 작용이 소멸된 마음 상태를 말한다. 즉 상(想)과 수

(受)의 마음작용이 소멸되었다는 것으로 상수멸의 상태에서 드러나는 또는 깨닫게 

되는 무위를 말한다.

여섯째 진여(眞如)는 사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뜻으로 우주 만유의 본체

인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절대 진리를 이르는 말이다. 즉 궁극적인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한다.

유식철학은 단순히 이론적 사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가행’이란 요가 수행을 

통한 경험에 의거한 것이다. 요가의 단계가 깊어짐에 따라 주체도 객체도 사라져버

린 상태가 되며 모든 집착과 미망에서 해방된다. 알라야식에 있는 유루 종자(번뇌)

가 무루 종자로 바뀌게 되면 열반을 증득하게 된다.215)

214) 길희성, �인도철학사�, 70쪽.

215) 길희성, �인도철학사� 165-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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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프랑클의 ‘무의식의 신’과 불교의 ‘유식사상’

1. 로고테라피와 무의식의 신

logotherapy는 “logos + therapy”이다. 로고스(logos)의 본래 의미는 진리, 이

성, 말씀을 뜻하는데, 프랑클은 로고스를 ‘의미’로 해석하였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 말이나 글, 행동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

도를 대부분 언어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 속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말씀’이라

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신의 말씀’으로 들려서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종교적인 함축을 탈피하기 위해 ‘의미’로 해석하였다.

테라피(therapy)는 치료 요법을 말한다. 의사가 하는 것이다.

이 둘을 종합하면, ‘로고테라피’는 ① 의미 치료 ② 말씀 치료 ③ 이성 치료이다. 

프랑클은 ‘의미 치료’라고 하였다. 내담자가 자신의 의미를 자각할 때, 치료가 된

다. 의사는 이것을 돕는다. 의미의 자각은 각 개인에게 주어진 자신만의 고유한 일

이다.

로고테라피와 ‘무의식의 신’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

‘무의식의 신’에 대해서 프랑클은 �무의식의 신�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인간에게는 신적인 것, 영적인 것이 내면에 잠재되어 있다. 영적 현상들은 무의

식적일 수도 있고, 의식적일 수도 있지만 인간적 실존의 바탕은 궁극적으로 무의식

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깊은 심층에 자리한 중심부는 무의식적이다. 인간의 

영은 근원부터가 무의식적 영이다.216)

인간의 무의식 깊은 곳에 존재하는 것을 종교심이라고 하였다. 프랑클은 ‘의미를 

추구하는 행위’를 종교적 행위로 보았고, 그 주체인 ‘나’를 ‘신’으로 해석하였다. 결

론적으로 의미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는 내가 나의 ‘무의식의 신’을 자각하는 것이

다. 로고스는 이 무의식을 말이나 행동을 통해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무의식의 

신 즉 ‘나’의 문제는 의미 발견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로고테라피이다. 둘

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사람마다 의미를 발견하는 장소와 시간은 다르다. 의미 발견은 무의식적으로 부

지불식간에 발견되기도 한다. 어떤 일을 통해서나, 어떤 장소에서 작은 글귀나 책

에서, 언제 어디에서 발견될지 알 수 없지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주의를 기울여

서 발견하는 것이 인간의 몫이다. 로고테라피 치료사들은 환자들이 스스로의 힘으

로 발견하지 못하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다. ‘아하! 그렇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216) �무의식의 신�,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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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의 실존과 영적 무의식

프랑클의 초기작인 �무의식의 신�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룬다.

1) 실존 분석의 본질

2) 영적 무의식 – 영성(靈性, spirituality 영혼됨.)

3) 양심의 실존 분석 - 양심과 의미의 차이

4) 꿈의 실존 분석

5) 양심의 초월성

6) 무의식적 종교심

7) 심리 요법과 신학

8) 인간의 궁극적 의미

⑴ 이는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 구조이다.

실존(자유, 의미, 심리요법) — 꿈 — 영적 무의식 (종교심, 무의식의 신, 신학)

실존과 영적 무의식이라는 두 구조의 연결을 확인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꿈이

다. 프로이트와 융도 꿈을 분석하여, 성적 무의식, 혹은 집단 무의식을 발견한다. 

마찬가지로 프랑클도 영적 무의식을 발견한다.

⑵ 먼저 실존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실존’은 ‘실제 존재’의 준말이다. 영어 existence(존재), 혹은 독일어 da·sein의 

번역어이다. da·sein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이며, ‘현존(現存)’이라 번역한다. 이것

은 실존주의의 기본 개념이다.

‘실제 존재하는 것’(existence), 혹은 ‘지금 여기 있는 것’(da·sein)은 ‘나 자신’이

다. 즉 나의 실체이다. 이는 데카르트의 cogito로 말할 수 있다. 내가 의심하고 또 

의심해도, 그 존재를 의심할 수 없는 것은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이다. 이것을 

실존주의에서는 ‘실존, 현존’이라 한다.

실존, 즉 그 존재를 의심할 수 없는, 확실히 존재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은 언제나 ‘현재’라는 순간에 있다.

⑶ 실존(나 자신)의 성격은 무엇인가? 실존주의에 따르면,

첫째, 실존은 단독자이다. 나 혼자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를 ‘신 앞의 단독자’라

고 한다. 인간은 신 앞에 홀로 선다. 혹은 부모에 의존해서 살던 청소년이 사춘기 

때 자신을 느끼는 것도 그런 것이다. 단독자는 ‘자유’를 뜻한다. 혼자이기 때문이

다.

둘째, 나와 바깥의 관계이다. 실존, 즉 나는 세계 속에 던져져 있다. 피투(被投)

이다. 혹은 ‘세계 내 존재’라고 한다. 반대로 나는 나를 세계에 던진다. 이를 기투

(企投)라고 한다. 즉 실존적 결단과 참여(commitment)이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 129 -

자유를 이렇게 쓴다. 기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⑷ 프랑클은 실존을 좀 다른 의미로 말한다.

① 실존은 ‘나 자신’ 단독자를 말한다. 단독자이기 때문에 ‘자유’롭다. 이는 실존

주의와 같은 이야기이다.

② 단독자의 자유는 무의미, 무가치로 연결된다. 실존은 단독자이기 때문에, 인

간은 의미를 추구한다. 자유는 인간에게 의미를 주지 않는다.

③ 실존은 어느 정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 의미는 찾을 수 없

다. 무의식의 신이 궁극적 의미를 준다.

사람은 의식의 차원에서도 의도적으로 행위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한계

가 있다. 궁극적인 의미는 나의 무의식에 있는 신에게서 온다.

⑸ 프랑클은 ‘영적 무의식’을 제시한다. 이는 무의식적 종교심이다. 내 안의 무의

식의 신에 대한 자각이 영성이고, 영적 무의식이다. 이는 일종의 범신론이다.

이것은 기독교와 정반대이다. 기독교는 초월자인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영성이

다. 하느님에 대해 헌신하는 마음이 영적 의식이다. 이는 명령으로 드러난다. 구체

적으로는 신의 명령, 성직자의 명령이다.

프랑클의 내적 무의식의 신은 영적 무의식으로 접근한다. 이는 일종의 ‘지향성’

이다. 지향성은 현상학의 용어이다. 내가 주체적으로 그것에 지향하여 접근하는 것

이다. 초월적 신의 명령과 정반대이다. 지향성은 ‘내적 무의식’을 ‘의미 부여자’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의미는 지향성으로 접근한다.217)

로고테라피는 의미 치료이다. 실존이 자신의 의미를 발견하면, 치료된다. 의미 

발견은 누가 하는가? 내가 한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 의미 발견은 지향성으로 

시작한다. 이는 기독교의 초월적 신에 대한 믿음과 헌신이라는 영성과는 정반대이

다. 이런 점에서 심리요법과 기독교 신학은 다르다. 

3. 양심과 의미

⑴ 의미와 양심의 차이를 살펴보자. 로고테라피는 ‘의미 치료’이다. 프랑클의 주

된 개념은 ‘의미’이다. 그는 �무의식의 신�에서는 ‘의미’보다는 ‘양심’을 주로 설명

한다. 이후에 그는 ‘의미’로 나간다. 1975년에 이 책의 개정판을 내면서, “의미 요

법의 새 연구”를 덧붙인다. 이는 이 책의 거의 ⅓을 차지한다. 이 책 이후에 그는 

전적으로 ‘의미 치료’로 나간 것이다.

⑵ 양심은 실존에서 나오지 않는다. 양심은 두 사람 이상의 사이에서 성립한다. 

도덕률이 전제된다. 따라서 양심은 실존이라는 개인 단독자와는 연결되지 않는다. 

또한 단독자의 자유는 마음대로 함을 의미한다. 양심과는 반대된다.

217)  �무의식의 신�,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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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양심은 ‘무의식의 신’에서 나온다. 양심과 같은 정의 선(善) 등의 근원은 인

간이 아니라 신이다. 칸트도 �실천 이성 비판�에서 신을 요청한다.

⑶ 왜 프랑클은 양심을 말하는가? 나치에 대한 비판 때문일 것이다. 나치는 유태

인 600만을 학살한다. 이는 양심이 없는 것이다. 또한 양심은 의미 추구의 핵심이

기도 하다. 양심에 따른 행위는 현실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에게 

깊은 만족감과 의미를 줄 수 있다. 인간의 실존이 자신의 의미를 발견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⑷ 양심은 실존에서 나오지 않는다. 신에서 나온다. 신은 두 종류가 있다.

무의식의 신이냐, 초월적 신이냐? 선택을 해야 한다. 프랑클은 전자를 선택한다. 

반면 키에르케고르는 후자를 선택한다. 프랑클과 정반대이다. 인간의 실존은 초월

적인 절대자, 신 앞의 단독자이다. 언제나 신 앞에 서 있는 의식이 바로 양심이다.

프랑클은 내면의 무의식의 신이 드러난 것이 양심이라 한다. 그는 양심을 무의식

의 신과 연결시킨다. 초월적 신과 연결시키지 않는다. 이것이 로고테라피로 발전한

다. 후기에는 양심 대신 의미를 주로 말한다. 양심은 좁은 개념이고, 의미는 넓은 

개념이다.

⑸ 대륙의 합리론은 마음의 바탕에 이성의 본질이 있다고 한다. 데카르트는 합리

적 이성 ‘본유 관념’을 말한다. 라이프니츠는 모나드를 제시한다. 이는 이성이다. 

이런 맥락에서 프랑클은 ‘무의식의 신’을 말한다. 무의식의 신은 이성과 연관된다.

반대로 쇼펜하우어는 ‘맹목적 의지’를, 니체의 권력 의지를 말한다. 이것은 이성

이 아닌 감성에 가까운 것이다. 불합리한 의지이다.

이 두 조류 모두 범신론적 경향이다. 신은 이 세계를 만든다. 본유 관념, 모나드, 

맹목적 의지, 권력의 의지 모두 인식의 근원이던지 현상을 만들어내는 본체이다. 

신적인 것이다. 같은 범신론인데 어느 측면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

한다. 프랑클의 ‘무의식의 신’ 역시 이 계열이다.

4. 범신론과 유일신론

⑴ 프랑클은 ‘무의식의 신’이 범신론이 아니라고 한다.218) 그가 말하는 범신론은 

아래 셋이다.

① 내 안에 타자가 있음. 나와 구별되는 신이 내 안에 있다.

② 신 = 신비함 = 알 수 없음.

③ 융의 집단 무의식과 같은 것이다.

이는 유일신론의 관점에서 범신론을 말한 것이다. 기독교의 유일신론을 상식적으

로 아는 서양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데카르트나 라이프니츠, 혹은 동양의 범신

론은 해당되지 않는다.

218) �무의식의 신�, 7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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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 안에 신이 있다. 이 말은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

으로 신들림. 혹은 귀신들림과 같은 것이다. 범신론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

② 내 안의 신은 신비한 것이다. 신비함이란 알 수 없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범신론자들은 내재하는 신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성적 사유로 파악할 수 있다. 

프랑클의 ‘무의식의 신’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그 신을 말로 

설명한다. 유일신과 다르다.

③ 범신론의 신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것이다.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다. 

융의 집단 무의식도 그런 보편적인 것이다. 본유관념, 모나드, 맹목적 의지 등도 

그렇다. 그런데 프랑클의 ‘무의식의 신’은 개인적인 것이다. 그 개인에게 의미를 주

는 것이기 때문이다. 융의 집단무의식은 집단의 공통적인 특성이고, 신을 타자로 

보며 신은 보편자이다. 그러나 프랑클의 무의식의 신은 개별적이며 각 개인에게 의

미를 주는 개별자이다.

⑵ 프랑클의 범신론 비판은 인도나 중국의 범신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쪽 범

신론의 특징은 내재하는 신에 제각기 이름을 붙인다. 그것은 신 같지가 않다. 예컨

대 우파니샤드의 브라만-아트만. 불교의 여래장, 불성. 유식의 8식 9식. 화엄의 ‘겨

자씨 속의 우주’, 성리학의 태극, 성즉리 등이 그것이다. 다 내재하는 신의 이름인

데, 신 같지 않다.

이들은 이런 신과 ‘자아’를 동일시한다. 자아 밖에 따로 신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이 내재하는 범신론이다. 우리가 다루는 유식도 일종의 범신론이

다. 유식의 8식이나 9식은 신적인 것이다. 그 둘은 이 세계를 만든다. 신은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유식의 8식이나 9식은 위에서 말한 세 가지의 성격이 없다. 8식과 9식은 내 안

의 타자가 아니다. 알 수 없는 신비도 아니다. 집단 무의식도 아니다. 프랑클이 말

하는 범신론이 아니다. 따라서 프랑클과 유식을 비교할 수 있다.

⑶ 나의 마음과 무의식의 신은 같은 것이다. 만약 다른 것이라면, 내 안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다. 만약 있다면 그게 신인지 악마인지 어떻게 아는가? 그리고 다

른 것이 나에게 들어있다면, 자아가 분열된 병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다. 결국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은 나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내 안에는 무의식의 신이 있다. 이

는 나의 자아의 뿌리가 된다. 말씀으로 깨울 대상이 아니라 발견하고 자각할 대상

이다. 내가 자각할 때, 의미가 충만하게 된다. 내가 신이기 때문이다.

⑷ 불교는 모두가 성불할 수 있다고 한다.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통해 누구나 붇다가 될 수 있다. 모두에게 내재하는 불성은 일종의 범신

론이다. 그러나 프랑클의 ‘무의식의 신’과는 다른 점이 있다.

불성은 사람에게 가능태로 주어진다. 이를 현실태로 만들어야 한다. 반면 무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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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은 가능태가 아니다. 불성(佛性)은 붇다가 될 성질, 혹은 가능성이다. 목표는 

붇다가 됨이다. 가능성을 키워서 붇다가 되어야 한다. 반면 무의식의 신은 키우면 

뭐가 되는가? 없다. 그래서 가능태가 아니다. 단지 개인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다. 이런 측면에서 ‘무의식의 신’은 유식의 8식 혹은 9식과 비교할 수 있다.

5. 유식의 7식 8식 9식과 무의식의 신

프랑클은 ‘실존’ 개념을 “무의식 → 영적인 무의식 → 신 (범신론)”으로 생각한

다. 무의식이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무의식이다. ‘영적’이라는 말은 그것이 신적인 

것, 즉 ‘무의식의 신’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신이 개체에 내재해 있다는 범신론이

다.

1) 7식 마나식, 8식 알라야식과 실존의 분석

로고테라피가 ‘의미를 중심으로 하는 치료법’이라면 유식에서는 인간 실존의 실

상을 올바르게 바라봄으로써 인간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유식에서는 8식 알라야식을 씨앗이 저장되어 있는 창고로 본다. 8식은 사물을 

만들고 사물은 다른 사물들과 연결되어 연기적 관계를 맺는다. 인간은 연기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 매 순간 변화하는 현상으로서의 나만 존재하

는 것이다. 연기는 8식 알라야(창고)에 씨앗으로 저장되어 있던 것이 일정한 조건

을 만나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인간도 연기에 의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

는 것이다. 이는 알라야 연기설이다.

이런 설명은 사람이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정초시킬 것을 찾게 한다. 자신의 존

재가 덧없고 허무하지만, 근거가 없고 무의미한 것은 아님을 알게 한다. 

7식 마나식은 8식 알라야식과 단절되어 있다. 그래서 7식은 자꾸 자기보다 아래

에 있는 8식을 ‘자아’(나)라고 간주하고 단정한다. 그래서 모든 인식 지각은 8식을 

‘나’로 하는 주체가 한다. “내가 인식한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나아가 8식을 나라

고 간주해서, ‘나’에 집착한다. 그래서 나에 집착인 아집(我執)과, 나의 것에 집착

인 법집(法執)이 생겨난다.

프랑클 역시 나는 나 자신의 의미를 찾는다고 한다. 이는 두 차원이 있다.

1. 실존의 현상 = 의미 추구

2. 무의식적 종교심 – 궁극적 의미 추구219)

실존은 ‘실제 존재’하는 것, 즉 나 자신을 의미한다. 실존은 언제나 자신의 의미

를 추구한다. 이것은 7식 마나식이 8식 알라야식을 자아로 간주하는 것과 비슷하

다. 불교는 그것을 허망한 집착이라 한다. 실제로는 항상 변화하는 자아가 있다.

219) �무의식의 신�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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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식의 자아 추구는 긍정적으로 보자면, 사람들이 자신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다. 

만약 자신의 자아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삶은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다. 붇

다가 열반 해탈을 목표로 삼은 이래, 유식 역시 그것을 목표로 삼는다. 해탈은 무

아설을 근거로 성립한다. 그러나 유식의 8식 이론은 무아를 설명하기 보다는 반대

로 자아의 존재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다.

자아는 허구이고, 7식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는 프랑클의 의미 추구와 그대로 

연결된다. 나에게 의미가 없기에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다. 모든 실존은 ‘단독자’로

서 자유를 갖는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그러나 그 단독자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본래 주어진 의미는 없다. 자신이 살면서 찾아야 한다. 실존이 자신의 의미를 발견

할 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러한 의미 추구는 제한적인 것이다. 개인의 실존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유한하고 한정된 것이다. 따라서 의미 추구 역시 한정되게 된다. 따라서 프랑클은 

무의식의 신에 근거한 무의식적 종교 추구에서 ‘궁극적 의미 추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8식 이론은 인간 존재의 해명을 근거로 한다. 철학적 이론이다. 반면 프랑클의 

“실존의 의미 추구”는 심리 치료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복잡하고 치밀한 철학 이

론이 아니다. 현실적 치료 결과를 내는 것을 주로 한다. 또한 칸트 이래 하르트만

까지 독일 철학에 근거한다. 따라서 프랑클의 이론은 직접적으로 8식 이론과 연관

된 어떤 것도 없다. 이런 점에서 양자의 차이는 명확하다. 다만 8식 이론은 인간 

존재를 해명하면서, 인간 실존에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충분한 이론이다. 그런 점에

서 의미 부여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

2) 9식 아말라식과 화엄의 법계 연기 – 우주적 의미

⑴ 8식은 고통의 원인을, 사람이 사는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8식은 연

기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열반의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한다. 현상 세계를 물리적

으로 보아도 8식 알라야(창고)의 씨앗은 사물을 만들 수 있지만, 시공간을 만들지

는 못한다.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은 알라야식의 씨앗이 만들 수 없다. 씨앗은 

사물만 만든다.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것은 9식 아말라식이다.

여기에서 신유식과 구유식이 나누어진다. 신유식은 8식까지만 인정하는 반면, 구

유식은 9식을 설정한다. 8식은 고통 속에서 사는 인간 존재를 설명한다. 연기설(緣

起說)에 근거한다. 8식 알라야식의 씨앗은 훈습(熏習)을 통해서 연기의 관계를 맺

는다. 9식을 성(性)으로 보고 이를 통해서 세계를 설명하는 ‘성기(性起)설’이다. 9식 

아말라식은 무구식(無垢識), 청정식이다. 열반 해탈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신유식은 8식만으로 열반 해탈을 설명해야 한다. 그래서 8식에 4지혜가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서 열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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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9식 아말라식는 화엄의 사사무애, 법계 연기로 이어지고 우주적 의미 자각을 

뜻한다. 이는 의미 치료와 연관된다. 8식 알라야(창고)식은 그 씨앗이 현상의 사물

로 나타난다. 이 사물을 화엄에서는 사(事)라고 한다.

9식 아말라식은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 시공간을 화엄은 ‘리(理)’라고 한

다. ‘理’는 구슬 속에 있는 ‘결’이다. ‘결’은 둘을 서로 분리시키면서, 동시에 결합

시킨다. 아말라식의 시간과 공간은 바로 이 ‘결’(분리+결합)의 역할을 한다.

사물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다. 시간과 공간은 단지 사물들이 놓인 곳을 의미

하지 않는다. 사물과 사물을 연결시키고 관계시킨다. 연기(緣起)로 맺어지게 한다. 

즉 ‘분리+결합’의 역할을 한다. 시공간은 사물을 분리하지만, 동시에 결합시킨다.  

이런 점에서 화엄은 시공간을 ‘리(理)’, 즉 ‘결’이라 한다.

⑶ 사물(事)은 제각기 다르다. 무수히 많다. 반면 사물이 놓인 시공간(理)은 하나

이고 단일하다. 많은 사물이 단일한 시공간 속에 있다는 것은 모든 사물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다. 하나의 사물은 단일한 시공간 속에 든 나머지 모든 사물

과 관계를 맺는다. 왜 그러한가? 시공간은 ‘결’(理)과 같아서 사물을 분리하지만 동

시에 결합시키기 때문이다. 하나의 사물은 다른 모든 사물과 분리되어 있지만, 동

시에 다른 모든 사물과 연결되어 있다. 연결된 측면만 보자면, 먼지 같은 겨자씨도 

우주의 모든 사물과 연결된다. 이래서 결론은, 겨자씨 속에 우주가 들어 있다!

이 관계를 화엄에서는 중중무진(重重無盡)의 연기(緣起)라고 한다. “겹겹이 거듭

거듭 다함이 없는” (원인-결과의) 연기 관계이다. 사물들이 모조리 서로 연결 관계

를 맺는 것을 사사무애(事事無碍)라고 한다. “사물과 사물은 막힘이 없다.” 어떤 

사물도 우주의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된다. 따라서 그 사물은 우주와 무게가 같다. 

개체는 전체인 우주의 무게를 갖는다. “겨자씨 속에 우주가 있다.”

이래서 화엄은 모든 개체를, 모든 존재를 진선미하다고 본다. 개체의 우주적 무

게, 존재의 진선미는 모두 9식 아말라식에서 유래한다. 아말라식의 시공간 속에서 

모든 사물은 사사무애(事事無碍)를 하고, 우주적 조화를 이룬다.

그 사물 개체 때문에 그 사물이 진선미하지 않다. 단일한 시공간이 모든 사물을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그 사물은 우주와 같고, 그래서 진선미하다. 8식은 개체를 

만들고, 9식은 개체를 우주화시킨다. 그래서 개체가 진선미하다.

⑷ 화엄의 사사무애는 모든 현상은 걸림 없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가 

서로를 비추면서 융합하는 것을 말한다. 일체의 대립을 떠난 화합과 조화의 세계이

고, 걸림 없는 자재한 세계이다. 화엄의 보살행이다. 보살은 상구보리(上求菩提) 하

화중생(下化衆生)하며 중생구제를 우선으로 한다.

9식 아말라식은 시공간을 말한다. 모든 사물을 연결시킨다. 한 사물은 다른 모든 

사물과 연결되어 있다. 겨자씨 속에 우주가 있다. 이를 일미진중 함시방(一微塵中 

含十方)이라 한다. “하나의 작은 티끌도 시방의 우주를 머금고 있다.” 겨자씨는 우

주의 무게가 된다. 모든 개체는 우주적 무게를 가진다. 그러므로 개인은 우주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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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가지는 것이다. 9식은 사물에 의미를 부여한다. 아무리 작은 티끌이라도 낱낱

의 의미가 있다.

⑸ 9식의 시공간 속에서 모든 사물은 모두와 관계를 맺고 우주적 조화를 이룬다. 

개인의 이익, 욕망, 감정은 사라진다. 욕망 감정은 개체를 분리시키고, 단독으로 세

울 때 가능하다. 4법계 가운데 ‘사(事)의 법계’가 그것이다. 이것은 오염된 세계이

다. 반면 9식은 무상(無相)이고, 청정하며 무구(無垢)하다. 깨끗한 것이다. 9식은 

시공간 속에서 모든 것을 화합하게 만든다. 그래서 진여이고 여래장이다.

⑹ 화엄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9식 아말라식에 의해서 우주적 의미를 가지게 된

다. 이것은 7식, 8식에 근거한 개체의 존재, 자아의 바탕에서 나오는 의미와는 질

적으로 다른 것이다. 9식에 의해서 모든 존재는 우주와 무게가 같고, 참으로 진선

미하게 된다. 청정하고 무구한 존재가 된다. 이것이 성기(性起)이다.

이는 프랑클이 말한 내적인 무의식의 신에 의한 궁극적 의미 추구와 비슷하다.

6. 무의식의 신

⑴ 프랑클은 ‘존재론적 경계선’을 긋는다. 한쪽은 실존이고 다른 한쪽은 사실성

에 속한다. 실존은 본질상 영적인 것이다. 사실성은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사실들, 

즉 생리학적이고 심리학적 사실들이다. 영적인 것과 본능적인 것의 구분이다.

프로이트 이후 ‘의식-무의식’의 구분은 정신분석에서 일반화된다. 문제는 ‘무의

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이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이드로 규정함으로써, 탈아

화(脫我化)시켰다. ‘나 자신’을 피상적 현상으로 전락시켜, ‘나’를 배반하였고, 그것

을 ‘이드’에게 넘겨주었다. 무의식에서 육체적 본능만 보고, 영적인 것은 간과해 버

렸다. 무의식 세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220)

융은 무의식을 ‘집단 무의식’이라 하였다. 그 결과 무의식은 개인을 떠나서 집단

의 신화와 역사의 원초적인 자리로 가게 된다. 개인의 의식의 바닥에 있는 무의식

으로는 너무 멀리 간 것이다. 프로이트가 개인에 매몰되었다면, 융은 집단으로 갔

다. 프랑클은 양자를 다 비판한다. 무의식을 개인의 자아 측면에서 규정한다.

프랑클은 무의식을 개인의 ‘영적 무의식’으로 규정한다. 무의식은 영적 중심이며, 

영적 중심만이 인간 안에 단일성과 온전성을 보장하고 확립한다. 몸과 마음의 통일

성을 이룰 수 있다. 인간의 구조는 나이테처럼 “무의식층, 전의식층, 의식층”의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의식층은 인간의 실존의 영적 바탕이다. 인간의 중심부는 

무의식적이다. 인간의 영은 그 근원부터 무의식적이다.221)

바로 이 지점에서 개인의 실존은 신과 만나게 된다. 무의식의 신이다. 무의식적 

종교심이다.

220) �무의식의 신�, 31쪽.

221) �무의식의 신� 3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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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인간 실존의 중심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 이 무의식은 영적인 것으로 모

든 사람의 심층에 존재하며, 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범신론이다.

프랑클의 �인간의 의미 추구』와 �의미를 향한 의지』에서 말하는 ‘무의식의 신’은 

모든 사람의 심층 깊은 곳에 존재하는 자신 만의 ‘그 분’ 또는 ‘의미’를 말한다.

이 무의식의 신은 정신병과 같은 극심한 신경질환자에게도 말살되지 않고 남아 

있다. 이유는 이 신은 자신의 의지로 생각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무의식의 깊은 

곳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프랑클은 정신적인 차원은 인간에게 존재하는 고유한 현

상인데, 인간 실재를 가장 뚜렷하게 대표하는 현상이 ‘인간의 의미 추구’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궁극적 의미 추구’를 종교로 정의해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이 

종교는 온갖 상황 속에서도 소멸되지 않는다.

마치 삶의 의미를 규정하는 세 가지 가치 중, ‘창조적 가치’와 ‘경험적 가치’가 

박탈당한 때라도 ‘태도의 가치’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 어떤 순간에도 ‘무의식의 

신’이 존재한다. 여기서의 신은 종교적 의미의 신개념은 아니지만 종교와 정신의학

이 결코 상호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가장 넓은 의미의 종교 개념은 제도적이거

나 종파, 근시안적 신 개념을 뛰어 넘는 것이다.222)

⑶ 유식의 8식 9식도 범신론에 가깝다. 범신론은 자연과 신을 따로 구분하지 않

고, 일체의 자연은 곧 신이며, 신은 곧 일체의 자연이라고 한다. 신이 개체 속에 

있다. 내재하는 신이다.

이 신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은 철학에 따라 다르다. 우파니샤드는 브라만과 

아트만이라 한다. 세계와 자아의 본질이다. 데카르트의 본유 관념과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는 이성의 핵심이다. 성리학의 성즉리(性卽理) 혹은 태극(太極) 역시 도덕적 

이성이다. 철학은 기본적으로 이성을 신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유식의 8식과 9식은 내재하는 신이라 할 수 있다. 프랑클의 무의식의 신 역시 

내재하는 신이다. 둘 다 범신론이다. 이 두 신적인 것은 인간의 존재에 의미를 부

여하는 것이다. 이성의 바탕이 아니다. 의미 부여라는 점에서 양자는 비슷하다. 다

만 부여하는 방법은 다르다. 인간의 존재, 실존은 궁극적으로는 자아의 바탕에 있

는 이 신적인 것에 근거하며, 의미를 부여받는다. 인간이 정초하는 곳이다.

7. 무의식의 신과 유식의 유사성

첫째 ‘무의식의 신’과 ‘유식의 식(여기서는 8식과 9식)’은 모두 그 어떤 상황에서

도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다. ‘무의식의 신’과 ‘유식의 식’은 둘 다 실체를 

볼 수는 없지만 분명 존재하고 있다. 프랑클은 인간실존의 바탕은 궁극적으로 무의

식이고, 이 무의식 안에는 종교심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의미를 추구하는 행위

를 종교적 행위로 보았다. 프랑클은 실존적 공허에 빠져 현재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222) �무의식의 신�, 1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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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어느 부인과의 상담을 예로 든다. 과거에 경험

했던 일들 중에 아름다운 추억들을 송환하여 과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

으며, 삶은 살아가야 할 의미로 가득함을 상기시킴으로서 우울증으로 인한 의미상

실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과거는 결과로서 현재에 존재하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과거의 행동들을 되돌릴 수는 없다. 이미 결과로서 존재하기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유식불교에서의 8식 알라야식에 업의 결과가 씨앗(종자)으로 존

재하고 있으며, 9식 아말라식에는 시공간을 초원한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 둘은 무의식의 형태이든 씨앗의 형태이든 현상으로 존재하고 있어 현재와 미래

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둘째 장소의 개념으로 유사성을 가진다. 둘 다 자아의 밑바탕에 있다. ‘무의식의 

신’은 개인의 의식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다. 신을 개인이 의미를 발견하는 장소의 

뜻으로 볼 수 있다. 의미를 발견하려고 애쓰는 상황에서 발견될 수도 있고 부지불

식간에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장소가 언제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

만 울창한 나무 숲속에서, 나뭇가지 사이로 뚫고 들어오는 햇빛에서 느낄 수도 있

고, 죽음을 앞둔 사형수도 수용소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면서, 우연

히 접하는 글귀나 생각 속에서 발견할 수도 있다.

불교의 심층의식인 알라야식에서 알라야는 창고의 뜻이 있다. 업(業)이 씨앗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장소, 창고의 의미이다. 알라야식이 창고이기에 능장(能藏)과 

소장(所藏)의 의미를 가진다. 능장은 씨앗을 저장할 수 있음을 말한다. 소장은 씨

앗이 훈습(熏習)되어 저장되는 것이다. 과거의 업은 알라야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발현하여, 훈습되고 저장된다.

셋째 프랑클은 매 순간순간 의미 발견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미 없는 인

생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 의미도 고정불변이 아니라 변한다. 과거

에 의미 있었던 일이 지금은 큰 의미로 다가오지 못하는 일도 있고,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지금 큰 의미로 다가오는 일도 있다.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린 일과 

그 반대의 경우가 있는 것이다. 과학조차도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변하는 것이다.

헤라클레이토스도 로고스를 변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변한다’는 의미는 불교의 무상(無常)과 다를 바 없다. 무상은 제행무상(諸行無

常)을 말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늘 변하여 고정불변의 모습(相)이 없음을 뜻한다. 

대승 불교에서 공(空)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비어 있다’는 것이다. 비어 있는 곳

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있다. 채워짐은 또 다시 비워지고, 다시 변화한 다른 

것이 채워졌다가 비워지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행동이 내일의 과거가 되는 만큼, 지금 현재 내가 행하는 

선업(善業)으로 운명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로고테라피와 유식사상의 역할이다. 로고테라피 치료사들은 환자들이 자신

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대승불교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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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도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며 중생구제를 돕는다. 이는 둘 다 자신도 이롭고, 타인

도 이로운 자리이타를 실천하는 면에서 유사성이 있다.

프랑클은 스토아학파에 가깝다. 스토아학파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특히 자신

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운명의 상황에 부딪쳤을 때 좌절하거나 회피하지 않는다. 

인내하면서 그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을 중요시한다. 이

는 스토아학파의 견인(堅忍)주의이다.

프랑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육체는 억류되어 있었고, 정신적으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했으며, 배고픔과 노동에 시달리는 극

심한 고통 속에 있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상상을 하며 희망을 

가지고 매 순간 삶의 의미를 찾는 태도의 자유만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는 것을 

체험했다. 정신은 육체를 떠나 삶의 의미 추구, 고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태도를 

결정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체득한 것이다.

불교에서도 일어난 현상은 어쩔 수 없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인식을 

가지느냐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흔히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하는데, 마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가 있다. 유식에서는 일체유식(一切唯

識)으로 해석한다. 이는 의미를 발견하거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언제나 인간이 어

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번뇌와 괴로움은 고정불변의 

‘나’가 존재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생긴다. 이것은 집착이 생겨나게 하고, 갈애와 

번뇌로 이어지게 된다. 모든 행위의 결과도 무명으로 인한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다. 이를 벗어나는 방법의 첫 번째는 정견이 된다. 정견은 올바르

게 바라봄이다.

8. 양자의 상이성

7식이 8식을 ‘나’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망식(妄識)이라 볼 수 있다. 불교는 무

아설이므로 이런 이론을 전개한다. 그러나 반대로 보자면, 7식은 자아의 근거를 찾

는 것이다. 이는 프랑클이 의미를 찾음과 비슷하다.

프랑클은 무의식의 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무의식의 

신에서 궁극적 의미를 발견한다. 마찬가지로 구유식과 화엄에서는 9식에서 우주적 

의미를 발견한다. 이점에서 양자는 비슷하다. 그렇다면 이들의 상이점은 무엇인가?

첫째 프랑클의 ‘무의식의 신’ 개념에서 의미 발견은 인간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

라 무의식이 자신에게 부여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했다. 즉 인간은 신이 자신

에게 부여한 의미를 찾아서 발견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이미 정해진 어떤 것을 찾

는다는 것은 신이 결정한대로 행한다는 의미가 있다. 무의식의 신이 자기 자신이라

고 말하면서도,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는 것으로 의심해볼 수 있다. 이미 주어진 의



- 139 -

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선택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것은 의미가 주어지는 원인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식에서의 업을 행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과 상이성이 있다. 알라

야식에 저장되어 있는 업은 스스로 행한 행위의 결과이다. 자업자득 자작자수이다.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과보를 받는 것으로 좀 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업의 원인을 바꿀 수 있다. 악을 저지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자신

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다.

둘째 프랑클의 ‘무의식의 신’은 인과(因果)의 개념을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발견하여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순

간에도 어떤 일에도 의미가 있으며, 심지어 견디기 어려운 고통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유식의 알라야식은 철저하게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 연기의 법칙을 따른

다. 현재의 현상은 과거 여러 생에 걸쳐 내가 행한 업의 결과로 나타난다. 어떤 현

상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씨앗이 되는 인(因)과 조건이 결합하여 생기는 과(果)

를 중요시 하는 불교의 연기설을 말한다.

파울크너(Faulkner)가 한때 “과거는 죽지 않는다, 그것은 심지어 과거도 아니다”

라고 했듯이 과거는 결코 실재 과거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지속될 뿐만 아

니라, 또한 동시에 연속적이고 끊임없이 되먹임(feedback)하는 과정에 있다. 어떤 

일은 다른 일의 조건이나 결과가 되기도 하고 그것들에 의해 또 다른 조건 지어지

기도 하면서 우리의 모든 의식 영역내의 작용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223)    

프랑클이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

을 말하였다면, 불교 유식사상은 인과로 이어지는 연기의 법칙을 잊지 않고 매 순

간순간 행하는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셋째 고통에 대한 관점에도 차이가 있다.

프랑클은 고통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러므로 고통의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고 한

다. 인간은 자신이 왜 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고통의 의미를 알면 그 어떤 고통

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였다, 고통은 태도를 변경함으로써 극복하려고 하였다.

반면 유식에서는 고통은 인연화합에 의한 것으로 고통의 실체는 없다. 단지 고통

이라 생각되는 현상을 인식하는 식이 존재하는 것이다. 존재 그 자체도 무상한 것

이고 인연생기하며 매 순간 흘러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연해할 필요가 없다. 고

통의 원인은 대부분 ‘나’라는 것에 집착하여 번뇌하는 것이므로, ‘나’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존재하는 가아(假我)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고통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면 당연히 고(苦)도 사라진다. 유식에서는 고의 실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223) 윌리엄 월드론, ｢불교 심층의식-인도불교사상에서의 아뢰야식(ālaya-vijñāna)｣, 105-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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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苦)라는 것이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연기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아차리고, 그 현상은 매 순간 변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면 고(苦)에서 벗어날 수 

있다

프랑클의 고통은 괴로움을 뜻한다. 프랑클의 고통이 슬프고 괴로운 일을 뜻하는 

것이라면, 유식에서는 즐거움마저도 고통이다. 사람들은 즐겁고 행복한 상태가 지

속되기를 원한다. 행복한 상태가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이 고통이다. 붇다는 행복조

차도 계속 변해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변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행복한 상태에 머

물기를 원한다. 태어난 모든 것은 늙고 병들어 소멸되어 지속적이지 않다. 순간의 

현상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순간에 집착하여 번뇌할 것이 아니라 순간순

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 존재는 스스로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절망의 순간에도 의미를 발

견하고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이것은 차원적 접근법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가장 높은 가치가 태도의 가치이다. 시련 특히 자신의 의지로 해결하기 힘든 불가

항력적인 시련의 의미는 가장 심오한 의미이다. 프랑클의 ‘무의식의 신’에서는 지

금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태도의 자유를 중요

하게 생각한다.

인간은 언제나 성공을 원하는 존재이다. 인간의 욕망은 바로 그의 운명이다. 욕

망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자리이타(自利利他)를 실천하는 유익한 방향의 욕망이 

있어야 발전이 있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이 바로 그의 의지이자 행위이며, 이는 인

(因-원인을 이루는 근본동기)의 종자가 된다. 욕망은 성공을 이끄는 것이지만 그릇

된 욕망은 실패의 원인이 된다. 인(因)은 인간이 욕망하고 집착하는 것에 따른 행

위에 의해 연(緣 -원인을 도와 결과를 낳게 하는)을 만들고 그 결과인 과(果-원인

에 따른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잘못된 욕망을 벗어나고 집착을 줄임으로써 운명

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성격이 운명이다. 행복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인간의 유일무이함에 대한 상이성이다.

프랑클은 인간은 자신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각 의미에는 한 가지 답이 존재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사람은 고유한 자신만의 의미를 추구해야 하고 유일무이를 

인정한다.

유식에서는 ‘나’라는 존재를 부정한다. 그것은 7식이 꾸며낸 것이다. 붇다가 주장

한 무아설을 충실히 따른다. 따라서 나 자신의 유일무이함을 부정한다. 나는 연기 

속에서 존재할 따름이다.

다섯째 불성은 사람에게 가능태로 주어진다. 이를 현실태로 만들어야 한다. 반면 

무의식의 신은 가능태가 아니다. 불성(佛性)은 붇다가 될 성질, 혹은 가능성이다. 

목표는 붇다가 됨이다. 반면 무의식의 신은 키운다고 무엇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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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아 강화와 무아설의 문제

1) 자아 개념

자아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자. 프로이트나 융은 자아가 의식과 무의식이 합

쳐진 것이라 한다. 프로이트는 무의식(리비도 성욕)이 의식을 결정한다는 기계적 

결정론, 환원론을 주장한다. 융은 집단 무의식이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프랑클은 의식이 무의식의 신에 근거해서 자신의 의미를 발견한다고 하며 위의 

두 사람과 다른 주장을 한다. 방향도 반대이다. 로고테라피는 의미 추구를 통해 자

아를 발견하고 기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역설의도 기법은 확실히 자아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프랑클은 자아 문제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취하는 태도 선택을 중요

시한다. 의미의 문제, 어떤 것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

것은 자아의 문제는 아니다. 유식은 불변의 자아는 없지만 연기적 관계로 매번 변

화하며 존재하는 자아가 있다. 자아의 네 가지 상태224)에 대해 말한다.

첫째 깨어있는 상태에서의 자아이다. 감각기관이 외부세계와 접촉하여 활동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상태의 자아는 몸과 동일시되며 자아의 가장 은폐된 상태이다.

둘째 꿈을 꾸는 상태의 자아이다. 감각기관과 몸은 쉬고 있지만 내적 감각기관과 

의식이 계속 활동하는 상태로 참 자아는 발견되지 않고 마음이 자아와 혼동되는 

상태이다.

셋째 꿈도 없는 깊은 수면의 상태이다. 감각기관이나 의식작용이 없고 대상도 사

라진 상태이다. 주관과 객관의 대립과 교섭이 초월되고 모든 다양성과 제한성이 사

라진 행복한 상태지만 무의식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넷째 희열의 상태이다. 주객의 대립이 초월되며, 유한한 정신적 활동이 그친 상

태이다. 자아가 아무런 방해 없이 순수하게 드러나는 희열의 상태를 말한다. 무명

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통해 자아를 정화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다.

불교는 자아를 부정하는 무아설이면서 마음 치료를 한다. 이것은 모순이 아닌가? 

붇다의 오온이나 유식의 8식 4분, 그 전체가 마음이다. 식은 마음과 같은 의미로 

유식(唯識) 철학은 유심(唯心) 철학이다. 그러므로 유식은 一切唯識, 唯識無境이다. 

따라서 마음이 전부인 세상이다.

2) 로고테라피의 자아와 유식의 무아는 모순되는가?

프랑클은 기본적으로 자아를 인정한다. 이는 빈학파의 전통이기도 하다. 프로이

트는 자아를 의식과 무의식으로 본다. 무의식은 id(본능적인 것 원초아 쾌락중심), 

혹은 libido이고, 의식은 ego(합리적 성향, 현실의 원리)와 superego(도덕적, 이상

향추구)이다. 프랑클은 무의식을 신으로 본다. 그래서 ‘무의식의 신’이라 한다. 이

224) 길희성, �인도철학사�, 36-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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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개인이 궁극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해 준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무아설이다. 붇다가 무아설을 선포한 이래, 이것을 어기는 종

파는 없다. 유식도 무아설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자아가 없는데, 어떻게 마

음치료와 연결시켜서 말할 수 있겠는가?

가장 단순한 답은 이렇다. 네가 마음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통스럽다. 이에 

대해서 무아설로 답을 한다. 너에게는 자아가 없다. 따라서 네 마음의 고통도 없

다. 그런데 너는 자아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고통도 있게 된다. 무아를 깨달으면 

고통도 없어진다. 무아는 마음치료에 가장 큰 수단이 된다.

무아는 윤회와 모순된다. 자아라는 주체가 없다면, 대체 무엇이 윤회하는가? 이

에 대해서 앞에서 이미 대답했다. 불변하는 자아, 영원한 자아는 없지만, 단기간 

존속하는 자아는 있다. 단기간이므로 행위의 인과관계가 성립하고, 연기와 윤회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붇다 이래 많은 자아 이론이 나온다.

3) 붇다는 인간 존재를 다섯 덩어리라고 한다. ‘色受想行識’의 오온(五蘊)이 그것

이다. 色은 색깔이 있는 것, 즉 물질이며, 몸이다. 나머지 ‘受想行識’은 마음의 네 

요소이다. 이 5온에 ‘心’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는다. 다섯 가지가 다 마음을 이

루는 것이므로, 굳이 ‘마음’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 5온 이론은 결국 마음과 

자아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식도 똑같다. 유식불교는 마음을 8식, 혹은 9식으로 분석한다. 眼耳鼻

舌身의 전5식, 6식 意식, 7식 마나식, 8식 알라야식, 9식 아말라식이 그것이다. 여

기에도 ‘마음’(心)이 없다. ‘마음’ 대신 ‘의식(識)’이라고 한다. 1식부터 8식 혹은 9

식까지가 모두 마음이기 때문이다. 유식불교는 ‘唯識無境’이라 한다. 현상까지 다 

8식의 씨앗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주관이든 객관이든 다 마음이 드러난 

것이다.

5온이든 8식이든 모두 나-자아가 단기간 존속함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길게 보

면 다 변한다. 이런 점에서 로고테라피의 자아와 유식의 자아는 어느 정도 연결된

다. 유식도 단기적인 자아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4) 로고테라피는 빈 학파의 전통을 잇는다. 프로이트와 융은 “의식과 무의식을 

합한 것이 자아”라는 도식을 인정한다. 이는 프랑클도 같다. 이들은 ‘자아’ 개념을 

가지고 사람을 설명하기 보다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설명한다. ‘나, 자아’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의식과 무의식을 설명하면 된다. 이런 설명 방식은 붇다의 5온, 유

식의 8식 이론과 비슷한 점이 있다. ‘자아, 나’를 인정하고, 그것의 요소를 분석한

다. 자아를 설명할 때, 그 요소로 설명한다. 이런 점에서는 양자가 같다.

따라서 로고테라피의 자아와 유식의 무아설은 모순되지 않는다. 충분히 서로 비

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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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의식의 신’을 말한다고 자아를 강화시키는가? 이는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아는 개별자이고, 무의식의 신은 보편자이다. 자아의 밑바탕에 

무의식의 신이 있다. 이 신이 개인에게 궁극적 의미를 발견하게 한다. 그 의미를 

발견하는 만큼 개인의 자아가 강화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아 강화가 목표는 아니

다.

이는 유식의 7식, 8식, 9식과 비슷하다. 7식은 개인의 자아를 주장한다. 그러나 

8식과 9식은 공통된 것이다. 8식과 9식은 개인의 존재 의미를 밝혀준다. 유식불교

는 자아강화 이론이 아니다. 대신 자아를 올바르게 이해하자는 것이다. 이해함으로

써 개인의 존재가 더 튼튼해질 것이다. 이것은 로고테라피의 의미 발견과 비슷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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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로고테라피와 마음 치료의 기법

1. 로고테라피의 기법

로고테라피의 창시자인 프랑클은 실존적 공허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자

기 자신의 유일성과 ‘의미를 통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해낼 수 있다’는 말

을 강조하며 의미에 대해 ‘상대적이면서도 자립적’이라는 말을 했다.

어떤 일에 대한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고 날마다 다르며 시간마다 다르다. 또한 의

미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는 것이다. 의미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 있는 특정한 개인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이다.225)

이는 각 개인의 유일함과 의미　발견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다. 또한 프랑클은 영

적차원의 문제가 질병은 아니지만 영적 노이로제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의미치료자들이 해야 할 노이로제에 대한 처치를 4단계로 구성하였다.

의미 치료자는 첫 번째 환자를 그들의 문제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그들이 느끼

는 두려움, 강박증, 열등감, 우울 등이 정서적 장애와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

시켜야 한다. 이 현상들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함에서 오는 것이므로 질병이 아니

며, 환자 스스로 의미를 발견하는 영적 자원은 충분하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두 번째 환자들의 태도를 수정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환자들이 자신의 증상으로부

터 거리를 유지하게 되면,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가지게 된다.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자신들이 호소하는 문제

의 증상이 성공적으로 소멸되었을 때, 환자들은 의미를 향한 새로운 태도에서 적극

적으로 자신들의 송환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문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네 

번째는 미래의 정신건강을 확실하게하기 위한 예방을 도와야 한다. 환자를 의미를  

향해 인도하여야 한다. 가치 위계를 명료하게 하여 미래의 실존적 좌절로부터 보호

받도록 해야 한다.226)

앞서 로고테라피는 심리요법을 대신한다기보다는 완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 밝힌 바 있다. 인간이 자기초월의 하나인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의미를 향한 

의지’와 동일하다. 자기초월은 로고테라피의 동기이론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간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체코슬

로바키아의 브르노 대학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 “의미를 향한 의지는 실제로 다른 

욕구들로 대치될 수 없는 특수한 욕구이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 안

225) 빅터 프랭클, �삶의 의미를 찾아서�, 90쪽.

226) Fabry, �빅터 프랑클의 생애와 로고테라피 의미치료�, 212-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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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현존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욕구의 좌절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현상은 

신경증과 우울증 환자에게 볼 수 있는 증세이며, 의미를 향한 의지의 좌절은 신경

증이나 자살기도의 주원인으로 드러났다”고 하였다.227) 벗어남(deflection)과 역설

의도(paradoxical intention) 등의 로고테라피의 기법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특

성, 즉 자기를 초월하고 자기를 이탈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다.228)

로고테라피의 기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역설의도 기법

역설적 의도는 1929년부터 활용되었으나 공식적 자료를 출간한 것은 1939년이

다. 나중에 방법론으로 정식화되었고, 로고테라피의 체제로 합체되었다. 그때부터 

역설적 의도에 대한 논문이 늘어나면서 강박신경증과 공포상태에 대한 치료에 효

과적인 기법임을 보여주었다.229)

프랑클이 역설의지를 개발하고 실천하기 시작한 30년대에는 역설의지 기법을 공

포증환자와 강박증 환자에게 적용시켰다. 또한 역설의지는 원하지 않는 행동패턴, 

즉 말더듬이, 얼굴 붉힘, 땀 흘림, 불면 혹은 대인기피 등을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

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230)

역설의지는 프랑클의 “자기 초월의 인간 특유의 자질(the uniquely human 

quality of self-detachment)"을 이용하는 것인데, 객관적인 외부에서 자기를 바

라보고, 부정하고, 심지어 스스로를 비웃을 만큼 자기 자신을 떼어 놓을 수 있다. 

자기초월 능력은 “영혼의 반발적인 힘(defiant power of the human spirit)” 뿐만 

아니라 유머감각에서도 분명해진다. 행동 치료자들에 의하면 역설의지의 의미치료 

기법이 “대응기제(coping mechanism)”의 소집과 가동이란 것을 보여주었다.

역설의도 기법은 “환자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 일을 하도록 하거나 혹은 일어나

기를 원하도록 고무 받는 것이다.” “두려움이 역설적 의도에 의해 대치되자마자 예

기불안의 돛은 없어진다.” 프랑클의 표현처럼 그 목적은 예기불안의 결과 생겨나는 

악순환을 깨뜨리는 것이다. 역설의도 기법의 유용성을 알기위해 사용되는 예기불안

이란 환자가 어떤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재발할 것이라고 미리 짐작해서 불안해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은 오히려 환자가 두려워하는 그 

일이 생기도록 하는 경향이 있고, 예기불안도 같은 경향이 있어서 악순환(원인이 

결과를 만들고 다시 그 결과가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를 만드는)이 반복된다.

역설의지는 공포증환자에게 주로 적용되었다. 프랑클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포증

은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하고 특히 두려움의 결과를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공포증

227) �무의식의 신�, 90-91쪽.

228) 빅터 프랭클, �삶의 의미를 찾아서�, 158쪽.

229) 빅터 프랭클,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 181쪽.

230) Fabry, �빅터 프랑클의 생애와 로고테라피 의미치료�, 2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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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두려움을 피하려고 한다. 로고테라피에서 ‘공포로부터의 도피’란, 공포증 환

자가 불안을 유발하는 환경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공포나 두려움으로부터의 

도피는 발병 원인이 되어 공포증이 되는데 환자가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과 대면할 

수 있도록 해서 공포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마

음속의 걱정이나 공포심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일을 생기게 하고, 지나친 주의집중

이 원하는 일을 방해하게 만든다는 것이므로 두려움의 자리를 소망으로 변경한다

면 그 병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치료에서는 스스로를 따로 떼어놓

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역설의도라고 하는 로고테라피의 치료기법이 적용될 때 

발휘된다.

인간은 유머 감각으로 자기 자신에게 초연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즉 

로고테라피에서 역설의도 기법이 효과적인 것은 환자가 자신의 병을 자신에게서 

분리시켜 볼 수 있는, 거리두기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최대한 유머러스한 

태도를 취한만큼 역설의도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유머가 균형 잡힌 시

각을 가지게 하고 직면한 상황과 자기 자신 사이에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역설의도의 근본적인 성과이다.

역설의도 기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특히 예기불안 때문에 생기는 강박충동 

상태와 공포증을 치료할 때에는 대단히 유용하다. 또한 역설 의도는 발병원인이 무

엇이든 간에 모든 치료에 효과적이며 치료의 핵심은 환자가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데에 있다. 어떤 상황으로부터 공포를 느끼고, 그 공포가 다시 그런 상황이 반복되

어 나타나는 공포증은 결국 환자가 자신의 틀에 갇히게 되므로 이런 악순환을 끊

기 위해서는 생체조직적인 측면은 물론 정신적인 치료도 똑같이 해주어야 한다. 이

때 정신적인 치료는 반드시 역설의도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환자가 두려워하는 것

을 환자 혼자 하도록 유도하거나 아니면 그런 일이 또 일어나도록 하면 환자의 의

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된다. 즉 병적인 불안감이 역설적인 희망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는 곧 예기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정신요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

정 사례에서의 선택 방법은 환자와 의사의 성격적 특성을 고려하여 어떤 종류의 

정신요법을 사용할 것인가 선택되어야 하는 것처럼 로고테라피에서도 ‘선택의 방

법’이 적용된다. 선택법에 관련하여 정신과 의사 비어드는 이런 말을 했다.

만약 당신이 두 사람의 신경쇠약 환자를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한다면,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잘못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231)

또한 프로이트도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이 방법이 내 성격에 제일 맞는 방법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231) 빅터 프랭클, �삶의 의미를 찾아서�, 255-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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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앞에 있는 환자와 과제에 대해 이와는 전혀 다른 태도 취하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굳이 부인하지는 않겠다.232)

이처럼 환자의 치료법은 각 개인에 따라 개별화되어야 한다. 로고테라피의 특성

상 모든 상황에 따라서 개별화될 수는 없지만 적용방법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역설의도의 성과를 단순히 설득이나 암시의 차원에서만 설명할 수 없

다. 보통 환자들에게 이 기법이 처음부터 쉽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성공하게 되는데 이는 치유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치료에 응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암시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는 것이므로 이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의

심하지 않고 믿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설득이 선행되지 않으면 

역설의도를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 프랑클의 주장이다. 게르츠, 트위디, 렙젤스톤 

등은 역설의도가 절대로 설득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특히 모욕적인 언동

에 집착을 보이는 증세 등을 통해서 입증했다. 특정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에 적합한 로고테라피의 테크닉이 개발되어 있으며, 역설의도에 의해서 얻어진 결

과는 경험적 관찰이라고 할 수 있다. 하버드 대학교 정신과 교수인 레스톤 하벤스

는 역설의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의 역할을 말했다.

그렇다면 역설의도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다음, 우

리에게 ‘낯익은 용어’, 즉 ‘정신역학적인 용어’를 써서 이렇게 대답했다. 환자는 금지

되어 있는 충동의 짐을 벗어 놓을 것을 권유받는다. 허락을 받는 것이다. 보다 구체

적으로 얘기하자면 금지를 풀어 주는 것이다. 정확하게 환자의 금지사항이 풀렸다고 

말해 주는 것이다. 프랑클이 권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용어로 말하자면 초자아의 완

화에 해당된다. 의사는 환자에게 보다 너그러운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중재를 한

다. 이것이 환자의 가치 기준과 이상에 영향을 미친다. 이상이 부족한 환자에게 프

랑클은 새로운 이상을 찾도록 도와준다. 이상이 지나치게 커서 고생하는 환자에게는 

그것을 바꾸어 주려고 노력한다.233)

마이클 아셔의 말대로 로고테라피 치료 기법인 ‘역설의도’는 매우 독창적인 치료

법이지만 로고테라피가 만병통치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론과 협업하는 것에 

대해 개방적이고 상호보완하려는 시도는 장려하고 독려할 만한데 이런 노력들은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치료법은 나름대로 고유의 특정한 테크닉이 있다. 이런 테크닉은 다른 

치료법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역설의도는 예외이다. 다른 

치료법을 사용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역설의도를 이론과 실제에서 그들의 체계 안

으로 끌어들였다. 이는 다분히 예외적인 것으로 역설의도 기법이 여러 분야에서 실

효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34)

232) 빅터 프랭클, �삶의 의미를 찾아서�, 256쪽.

233) 빅터 프랭클, �삶의 의미를 찾아서�, 177쪽.

234) 빅터 프랭클, �삶의 의미를 찾아서�, 2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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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테라피와 역설의도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증세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설의도를 적용해서는 안 되는 증상이 무엇인지를 아

는 것이다. 역설의도는 정신병적 우울증에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별도의 로고테라피 치료 기법이 적용되는데, 그 원리는 자기비난으로 고생하고 있

는 환자의 죄의식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다. 실제 자기비난 현상을 통해, 환자가 정

말 ‘실존적 죄의식’을 갖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실존주의 정

신의학의 오류일 수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의 결과를 원인으로 돌리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역설의도 기법은 환자의 죄의식을 더욱 증가시켜 자살을 

시도할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자살을 원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아주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신분열증 환자의 경우 로고테라피는 그에 관한 원인 치료를 전혀 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는 정신요법의 보조요법으로서 역설의도 보다는 반응억제라고 하는 로고

테라피의 기법이 권장되고 있다.235)

신경질환이나 정신병을 일으키는 어떤 원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로고테라피는 인

과관계를 따지지 않는 기법이다. 환자에게 실존적 공허가 있는 한은 증상이 나타나

게 되어 있다. 크럼보우가 말한 것처럼 로고테라피는 대부분의 환자에게 적합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분석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치료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속적으

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목표가 명확하지 않는 치료는 병의 원인이 그대

로 남아 있어 얼마 지나지 않아 증세가 재발하므로 무의미한 것임을 유의해야 한

다.236)

로고테라피는 실존적 정신의학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는데, 인간의 자기초

월과 자기분리 능력을 활용한 역설의도와 반응억제라는 기법을 정신요법의 테크닉

으로 발전시킨 유일한 학파이다. 로고테라피는 환자를 본래의 상태로 돌려놓으며, 

인간적인 차원에서 ‘병고에 시달리는 인간’에게 유용하다.

로고테라피의 방식 중 의학적 정신 지도는 심인성 신경증이나 신체적인 요인에

서 발생한 신경증을 치료할 때 사용된다. 종교적인 설교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의

학적 정신 지도는 원인치료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경우에만 적용해야 하고, 이때는 

환자 본인의 병을 대하는 태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치료법이 

된다.237)

뉴욕대학교의 조이스 트라밸리는 “중요한 신념은 삶의 모든 경험에서 의미를 추

구함으로써 동기를 부여받게 되며, 이러한 의미는 질병과 시련 그리고 고통의 경험

을 통해 발견될 수 있다”고 하였다. 로고테라피는 “환자로 하여금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고안된” 방법을 체계화하는데 성공했는데, 어떤 환자에게는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적절한 방법이라고 했다. 비유를 사용하는 예화에는 다

235) 빅터 프랭클, �삶의 의미를 찾아서�, 180쪽.

236) 빅터 프랭클, �삶의 의미를 찾아서�, 181쪽.

237) 빅터 프랭클, �삶의 의미를 찾아서�, 182-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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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것이 있다.

붇다가 살아계신 때에 인도의 한 여인(까사고타미)이 금지옥엽 키우던 외아들을 

갑작스런 병으로 잃게 되어 슬픔을 견디다 못해 붇다를 찾아갔다. 아이를 다시 살

아나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붇다는 아이를 살아나게 해주는 방법으로 마을에 가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의 겨자씨를 구해오라고 하였다. 그녀는 희망을 가지

고 집집마다 두드리며 사정을 말했지만 겨자씨를 구하지 못했다. 마을의 많은 집들 

중에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은 없었다. 그녀는 겨자씨를 구하지 못했지만 

깨달음을 구할 수 있었다. 자기의 아이만 죽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이다. 붇

다가 그녀에게 주고자 했던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었다. 목숨 가진 중생이면 생로병

사(生老病死)와 희로애락(喜怒哀樂)은 누구나 겪는 일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겪는 게 자신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하였다. 너무 당연한 사실을 자연스러운 것으

로 받아들였을 때 그녀는 고통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238)

위의 예화는 피해갈 수 없는 일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태도의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 자신의 불행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한

다. 그런 불행을 자기만 겪는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평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통의 크기는 거의 비슷하다. 불교에서는 똑바로 볼 수 있어야, 즉 정견(正見)을 

해야 무명을 벗어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해탈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해탈이란 고승들처럼 높은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고통을 만났을 

때 덜 힘들고 덜 아프게 대하는 마음을 말한다. 고통마저도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

들여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자신의 태도에 달려있다.

프랑클은 여러 환자를 상담한 예를 통해 환자가 자신의 어려움을 접근 가능한 

의미와 목적의 견지에서 재평가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 유용한 종교적인 자원을 

끄집어내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를 말했다. 그러

면서 프랑클은 환자를 세상으로부터 격리하는 그 장벽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자제

했다. 병의 원인이 생리적인 것에서 발생했든 아니면 정신적인 것에서 발생했던 상

관하지 않는다. 그리고 환자가 이 장벽을 뛰어넘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환자에

게 도전장을 던지도록 해서 스스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려고 노

력한다는 것이다. 의미는 환자가 시련을 대하는 태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는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온전한 자신의 것

임을 강조한다. 이 선택의 자유로 인해 때로는 환자가 더 고통스런 시련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여 시련을 희망

이나 성취로 바꾸어 놓는데 성공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크럼보우 박사와 메리 라파엘 수녀는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동기는 실

제로 존재하는 것이며, 변화무쌍한 인생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만약 그들의 연구가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이것을 정신병의 진단뿐만 아

니라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측정하는 데에 이용할 수 

238) 빅터 프랭클, �삶의 의미를 찾아서�, 184-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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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으로 믿을 수 있다. 이러한 로고테라피적 접근법은 일종의 양적 접근법인

데, 어떤 면에서는 인간에 대한 결정론적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

다.239)

운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키에르 케고

르의 “정신병이 나에게 바보의 의상을 입힐지라도 만약 내가 신을 기쁘게 해야 한

다면 나는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말은 만일 정신병에 걸려도 내가 그것

을 대하는 태도를 달리하면 그 병도 또 다른 성취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말이 된

다.

로고테라피 분야의 많은 학자들이 로고테라피가 종교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듯이 로고테라피는 치료와 종교 사이에서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중요하다. 즉 로고테라피가 특정 종교의 정신치료법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정신치료법이라고 할 수 없다. 정신치료와 신학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차

원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신학적인 차원이 인간적인 차원보다 더 포괄적이

고 더 높은 위치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치료와 종교의 혼합은 혼란

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시련의 의미를 인간이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아인슈타

인이 표현처럼 “단순히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는 지고(至高)의 목적이 드러날 수 없

기 때문”이다.240) 프랑클은 궁극적인 의미는 믿음의 문제이지 생각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 궁극의 의미를 실존적인 영역에서, 믿음을 통해 찾아낼 수 있

다고 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신 혹은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신뢰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인간은 신과 인간의 세계에 놓여 있는 차원적인 차이를 없앨 수가 없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존재의 믿음으로 연결된 종교나 신앙을 통하여 의미에 이룰 수

는 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물을 인식하지 않거나 그것을 인과관계의 틀 속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사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의미에 대한 신뢰와 존재에 대

한 믿음은 그것이 아무리 잠재되어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초월적인 것이고 그런 의

미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로고테라피에서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면서 그것을 완수할 책임 있는 

존재로 보고 있다. 본인이 ‘해야 할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여기고 있다. 이것은 로고테라피 치료사에

게도 해당되어 그도 똑같이 스스로 자기 책임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서로의 보는 시각에 따라 가끔 다른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까지가 로고테라피이고, 어디서부터는 로고테라피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의 당연하고도 원초적인 열망

을 갖고 환자를 돕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본인의 삶을 

239) 빅터 프랭클, �삶의 의미를 찾아서�, 211-212쪽.

240) 빅터 프랭클, �삶의 의미를 찾아서�, 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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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임무와 과제를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241)

여러 학자들이 프랑클이 이루어 놓은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고, 입증하고, 확인하

기 위해 많은 일을 해 오면서 삶의 절대적이고 잠재적 의미를 보여주는 경험적인 

증거를 얻기 위해 수없이 많은 주제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전산화하였다. 로고테라

피는 검사와 통계와 실험을 근거로 한 연구 기반 위에 과학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

다. 이렇게 로고테라피가 과학화되어감에 따라 점점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과학이라

는 범주에 완전히 수용되기에는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삶에

서의 의미라는 개념도 혁신적이다. 로고테라피 치료사들은 인생을 매 순간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치료에 적용하고 있다. 이는 실존적 좌절에 의해 

생기는 noological 신경증의 치료에는 필수적이다.242)

역설의도를 불교의 연기설에 대입해보면 다한증이나 무대공포증 대인기피증의 

원인이 불안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불안의식이 없으면 대인기피증도 없다. 

즉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안의식을 없애버릴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대인기피증도 없어진다. 이는 불안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2) 반응억제 기법

로고테라피에서는 반응억제를 통해 과잉반응을 중화시킨다. 이 기법이 적용되는 

영역 중의 하나는 불감증이나 발기부전 등 성적인 문제로 생기는 신경증의 경우에 

적용된다. 주의의 대상에게 너무 잘하려고 하거나 특정 부분에만 집중하면 성적인 

행위나 경험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프랑클은 지네에 관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 목표나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활

동성이나 자발성의 장애를 받는다는 것을 설명했다. 지네를 의인화하여 평소 잘 움

직이는 지네에게 그 많은 발 중에 먼저 움직이는 발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면, 지네

는 그냥 늘 움직이던 방식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평소에 생각해보지도 못한 발의 

움직임에 관심을 집중하다 오히려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고 결국 그 지네는 굶어 

죽는다. 즉 파멸을 초래하는 과잉 반응 때문에 죽었다고 할 수 있다.243) 이는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을 하느라고 일상이 흔들리는 것이다.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나 현

상에 대해 왜곡된 인식으로 폄하하고 괴롭히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본다. 그들의 

생각을 참고는 하되 지나치게 의식하다보면 정체성을 잃게 된다.

과잉반응에 대한 예화는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깊이에의 강요』244)라는 책에서 

발견할 수 있다. 주인공은 소묘를 뛰어나게 잘 그리는 젊은 여류 화가인데 자신의 

241) 빅터 프랭클, �삶의 의미를 찾아서�, 250쪽.

242) 빅터 프랭클, �삶의 의미를 찾아서�, 250-255쪽.

243) 빅터 프랭클, 앞의 책, 159-160쪽.

244) Patrick Suskind, �깊이에의 강요�, 열린 책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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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전시회에서 평론가에게 이런 평가를 받는다. 평론가는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

고 그녀를 북돋아 줄 생각으로 “당신 작품에는 재능이 보이고 마음에도 와 닿습니

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아직 깊이가 부족합니다”라고 했다. 평론가의 말을 잘 이해

할 수 없었던 그녀는 논평을 잊고 있었는데 이틀 후 그 평론가의 비평이 같은 내

용으로 신문에 실리게 되었다. 그날부터 화가는 자신이 그린 소묘를 들여다보고 작

업 중인 것들까지 전부 유심히 살펴보았다. 초대를 받은 곳에서도, 화랑과 박물관

에서도 타인들이 자신의 그림이 깊이가 없다는 말들로 소곤거리는 것을 듣게 되었

다. 여류화가는 깊이가 없다는 생각으로 절망했다. ‘왜 내 그림에는 깊이가 없을

까?’ 몇 주 동안 그림을 하나도 그리지 못하고 깊이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젊은 

화가는 운동 부족과 알코올과 약물 복용으로 빠르게 늙어갔다. 결국 화가는 상속받

은 3만 마르크를 다 쓰고 돈이 떨어지자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전부 구멍 내고 갈

기갈기 찢은 다음 TV 방송탑으로 올라가 139미터 아래로 떨어져 죽게 된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과잉 반응하여 깊이 생각하다 보면, 더욱 본질에서 멀어지

게 된다. 이 또한 지네의 경우처럼 지나친 과잉 반응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으로, 타인의 평가에 의한 삶을 산 것이

었다. 타인들이 한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지나치게 힘들어 하며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이 있다. 이는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이유가 된다. 타인의 평가에 대한 반응을 억제하고, ‘그

래 내 그림에는 깊이가 없어 그게 내 그림의 특징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자살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평론가를 만나 어떤 것이 그림의 깊이 인지를 

질문하고, 평론가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도 방법이었을 것이다.

요즈음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SNS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다. 긍정적인 면도 있지

만 네티즌들의 악플로 인해 자살하는 연예인들도 많이 생긴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악플도 자신과의 거리두기를 통해 웃으며 넘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지나치게 의식하는 결과로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SNS를 아예 하

지 않거나, 반응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단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주

변의 부정적인 시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삶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이때 주변의 반응과 시선에 대한 반응을 억제하는 것은 좋은 치료방법이 

될 수 있다.

3) 의미 발견

실존적 공허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의미 발견이다.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공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거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의미 발견의 장소와 계기는 제각각 다르지만 본인이 스스로 부지불

식간에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며, 누구나 관심을 기울이면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의미는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찾아내는 것인데, 잘 찾지 못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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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위해 로고테라피 치료자들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

다. 사람이 일단 의미를 찾아내는 것에 성공하면, 그것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시련을 견딜 수있는 힘도 준다.

의미는 발견되는 것이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즉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

는 것이다. 각각의 질문에는 그에 해당하는 단 하나의 답, 그에 딱 맞는 하나의 답

만이 존재하며, 각각의 상황에는 오직 하나의 의미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 바로 진

정한 의미 발견이다.245)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공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거나 행복한 삶을 살아

갈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앞에서 프랑클은 

자신의 강의를 들은 한 학생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정신병동에서 인슐린 쇼크와 지나친 약물치료로 허송세월을 보내던 중 어둠 속에

서 나는 세상에서 고유한 나만의 사명감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 나는 내 생이 어떤 

목적을 위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보잘 것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나를 내팽개쳐버린 ‘지옥’의 고독한 어둠 속, 그곳에 그 분이 계

셨다. 내가 ‘그분의 이름’을 모를 때에도 그분은 존재하셨다. 하느님이 현존하셨던 

것이다.246)

또 어떤 죄수는 프랑클이 자신을 죄수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한 인간으로 

대해주는 순간 심오하고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스스로 재

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작은 감방 속에서 신비스러운 종교심을 체험했다고 한다. 현

재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

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 분의 뜻이라고 승복하였다. 이후 놀라운 치유과정을 겪었다

고 하였다.247)

두 사례에서 보듯이 의미 발견은 발견의 장소와 계기는 제각각 다르지만 누구나 

관심을 기울이면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의미는 인간이 부여할 수 있는 것

이다. 꼭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과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사람

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확실히 다르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절실

하게 원하느냐에 달려있다. 고통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실존의 의미를 발견한 것이

며 이는 그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는 동인이 된다.

프랑클은 로고테라피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 했다. 첫째 무

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둘째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248)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삶의 

245) 빅터 프랭클, �삶의 의미를 찾아서�, 100쪽.

246) �무의식의 신�, 13쪽.

247) �무의식의 신�,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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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찾고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불교의 일체유심(一切唯心)과 연관이 있는 부분

이다. 인간이 자신이 겪고 있는 시련의 의미를 찾는다면, 그것은 시련이 아니라 극

복해야할 과제이며, 실존적 공허 속에서의 무의미함을 벗어나는 길이 된다. 의미 

없이 우리 앞에 놓이는 일은 없으며,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한 일임을 알게 된다.

2. 마음 치료의 기법

불교 유식사상은 요가 수행자들의 체험이 바탕이 되는 교리이므로 마음수련에  

중점을 둔다. 유식사상은 본래 지관(止觀) 즉 요가 수행과 체험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이 유식철학을 유가행이라 부른 이유이다.

육조단경에 기록된 다음의 사례에서 중생의 불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선종의 5조 홍인대사는 6대 조사를 정하여 법을 전하고자 하였

다. 이에 문인들에게 게송을 지으라고 하였다. 5조 홍인대사의 수제자인 신수 상좌

는 아래 게송을 지었다.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나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 묻지 않게 하라.249)

身是菩提樹, 心如明鏡臺,

時時勤拂拭, 莫使有塵埃.

거울은 거치하기 위해서 틀을 만든다. 거울과 틀은 마음과 몸의 관계와 같다. 거

울틀은 보리수로 만들었다. 거울과 틀을 시시때때로 털고 닦아야, 거울이 있는 그

대로 사물을 비춘다. 마찬가지로 마음도 시시때때로 수행을 해야 한다. 점수(漸修)

이다.

그러나 오조 홍인대사는 위의 게송은 단지 문 앞까지 도달한 게송이기에 문 안

으로 들어오지는 못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게송을 지어야 

가사와 법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신수 상좌는 며칠이 지나도록 게송을 짓지 못하였

다.

신수의 게송을 본 혜능은 본래 마음을 모르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으니, 마음

을 알아 자성(自省)을 보아야만 큰 뜻을 깨닫는 것이라며, 마음은 그 자체로 이미 

구족한데 닦을 것이 아니라 무명에 가려져 있는 진실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

으로 아래 게송을 짓고 오조의 법을 이어받아 6조 혜능이 되었다

248)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184쪽.

249) 보명, �육조단경 돈황본�, 보광암, 2001,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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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bodhi 깨달음)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틀이 없네.

부처의 본성은 항상 깨끗하거니, (그 본성) 어디에 티끌과 먼지 있으리오.

마음은 보리수이고, 몸은 밝은 거울이다.

밝은 거울은 본래 깨끗하거니, 어느 곳이 티끌과 먼지에 물들리오.

菩提本無樹, 明鏡亦無臺.

佛性常淸淨, 何處有塵埃.

心是菩提樹, 身爲明鏡臺,

明鏡本淸淨, 何處染塵埃? 250)

앞의 신수의 시는 이해하기 매우 쉽다. 반면 여기의 혜능의 시는 이해하기 어렵

다. 횡설수설 말장난에 가깝다. 아는 자는 쉽게 설명하고, 모르는 자는 어렵게 설

명한다. 이 시는 다음과 같은 말장난이다.

1줄에서 菩提樹는 菩提와 樹를 뜻한다. 이를 비틀어서 “菩提는 樹를 갖지 않는

다”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보다는 “樹는 菩提를 갖지 않는다”가 낫다.

마찬가지로 明鏡臺도 明鏡에 臺를 더한 것이다. 이를 비꼬아서 “明鏡은 臺가 없

다”라고 표현하였는데 “臺는 明鏡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 臺는 거울 몸

체를 뜻한다.

3줄에서 마음은 보리수요, 몸은 명경대라 하였는데 이는 신수가 “마음이 명경대

고, 몸이 보리수”라고 한 것을 그냥 반대로 말한 것이다. 이 역시 말장난이다. 1줄

과 3줄을 뺀 2와 4줄이 본래 하고 싶은 말이다. 2줄에서 불성은 항상 청정하여, 

塵埃가 없다. 4줄에서는 밝은 거울은 본래 청정하여, 塵埃가 없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너의 마음은 밝은 거울이고, 불성이다. 본래 塵埃가 없다. 따라서 털

고 닦을 필요가 없다. 점수(漸修)할 필요가 없다. 돈오를 해라. 너의 마음이 불성이

라는 것을 문득 깨달으면(頓悟) 된다.

이 예화가 나타내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그 자체로 부처의 심성(佛性)을 가진 여

래장(如來藏)인데, 자신이 부처임을 모르는 것은 무명(無明)에 의함이니 무명(無明)

을 벗어나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라는 뜻이다. 날마다 닦는 것도 중요하지

만 이미 지니고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미혹을 벗어남이 더욱 중요함을 일깨

워 준다. 무명(無明)은 12연기의 첫 번째 원인이 되고 탐진치(貪瞋痴) 삼독(三毒)과 

갈애(渴愛)가 무명의 원인이 된다.

불교의 전통적 수행방법은 선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선(禪)이란 용어는 인도 빨

리어의 jhāna와 범어의 dhyāna에서부터 유래되어왔다. 그 뜻은 ‘생각을 멈추어 

숙고(熟考)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선(禪)의 뜻은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

중하여 산란함을 막아 고요하게 하는 것이며, 선(禪)의 실천은 마음을 자세하게 숙

고하여 본래 청정한 마음을 드러내는 수행이라고 볼 수 있다. 선(禪)은 부처님 당

250) 보명, �육조단경 돈황본�, 28-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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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터 좌선(坐禪)을 통하여 마음을 한곳에 집중하여 마음을 자세하게 살펴봄으로

써 산란심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밝혀내며, 또한 마음의 정체성을 깨달아 가는데 

있다.251)

불교에서는 흙탕물의 비유를 들어 선(禪)을 설명하고 있다. 이리저리 흔들려 흐

려진 흙탕물은 가만히 두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흙은 가라앉고, 깨끗한 물은 

위에 존재하여 분리가 일어난다.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선정에 들어가면 자신

의 본성인 진여를 깨닫게 된다.

선정과 삼매를 통해 마음을 한곳에 모아 심신의 안정을 추구하고 올바른 지혜를 

개발해서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수행법으로, 일종의 명상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

다. 『마하지관』에서 “지관명정(止觀明靜)”이라 하여, 마음이 대상을 향하여 반연하

는 것을 그치고 관조(관찰)함을 통하여 고요한 마음의 본성을 밝히는 일종의 명상

법으로 보고 있다.252)

지관에 대한 수행법은 아래와 같다.

1) 지(止) : 사마타

지(止) 수행법은 판단작용을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눈으로 보기에 ‘좋

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라는 판단을 하면 좋은 것은 끌어당기고, 나쁜 것은 밀쳐내

는 분별이 생기게 된다. 분별로 인해 번뇌가 발생한다.

지(止)가 대상을 쫓아 흩어지는 마음을 안으로 거둬들인다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

을 표층 제6 의식의 방식으로 유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제6 의식은 전5식에 

주어지는 감각내용을 제6 의식의 대상화방식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제6 의식의 개념

틀에 따라 감각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제6 의식은 제7 마나식의 아치(我癡)와 아

집에 기반을 둔 분별의식이다. 인식틀을 따라 보이는 대상에 이끌려가지 않고 보는 

자 자신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지(止)이다. 판단보류 내지 판단중지라고 할 수 있다. 

대상에 이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감각대상, 전5식의 대상인 물리적 사물세계(5경)

에 이끌려가지 않는 것일 뿐 아니라, 제6 의식의 대상인 관념적 개념세계(법경)에도 

이끌려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개념을 따라 사유를 전개하고 있는 것도 마음이 대

상을 쫓아 움직이며 대상에 매여 있는 것이다. 지(止)는 이러한 대상에 매인 사유, 

개념적 사유 활동을 멈추는 것이다.253)

생각이나 판단을 멈추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부분의 고통이나 갈등은  

탐진치(貪瞋痴) 삼독에서 비롯된다. 삼독심을 벗어나 마음을 고요히 멈추는 명상을 

251) 김말환, ｢禪修行에 의한 心理相談法 연구｣, 동국대학교, 2003, 6쪽.

252) 이기운, ｢심신치유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지관명상(止觀冥想) 수행법 연구｣, 동국대학교불교

문화연구원, 2015, 초록.

253) 한자경, �심층마음의 연구�, 257-2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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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게 된다. 중요한 것은 지(止)의 상태를 얼마나 지속할 수 있

느냐에 달려있다. 수행을 통해 항상심을 점점 늘려가는 것이 마음치료에 도움이 된

다.

2) 관(觀) : 위빠사나

관(觀)하는 위빠사나 사념처관 수행법을 간단히 신수심법(信受心法)이라고 표현하

며, 분별판단 이전의 것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저 주의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다.

인식틀에 따라 대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인식틀의 작동을 멈추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인식틀의 작동을 멈추고 그 이전에 주어지는 것에 주목하는 것을 

관찰수행, 관(觀)이라고 한다. 판단작용을 멈추고 분별되고 평가되기 이전의 것에 주

목하는 것이다. 개념화 이전의 것, 분별판단 이전의 것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6 의식보다 더 심층의 마음활동을 발견하게 된다. 위빠사나의 대표적 수

행법이 사념처관(四念處觀)이다. 몸, 느낌, 마음, 법을 관찰한다. 우리는 몸의 기관, 

안이비설신을 통해 세계를 감각하고 지각하지만, 그렇게 감각하고 지각하는 몸 자체

를 의식하지 않는다. 이 몸에 의식을 집중해서 몸을 바라보는 것이 신념처(身念處)

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주목해서 보는 것이 수념처(受念處)이고, 그 느낌을 

따라 일어나는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심념처(心念處)이고 그 마음의 작동법칙을 관

찰하는 것이 법념처(法念處)이다.254)

이처럼 위빠사나는 탐진치 삼독에 이끌리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현상을 그 자체

로 알아차리기를 하는 것이다. 다만 현상을 조용히 관(觀)하는 것이다. 지(止)가 생

각을 멈추는 것이라면, 관(觀)은 생각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명상과 마음챙김255)을 통해 심리학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많다. 마음

챙김은 심리적 원인이 있는 괴로움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되었다.

마음챙김(mindfulness)은 2,500년 전 불교 심리학 언어인 팔리어 사띠(sati)의 

영어번역이다. 사띠에는 알아차림(awareness), 주의(attention), 그리고 기억

(remembering) 등의 의미가 있다.256) 마음챙김의 기본적인 정의는 ‘순간순간의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챙김이란 마음이 한 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옮겨가는 것을 수용의 태도로 알아차리는 것을 말하며 누구나 어디서든 경험할 수 

있는 알아차림의 단순한 형태이다. 이러한 단순한 주의(attention)는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단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일상을 즐기는 법을 알 수 

254) 한자경, �심층마음의 연구�, 258-259쪽.

255) 마음챙김(mindfulness)이란 위빠사나 명상의 싸띠(sati)에서 유래한 용어로 "매 순간 순간의 

알아차림"(moment-by-moment awareness)을 말한다. 마음챙김은 MBSR로 유명한 서양의 명

상이고, 산스크리트어는 스므리티, 팔리어로는 싸띠, 한국에서는 염(念)이라고 한다.

256) Christopher K. Germer, Ronald D. Siegel, Paul R.Fulton, �마음챙김과 심리치료�, 학지

사, 2013, 29쪽. 이하 �마음챙김과 심리치료�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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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생로병사의 고통을 견디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다.257)

마음챙김은 에너지와 기쁨을 위해 나태함으로부터 벗어나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원천이며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마음을 챙기고 알

아차림은 과학적이라기보다 경험적이며 비언어적이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

느 정도 수행을 통해 체득해야만 한다. 습득된 기법처럼 마음챙김 경험은 수행을 

할수록 더욱 확고해질 수 있다.

마음챙김과 불교 심리학 또는 불교철학과의 연관성에 대해 마음챙김이 불교 심

리학의 핵심이기도 하고 괴로움을 덜어주는 가르침이다. 올바른 마음챙김을 한다는 

것은 온전히 깨어있고, 스스로의 삶을 일깨워 주는 좋은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다. 

미산은 『마음챙김과 심리치료』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동양문화의 하나였던 불교가 서양에 전해지면서 심리학이라는 현대 과학의 한 분

야와 습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존 카밧진이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MBSR)를 행동의학의 한 분야로써 의료적인 치유법으로 채택하면서 

서양에 전해진 불교의 마음챙김 명상(위빠사나)이 일반 대중에게 종교적인 맥락을 

떠나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인지행동치료 방법론의 확장과 함께, 불교 수

행은 심리치료적 개입의 방법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마음챙김 지향 심리

치료 경향의 탄생이다. 

불교는 인격의 질적인 변화를 위한 방법으로 여러 형태의 명상법을 개발해 왔고 

이를 위한 불교 수행의 방향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태도를 벗어나 우주적 차원의 

상생과 교류의 삶에 맞추고 있다. 마음챙김 명상의 3가지 핵심요소는 첫째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 순간을 중시하는 태도, 둘째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수용의 

자세, 셋째 안팎의 대상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자각, 즉 알아차림이다. 바로 이러한 

마음챙김의 특징을 심신의 괴로움, 특히 심리적인 고통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도입하

여 임상수련과 치료를 통해 보다 향상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있다.258)

존 카밧진(1944~ )은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MBSR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을 운영하며, 마인드풀니스(mindfulness)

의 의미는 그 원리와 실제에 있어서 현대 서구불교, 특히 미국불교의 흐름 속에서 

재구성되고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259)

전통적 불교에서는 마음은 공(空)하여 머무르는 바가 없으며 흘러가는 대로 두어

야한다고 하고, 유가행파는 마음 수련을 통해 마음을 챙기고 알아차림(자각)하라고 

한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괴로움의 고통을 덜어주는 가르침이다. 괴로움을 호소하

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가 버린 과거에 미처 다하지 못한 일들이나 잘못된 선

택에 대해 후회한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돌이킬 방법이 없다. 그

257) �마음챙김과 심리치료�, 7쪽.

258) �마음챙김과 심리치료�, 8-15쪽.

259) 김세정, ｢MBSR을 활용한 원불교 유념공부의 보편화 방향｣, 원광대학교, ,2016,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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럴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후회로 남는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과거

의 일들에서 배우고 반성하고 고찰함으로써 순환의 고리를 중단시켜야 한다. 미래

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가올지도 모르는 일들에 대한 걱정 근심으로 인해 불안

함을 느낀다. 불안한 사람은 두려움을 피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불안을 가져와 역효과를 유발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마음 챙김은 두려움이 생길 때, 그 두려움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한 기법이

며, 친근한 수용의 정도를 증진시키면서 두려움을 세심하게 탐색한다. 마음챙김은 

불안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핵심적 구성요소로 노출을 포함한다. 불안에 대한 관

계에서 두려운 회피로부터 인내를 그리고 우호적인 상태로 두려움이 가라앉을 때

까지 회피하지 않고 휘말려들지 않음을 배운다.

이러한 마음챙김 기법의 핵심적인 요소는 알아차림, 현재 경험에 대한 것, 수용

의 태도 등 세 가지이다.

첫 번째 알아차림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모든 생각을 멈추고 순간에 집중하는 것

이다. 전형적인 기법으로는 멈추고, 관찰하고, 되돌아가기다. 자동적인 행동을 멈춤

으로써 그 행동에 동반되어 일어나는 자동적인 생각의 꼬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관

찰은 우리의 경험을 객관적이고 분리된 방식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 관찰

자(participant observer)’로 그 경험과 함께 ‘조용히 곁에 있는 것’이다. 주의를 위

해 초점을 맞출 대상이 필요한데, 특정한 대상의 주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주의를 

반추의 대상으로 돌리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의도적으로 주의를 한 곳에 정착시

키면 주의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것이 마음챙김 수행의 ‘집중(concentration, 

samatha)’부분이다. 되돌아가기는 산만해졌거나 다른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알

아차렸을 때, 무엇이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았는지 마음으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되고, 

처음 초점을 둔 대상으로 부드럽게 알아차림을 되돌릴 수 있으며, 마음이 어디로 가

는지 지켜볼 수 있다.

두 번째는 현재 순간의 활동에 현명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모든 마음챙김 

수행은 주의를 현재로 가져온다. 호흡 또는 알아차림의 초점이 되는 대상은 항상 현

재 순간에 있고, 우리의 주의를 빼앗는 일 역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다. 마음챙김 

수행은 현재의 경험에 초점을 두는 주의를 훈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용은 우리의 경험을 판단이나 선호 없이 호기심과 친절함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다. 현재 순간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 우리의 태도에 의해 채

색된다. 현재 순간에 대한 온전한 알아차림은 우리의 경험을 온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에 달려 있다.260)

마음챙김 수행은 기쁨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주어진 삶의 조건에도 긍정적으

로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알아차림은 지금 여기

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다. 두려움의 원인도, 괴로움이나 고통도 현재의 있는 

260) �마음챙김과 심리치료�, 201-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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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직시하고 사실대로만 바라보면 그 무게가 줄어든다. 자기의 상태를 사실대

로 정직하게 인정하는 당당함과 용기가 필요하다. 불교의 핵심은 현재로 돌아와서 

붙들지 않는 마음의 국면, 어떤 감정이나 사건에 휘말려들지 않도록 노력하다보면 

모든 현상을 저절로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판단이나 평가가 무력해 지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는 것이다. 거리를 두고 가만히 바라보면 수용적 태도가 자

연적으로 증진된다.

지와 관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며, 마음을 한곳에 집중하여 진리를 관찰하는 것이

다. 어떤 동작을 하든 상관없이 지혜를 증득하는 것이 중요하다.261)

3) 보살도의 실천 – 자리이타(自利利他)

대승불교에서의 유식에서는 보살도의 실천을 가장 이상적인 인상상이라고 보았

다.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고 타인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견성성불(見性成佛) 요익중

생(饒益衆生)을 위해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이 마음치료의 방법이 된다.

오늘날 작게는 다른 사람을 스스로 원해서 받들어 섬긴다는 의미를 가진 자원봉

사(自願奉仕)를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들도 종교적 의미에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프랑클도 실천적 공허와 우울증에 빠져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겨질 때 자원봉사를 해보라고 권유한다. 우울증은 움직이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만든 생각의 틀에 갇혀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일단 현재의 문제에

서 벗어나 밖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상 어느 것도 불필요한 것은 없으

며, 모든 일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문제에서 벗어

날 수가 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면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이 더 많이 성장하고 배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자신이 얼마나 쓸모가 있으며 행복한 사람인지를 느끼게 된다. 보살도를 

실천함으로 인해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된다. 대승불교에서는 남을 위하는 

그 자체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생 구제에 적극적이다.

보살이 실천해야 하는 덕목 네 가지를 사섭법(四攝法)이라 한다.

(1) 보시(布施) : 남에게 가르침이나 재물을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다.

(2) 애어(愛語) : 부드럽고 온화한 말로 타인을 대하는 것이다.

(3) 이행(利行) :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4) 동사(同事) : 같은 종류의 일을 서로 협력하고 고락을 함께하는 것이다.262)

중생을 제도하는 대승보살의 수행 가운데 으뜸인 것이 6바라밀(六波羅蜜)이다. 

때로는 10바라밀이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61) 곽철환,『불교 길라잡이�, 78쪽.

262) 곽철환,『불교 길라잡이�,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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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보시(布施) 바라밀 : 남에게 베풀어 준다. 재시(財施)는 재물을 줌이다. 법시

(法施)는 진리를 줌이다. 무외시(無畏施)는 두려움 없음, 용기를 줌이다. 

소승은 신자가 승려에게 물질을 공양하는 것이 보시이다. 대승은 보살이 중생에

게 진리를 전하는 것이 보시이다. 보시의 방향이 정반대이다.

⑵ 지계(持戒) : 계율을 지킨다. 승려가 사원에서 집단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계율

을 지켜야 한다.

⑶ 인욕(忍辱) : 욕됨을 참는 것이다. 보살은 중생을 제도한다. 중생은 다양하기 

때문에, 중생을 대할 때는 욕됨을 참을 줄 알아야 한다. 보살의 가장 중요한 덕목

이다.

⑷ 정진(精進) : 수련의 노력을 말한다. 자신이 깨닫기 위해서 부지런히 힘써 불

교의 진리를 공부하는 것이다. 중생을 구제할 실력을 닦음이다.

⑸ 선정(禪定) : 명상을 함이다.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한 곳에 집중하는 것

이다. 붇다는 8정도에서 승려가 공부할 내용으로 정념(正念 위빠사나) 정정(正定 

명상) 정정진(正精進 공부)을 말한다. 6바라밀에서는 이중 뒤의 둘만 말한다. 정념

은 소승, 정정은 대승의 중요한 수행 방법이다.

⑹ 지혜(智慧) : 지혜는 산스크리트어의 프라즈냐(prajñā)이다.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반야(般若)’라고 한다. 공(空)을 깨달은 지혜이다.

대승은 보살이 자비심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지혜를 가지고, 

첫 번째 보시를 함이 그것이다. 정진과 선정은 지혜를 닦는 것이다. 지계는 사원의 

생활, 인욕은 중생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다.

⑺ 방편(方便) 바라밀 : 방편은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 일을 쉽고 편하게 해결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말한다. 육바라밀에서 모은 선근으로 무상보리를 구하

고, 모든 이에게 이로운 일을 한다. 집착이 없는 마음으로 순간마다 무수한 세계를 

청정하게 장엄하면서도 그 세계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 중생을 포섭하되 집착이 

없다.

⑻ 원(願) 바라밀 : ‘願’은 ‘원함, 희망함’이다. 나아가 ‘맹세’를 뜻한다. 보리를 

구하고자 하는 원과 이 세상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희망이고 보살의 맹세

이다.

⑼ 역(力) 바라밀 : 보살이 희망과 맹세를 실천하여, 힘을 쓰는 것이다. 모든 법

을 헤아려 선택하고 육바라밀을 끊임없이 현행하게 한다.

⑽ 지(智) 바라밀 : 진실하고 참된 말을 성취하여 말한 대로 행하고 행한 대로 

말한다. 법의 즐거움을 수용하는 지(智)와 성숙하게 하는 지혜를 뜻한다.263)

263) 오형근,『신편 유식학 입문�, 365-3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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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고테라피와 마음치료의 유사성과 상이성

프랑클의 로고테라피와 유식사상의 비교연구는 인간의 행복 추구와 편안한 마음

을 가지도록 하는 방법에 있어 유사성과 상이성이 있다. 프랑클이 무의식의 신을 

우리 자신이 부지불식간에 신을 접하는 장소 개념으로 보았다면 유식의 알라야식

도 여래가 될 수 있는 불성이 저장된 장소로 볼 수 있다. 프랑클의 도식으로 알라

야식을 보자면, 영적 무의식은 우리를 붇다(불성) 그 자체와 일치하게 하는 가능성

의 근거가 된다. 알라야식은 우리의 실존적인 것이 죽더라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자

체이다. 우리의 행동인 업은 종자의 형식으로 알라야식에 남아 언제인지 모르지만 

조건이 형성되면 발현하게 된다.

프랑클의 역설의도 기법은 불안이나 다한증 무대공포증 불면증 대인기피증 등에

서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원인을 더욱 증장시키는 방법을 통해 역설적으로 극복

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불교의 연기설을 대입해 보면 다한증이나 무대공포증 대인

기피증의 원인이 불안의식 공포증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일 불안의 원인을 없

애버린다면 결과도 없어지는 것이다.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프랑클은 원인이 

되는 상황을 더욱 증장시키고 원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면, 불교의 유식에서는 불안

이나 공포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지를 지켜보고 탐진치(貪瞋痴) 삼독을 제거하여 

무명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선택한다. 역설기법은 연기법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 연

기법은 씨앗이 되는 인(因)에 연(緣)이라는 조건이 붙어 과(果)가 생기는 것이다. 

조건을 바꾸면 같은 씨앗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역설의도기법도 씨앗이 되

는 불안의 조건, 즉 불안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이 더 많이 생기게 

해야 한다는 조건을 주면 결과가 달라지는 것과 같다. 불안에서 벗어나면 자연적으

로 치유가 된다.

프랑클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가 있고 그 의미는 어떤 

일을 하거나 창조하는데서 오는 창조적 가치와 누군가를 만나거나 어떤 일을 경험

함으로써 가능한 경험적 가치, 마지막으로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고통이나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적 가치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그 누구

도 뺏어갈 수 없는 태도의 자유를 가짐으로써 시련을 극복할 수 있으며, 삶의 의

미는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라고 했다.

유식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올바른 인식에 달렸으니 현상을 정확하게 보는 것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인간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

을 가지고 있는데 이 또한 스스로 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아와 윤회의 법칙을 

알고 수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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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사성

로고테라피와 마음치료의 유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설의도 기법은 피하고 싶고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절하게 원

하는 것으로 바꾸면 불안이나 긴장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불면

증인 경우 잠을 자야 된다는 생각을 잠을 자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잠을 자면 안 되는 순간에 졸음이 쏟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자연히 불

면증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유식에서는 올바르게 바라보는 방법을 택한다. 번뇌나 망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같은 불면증을 바라볼 때 원인을 생각해보는 것이다. 낮에 많이 잤

거나, 신체적 활동이 적었거나 무엇보다 걱정이 많을 경우 잠이 오지 않는다. 걱정

하는 일의 원인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모든 문제에는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유식에서는 무명을 벗어나 지혜를 가지는 것이다. 집착과 갈애를 벗어나면 자유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의미’와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으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것이다. 즉 그것에 관심을 두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

다. 삶의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고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삶의 의미는 자신이 의미를 부여하고 지니는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반응억제는 주변의 평가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거리두기를 할 때 가능해진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틀린 것이 아니

라 다른 것이다. 유식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이 아니

라 자신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다. 생각과 판단을 멈추고 현상을 있

는 그대로 바라봄으로 인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셋째, 이미 일어난 사건 어쩔 수 없는 운명에 대해 받아들이는 태도와 자세를 중

요시한다.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운명 앞에서도 그 운명을 대하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자유로운 태도의 선택을 통해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같은 현상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

라 달라진다.

넷째, 로고테라피와 마음치료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또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도 불필요하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시점인 오직 ‘지금 현재 여기’를 중

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항상 변화하면서 존재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다. 

다섯째, 로고테라피와 마음치료에서는 타인을 돕는 것에 의미를 둔다. 로고테라

피 치료자들은 환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실존적 공허

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자원봉사를 권유한다. 타인을 돕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

의 삶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된다. 

유식에서도 보살행을 권유한다. 중생을 도와 그들이 무명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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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2) 상이성

양자의 상이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고테라피는 고통의 원인과 결과를 인과관계로 생각하지 않으며 유식불교

의 마음치료는 철저하게 연기를 바탕으로 한 인과법을 중시한다.

둘째, 로고테라피는 이미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인간의 태도적 가치

를 중요하게 생각하나 마음치료는 근원적인 마음의 다스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셋째, 역설기법은 발상의 전환으로 일어나기를 꺼려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일어

나게 한다. 하지만 마음챙김은 ‘일체유심(一切唯心)’ 즉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가

고 마음에 달려있음을 알아차려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함을 말한다. 무명에서 벗어나

는 방법을 택한다.

결과적으로 로고테라피와 마음챙김은 인간이 편안하고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다. 

두려움과 걱정 근심, 후회는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보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무엇을 기대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싶은가? 그러기 위해서 내

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 계속 생각을 하다보면 어느 순

간 멋진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로고스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이라면 불교의 제행무상과 다를 바가 없다.

흙탕물은 흔들면 뿌옇게 되어 혼탁해진다. 그러나 가만히 두면, 가라앉아 맑은 

물이 생기게 된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사람과 만나고, 일이나 사건들을 접하게 

된다. 살아있다는 것은 언제나 어떤 현상들과의 접촉으로 이루어진다. 삶을 지혜롭

게 사는 것은 어떤 철학적 사유를 하느냐에 달려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는 반드시 해결 방법이 있다는 사

실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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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프랑클의 로고테라피와 유식불교에서의 식(識, 마음)은 모두 존재의 의미를 찾고, 

현실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프랑클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음

으로 인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돕는 것에 자신의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였

다. 붇다도 평생을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중생을 교화하는 것에 헌신

하였다. 즉 로고테라피와 마음챙김 모두 괴로움을 덜어주는 가르침이자, 우리 자신

이 삶의 의미를 일깨워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일어난 사건의 

발생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미나 마음은 둘 다 무형의 관념으로 어

떤 현상에 대한 인간의 생각이나 태도이다. 하지만 로고테라피는 인과관계를 염두

에 두지 않고 유식불교의 식(識, 마음)은 인과(因果) 인연(因緣) 연기법(緣起法)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프랑클의 로고테라피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억압된 상태일지라도 마지막 

남아있는 태도의 자유만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고유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였

다.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삶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 로고테라피는 마지막으로 

가질 수 있는 태도의 자유를 통해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그 어떤 힘든 상황

을 극복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궁극적인 삶의 의미 발견과 삶에 대한 태도를 선

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프랑클이 말하는 무의식의 신은 어떤 실체적 존재로서의 신이 아니라 신이 우리

에게 말을 걸어오는 빈터인 장소적 개념과 내 안에 존재하는 내가 발견해야 하는 

궁극적인 의미 추구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굳이 종교적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영

적 무의식은 신이 나에게 접근하는 영적인 장소(터)이다. 여기서 신은 기독교의 신

개념이 아니다. 

불교의 알라야식은 심층에 저장된 의식으로 사람마다 자신의 업에 따라 씨앗으

로 저장되어 있으며, 조건에 따라 발현하는 시기가 다르다. 종교나 종파에 관계없

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유식사상은 오직 식(識, 마음)을 올바르

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마음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따라 생겨나는 것이다. 마음의 속성을 알아차림으로써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로고테라피와 유식사상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로고

테라피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예기불안으로 오는 신경증이나 공포증을 역설의도 기

법과 반응억제 기법 등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무엇보다도 의미

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반면 마음치료는 연기적 관계로 존재하는 마음

의 속성을 알아차리면 불안, 번뇌, 집착의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인지를 깨

달아 처음부터 발병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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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

면 성품이 바뀌고 궁극적으로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기본적으로 갖추어

야 할 것은 제법의 실상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다. 수많은 잘못

된 법과 의견, 추론과 주장들은 무명(無明)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제법의 실상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어떤 것을 얼마나 올바르게 판단하고 받아들이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프랑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고통을 견디고 살아남아 로고테라피를 완성한 것처

럼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견뎌냄으로써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는 언제든 죽을 수 있는 가스실이 옆에 있다는 것이 오히려 자살을 예방하는 효과

가 있었다고 하였다. 인간은 누구나 공평하게 죽는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누구나 

한번은 죽게 된다는 것을 자각하면 현실의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

고 고통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은 위안을 주고, 고통이 주는 의미를 발견하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자살을 택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불교는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통하여 육도윤회(六道輪回)에서 벗어나 해탈하는 것

이 목적이다. 존재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것은 무아와 무상, 연

기, 윤회를 깨닫는 직접적인 수행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윤회는 먼 미래에 있는 것

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윤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체를 구성하

는 약 60조나 되는 세포와 약 206개의 뼈를 비롯하여 수분과 혈액이 끊임없이 생

성되고 없어진다. 생각도 마찬가지로 한 순간도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시시각각 변

해간다. 고정불변의 ‘나’가 없듯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듯이 내

가 가진 세포, 생각, 삶이 매 순간 끊임없이 변화하며 윤회하는 것이다. 윤회를 끊

어 낼 수는 없지만 윤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는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세상

을 늘 새롭게 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높은 자살률은 실존적 공허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프

랑클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형태의 삶이라도 의미 없는 인생은 없으며, 부질없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살아온 인생 어느 것이나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인간은 사회

적 동물이다. 문제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해결책이 있다. 극심한 빈곤도 사회복지 관

계망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헤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고통에도 희망이 존재한

다. 무엇보다도 삶을 살아가는 당사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단일

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기를 바래본다. 

잘 사는 세상이란 기준도 사람마다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 

역설의도 기법은 인간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일’ 또는 ‘그 마음’을 더욱 

활성화하여 그런 상태가 되기를 희망하면 오히려 불안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불면증이나 광장 공포증이다. 불면

증의 경우 잠을 자지 않으려는 노력이 오히려 잠을 불러오는 효과를 가져온다.

불교에서의 집착과 탐진치 삼독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 

일’에 지나치게 집착하다보면 오히려 ‘그 일’을 망치게 된다. 집착은 어리석음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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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 무명(無明)에서 생기고 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견(正見)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집착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일’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응억제 기법이나 마음챙김은 집착을 버림으로 인해서 홀가분해지는 것으로 편안

한 상태가 되는 것을 지향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알아차림마저도 버리는 일 즉 

마음이라 부르는 형상마저 쉬는 편안한 상태, 궁극적으로는 마음까지 버리는, 마음

이 공(空)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행복의 조건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일을 

했을 때 자신이 가장 행복한지를 알아차리면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

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부도덕한 일

을 행해서는 안 된다. 매 순간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인간은 

더욱 풍요롭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우주에서 나라는 존재는 모래알 보다 작은 존재이

지만 내가 없으면 우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주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어느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오직 하나 뿐인 ‘나’로서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적용하여 도움이 된 것은 프랑클이 실천한 ‘꼭 해

야 하지만 미루어 두지 않고,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는 것’이다. 일의 우선 순위

를 정할 때도 도움이 되고, 늘 행복하게 사는 기법도 된다. 싫은 일들이 하나씩 없

어지니 즐거운 일만 남는 것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내 힘들다’라고 말한

다. 하지만 거꾸로 보면 ‘다들 힘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된다. 아무도, 어떤 상

황도 나의 태도에 대한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는 것도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고통의 의미를 찾는 것이나 무명(無明)을 벗어나 지혜를 갖춘 

명(明)의 상태가 되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프랑클의 로고테라피와 불교의 유식사상은 인간이 가진 기본

적인 실존적 문제에 대한 치료분야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쉬운 

점은 프랑클의 로고테라피의 기법인 역설의도 기법, 반응억제 기법, 의미 발견의 

기법 및 유식불교의 마음챙김 알아차림 등의 기법을 실질적으로 적용해보고 결과

를 산출해보는 기회가 적었다는 것이다.

향후 로고테라피와 불교 상담 및 존 가밧진의 MBSR을 심층 비교하는 것도 유의

미할 것으로 보이며, 활용법을 실생활에서 적용하여 효과에 대해 수치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천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행복 찾기에 도

움이 되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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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Logotherapy and Yogacara Thought in Buddhism

                                                          Kim, Mi-Kyung

                                               Department of Philosophy

                                The graduate school of Ulsan University

The founder of Logotherapy, Viktor Frankl, was a neuroscientist and 

psychiatrist whose goal was to help humans discover meaning of life.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meaning’ is “what a word or article represents.”

Frankle said, “The reason why people live is to find the meaning in life.”

Although human beings are seeking happiness, they live with pain in 

real life. Pain itself may be a problem, but it can be interpret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the perspective of pain. Friedrich Nietzsche 

also said, “He who has a why to live for can bear almost any how.”

According to Frankl, meaning is not in the thing itself, but in what 

one discovers. And he claimed that the most equitable of all is death 

and that “death makes life more enriching and meaningful”. Frankl's 

semantic therapy is the definitive version of the pursuit of attitude 

values.

This paper tried to investigat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Frankl's logotherapy's meaning and the consciousness (識, mind) spoken 

in Yogacara thought in Buddhism.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f 

Frankl's logotherapy in the meantime, but there has been no literature 

that compared it with Buddhism, especially the Yogacara thought.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study of comparing Frankl's 

logotherapy with the Yogacara thought in Buddhism. Both approaches 

are not in the same time and space, but also in the ways of thinking in 

the East and the West. In addition, it has not been able to deal with 

Frankl's logotherapy as a whole and it did not comprehensively cover 

the whole of the conception of the Yogacara thought.

In this study, the meaning of existence and ‘consciousness’ (識) of 

Yogacara thought are compared. The unconscious in Frankl's �Man’s 

search for meaning� was compared with the ālaya-vijñāna & ām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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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jñāna, which are deep consciousness in Buddhism. Through this, 

people who are caught up in the existential void today have the value of 

an attitude that gives meaning to their lives. By noticing the meaning of 

existence and the message of the mind, it helps to solve existential 

concerns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erefore Frankl's logotherapy 

and Yogacara thought are similar but different.

Heraclitus said, "Everything changes". A logos exist in change. Logos 

are truth and reason. This can be considered in connection with the 

Anitya of Buddhism. Anitya means there is no constantness or change. 

Accept change, that is, find meaning in change. Logotherapy is also 

about discovering logos, or meaning, in life.

There is a similarity between the ‘meaning’ of Frankl and the 

‘consciousness(識, mind) of the Yogacara thought of Buddhism. Both of 

them say that the outcome will be different depends on how you think 

and look at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event occurred. Neither 

consciousness nor meaning is visible, but it is my thoughts or attitudes 

toward a phenomenon. However, the difference of two theories are that 

logotherapy does not consider causality, whereas Buddhism is based on 

causation, nidana, and Buddhistic theory of causality.

When a person is faced with an unavoidable situation or fate, the last 

thing he or she can have is freedom of attitude. Depending on the 

attitude you have in the situation, you can find the reason or meaning 

that it happened to you. That's what Frankl meant.

The basis of the mind in Yogacara thought is the eighth or ninth step 

of consciousness level. The seeds of eighth step are revealed to form the 

world of phenomena. When you realize this, you can discover the 

meaning of yourself and the world. Ninth step makes all things relate to 

each other. Accordingly, an object has a relationship with the entire 

universe. And it has cosmic significance. According to Yogacara, wisdom 

comes not only from realizing after an event has occurred, but also 

from noticing the attributes of the mind before it happens.

Logotherapy treats, for example, neurosis or phobia caused by 

anticipatory anxiety using paradoxical intention techniques and reaction 

inhibition techniques. Logotherapy is focused on treatment itself, but 

Yogacara Thought to know the properties of the substance right from 

the beginning and prevent it from developing in advance.

According to early Buddhism, there is no fixed and unchanging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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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it arises and disappears according to conditions of patītyasamutpāda. 

If the mind is clearly invisible, and it is painful or pleasurable because 

of it, we can ask for the existence of the mind, just as Kant asks for 

God or Frankl finds meaning. then as Kant asks for God, as Frankl finds 

for meaning, therefore it means asking for the existence of the mind.

It is meaningless to those who ignore conscience, morality and ethics, 

but it could be a guideline and a value to those who are interested. Do 

not worry about other people's gaze, and do not worry about the time 

ahead of you, and just live a meaningful life every moment. Nothing in 

this world is singularly independent. It is important to find the meaning 

of life. Conscious of this, it is our job to live meaningfully in every 

moment, right here and now, today.

Keyword : Logotherapy, the unconscious god, Ultimate meaning, 

freedom of attitude, Yogacara thought, ālaya-vijñā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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