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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언어사회화 이론에 근거해 명상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언어 사용의 특징을 고

찰하고 이를 토 로 융합 교육의 에서 실천 인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연구 상

은 빠사나 Mindfulness, MBSR(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The Power of Now, 홍익학당

사례들에서 명상 지도자와 수행자가 사용하는 언어이다. 이 사례들의 명상 수행에 사용되는 언어를

발췌 는 사하고(transcribing)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핵심개념들을 주제별로 분류한 후

그 특징을 표하는 언어 표 들을 탐구하 다. 연구결과 첫째, 호흡과 통찰 명상에서 반복 으로

드러나는 언어의 특징은 자각의 언어로 알아차림을 유도하는 지각동사와 인지동사를 통한 지시화행

(directives), 자신에게 말하는 내 언어(inner speech), 마음 작용에 이름 붙여 주기(labelling), 침묵

(silence)이다. 둘째, 호흡과 통찰 명상의 최종 단계는 형체가 없는 체험의 언어(experiential language)

로써 맥락 지표성(indexicality)의 개념을 통해 그 경지가 가리키는 ‘알아차리는 자(I Am)’의 의미에

해 고찰하 다. 이와 같은 명상 수행 언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무엇을 성취하는가 ‘doing’에서

존재를 있는 그 로 알아차리는 ‘being’으로 교육에 한 태도의 환이 요구되었다. 아는 것에서 알

아차림으로, 즉 지식 심의 교육에서 존재 심 교육으로 방향을 환하는 것이다. 그 결과 있는

그 로 느끼고 알아차리기, 본성에 연결하기,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가기가 교육의 근본 목표 다.

주제어 : 언어사회화, 명상언어, 지시화행, 내 언어, 이름 붙이기, 침묵, 체험언어, 맥락 지표성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산업 명 이후의 근 교육은 상품 생산, 리 유통에 필요한 체계 이고 종합 인

이성 사고 능력과 지식을 함양한 기능인의 양성에 많은 시간과 에 지를 들 다. 사회에

서 필요한 다양한 지식의 습득에 한 요구는 이성을 강화하는 방식의 논리성을 비롯한

다양한 정신 사고 능력의 향상을 이끌었으나 체험의 역인 존재에 한 인식 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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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떨어졌다.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지식과 기능은 늘어났지만 자신의 근

본 인 존재와의 긴 한 연결과는 멀어졌다. 그 결과 사회에서 요구되는 한 분야에서

효율 이며 생산 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지만 내면에

서는 과연 이러한 사회 치가 자아의 부를 뜻하는 것인지 회의하며 자신 타인과

불화를 경험해 왔다.

하지만 수행을 통해 깨달은 선각자들은 인간의 내면에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개별자로서

의 조건화된 자아를 넘어서는 월 인 존재의 차원이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주는

본성이라고 공통 으로 지 한다(Huxley, 2014; Kornfield & Breiter, 2003; Thubten, 2012,

2014; Tolle, 1999, 2003, 2008). 이들은 인간은 원하며 그 자체로 부족함이 없는 신의 성

질, 즉 신성을 구나 지니고 있으며 그 순수의식을 마음 성찰을 통해 알아차리게 되면 그

차원에 언제든지 머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차원은 다양한 마음 성찰의 방법을 통해 체

험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깨어나는 과정을 통해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고 한다.

신경언어 로그래 , 즉 NLP(Neuro-Linguistic Programming)는 언어의 극 인 활용

을 통해 자아성찰 인 계의 개선을 모색하는 훈련법이다(Tosey & Mathison, 2010).

NLP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오감의 신경 지각 과정인 N을 통해 발생하며 인간은 자신

의 사고와 행동을 규정하고 타인과 소통하기 해 언어 L을 사용한다. 개인의 지각과 언어

의 상호작용을 분석해서 정 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두뇌를 제어해 생각과 행동

을 Programming, 재조직화한다( 경숙, 1998). NLP의 기본 제는 언어가 사고에 미치는

향력을 제 로 인지하게 되면 부정 이고 문제가 있는 사고를 정 으로 바꿔 주는 재

설정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언어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의 기능뿐 아니라 인간의 내

면을 성찰하고 생각하는 방식과 내용을 재구성하는 다른 요한 기능이 있다.

NLP가 언어의 작동원리를 심리요법에 용해 왔다면 인지과학 분야에서는 마음의 작동

원리를 탐구하는 데 동양 종교의 향을 받은 명상법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김정

호, 1994). 인간의 근원 인 질문, “나는 구이며 왜 태어났는가”, “어디에서 와서 지 어

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와 같은 존재의 근원 인 문제에 인지과학에서 탐구한 마음의

작동원리를 용해 보는 것이다. 특히 명상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자아’와 세계의 일체성,

즉 ‘자아 없음’(無我)의 깨달음은 인지과학에서 논의되는 ‘자아’에 한 과 상통하는

이 많다(Minsky, 1986). 명상을 통해 획득되는 자아에 한 ‘체험 인 앎’과 인지과학의 마

음의 작동원리에 한 ‘지식을 통한 앎’과의 융합이 시도되었다. 인지과학이 명상을 목해

마음의 작동 원리에 한 탐구를 확장한 것과 같이 홀리스틱 융합교육 분야에서는 성지

능, 성교육, 명상의 교육 효과와 용 등 명상과 인 교육과의 연결지 에 해

범 한 연구를 통한 교육의 패러다임 환을 모색해 왔다(김복 , 2011; 김지수·이승범,

2009; 김 재, 1998, 2005; 명지원, 2016; 박 만, 2002; 송민 , 1998; 송민 ·박 만, 2001;

이승범, 2012; Mill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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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인의 시각에서 명상을 활용하려고 마음먹고 시행에 옮기면 많은 난 에 부

딪친다. 우선 다양한 명상 방법 에서 어떤 명상법이 올바른 것인지에 한 의문, 의심과

회의가 있다. 한 명상의 원리에 한 이해가 낮기 때문에 한동안은 혹해서 명상을 해 보

려고 하지만 밥을 먹듯이 삶에서 일상의 일부로 항상 수행해야 하는 활동으로 지속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른 난 은 명상에 한 이해를 높이려 시도하면 무나 많은 새로

운 개념 명상 통에 따른 복잡성으로 인해 어떤 명상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서 한

개인이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명상법에서 사용되는 명상 언어에 집 하여 그

특징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명상 언어는 명상을 인도하는 지도자와 수행자가 명상을

할 때 사용하는 언어 기능 표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명상 언어 고찰은 언어 사회화

이론에 근거해 분석한다. 언어 사회화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정

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은 언어를 통해 진행되며 공동체의 행에 맞는 한 언어 사용법

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Schieffelin & Ochs,

1986).

명상 보자의 에서 볼 때 명상 수행 공동체 는 집단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한

이해를 통해 명상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언

어가 사용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 논문의 가장 요한 쟁 이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행동과 방식과 비교해 볼 때 명상 수행에 사용되는 언어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언어

사회화 과정의 이론에 근거해 명상 지도자와 수행자 사이의 한 언어 사용에 해 탐

구한다. 명상 언어 고찰을 통해 홀리스틱 융합 교육의 에서 실천 용 방안과 함의

를 찾아본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호흡과 통찰 명상에서 반복 으로 드러나는 언어 기능과 특징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호흡과 통찰 명상의 최종 단계는 언어와 어떤 련이 있는가?

Ⅱ. 연구의 배경

언어는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 가장 필수 인 요소이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회화되며

언어 공동체에서 행, 믿음, 가치체계, 행동 양식 등의 수는 한 언어 사용에 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Schieffelin & Ochs, 1986). 새로운

공동체에 진입하는 보자는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으로 다양한 경험을 한다. 일반 으로

공동체내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사회집단에서 행동해야

하는지를 수한다. 이와 같은 사회화 과정은 언어를 통해 진행되며 언어를 공동체의

행에 맞도록 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체득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하나의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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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을 악하기 해서는 공동체가 수행하는 언어에 한 연구는 필수 이며 명상 공

동체 한 외가 될 수 없다. 명상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다르게 어떤 언어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면 명상 공동체의 성격, 활동 내용, 정체성에 한 심도 깊은 이해

를 할 수 있다. 이 연구 배경에서는 호홉명상과 통찰명상에서 성을 획득한 명상법들에

해 간략한 배경을 알아보고자 한다.

1. 빠사나(Vipassana) Mindfulness

빠사나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방법으로 산스크리트어로 (Vi-모든 것)와 빠사

나(Passana-꿰뚫어 보다)의 합성어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뜻이다. 즉 마음 챙기는 능력

(Mindfulness)을 기르는 불교 수행을 빠사나라고 부르며 이 말은 붓다 당시의 언어인 팔리

어로 명확하게 보기, 즉 모든 것을 있는 그 로 보기 는 통찰을 의미한다. 즉각 자각을

한 주의 집 을 통해 일상에서 고요함을 리는 것이 목표이다(Brach, 2012). 태국의 표

선사인 Ajahn Chah 스님은 아잔 문 스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아 빠사나 통에 해 미

국에 알리게 되었다. 소승불교(상좌부불교)의 통을 이어 7년간 숲 속에서 수행했으며, 왓

바 명상 수도원을 건립하 다. Ajahn Chah 스님에 따르면 빠사나의 근본 은 가르침은

“모든 것을 오직 있는 그 로 놓아두라.”이다(Kornfield & Breiter, 2003). 그 상태에서 마음을

지켜보고 알아차림의 통찰과 지혜를 얻게 되며 인간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버리고 비우고 평화를 얻게 된다고 한다. 서양의 표 명상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Jack

Kornfield는 미국의 심리학자로 태국, 버마, 인도 등지에서 수행하 으며, 태국의 Ajahn Chah

스님의 숲속 수행 공동체와 버마의 마하시 스님에게 배웠다. 빠사나 명상법(통찰 명상법)을

통해 동료 Tara Brach과 Spirit Rock 명상센터에 결합하고 있으며 한 매사추세츠 주에서

통찰명상 공동체를 설립해 운 이다.

Brach은 미국의 임상심리학자로 워싱턴 DC에서 통찰명상공동체를 설립하 다. Kornfield

와 함께 빠사나 통찰명상 통을 미국에서 다양한 명상센터(스피릿록 센터, 오메가 인스티

튜트, 크리팔루 등)를 운 하며 미국 역의 집 수행 센터에서 워크 을 진행 이다.

Brach은 불교의 명상 통을 감정의 치유에 목하여 2003년『지 이 순간 있는 그 로 받

아들임』을 발간하여 마음챙김 명상을 통한 트라우마의 치유 방법을 하 다. 이 책은 행

복한 삶의 원동력으로 받아들이는 힘과 받아들이는 힘을 키우는 방법으로 근본 수용

(radical acceptance)을 제시하는데, 근본 수용은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 로 보고 받아들이

는 것을 말한다(Brach, 2012). 한『자기돌 』은 불교의 마음챙김이론을 체계 으로 설명

한 책으로 불안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 네 단계(멈춤, 살펴보기- 찰, 보듬기-인식, 껴

안기)의 구체 인 실천방안을 제시한다(Brach, 2011). 나를 괴롭히는 생각을 멈추고 그 순간

에 갈등하는 자신을 찰한다. 찰을 통해 진짜 ‘나’와 면하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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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인식하게 되고 타인과 세상을 껴안기에 이른다.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능동 지혜로

스스로 보듬고 돌보는 지혜를 수하는 것이 핵심이다(Brach, 2014).

2. MBSR(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MBSR(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은 빠사나 명상법을 스트 스 리에 용

한 명상법이다. Jon Kabat-Zinn은 매사추세츠 학(University of Massachusetts) 교수로 베

트남의 Thich Nhat Han 스님과 Achaan Chah 스님, 매사추세츠 주 Cambridge의 Zen Center

를 운 했던 한국의 숭산 스님의 제자이다. 이 스승들에게 마음챙김 명상법을 수 받고 스트

스, 불안, 통증 장애등을 치료하는 MBSR 로그램을 개발하 다. MBSR은 건강한 마음,

건강한 뇌 상태를 유지하는 데 효과 인 명상 방법으로 주의력을 집 하여 단하지 않고 있

는 그 로 수용하고 탐구하는 방식이다. MBSR은 스트 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방식으로 지도한다. MBSR은 동양의 마음챙김 명상과 서양 의학을 목하여 탄생한 치료법

으로 심신 이완 스트 스 감소 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다. 다양한 신체 ·정신 증상의

완화 치료로 의학 인 목을 통해 만성통증, 우울,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수면 장애,

각종 암, 외상, 섭식장애, 독, 면역 강화 등으로 임상 역을 확 하고 있다(Kabat-Zinn,

2012).

3. The Power of Now: Eckhardt Tolle

독일에서 태어나 캐나다에 거주하는 Eckhardt Tolle는 2008년 뉴욕타임즈와 Watkins

Review에서 세계 으로 가장 향력이 있는 성 지도자로 명명되었다. 특정 종교에 구애

받지 않지만 서구 기독교 에서 티벳 불교 등을 수용하 다. 29세에 극심한 우울증을 겪다

가 내 환(inner transformation)을 겪은 것을 계기로 그 후 몇 년 동안 참된 축복을 경

험하며 이후 동서양의 가르침에 해 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의 종교

가르침과 동서양 철학을 통해 어떤 종교나 학 에 치우치지 않고 독자 이론 체계를 갖춰

1999년에『The Power of Now』를 발간하면서 세계의 베스트셀러 자이자 성지도자

로 자리매김했다(Tolle, 1999). 2003년에『Stillness Speaks』, 2008년 『A New Earth』를 발

간하여 깨달음 이후의 세상에 해 논의했다. Tolle는 특정한 형식의 명상을 고집하지 않으며

어떤 상태에 도달하려고 애쓰지도 않는 방식이 특징 이다.『The Power of Now』의 핵심사

상은 시간이 없는 존(presence), 즉 깨어 있음이다. 즉 지나간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가 아닌 지 여기 존재함의 힘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존재(being)의 존에 한 연결을 늘

유지하며 마음에 떠오르는 무엇이든지 있는 그 로 보고 조건화된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린

다. Tolle에 따르면 단하는 이성으로서의 에고 ‘ego’의 마음을 걷어 내면 내면의 고요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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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즉 순수한 의식인 진짜 나, 즉 ‘true self’에 닿을 수 있다고 한다.

4. 홍익학당: 윤홍식

윤홍식은 한국의 철학자이자 인문학자로 양심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작년에 홍익당을 창

당하고 올해 제 19 통령선거 후보로도 활동했다. 철학과 고 , 종교와 성에 심취해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양심운동과 양심 문화 확산을 해 노력하고 있다. 2000년 반

윤홍식은 <홍익학당>과 <홍익선원> 네이버 카페를 개설한 후 동서양 인문학 고 , 철학

이념, 정신수련법, 종교, 문학, 풍수, 역사 정보를 재 3만 명 이상의 회원과 공유하고 있

다. 한 유투 채 을 통해 동 상 강의를 배포하고 있으며 역시 3만 명 이상의 채 구

독회원이 있다. 유투 에 올린 2,100여개의 인문학 강의 조회 수는 2,200만을 돌 하 다.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유불선기독교를 통하는 참나 회복과 육바라 수행으로 양

심사회를 구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홍익선원>과 <홍익학당>에서는 세 단계의 공부법을 제시한다. 첫째, “모른다”를 통한

깨어 있음의 상태로 지 여기 존함을 통해 순수한 마음인 ‘참나’에 속, 둘째, 호흡을

자각하면서 청명한 기운의 고양, 셋째, 육바라 을 통한 자명한 마음에 속해 양심선을 수

행한다. 윤홍식에 따르면(2013, 2014) 이 공부법은 견성요결목록의 핵심으로 즉각 나에 몰

입해 깨어나는 방식인데, ‘모른다’를 통한 가벼운 집 을 통해 지 존하는 나를 알아차

리고 ‘괜찮아’를 통해 갈망이 없는 만족의 상태를 유지한다. 이와 같은 명상을 통해 일상

속에서 깨어 있음을 수련한다.

Ⅲ. 연구방법

1. 자료

1) 빠사나(Vipassana) Mindfulness: Achaan Chah, Jack Kornfield, Tara Brach

『아잔차 스님의 오두막』에서 제시된 명상 수행법은 별도의 명상 지시문은 없지만

Kornfield가 Achaan Chah 스님의 명상법 가르침에 해 책에서 논의한 부분을 발췌하 다

(Kornfield & Breiter, 2003). 다음으로 Jack Kornfield의『처음 만나는 명상 슨』에서 자

료를 수집했다(Kornfield, 2011). 이 책에 수록된 명상법은 CD에 총 75분 분량의 8개의 명

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별 명상 수행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이다. 이 명상 지도문은

CD를 여러 번 듣고 그 로 받아 는 방식으로 사(transcription)하 다. 그리고 T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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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ch의『자기 돌 』에 제시되어 있는 주제별 명상문을 자료로 활용했다(Brach, 2011). 1

부는 호흡을 통한 멈춤 명상(pp. 44-45), 2부는 아 나를 로하는 명상(pp.103-105), 나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명상(pp. 106-108), 생각의 필터를 검하는 명상(pp. 127-128), 나의 선

함을 깨우는 명상(pp. 140-141), 일상의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명상(pp. 142-144)이다.

2) MBSR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Jon Kabat-Zinn

Kabat-Zinn의『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의 부록 CD의 5가지 명상수행 언어를 여러

번 듣고 그 로 사하 다(Kabat-Zinn, 2012). 이 책의 역자인 안희 이 Kabat-Zinn의

어 명상문을 한 로 번역해 녹음한 것이며, 총 70여분으로 각각의 명상은 10분에서 20분

분량이다. 1단계 먹기, 2단계 호흡, 3단계 신, 4단계 소리, 생각, 감정, 5단계 순수 자각으

로서의 마음챙김 명상이다.

3) The Power of Now: Eckhart Tolle

유투 에 수록된 Tolle의 12분 분량의 ‘Guided meditation with Eckhart Tolle’(Tolle,

2016)와 36분 분량의 Meditation: Eckhart Tolle(Tolle, 2014) 동 상 두 개를 듣고 사하

여 녹취록을 만들었다. 첫 번째 동 상은 다른 명상가와 유사한 방식으로 Tolle가 지시문

을 통해 명상을 이끌어 가는 반면, 두 번째 동 상은 일반 인 명상 수행 방식과는 달리

Tolle가 청 에게 강연하듯이 말하는 방식이다. 이 연구의 다른 명상 자료와 달리 이 동

상 자료들은 어로 진행되어 사할 때 어를 여러 번 듣고 그 로 사한 후 한국어로

번역했다.

4) 홍익학당: 윤홍식

먼 유투 에서 한 로 검색어 ‘명상’을 입력한 후 조회수가 높은 심으로 검색했다.

조회수가 가장 높은 동 상은 명상음악이었는데 이 논문의 취지는 명상 수행 언어 탐구이

므로 이를 제외했다. 조회 결과 ‘윤홍식의 명상'이 30분용 약 22만, 10분용 약 16만, 20분용

약 14만으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한국어 명상 수행지도 동 상 에서 조회수를

근거로 인지도가 가장 높은 동 상을 채택했다. 10분, 20분, 30분용의 조회수를 모두 합하

면 총 약 52만에 달한다. 그 세 동 상 에서 조회수가 가장 높은 ‘윤홍식의 명상’ 30분용

(윤홍식, 2013)을 여러 번 듣고 문을 말하는 그 로 사하 다.

2. 분석 방법

수집한 연구 자료 명상 수행 지도자의 언어는 ‘Meditation: Tolle’(2014)의 경우만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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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이며 다른 자료들은 모두 지시화행(directive speech act)으로 를 들어 “ 을 감으세

요.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느껴 보세요.”와 같이 상 방이 지시사항을 따라하도록 유도한

다. 지시(directive)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화행으로 명령문의 일종

이다(이지수, 2015). 명령문은 명령, 요구, 요청, 권고, 제의 등 지시의 힘이 강한 것

(imperative)부터 약한 것까지 모두 포 하는 개념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하세요”의 행

요청의 의미를 담은 지시문을 지시화행으로 정의했다. 지시문의 서술부에 해당하는 동사는

수정 보완된 Bloom의 동사 분류법(Krathwohl, 2002)에 따라 지각동사, 인지동사, 수행

동사로 구분하 다. 명상 유도문은 일반 으로 하나의 지시화행과 연결되는 다음 지시화행

사이에 침묵이 있다. 이는 일상 화에서 사용되는 일반 인 침묵보다 긴 침묵이다. 한

지시어는 그 주제와 기능에 따라 명상 수행자의 행동을 유도한다. 행동은 ‘몸 바라보기’ ‘느

끼기’ ‘알아차리기’와 같은 마음의 작용에 한 정신 인 행 와 명상 지도자가 “괜찮다라

고 말하세요.”에 반응하는 수행자의 ‘괜찮다’와 같은 마음속 언어인 내 언어(inner

speech) 행 로 구분할 수 있다.

Vygotsky(1978, 1986)의 사회문화이론에 따르면 아동의 지 발달은 사람들 간의 상호

발달 단계(interpersonal developmental stage)로부터 출발해 내 발달 단계(intrapersonal

developmental stage)로 진행되며 언어는 사회와 개인을 매개(mediation)하는 데 가장 요

한 역할을 한다. Vygotsky는 지 발달의 과정에서 아동의 자아 언어(self speech)에 주목

하는데 이 단계에서 아동은 자신을 타인처럼 객 화시켜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단계를 거

친다. 를 들어 이름이 성환이인 아동의 경우 “성환이는 게임할래”와 같이 사회문화 맥락

에서 자신의 치를 객 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Vygotsky의 자아언어 개념은

Piaget의 미성숙한 아동이 사용하는 자기 심 인 언어(egocentric speech)가 지 성숙에

따라 소멸하는 단계로 보는 것과 립된다. Vygotsky는 아동이 정신 으로 성숙된 경우에

도 자아 언어는 사라지지 않고 내 언어(inner speech)로 변화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내

언어는 혼잣말(private speech) 형태로 발화되기도 하고 외부에서는 찰할 수 없지만

마음속 언어로 자신에게 말을 걸거나 생각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명상 지도자의 지시화행 가운데 수행자의 내 언어를 요청하는 방식은 화자

와 청자가 주고받는 형식의 일상 인 화 는 담화에서 나타나는 사회 상호작용 방식

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의 소통 유형이다. 언어 분석을 한 연구자의 찰자 시각에서는

명상 수행자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침묵으로 일 된다. 하지

만 이 연구에서는 일반 인 의미에서 수행자가 지도자의 요청을 그 로 따라할 것으로 상

정하 다. 그 결과 명상 수행의 언어 분석은 명상 지도자의 지시어에 한 분석과 그 응

답 방식으로서의 ‘내면 인 언어 행 ’, 즉 내 언어(inner speech), 그리고 지시어 사이의

침묵과 같은 언어와 비언어 요소를 종합 으로 분석하 다.

구체 으로 개별 명상 수행법에서 명상 지도자가 사용하는 언어의 특징에 해 내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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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content analysis) 방법론을 이용하여 각각의 명상 수행 지도법에서 사용되는 핵심 개념

(key concepts)을 찾아 주제별로 분류하 다. 그 후 각각의 주제의 특징을 보여 수 있

는 언어 인 특징(linguistic features)을 발췌하 다. 명상 지도자가 사용하는 표 언어

특징은 다양한 지시어의 사용인데 이에 응하는 언어 수행자의 답변은 지시어에 포함

된 지시사항을 수행자가 그 로 수행한다는 가정 하에서 수행자의 내면에서 어떤 내면 언

어 는 비언어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심으로 악했다. 따라서 언어 발췌 표 은 명

상 지도자의 발화를 통해 구성된 것이다. 이러한 발췌문의 함의가 무엇인지 각각의 명상

수행 공동체의 통과 명상 지도자들의 설명을 통해 보 수행자가 명상 공동체의 일원으

로 기능하기 해서 언어 으로 사회화되는 지 에 해 그 핵심 개념의 의미를 언어

특징 표 과 연결해 종합 으로 분석하 다.

Ⅳ. 연구결과 논의

1. 자각의 언어: 알아차림(Awareness)

호흡과 통찰 명상에서 반복 으로 드러나는 언어의 특징은 첫째, 명상 지도자의 빈번한

지시화행(directives) 사용이다. 지시화행은 지각동사와 인지동사의 형식으로 주의 집 과

몰입의 상태를 유도하여 수행자가 마음 작용을 알아차리게 하는 데 목 이 있다. 둘째, 명

상 수행자의 내 언어(inner speech: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말하기) 사용으로 우리의 인지

작용을 말하는 로 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셋째, 마음의 작용에 이름 붙여 주기로

(labelling) 생생하게 감각을 지각, 분류하여 감각을 단순화, 객 화하여 거리두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넷째, 침묵으로(silence) 내면의 작용에 한 알아차림을 돕는 요한 언

어/비언어 기제이다.

호흡과 통찰 명상에서 공통 으로 사용되는 가장 요한 명상법 에 하나는 호흡을 통

해 알아차림을 유도하는 것이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행 에 의도 으로 주의를 기울여

몸에서 벌어지는 변화에 해 자각함을 통해서 산란한 마음을 집 시킨다. 지속 으로 호

흡에만 집 하면 마음을 한곳으로 모으는 몰입의 효과가 나타난다. 더 나아가 통찰 명상에

서는 호흡과 더불어 일어나는 감각, 감정, 생각, 의지, 단 등의 마음의 작용에 해 지

이 순간 있는 그 로 알아차리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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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시화행(Directives): “느껴보다” “알아차리다” “모른다”

(1) 지시화행의 지각동사(知覺動詞) “느껴보다” “바라보다” “알아차리다”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감각의 파도를 탄다는 느낌으로 알아차립니다.”

“건포도의 무게, 생김새, 소리, 냄새, 촉감, 맛 등을 느껴봅니다.”

“자신의 왼 팔을 느껴 십시오. 호흡을 라 시면서 자신의 왼팔을 느껴 십시오. 왼팔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  느껴 십시오. 호흡을 알아차리시면서 이 에는 오른팔도 느껴 십시  

오. 오른팔에서 일어나는 모든 느낌을 느껴 십시오. 양팔을 동시에 느끼시면서 호흡해     

십시오. 이 에는 왼쪽 다리도 같이 느껴 십시오. 왼쪽다리, 엉덩이, 무릎, 정강이, 닥   

에서 느껴 는 모든 느낌을 느껴 십시오. 이 에는 오른 쪽 다리도 같이 느껴 겠습니다.   

오른쪽 다리에서 느껴 는 모든 느낌을 느껴 세요. 자 온몸의 느낌을 같이 느끼면서 호흡    

을 알아차려 십시오” (Kabat-Zinn, 2012)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 하세요.”

“자신의 왼 팔을 느껴 십시오. 호흡을 라 시면서 자신의 왼팔을 느껴 십시오. 왼팔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  느껴 십시오.” 

“자 온몸의 느낌을 같이 느끼면서 호흡을 알아차려 십시오.” (윤홍식, 2013)

이와 같이 명상유도자의 지시요청 사항으로 지각동사 “느껴 보다”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

됨을 알 수 있다. 건포도 통찰 명상에서는 감각기 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건포도의 양태가

느껴 보는 상이 되고 신 통찰 명상에서는 각각의 신체 기 에 해 따로 따로 자각함

을 통해 온몸의 느낌을 같이 느끼는 것으로 나아간다. 이때 호흡을 “바라보면서” “느끼거

나” 몸의 느낌을 “느껴 보면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방식으로 호흡과 신체 기 에 한

자각을 연결시켜 “느껴 보는” 방식으로 유도함을 알 수 있다. 아잔차는 호흡하는 것보다

호흡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더욱 요하다고 말한다(Kornfield & Breiter, 2003). 타라

랙에 따르면 한 호흡에서 ‘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돌보는 가장 기 인 단

계가 호흡을 통한 멈춤 명상이다(Brach, 2011). 여기서 멈춤은 지 이 순간에 몰입하는 것

으로 곧 집 을 말한다. 호흡명상은 명상의 기본으로 지속 으로 지 이 순간으로 주의를

집 시키는 방법이다. 다른 생각에 빠져 헤맬 때 호흡을 의식하면서 지 여기에 깨어 있

는 방법으로 어떤 잡념이나 감정에 해서도 있는 그 로 알아차리면서 내버려 두고 호흡

에 집 한다. 호흡 명상을 하며 자신의 마음의 작용에 해 자각을 통해 주의 집 을 유도

하는 방법으로 명상 지도자는 “느껴본다” “바라본다” “지켜본다” “집 한다” “알아차린다”

같은 다양한 지시화행 동사를 사용한다.

(2) 단 지 “모른다” 지시화행 인지동사(認知動詞)

“모른다고 하세오.”

“내 이름이 무엇인  물어 세요. ‘모른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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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몇 시인  물어 세요. ‘모른다’ 하세요.”

“ 금 여기가 어디인  물어 세요. ‘모른다’ 하세요.”

“모르는 마음은 나와 남을 가르  않습니다. 나와 남을 가르  않으면 우리는 이미 자연의 일

부가 됩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어 존재해 십시오.” (윤홍식, 2013)

생각, 오감을 통한 지각, 감정을 내려놓기 한 방법으로 윤홍식의 명상법에서 “모른다.

괜찮다”가 빈번히 사용된다. 윤홍식에 따르면 명상 수행의 입단계에서 명상 수련자가

“모른다”는 언어 인 반복과 암시를 통해 단 지를 이끌어 내 에고를 차단하여 참나에

빠르게 속하는 방법이다(윤홍식, 2014). “모른다”는 윤홍식 30분 명상에서 총 20회 사용

되었는데 가장 빈도수가 높은 어휘이다. 그 구체 인 표 으로는 첫째, “‘모른다”라고 하십

시오”(12회)로 “모른다”라고 말하는 상은 각각 지 여기(1회), 지 몇 시(1회), 잡념(4

회), 상없음(3회),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느낌(2회), 생각, 감정, 온몸의 느낌(1회) 등이다.

둘째, “몰라서 괜찮다”(3회)로 “모른다”와 “괜찮다”를 인과 으로 사용하 다. 셋째, “몰라

서 무나 즐겁습니다.”(1회)로 “모른다”의 정 인 효과를 강조한다. 넷째, “모르는 마

음”(2회), “모르는 마음에는 어떠한 번뇌도 없고 고민도 없습니다.”(1회), “모르는 마음은

나와 남을 가르지 않습니다.”(1회) 등으로 모르는 마음의 작용과 타인과의 계에 해 설

명한다. 다섯째, “모른다고 하실 때마다 한층 고요해지실 겁니다.”(1회)로 “모른다”를 고요

함 즉 선정의 상태를 유도하는 데 사용한다. 여섯째, “모르는 느낌만 잘 지키시고요.”(1회)

로 모르는 상태를 유지하고 강화한다. 윤홍식의 명상법은 참나에 즉각 몰입해 깨어나는 공

부법으로 가벼운 집 을 통해 “모른다”를 반복하며 자아의 정체성, 시간과 공간에 등에

한 단 지를 요청하는 자문자답의 형식을 통해 무아의 상태를 유도한다. 과거도 미래도

없는 지 이 순간에 ‘참나’ 상태의 존에 한 알아차림을 유도한다는 에서 Thubten,

(2014)의『알아차림의 기 』과 Tolle(1999)의『The Power of Now』와 일치하는 방식으

로 윤홍식의 명상에서는 그 상태에 도달하기 한 유도 방법으로 “모른다. 괜찮다.”의 지시

화행이 강조된다.

에서 살펴본 ‘알아차림’을 통한 집 , 통찰 명상은 ‘알아차려 보다’ ‘느껴 보다’, “오직

호흡만 바라보십시오.”와 같은 언어 기제, 즉 지각 동사와 ‘모른다’와 같은 인지 동사를

사용하여 감각, 감정, 생각을 알아차리고 단을 차단하는 기능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명

상법은 명상 수행자가 일차 으로 오감을 통해 나와 세상의 계를 악하도록 유도한다.

감각을 유발하는 입력이 있으면 두뇌와 신체는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감각에 한 어

떤 감정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생각을 유발시킨다. 알아차림은 이러한 지각과 사고의 마음

작용을 뛰어넘어 순수한 의식의 상태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다. 윤홍식의 ‘몰라

괜찮아’와 Kabat-Zinn의 ‘마음챙김 명상의 5단계’는 공통 으로 이러한 심신의 통합 작용

의 궤 을 따라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명상 유도 방법을 제시한다. 윤홍식의

‘몰라, 괜찮아’가 단의 차단을 통해 순수한 나를 바로 알아차리도록 유도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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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bat-Zinn의 유도 명상법은 오온을 그 자체로 인식하는 것, 즉 ‘어떤 소리가 난다,’ ‘어떤

생각이 일어난다,’ ‘어떤 감정이 든다’는 것을 있는 그 로 알아차림에 집 한다. 명상 유도

방법에 있어서 이와 같은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두 명상법은 궁극 인 명상의 목 , 즉

인간으로서 우리의 본성인 고요함 속에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수련한다는 에서 차이가

없다. 윤홍식의 ‘모른다. 괜찮다’는 다음 논의에 이어질 내 언어의 일례이기도 하다.

2) 내 언어(Inner Speech)

“‘모른다. 몰라서 찮다.’라고 말하세요.”

“‘숨이 안으로 들어온다. 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하세요.”

“‘숨이 들어온다. 숨이 나아간다.’ 말하세요.” (윤홍식, 2013)

“‘들린다. 들린다. 들린다.’라고 말하세요.”

“‘판단하는 마음이 있 나. 누 나 다 렇 ’라고 말하세요.”

“‘불안아 나를 죽여 아라. 불안 때문에 죽은 첫 명상가가 되겠 나.’라고 말하세요.”

“‘ 래, 생각에 빠져 있 나.’라고 말하세요.” (Brach, 2011)

의 언어 표 들은 명상 지도자가 수행자에게 언어 행 를 구하는 수행동사(遂行動

詞)의 빈번한 사용을 통해 수행자는 이에 답하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마음속으로 말하는 내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가령 에서 첫 번째 발췌문에서 명상 지도자가 “‘모른다. 몰라서

괜찮다.’라고 말하세요.”라고 하면 수행자는 마음속으로 “모른다. 몰라서 괜찮다.”라고 말하

는 방식이다. 에서 분석한 지각동사와 인지동사로 이루어진 지시화행 동사의 기능이 마

음의 작용에 해 알아차리는 기능을 수행한다면 내 언어(inner speech)는 마음속으로

말하는 행 를 이끌어 내는 큰 차이가 있다. 여기서 보이는 명상 수행 언어의 특징은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사 언어(private speech) 는 자신에게 말하기(self-talk)로 상 에

게 하는 말이 아닌 혼잣말이다. 소리를 내서 말하지 않으므로 마음으로 작동하는 언어

(mentalese)로 볼 수 있다. 일반 으로 언어의 주요 기능이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는 것인

데 반해 내 언어(inner speech)는 자기에게 말을 하는 독특한 언어 기능을 수행한다.

내 언어의 기능은 Sapir-Whorf의 언어 상 성 가설에 근거해 언어와 사고의 계에

해 고찰해 볼 수 있다. Sapir-Whorf의 가설에 따르면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은 사용

하는 언어 체계에 크게 향을 받는다(Gumperz & Levinson, 1991). 윤홍식의 “모른다고

하면 정말 모르게 됩니다.”와 같은 지시화행을 언어상 성 가설의 틀로 보면 특정한 방식

의 언어 사용은 사고를 환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언어를 통해 인지 작용

을 주 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말하는 것을 믿게 되고 행동에 반 하게 되는

것이다. 일례로 시합을 앞두고 긴장한 운동선수에게 정 인 마음을 유발시키기 해 내

언어가 사용된다. 즉 “나는 할 수 있어.”와 같은 self-talk를 반복하도록 유도한다. 내

언어는 불안, 식이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마음의 상태와 작용에 한 인식을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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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상담심리에서 활용되기도 한다(Hardy, 2006; Hardy, Gammage, & Hall, 2001).

먹기 명상이나 걷기 명상처럼 행 를 심으로 하는 명상에서도 마음이 산란해지는 것

을 막고 지 행 에만 집 해 알아차림을 이끄는 데 내 언어가 사용된다. 가령 먹기 명

상 시에 “더 먹고 싶어.” “지 충분히 먹었어.” 는 주 를 살피지 않고 자신의 걸음에만

집 하는 걷기 명상에서는 발자국을 떼면서 “들고” “놓고”와 같이 반복 으로 자신에게 말

을 걸어 걷는 행 에만 몰입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이 있다. 행 뿐만 아니라 의 발췌문에

서도 볼 수 있듯이 감각, 감정, 생각, 인식 등의 마음의 작용에 해 ‘있는 그 로’ 받아들

이도록 돕기도 한다. 호흡에 집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체와 정신의 작용을 내 언어를

통해 자신에게 말함으로써 있는 그 로 상을 받아들이고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 다. 이

와 같이 명상 공동체의 일원들은 상계의 조건화된 마음의 속성을 알아차리는 데 내

언어를 사용한다.

3) 마음의 작용에 이름 붙여 주기(Labelling)

“기분, 기분” “생각, 생각” “기억, 기억” 

“뜨거움” “가려움” “욱신거림” “통 ” “따끔거림”

“‘졸음” “불안” “걱정” “외로움” “ 태”

“계획, 계획, 계획” (Brach, 2011; Kornfield, 2011)

마음의 작용에 이름 붙여 주기는 생생하게 감각, 느낌, 생각을 분류함으로써 단순화, 객

화시켜 거리를 두는 기능을 수행한다. 내면을 찰하면서 “기분, 기분,” “생각, 생각,” “기

억, 기억”과 같이 떠오르는 감정이나 생각에 이름을 붙여 다. 이 과정에서 내면의 지각

상태에 휩쓸려가지 않고 거리를 둘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다. 이처럼 호흡을 통해 집 하

고 몰입의 상태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악할 수 있는데, 이는

불교 통에서 다섯 가지 마음작용의 집합체인 오온(五蘊)과 련이 있다. 오온은 마음의

작동원리와 존재를 구성하는 상호 연결된 진행과정으로 색(色: 육체), 수(受: 느낌), 상(想:

지각), 행(行: 의지), 식(識: 인식)인데 오온에 이름을 붙여 으로 인해 마음의 작용을 구체

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 더 나아가 오온의 속성인 번뇌, 아집, 망상, 고통을 악하여 모

든 상이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의 성질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통찰하는 것

이 요하다. 즉 모든 상과 존재는 항상 변화하여 원한 개체의 정체성을 유지한 실체

가 없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마음 작용의 근원에 한 깊이 통찰하는 것이다

(Brach, 2011; Kornfield, 2011).

이처럼 Jack Kornfield와 Tara Brach은 불교의 근본 개념을 명상에 활용하여 우선 마음

의 작용에 한 알아차림을 유도한다. 더 나아가 ‘연민, 부드러움, 자비심, 이해심’으로 기쁨

과 고통 모두에게 부드럽게 말을 건네는 법을 배워서 몸이 열리는 느낌에 집 해 감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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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서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보다 깊은 수 의 심 장소를 찾아내도록 시도한다. 를

들면 ‘편안함, 긴장감, 즐거움, 가려움, 통증’ 등을 통찰하기 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름 붙여 주고 수용한다. ‘들린다. 들린다. 들린다’와 같은 감각 작용에 반복해서 이

름 붙이기, ‘뜨거움, 가려움, 욱신거림, 통증, 따끔거림’과 같이 감각에 이름을 붙여 주어 자

아가 고통스러운 감각을 알아차리고 바라볼 수 있도록 호흡과 함께 수행한다(Kornfield,

2011, 52).

감정과 함께하기 수행에서도 이름 붙이기의 방법이 사용된다. 욕망은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채우기 한 마음인데 욕망을 통찰과 이해의 수단으로 활용해 ‘

오, 화, 두려움’과 같은 단, 항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를 들

어 ‘졸음’ ‘불안’ ‘걱정’ ‘외로움’ ‘권태’와 같이 이름을 붙여 다. 한 내 언어(inner

speech)를 활용해 이름을 붙여 주며 자신에게 말을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단하는 마음

이 있구나. 구나 다 그 지’라고 말하십시오”(Brach, 2011, p. 67), “‘아, 잠이 오네. 졸린

다. 졸린다. 졸린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p. 69),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네. 구나

의심을 하지”(p. 71)와 같이 말하며 단, 졸음, 의심 등이 오고가는 것을 바라본다.

생각바라보기 수행에서는 마음의 작용이 이야기를 항상 만들어 내고 과거를 반복하는

기억, 미래를 상상하는 계획, 없는 것을 상상하는 환상 속으로 몰고 가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감정과 함께하기 수행과 마찬가지로 이름붙

이기와 내 언어를 통해 간단한 말로 그 생각을 인정하면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를 들어 ‘계획, 계획, 계획’과 같이 생각을 구체 으로 분류해 이름

을 붙여 주거나 “그래, 생각에 빠져 있었구나”(Brach, 2011, 81)와 같이 상태를 알아차려

마음속으로 말을 걸어 주면 생각이 사라지며 재로 돌아오게 된다. 이 게 생각을 바라보

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더 깊은 수 의 생각 작용인 반추, 깨달음, 표 되거나 이해받고 싶

었지만 숨겨졌던 마음이 솟아나 내면에 해 더 잘 이해하게 된다. 한 연 작용으로 생

기는 생각을 자신만의 사고로 유형화해 내면의 이미지, 그림, 낯선 단어를 자각하게 되어

창의성이 분출하게 된다. 생각을 있는 그 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가운데 깨어나는 방식이

다. 이름 붙이기를 통해 마음에 일어나는 일을 잘 자각하고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마음에 말을 건네는 방법을 활용한다. 이와 같이 이름을 붙여 내 언어로 말하면 기

분, 감정, 생각 등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떤 마음의 작용이든 마음

껏 오고가도록 수용하여 호흡, 몸, 소리, 마음의 움직임에 편안하게 머물 수 있게 된다

(Brach, 2011; Kornfiel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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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침묵의 언어(Silence)

“............”

호흡 통찰 명상 언어의 가장 요한 언어/비언어 특징 하나는 침묵이다. 숨의

흐름을 찰하고 더 나아가 숨에도 심을 기울이지 않고 마음의 작용을 통찰하는 데 침

묵이 활용된다. 윤홍식 명상에서 “모른다. 괜찮다.”와 “호흡에 집 하기” 이후에 단계에서는

침묵이 더 강조되는데, 윤홍식에 따르면 침묵하며 순수한 집 을 통해 마음이 고요해진 삼

매(三昧) 상태에 들어 오온의 속성에 집착하는 에고를 넘어서 참나(true self)의 깨어남과

깨달음을 유지하는 것이 명상의 주된 기능이다. 이 단계에서는 ‘생각, 감정, 오감’ 등의 오

온이 없는 침묵 속에 잠겨 고요한 상태, 즉 비언어의 상태로 명상 수행이 진행된다. 이는

빠사나 마음챙김 명상의 침묵과 같은 요법으로 침묵을 통해 내면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자각해서 습 으로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따르는지 살펴보고 그와 다른 목소

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울 수 있다(Kornfield, 2011). 통찰명상의 목표는 삶이란 끊임없이

변화하는 감각의 연속으로 경험의 덧없음을 알아차림을 통해 진정한 휴식을 얻어 모든 것

과 함께 조화롭게 존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침묵은 내면의 작용에 한 알아차림을

돕는 요한 언어 기제이다.

동양에서는 “침묵은 이다." 는 윗사람이 말할 때 침묵하며 경청하는 것이 의가 되

기도 하지만, 서양의 문화권에서 침묵은 사회 상호작용에서 부정 인 기능으로 주로 인

식된다. 강요된 상황에서의 질문 요청에 한 부정, 불편함 불만족 등을 드러내는 침묵,

소극 인 참여로 동의를 표 하는 침묵, 반 로 집단 의견을 표출하는 항의의 방식의 공모

된 침묵 등 다양한 의도가 내포될 수 있는 언어 기제이다(Kuzon, 2007; Samovar, Richard,

McDaniel, & Roy, 2016). 한 침묵은 민속지학 학자에게는 방법론 인 장애물이 된다. 민

속학학자는 보통 공동체를 추 찰하며 찰일지를 쓰거나 비디오 녹화를 통해 공동체

의 행동 양식에 해 악한다. 그런데 공동체의 사회 상호작용에서 침묵이 큰 역할을

하는 명상 공동체의 경우에는 수행자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표면 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분석에 어려움이 따른다.

Pagis(2010)는 Malinowski의 민속지학 방법론에 따라 공동체의 일원의 (the native’s

point of view)을 이해하기 해 명상의 공동체에 참여해 찰을 진행했는데, 명상 , ,

후의 침묵으로 일 하는 공동체의 속성상 내부자의 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

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Pagis는 침묵의 사회 의미에 해 고찰하여 “Vipassana

mediation is not about speech-it is about silence”(p. 310)로 마음챙김 명상을 정의하 다.

즉 빠사나 명상은 언어에 한 것이 아니라 침묵에 한 것으로 침묵은 통찰 명상의 가

장 요한 일부라고 주장한다. Pagis는 빠싸나 명상 공동체의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침

묵은 사회 상호주 성을 진시키는 데 요한 작용을 하며 향후 민속지학의 지속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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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면 한 찰의 상으로 심층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2. 체험의 언어(Experiential Language): 알아차리는 자(I Am)

호흡과 통찰 명상에서 무아(無我)의 경지는 일반 인 언어로 표 되지 않는 그 무엇이

다. 연구배경에서 살펴본 명상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상태를 다양한 용어를 사용해 가리킨

다. 즉 무아(無我, no self), 공(空), 열반(涅槃, nirvana), 상락아정(常樂我淨), 신성(神聖), 깨

어남(awakening and enlightenment), 고요함(stillness and silence), 알아차리는 자(being

and presence), 참나(true self), 순수의식(consciousness) 등이다. 이들이 공통 으로 지 하

는 사항은 언어로 표 되지 않는 체험의 역으로 이 연구에서는 그 작동 원리에 한 분

석을 해 이와 같은 상태를 지칭하는 언어를 체험의 언어(experiential language)라고 명

명하고자 한다. 순수한 알아차림으로서의 명상의 마지막 단계는 감각 지각을 넘어선 알아

차림 이 의 알아차림으로 삶의 스토리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습 인 생각과 감정 상태

에서 벗어나 존재하는 본성에 연결되는 깨어남이다. 에크하르트 톨 의 “the power of

now,” 윤홍식의 “과거도 미래도 없는 지 이 순간,” 존 카밧진의 “선택 없는 알아차림으

로 ‘지 ’이라는 무시간 순간에 머무는 것,” 타라 랙의 “지 이 순간 있는 그 로 받아

들임”은 모두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다.

에크하르트 톨 는 29세에 우울증이 극에 달해서 더 이상은 살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지경에 이르던 어느 날 문득 “I couldn’t live with myself any longer”라고 혼잣말을 한 후

두 개의 나, 즉 ‘경험자로서의 나’인 에고(myself)와 ‘존재로서의 나’인 I를 구분할 수 있게

다고 한다(Tolle, 1999). 그 후 톨 는 에고의 덧없이 변화하는 특성을 악하여 “no

self”, 즉 경험자로서의 자아가 진정한 자신이 아님을 깨닫고 존재의 가장 근원 인 본성인

신성을 경험하며 내 환(inner transformation)을 겪게 되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I”는 우주 만물과 하나로 연결된 “being”, 즉 “I am”을 뜻하는데, 아남툽텐이『No Self No

Problem』에서 제시한 무아를 깨달은 해탈, 반야심경의 고통의 바다를 건 참된 인간의

본성을 찾은 붓다의 열반과 일맥상통한다(Thubten, 2012). 아남툽텐에 따르면 “조건화된

마음의 끝없는, 쉼이 없는 길 인 원숭이 마음, 윤회의 마음을 끊어 버리고 지 을 온 히

알아차리면 의식 속에 쉼이 자리”하여(p.60) “본래부터 늘 온 하고 아무 부족함 없던 ‘홀

로 있음’으로 신성함”(p.62)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Tolle에 따르면 ‘지 이 순간

그 자체’는 우리 삶의 모든 것으로 삶에는 그 이외의 것이 없기 때문에 순수의식의 차원을

만나는 가장 직 인 방법이 바로 ‘The power of now’라고 한다. Tolle는 ‘바로 이 순간

에 존재함’을 직 으로 체험하는 방식으로 지도한다. 다음은 Tolle의 명상 지도에서 핵심

이 되는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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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 기 의 작동을 알아차리게 되면 로 현존(being)의 상태와 연결될 수 있다. 현재의 감

각이 작동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 금’ 깨어나게 되고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다. 대로 습 적

인 부정적인 마음은 덕이 심하고 초조 불안하며 참을성이 없고 화나 있거나 슬픔에 빠져있

다. 명상은 자신이 금 이 순간에 머무르도록 하는 을 우는 것이다. 감각을 알아차림을 

통해 깨어있는 상태의 순수 의식이 드러난다. 마음의 이 차원을 알아차리는 것이 정한 행

의 원천이다. 현존(presence)을 알아차리는 열쇠는 로 금 이 순간(present moment)에 머

무는 것이다. 금 이 순간에 멈추면 떠오르는  고요하고 대한 내면의 텅 빈 공간은 알아

차림 다 더 깊은 존재의 차원이다. 내면의 고요는 로 ‘알아차림  자체’ ‘알아차리는 자’ 

‘순수의식’이다. 당신이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 것이 로 당신이다. 이 ‘순수의식’은 

느끼거나 각하거나 생각할 수 없다. ‘있음’  자체이다.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영적

인 차원이다. 믿음의 차원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음은 생각인데 해 ‘의식’은 형태가 없

다. 말로 표현이 되  않는 원자와 분자의 상태가 의식의 표현 식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로 

 나이다. 의식은 사람의 차원을 넘어선다.” (톨레, 2014)

Tolle의 명상 지도법은 지 여기의 무상함을 ‘알아차리는 자’(I am)을 가리키는 간결한

언어 표 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언어철학에서 맥락 지표성을 뜻하는 indexicality

(Silverstein, 2003)의 개념으로 악해 볼 수 있는데 언어의 근본 기능을 알려 주는 흥미로

운 개념이다. 분석 철학에서 indexicality란 화자가 가리키는 상이 하나의 상에서

다른 상으로 맥락에 따라 끊임없이 바 는 언어 표 을 뜻하며 그 지칭의 의미는

오직 구체 인 맥락에서만 악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를 들어 인칭 명사로 ‘나’ ‘ ’

‘그녀/그’ ‘그것’ ‘우리’ ‘ 희들’ ‘그들,’ 지시 명사로 ‘이것’ ‘그것’ ‘ 것,’ 지시형용사로 ‘이’

‘그’ ‘ ,’ 한 시간, 장소 등을 뜻하는 부사 ‘지 ’ ‘여기’ ‘그때’ ‘어제,’ ‘여기,’ ‘거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어휘들은 맥락에 따라 어휘가 지시하는 상이 계속해서 바 게 된다. 따

라서 맥락을 떠나서는 그 가리키는 상을 알 수 없고 가리킴만 있는 표 들이다.

명상 수행의 최종 단계는 ‘깨어 있음’ 는 ‘알아차림’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를 표 해 주는 명상 수행 언어는 ‘지 ’ ‘있음’의 계의 존재 형태만 있을 뿐 그 가리

키는 상은 한 순간도 붙잡아 둘 수 있는 실체가 없는 무아의 경지, 즉 열반, 해탈, 월

의 경지인 것이다. ‘지 여기 고요히 있음을 알아차리는 깨어남’의 상태에서 ‘지 여기’는

3차원 세계의 시간과 공간의 한 지 인데 ‘지 여기’가 가리키는 그 지 은 항상 바뀔 수

밖에 없는 성질을 띠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축에서 ‘지 여기’의 어느 한 지 에 계속 머

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으로 연결된 지 들의 체성에 한 이해 없이 그

의미를 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자아는 이 게 항상 변화하는 시간과 공간과 함께

같이 변화하기 때문에 ‘고정된 정체성을 지닌 나라고 할 수 있는 나는 없다’는 말이 성립될

수 있다.

이는 ‘나’와 ‘남’의 경계의 구분이 없는 세계의 일체성을 가리킨다. 동질 인 정체성을 드

러내는 고정된 자아의 세계의 소멸은 역설 으로 자기 없음(no self-entities: 無我)의 텅빈

고요함(stillness)을 알아차리는 자의 존을 드러낸다. ‘깨어 있는 사람’ 부처(Buddha)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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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은 “삶과 죽음의 본질에 깨어 있어 이 세상에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로

더 재에 머물고 더 자비롭고 더 깨어 있는” 것을 뜻한다(Kornfield, 2011: 18). 다시 말해

우주의 진리, 우주의 법칙과 법칙에 한 가르침인 불교에서 말하는 다르마(dharma)에 깨

어 있음이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삼라만상의 무상함과 불확실성이라는 성질을

이해함과 동시에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알아차리는 자’의 존재, 신성을 만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고정된 무엇으로 지속될 수 없는, 계속 변화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어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timeless) 차원을 통해서만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

서 멈춤과 원이 하나인 동질의 상태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나’라고 생각하

는 자기동질 실체(self-identified entities)로서의 자아는 마음작용으로 표되는 상계의

질서인 반면 그 머에는 나 없는 나, 나와 연결되어 있는 , 와 연결되어 있는 그, 그

와 연결되어있는 다른 그 무엇으로 시시각각 그 언어 표상이 가리키는 상이 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상계의 무한한 연결이 궁극 으로는 하나로 텅 비어 있는 것

을 알아차리는 존재만이 남게 된다. 이는 다시 체로서의 우주이며 시공이 없는 원이다.

명상 수행에서 이 경지를 체험한 사람들은 공통 으로 ‘지 여기’를 알아차리는 존재의

원한 차원으로 수행자를 인도한다. 이 경지를 직 체험하지 못한 수행자에게는 이 언어

가 표상하는 것이 텅 비어 있음의 원성에 한 공통된 의미를 재 하는 것에 장애를 겪

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상 공동체의 완 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기 해서는 이와

같은 존재의 유한성과 원성이 하나라는 것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수하기 해 항상

즐겁고 고요한 나의 존재의 차원인 상락아정(常樂我淨) 는 ‘알아차리는 자’ ‘깨어있음’과

같은 개념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 개념들은 언어로 표 할 수 없는 차원을 재 하기 한

노력일 뿐이며 명상 수행자들은 그 언어 표상이 맥락 으로 가리키는 것은 오로지 체험

으로서만 알 수 있다. 이는 명상 언어 분석의 패러독스인데 명상의 궁극 인 단계에서의

언어 사용은 빛의 소멸과도 같이 언어의 소멸 상태를 체험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명상의 최종 단계는 잠재력, 상상력, 창의성 발 의 방법으로 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다.

Miller(2007)에 따르면 교육이 근본 으로 추구해야 하는 바는 자신의 인간 본성에 한 근

원 인 이해를 통해 내 인 환(inner transformation)을 하는 것이다. 이 환의 과정

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잠재 가능성에 한 이해를 통해 나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회 더 나아가 우주 그 자체와 어떤 계를 설정할 수 있는지를 근본 으로 이해하는 것

이다. 이를 Miller(2007)의 창의성과 상상하기의 발달 단계 통합의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오온의 특성을 지닌 상계의 에고의 마음작용이 드러나는 1단계의 지

각과 찰, 2단계의 분류, 비교, 분석, 평가, 3단계의 추상, 통합, 은유로 표상되는 언어와

사고 활동들이 이제까지 교육을 통해 강조된 능력이다. 그러나 명상을 교육에 활용한다면

명상의 최고 단계인 알아차리는 자로서의 존재의 본성과 연결을 체험하는 학습자는 앞선

이성의 사고능력 개발을 넘어서 Miller가 말한 창의성과 상상력의 통합의 정 인 4단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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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받아들임, 개방, 의식 등으로 표상되는 체험의 차원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 다.

Ⅳ. 결론

호흡과 통찰 명상에서 명상 지도자와 수행자 사이에서 집 과 몰입을 해 반복 으로

사용되는 언어의 특징은 첫째, 알아차림을 유도하는 지각동사와 인지동사를 활용한 지시화

행(directives), 자신에게 말하는 내 언어(inner speech), 마음 작용에 이름 붙여주기

(labelling), 침묵(silence)이다. 둘째, 호흡과 통찰 명상 수행의 최종 단계인 자기와 세계

의 일체성 혹은 자기 없음(무아)의 경지에 한 알아차림과 깨어있음의 상태에서 드러나는

언어 없음 상태는 체험의 언어로 맥락 지표성(indexicality)을 통해 논의하 다. 이 상태

가 가리키는 의미는 알아차림 이 의 ‘알아차리는 자’의 존재 즉 참나를 만나는 체험을 하

는 것이다. 이 언어로 표 될 수 없는 경지가 가리키는 그 무엇은 시공간을 포함한 맥락은

항상 변화하는 까닭에 동일한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음을 알아차리는 자 그 자체이다.

본 연구의 함의는 명상 수행언어의 이해를 통해 삶에 한 태도를 환하고 이를 교육

에 활용하는 방안에 있다. 명상의 교육 인 의미는 존재와 삶을 있는 그 로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는 자를 일상에서 체험하는 것이다. 명상을 통해 자신과 주변을 있는 그 로 바라

보고 알아차리고 자신의 깊은 내면인 본성과의 속을 통해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워 타인

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일상 으로 명상 수행을 하는 교사는 이와 같은 마음

상태를 유지해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으며(Miller & Nozawa, 2002) 본 연구는 다양한

명상법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기능과 표 에 해 교사의 이해력을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

다. 교육자와 학습자가 존하는 존재자로 살아갈 때 교육은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이 논문을 통해 홀리스틱융합교육의 패러다임에서 명상언어를 학제 간에 히 치시

키고 그 언어 기능과 특징에 한 실천 활용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명상의 언어가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논의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후속 실증연구가 요구된

다. 를 들어 민속지학의 방법으로 명상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나에 한

체험을 하며 실패와 좌 을 겪는지에 한 추 조사가 요구된다. 수행 공동체의 명상

체험담에 한 공유를 통해 명상의 언어 사회화가 실제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참여자가

말하는 명상의 효과 한계는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교사들이 손쉽게 명

상을 교과과정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과정 개발에 한 연구가 시 하다. 교육과

정 체계에서 명상 치 짓기,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활용한 명상 근법, 명상 교육의 목표

와 구체 인 수행 방안, 교수방법론, 자료 교안에 해 향후 범 한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 으로 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일차 으로 자아성찰을 통해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데 있다면 우리 교육에서 마음 성찰이 차지하는 비 은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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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능력을 강조하는 재보다는 훨씬 더 커져야 한다. 더 나아가면 마음 성찰을 통한

‘신성의 발견’을 교육의 토 로 삼고 이성 사고능력의 개발은 그를 한 하나의 부수 인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는 교육의 근본 인 환이 요구된다. 인간의 신성에 한 이해는 인

간에 한 가장 본질 인 이해로 명상은 신성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열쇠이다. 명상 수행법

이 어떻게 신성에 한 체험과 이해를 발하는지에 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

한 연구들은 재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교육의 방식을 근본 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근

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성취 하는가 ‘doing’보다는 존재의 있음 ‘being’에 집

하는 명상법들을 따른다면 재 사회가 시하고 있는 ‘성공한 삶을 살기’와 같은 성취

심의 삶의 방식은 생각하는 것만큼 그 게 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존재의 깊은 자

각을 통해 구나 내 안의 신과 일상 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만

족스러울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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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Language Use during Meditation Practice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Yun, Seongwon (Hanyang University)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linguistic features of language use during meditation

practice as a means of constructing meditation community identity based upon language

socialization theory. The subject of this study pertains to language used in Vipassana

Mindfulness, MBSR(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The Power of Now, and Hongik

Academy. Linguistic expressions and noticeable features in theses cases were excerpted or

transcribed to conduct the content analysis of key concepts. The findings indicate that first,

the repetitive patterns of linguistic features of mediation language are directive speech acts

with affective and cognitive verbs, inner speech, labelling of mind activities, and silence.

Second, the state of no self at the last stage of breathing and mindfulness meditations

requires no language named experiential language pointing to awakening, which is examined

through indexicality meaning the contents of what linguitic expressions refer to can be

understood only in a particular shared context. As a result, the implications are discussed

for changes in the attitudes of educators and toward the meanings of life and educational

transformation to value the importance of being aware of things as they are, the experience

of the nature of being as presence, and the necessity of living in harmony with others.

key words: language socialization, meditation language, directive speech act, inner speech,

labelling, silence, experiential language, indexic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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