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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현대 위빠사나(vipassanā) 수행지도자는 위빠사나 수행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한다. 하나는 직접적(direct) 위빠사나이고 다른 하나는 추론적(inferential) 위빠사나

이다. 본고는 추론적 위빠사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다. 또한 추론적 

위빠사나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외적수관의 해석과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접근을 시도한다. 첫째는 빠알리어 ‘안와야’, ‘아누마나’, ‘나야’를 통해 추론적 

위빠사나의 의미와 활용, 등장의 시기를 살핀다. 이 과정에서 초기불교와 �위숫디막가

(Visuddhimagga)�를 통해 설명된 ‘추론의 지혜’가 위빠사나와 연결되어, 현대 상좌부불

교 전통에서 ‘추론적 위빠사나’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음을 확인한다. 둘째는 외적수

관의 해석을 통해 추론적 위빠사나가 나타난 배경을 살핀다. 주석서는 ‘외적으로’를 ‘다

른 사람의’로 해석하여,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신수심법을 수관(anupassanā)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주석서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 상좌부불교는 ‘다른 사람의’ 현

상을 수관하기 위해 추론적 위빠사나를 제안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을 추론하는 

것은 가능하나 수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셋째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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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cognition)를 활용한다. 최근 서양의 심리치료에서 소개하는 메타인지적 접근을 적

용하면 ‘다른 사람의’라는 주석서의 해석을, [나를] ‘다른 사람 보듯이’로 이해할 수 있

다. 즉, ‘외적으로’를 탈동일시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내･외적 수관은 모두 주관과 

객관의 과정을 통해 수행자 자신의 경험 안에 진행한다. 따라서 위빠사나를 위한 추론

은 불필요하다.

주제어

추론, 위빠사나, 외적으로, 수관, 메타인지, 마음챙김, 명상 

I. 들어가는 말

명상이 세계적으로 대유행이다. 특히, 서양의 마음챙김(mindfulness)을 중심

으로 명상은 불교인뿐만 아니라 대중의 심신 건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2

년 이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내에서만 명상인구가 3배로 늘어, 미국 성인의 

14%이상이 명상을 경험하고 있다. 현재 지구인구의 7%에 해당하는 5억여 명이 

명상에 접근하고 있으며, 명상을 포함한 세계의 건강산업은 5천조원이상의 가

치로 평가되고 있다.1) 세계적인 유행을 일으키고 있는 마음챙김 명상은 현대 

상좌부불교의 위빠사나 수행법을 근간으로 한다. 1950년대 이후, 미얀마를 중

심으로 발전한 위빠사나 수행법은 상좌부 불교전통의 맥을 잇는 스승들을 중

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마하사띠빳타나숫따(大念處經)｣를 중심으로 하는 

초기경전(經藏)과 아비담마(論藏) 그리고 �위숫디막가(淸淨道論)�를 근간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행법과 운영시스템은 각각의 전통과 

창시자의 독자적인 방법에 의존했으며, 새로운 신조어도 만들어졌다.

현대 위빠사나 수행지도자는 위빠사나 수행법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설명

한다. 하나는 직접적(direct) 위빠사나이고 다른 하나는 추론적(inferential) 위빠

사나이다. 본고는 추론적 위빠사나의 실천방법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다. 추

1) https://www.thegoodbody.com/meditation-statistics/ (검색일자 2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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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위빠사나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외적수관의 실천방법은 국내외에

서 여러 차례 논의되었다.2) 하지만 의문제기에 반해 적합한 답변은 얻지 못하

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입장에서 접근할 것이다. 

첫 번째는 추론적 위빠사나의 의미와 활용을 살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추론적 

위빠사나 수행의 등장시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추론적 위빠사

나의 배경과 실천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이다. 특히, 신수심법(身受心法)의 외

적수관(隨觀)에 대한 해석, 참고한 주석서의 내용, 그리고 주석서의 전통 안에

서 발전한 수행법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언이다. 최근 서양의 심리치료에서 소개하는 메타

인지적 접근을 통해 외적수관과 주석내용의 새로운 해석을 제안할 것이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주석서의 전통적 이해에서 벗어나 추론 없는 외적수관의 실

천방법을 밝히고자 한다.

II. 추론적 위빠사나

추론적 위빠사나(inferential vipassanā)는 초기경전에 나타나지 않는 상좌부

불교의 신조어이다. 실제하는 현상이 아닌 추론으로 위빠사나를 진행한다는 

2) Dhammadharo, Ajahn,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Natures of Insight Practice” in Kornfield, Living 

Buddhist Masters (Kandy : BPS, 1977) ; Goenka, S.N. Discourses on Satipaṭṭhāna sutta. (Igatpuri : VRI. 

1999) ; Khemacari Mahathera, “A Discourse on Satipaṭṭhana” Hope on Board the Ship of Mindfulness 

(Singapore : Kowah printing, 1985) ; Mann Robert, Buddhist Character Analysis (Bradford on Avon : 

Anukana, 1992) ; Nyanaponika Thera, The Heart of Buddhist Meditation. (Kandy : BPS. 1996) ; 

Piyadassi Thera, The Buddha’s Ancient Path. (Taiwan : The Corporate Body of the Buddha Educational 

Foundation, 1987) ; Soma Thera. The Way of Mindfulness. (Kandy : Buddhist Publication Society. 1981) 

; 미산, ｢大念處經의 주석서에 대한 이해｣ �대념처경의 수행이론과 실제� (서울 : 홍원사, 2002) ; 일

중 ｢고엔카 수행법과 大念處經｣ �대념처경의 수행이론과 실제� (서울 : 홍원사, 2002) ; 정준영, ｢대

념처경에서 보이는 수념처의 실천과 이해｣, �불교학연구� 7호(불교학연구회, 2003) ; 전재성, ｢철

학적 입장에서 본 수행에서의 안과 밖의 문제｣, �맛지마니까야 완간기념 세미나 자료집� (한국빠

알리성전협회, 2003)  p.135 ; 최훈동, ｢정신의학에서 본 수행에 있어서 ‘안과 밖’의 문제｣ �맛지마

니까야 완간기념 세미나 자료집�,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03)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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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로, 현재 위빠사나 수행의 실천방법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다. 본 장은 추

론의 의미와 추론적 위빠사나의 활용사례를 찾아보고자 한다. 붓다는 지혜를 

얻는 방법으로 추론을 활용했다. 추론의 의미를 지닌 빠알리어는 ‘안와야

(anvaya)’,3) ‘아누마나(anumāna)’,4) ‘나야(naya)’5) 등이 있다.6) 용어의 활용을 하

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안와야(anvaya)

‘안와야’는 ‘~를 따르다’ ‘~에 접근하다’의 의미를 지닌 ‘anveti’에서 파생된 

명사형으로 ‘합치’, ‘조화’, ‘순응’ 등의 의미를 지닌다. 순리적이라는 의미를 

지닌 ‘안와야’는 ‘합리적인’, ‘추론적인’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초기경전 안

에서 논리적 결론에 이르는 법(dhamma)이나7) 지혜(ñāṇa)와 함께 사용된다.8) 

‘안와야’는 직접적으로 ‘추론’의 의미를 지닌다기보다 귀납적 사고의 순리적

인 흐름을 표현한다. 칼루파하나(Kalupahana)는 붓다의 추론에 대해 귀납적 추

론으로 설명하고 그 배경으로 연기법을 제시한다.

“경험주의자인 붓다는 인도 안에서 타르카(tarka, takka)라고 불리는 연

역적 추론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연역적 추론은 내용을 무시

하는 형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귀

납적 추론을 채택했고 현대의 근본주의자들뿐만 아니라 고전주의자들

이 겪었던 함정을 피했다. 그는 기존과 다른 형태의 경험론자였기 때문

에 가능했다. 우선, 비실체론적 방식으로 경험을 설명했다. 실체론적 표

현으로 경험의 대상을 가정하지 않고, 사건들이 발생하는 의존적 조건들

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것이 붓다가 설명하는 경험주의의 기반이었다. 

3) PED. p.58 ; DN, II, p.83 ; DN, III. p.100.

4) PED. p.49 ; MN, I. p.97.

5) PED. p.388 ; AN, II. p.193 ; PED. p.421 : Neti (nayati). 

6) PED. p.36 : ‘Adhippāya’

7) MN, I. p.69.

8) SN, II. p.58 ; DN, III. p.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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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는 사건과 관계들의 분리보다는 관련된 사건들로 인지했다. 이를 위

해 그는 ‘의존하여 일어났다(paṭiccasamuppanna, 緣起)’라는 문구를 사용

했다.”9) 

또한 초기불교학의 거장인 자야틸레케(K. N. Jayatilleke) 역시 연기법을 통

한 귀납적 ‘추론의 지혜(anvaya ñāṇa)’를 설명한다.10) 초기불교는 현상을 이해

하는 데 있어 추론을 사용했고, 이때의 추론은 연기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순조

로운 생각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론은 교리적 이해와 더불어 수행의 실천과정

에도 나타난다. �위숫디막가(Visuddhimagga, 淸淨道論)�는 초기불교의 칠청정

(七淸淨)을 ‘계(戒, sīla)’, ‘정(定, samādhi)’, ‘혜(慧, paññā)’의 삼학(三學, tisso sikkhā)

으로 구성했다.11) 1)계청정(戒淸淨, sīla visuddhi)을 계학(戒學), 2)심청정(心淸淨, 

citta visuddhi)을 정학(定學), 그리고 3)견청정(見淸淨, diṭṭhi visuddhi), 4)도의청

정(度疑淸淨, kankhāvitaraṇa visuddhi), 5)도와 비도의 지견청정(道非道智見淸淨, 

maggāmaggañâṇadassanā visuddhi), 6)도의 지견청정(行道智見淸淨, paṭipadāñâṇadassanā 

visuddhi), 7)지견청정(智見淸淨, ñâṇadassanā visuddhi)의 다섯 청정을 혜학(慧學)

의 범주로 구분한다.12) 

9) D. J. Kalupahana, “inference” ed. W.G Weeraratne. Encyclopeadia of Buddhism vol.V, (Colombo : 

Government of Sri Lanka. 1990), p.575. ; DN, I. p.55, p.76, p.209 ; MN, I. p.144, p.500 ; SN, II. p.94 ; III. 

p.207 ; IV. p.83, p.194 ; V. p.282, p.370 ; AN, IV. p.386.

10) K.N. Jayatilleke. Early Buddhist Theory of Knowledge. (Delhi : Motilal Banarsidass Pub, 1980) p.457 : 

“불교의 귀납적 추론은 연기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 … ‘태어남으로 인한 늙음과 죽

음’(jātipaccayā ... jarāmaraṇaṃ, SN, II. p.25)이란 진술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 결과적으로 성장

하여 늙고 죽게 된다는 것이 ‘알려지고 보여진’ 관찰에 근거한 경험적 일반화이다. 이렇게 관찰한 

경험들로부터 과거든 미래든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성장하여 늙고 죽는다는 귀납적 추론의 지혜

(anvayañāṇa-)를 만들게 된다.” 

11) MN, I, p.150.

12) 혜청정의 시작인 “3)견청정은 ⑴몸과 마음을 구별하는 지혜(名色區別知, nāmarūapariccheda ñāṇa)

를 설명한다. 두 번째로 의심을 제거하는 4)도의청정은 ⑵조건을 파악하는 지혜(緣把握知, pacca-

yapariggaha ñāṇa)로 묘사되고 있으며, 세 번째인 5)도와 비도의 지견청정은 ⑶현상의 무상 고 무아

에 대한 사유지혜(思惟知, sammasanañāṇa) 그리고 ⑷-1일어남과 사라짐을 따라 관찰하는 지혜(生

滅隨觀知, udayabbayānupassanā ñāṇa)가 포함된다. 네 번째로 6)도의 지견청정에는 위빠사나 수행

의 절정에 이르게 하는 9가지(①~⑨) 지혜가 있다. 이들은 위빠사나에 의해 생긴 번뇌들에서 벗어

난 ⑷-2①일어남과 사라짐을 따라 관찰하는 지혜(生滅隨觀知, udayabbayānupassanā ñāṇa), ⑸②소

멸을 따라 관찰하는 지혜(壞隨觀智, bhaṅgānupassanā ñāṇa), ⑹③두려움으로 나타나는 지혜(怖畏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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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6)도의 지견청정의 ⑸②‘소멸을 따라 관찰하는 지혜(壞隨觀智, bhaṅgānu-

passanā ñāṇa)’는 ‘추론의 지혜(anvaya ñāṇa)’를 설명한다.13) 이 지혜는 소멸

(bhaṅga)을 따라보는(anupassanā, 隨觀) 지혜(ñāṇa)로, 현상을 바라볼 때 [생멸

(生滅)의 과정에서] 멸의 현상이 강하게 경험되는 상태를 말한다. 수행자는 자

아의 소멸과정을 바라보게 된다. 

“그가 이와 같이 탐욕을 제거하게 하여 직접 본 상카라(行)를 소멸하게 

하듯이 직접보지 않은 상카라들도 추론의 지혜(anvaya ñāṇa, inferential 

knowledge)로 소멸하게 하고 일어나지 않게 한다. 오직 소멸에 주의를 기

울여 소멸만을 본다. 즉, 일어남(生)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14)  

수행자가 탐욕을 내려놓고 자신을 바라보니[隨觀] 소멸의 현상이 더욱 분명

히 경험되었고, 이러한 수순에 따라 직접 경험하지 않은 부분들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다. 이때 직접 보지 않은 나머지도 그럴 것이라고 추론

하는 것을 ‘추론의 지혜’라고 했다. 수행자는 추론에 앞서 직접 경험하는 수관

(anupassanā, 隨觀)을 진행해야 한다.15) 이러한 추론의 활용은 ‘제거의 지혜

(pahānapariññā)’를 통해 다시 확인된다.

觀智, bhayatupaṭṭhāna ñāṇa), ⑺④위험함을 따라 관찰하는 지혜(過患隨觀智, ādīnavānupassanāñ āṇa), 

⑻⑤싫어함을 따라 관찰하는 지혜(厭離隨觀智, nibbhidānupassanā ñāṇa), ⑼⑥해탈하고자 하는 지

혜(脫欲智, muccitukamyatā ñāṇa,), ⑽⑦성찰을 따라 관찰하는 지혜(省察隨觀智, paṭisaṅkhānupassanā 

ñāṇa), ⑾⑧모든 현상에 대해 평온한 지혜(行捨智, saṅkhārupekkhā ñāṇa) 그리고 ⑿⑨진리에 수순하

는 지혜(隨順智, saccānulomika ñāṇa)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7)지견청정은 ⒀고뜨라부의 지혜와 

⒁~⒄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도(道)･과(果)의 지혜”로 구성되어 있다. 

13) Vism. p.379, p.642, p.643, p.649. ; Ñāṇamoli도 ‘anvaya ñāṇa’를 ‘inferential knowledge(추론적 지혜)’

라고 번역했다. : Bhikkhu Ñāṇamoli, The Path of Pufification(Visuddhimagga) (Colombo : BPS. 2010) 

p.761.

14) Vism. p.642 : Atha vā so evaṃ viratto yathā diṭṭhaṃ sankhāragataṃ, tathā adiṭṭhaṃ pi anvaye ñāṇavasena 

nirodheti, no samudeti, nirodhato va manasikaroti. nirodham eva passati, no samudayan to attho ; 

Bhikkhu Ñāṇamoli, op. cit., p.671 ; 대림 옮김, �청정도론� 3권 (초기불전연구원, 2018) p.287. 

15) Vism. p.642 : Ettha ca anupassatī ti anu-anupassati anekehi ākārehi punappunaṃ passatī ti attho. Ten’ āha 

anupassatī ti kathaṃ anupassati? aniccato anupassatī ti ādi. ; 대림, 앞의 책, p.287 관찰(수관)한다 : 계

속해서 따라서 본다. 여러 측면에서 거듭거듭 본다는 뜻이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관찰한다는 것

은 어떻게 관찰한다는 것인가? 무상이라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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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직접적인 경험과 추론(inference)으로 삼세의 상카라들이 무너

짐을 본 뒤 그 무너짐이라 불리는 소멸에 대해 열중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쌓음을 버린다.”16)

‘안와야’는 순리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귀납적 추론을 의미한다. 그리

고 이를 활용한 ‘추론의 지혜’는 직접경험을 바탕으로, 경험하지 못한 과거와 

미래의 현상까지 유추하는 지혜를 말한다. 수관을 통한 경험이 추론을 도울 수 

있으나, 추론을 수관이라 표현할 수는 없다. 이 ‘추론의 지혜’는 �위숫디막가�

의 ‘소멸을 따라 관찰하는 지혜’를 통해 설명되었다. 

2. 아누마나(anumāna)

‘아누마나’는 ‘아누(anu)’와 ‘만(man)’의 합성으로 추론(inference)의 의미를 

지닌다. 초기경전인 �맛지마니까야(Majjhima Nikāya)�의 ｢아누마나 숫따

(Anumāna sutta, 추론경)｣는 목갈라나(Moggalana)를 통해 ‘추론(anumāna)’과 

‘반조’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는 가르침을 주는 것도 상대방이 

어떤 자질의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지며, 자신 스스로가 가르침을 받기에 적합

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설한다. 특히, 내가 싫어하는 것

은 다른 사람도 싫어한다는 추론을 통해 자신을 반조해야 한다. 

“벗들이여, 여기서 비구는 스스로 자신을 [16가지로] 추론해야 한다

(anuminitabbaṃ). 1) ‘나쁜 욕망을 가지고 나쁜 욕망이 가득한 사람은 내

게 소중하지 않고 호감을 주지도 않는다. 만일 내가 나쁜 욕망을 가지고 

나쁜 욕망이 가득하면 나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하지 않고 호감을 

주지 않을 것이다.’ 벗이여, 이렇게 아는 비구는 ‘나는 나쁜 욕망을 가지

지 않고 나쁜 욕망이 가득하지 않으리라.’라고 마음을 지녀야 한다. … 벗

16) Vism. p.694 : evaṃ vuttā paccakkhato ceva anvayato ca sankhārānaṃ bhagaṃ disvā tasmiṃ yeva 

bhangasankhāte nirodhe adhimuttatā, tāya āyūhanassa pahānaṃ hoti. ; Bhikkhu Ñāṇamoli, op. cit., p.726 

; 대림, 앞의 책, p.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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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여, 여기서 비구는 스스로 자신을 [16가지로] 반조해야 한다

(paccavekkhitabbaṃ)….”17)

비구는 스스로를 추론하고 반조해야 한다. 내가 질투하고 인색한 사람을 좋

아하지 않는 것처럼, 만약 내가 질투하고 인색하다면 다른 사람들도 날 좋아하

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질투하거나 인색하지 않은 마음을 일으켜야 한

다. 목갈라나는 추론과 반조를 통해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시도하고 있

다. 이러한 생각을 ‘아누마나’라고 한다.

현대 위빠사나 수행을 대표하는 지도자인 미얀마의 마하시(Mahasi Sayadaw)

는 ‘아누마나’와 위빠사나를 합성한 추론적 위빠사나를 설명한다. 마하시는 

위빠사나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한다. 이들은 현실적 위빠사나와 추론적 위빠

사나이다.

“우리는 일어나는 현상을 명상합니다. 우리는 과거, 미래, 또는 무한한 

시간에 대해 명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적 위빠사나(practical 

insight meditation)입니다. 추론적 위빠사나에서 우리는 과거, 미래, 그리

고 무한한 시간에 대해 명상합니다. 제가 설명해보겠습니다. 위빠사나에

는 현실적이고 추론적인 두 종류가 있습니다.(Insight meditation is of two 

kinds, practical and inferential) 본래의 특성 그리고 무상(無常)과 같은 개

별적 특성을 통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명상함으로써 얻는 지혜를 현

실적 위빠사나라고 합니다. 이 현실적인 지혜를 통해 수행자는 직접 경

험하지 않은 과거와 미래의 무상, 고, 무아를 추론합니다. 이것을 추론적 

위빠사나(inferential insight)라고 합니다.”18)

그는 현재의 실제현상을 통찰하는 것을 현실적 위빠사나 그리고 이러한 경

험을 바탕으로 직접경험하지 않은 과거나 미래의 삼법인을 이해하는 것을 추

17) MN, I. p.97.

18) Maung Tha Noe trans. Mahasi Sayadaw. Fundamentals of Vipassana Meditation (Buddhasasana 

Nuggaha Association. 1981).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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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위빠사나라고 부르다. 추론적 위빠사나는 현재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

와 미래의 것을 추론하는 것이다. 따라서 추론적 위빠사나는 현실적 위빠사나

를 경험한 이후에만 가능하다. 여기서 추론적 위빠사나라고 표현한 Inferential 

insight는 용어정의(Glossary)에서 ‘아누마나 위빠사나(anumāna vipassanā)’로 

나타난다.19) 이 용어는 추론과 위빠사나를 결합한 신조어로써 초기경전(Pāli 

Nikāya)이나 �위숫디막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위숫디막가�를 통해 설

명된 수관의 직접경험이 마하시를 통해 현실적 위빠사나(vipassanā)로 확대되

었고, 순리에 따른 생각을 의미하는 ‘안와야’가 추론의 의미를 지닌 ‘아누마나’

로 설명되었다. 초기불교는 ‘추론의 지혜’를 사용했다. 하지만 수관의 경험을 

활용하는 추론을 위빠사나라고 부르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20) 

3. 나야(naya)

‘나야(naya)’는 ‘이끈다’는 의미를 지닌 ‘neti’로부터 파생하여 ‘중요한’, ‘선

두의’ 등의 의미를 지니는 형용사로, 이끄는 ‘방법’, ‘계획’, ‘방식’, ‘태도’ 등의 

의미를 지닌다. 사전에서 추론(inference)의 의미를 지니나, 앞서 살펴본 ‘안와

야’처럼 [방법을 통한] 유도, 귀납의 의미를 지닌 추론이다. ‘나야’는 초기경전

에 비해 후대문헌에 자주 나타난다. 특히, �위숫디막가�를 통해 위빠사나와 합

성하여 나타나는 대표적인 단어이다. 위빠사나는 �위숫디막가� 안에서 17가

지 지혜의 단계로 세분화되며 세 번째인 ‘⑶현상의 무상 고 무아에 대한 사유

지혜’를 통해 ‘나야 위빠사나(naya vipassanā)’가 설명된다. 

“이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비구는 깔라빠에 대한 명상(comprehension by 

19) Ibid., p.231.

20) 정준영,｢사마타와 위빠사나의 의미와 쓰임에 대한 일고찰｣, �불교학연구� 12호 (불교학연구회, 

2005) p.545. : “붓다고사(Vism. p.694)는 18가지의 ‘주요한 위빠사나(mahā-vipassanā)’를 설명한다. 

이들은 ‘아누빠사나’ 16가지와 ‘여실지견’ 하나, 그리고 ‘위빠사나(vipassanā)’ 하나로 구성되어 있

다. 이들 18가지의 ‘위빠사나’를 살펴보면 붓다고사는 다양한 ‘아누빠사나’를 ‘주요한 위빠사나’

의 범주 안에 넣었다. 이를 통해 청정도론의 제작시기[AD 5세기]에 ‘아누빠사나’와 ‘위빠사나’는 

동의어처럼 쓰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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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이라 부르는 조직적 위빠사나 수행(nayavipassanāya, inductive 

insight)을 해야 한다. 무슨 이유인가? 위빠사나를 시작한 자에게 광명 등

이 나타날 때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혜가 생기기 때문이다.”21)

‘나야 위빠사나’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상기 인용구처럼 대림은 ‘조직적 

위빠사나’라고 번역했다. 일창은 ‘방법적 위빳사나’로22) 전재성은 ‘방법적 통

찰,’23) 냐나몰리(Ñāṇamoli)는 ‘귀납적 통찰(inductive insight)’이라 영역했다. 그

리고 마하시는 앞의 ‘아누마나 위빠사나’처럼 추론적 위빠사나로 설명한다. 

그는 Manual of Insight에서 나야(naya)를 구체화한다. 특히, ⑶‘현상의 무상 고 

무아에 대한 사유지혜(sammasanañāṇa)’를 통해 세 가지 나야를 설명하는데, 이

들은 ‘나야 위빠사나(naya vipassanā, inferential insight, 추론적 위빠사나)’, 나야 

마나시까라(naya manasikāra, inferential attention, 추론적 주의기울임), 그리고 

나야 다싸나(nayadassana, inferential observation, 추론적 봄)이다.24) �위숫디막

가�의 나야 위빠사나를 추론적 위빠사나로 번역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마하

시의 번역팀은 나야에 대해 ‘추론적(inferential)’이라고 영역하였다. 마하시는 

이러한 추론의 사용에 대해 처음부터 의도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현상의 삼법

인에 대한 이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한다고 설명한다. 고의적인 추론

의 시도는 오히려 순수한 주시를 방해하기에 주의해야 한다. 위빠사나 수행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수관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관을 통해 얻은 경험으

로 추론을 사용하는 것이다. 초기불교와 �위숫디막가�는 이러한 과정을 ‘추론

의 지혜’라고 불렀고, 마하시는 추론적 위빠사나라고 불렀다.

추론적 위빠사나를 사용하는 또 다른 미얀마의 지도자는 실라난다(Silananda 

Sayadaw)이다. 그는 아누마나 위빠사나(anumāna vipassanā)를 추론적 위빠사

21) Vism. p.606, p.613. ; Bhikkhu Ñāṇamoli, op. cit., p.631, p.761 ; 대림, 앞의 책, p.217, p.231.

22) 일창 옮김, �위빳사나 수행방법론� 2권(불방일, 2016) p.717.

23) 전재성 옮김, �청정도론-비쑷디막가�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18) p.1,250.

24) Vipassanā Mettā Foundation Translation Committee(trans). Mahasi Sayadaw, Manual of Insight 

(Wisdom pub, 2016) p.326. 비고) p.108, p.124f,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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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inferential insight)라고 제시한 마하시의 Fundamentals of Vipassana Meditation

을 편집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The Four Foundations of Mindfulness를 통해 추

론적 위빠사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법수념의 오온 중에] 수행자가 법에 대한 지혜를 가질 때 그들은 색온

의 원인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호흡이라는 색온은 나의 몸에 속한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 나는 무지하고 

갈애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에 나는 좋은 업을 쌓았을 것이고 

그 덕분에 나는 지금의 몸과 색온을 지니게 되었다.’ 이제 수행자는 색온

의 원인을 알고 보게 된다. … 색온의 발생과 소멸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

을 ‘추론적 위빠사나’라고 부른다. 위빠사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직접적 위빠사나(direct vipassanā)’이고 다른 하나는 ‘추론적 위빠사나

(inferential vipassanā)’이다. 이들은 다른 오온의 요소에도 동일하다.”25) 

실라난다는 과거의 무지와 갈애, 그리고 선업과 악업으로 인하여 현재의 몸

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아는 것, 그리고 들숨과 날숨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몸

의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 과거의 원인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고 아

는 것을 추론적 위빠사나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마하시의 설명과 유사

하다. 이들은 ‘추론의 지혜’를 통해 ‘아누마나 위빠사나’와 ‘나야 위빠사나’를 

모두 같은 맥락의 추론적 위빠사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초기불교에서 사용하

는 추론이 위빠사나와 합성되어 추론적 위빠사나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진 것

이다. 결국 추론적 위빠사나는 현대 상좌부불교의 지도자 사이에서 나타난 개

념이라고 볼 수 있다. 

25) U. Sīlānanda. The Four Foundations of Mindfulness. (Boston : Wisdom pub, 1990)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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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내적･외적 수관

더 나아가 실라난다는 추론의 범위를 수관으로 확장한다. 그는 ｢마하사띠

빳타나숫따(Mahāsatipaṭṭhāna sutta)｣의 사수관(四隨觀)에서 정형구로 반복하는 

‘외적으로 수관’에 대해 수행자가 자신의 몸을 관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하여 관찰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26) 특히, 신수관(身隨觀)의 행주좌와

(行住坐臥)를 설명 함에 있어 다른 사람에 대한 추론적 위빠사나를 제시한다.

“우리는 두 종류의 위빠싸나를 가지고 있다. 직접적 위빠싸나(direct 

vipassanā)와 추론적 위빠싸나(inferential vipassanā)이다. 직접적 위빠싸

나를 수행하는 수행자는 자신의 가는 것, 앉는 것, 서있는 것, 누워있는 

것에 대하여 수행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가는 것 등을 명상할 때, 수행

자는 추론적 위빠싸나를 수행하는 것이다. ‘마치 나의 가는 것이 무상하

듯이, 다른 사람의 가는 것도 그럴 것이다.’ 추론에 의하여, 수행자는 다

른 사람의 가는 것, 앉는 것, 서있는 것, 그리고 누워있는 것에 대하여 관

찰한다.”27)

실라난다는 추론적 위빠사나를 수관에 적용했다. 그는 ‘외적으로(bahiddhā)’

의 의미를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로 해석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수관은 

의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가 수행 중에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가능

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추론적 위빠싸나’라고 부른다. 

내적으로 외적으로의 관찰에 대해서는 불교계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다.28) 

26) DN, II. p.297f : Iti ajjhattaṃ vā kāye kāyānupassi viharati, bahiddhā vā kāye kāyānupassī viharati, 

ajjhattabahiddhā vā kāye kāyānupassī, viharati ... Iti ajjhattaṃ vā vedanāsu vedanānupassi viharati, 

bahiddhā vā vedanāsu vedanānupassī viharati, ajjhattabahiddhā vā vedanāsu vedanānupassī, viharati. 

Samudaya-dhammānupassi vā vedanāsu viharati, vayadhammānupassī vā vedanāsu viharati, 

samudaya-vaya-dhammānupassī vā vedanāsu viharati.… ; SN, IV. p.205 : Sukhaṃ vā yadi va dukkhaṃ 

adukkhamasukhaṃ saha Ajjhattañca bahiddhā ca Yaṃ kiñci atthi veditaṃ Etaṃ dukkhan ti ñatvāna 

mosadhammam palokinaṃ Phussaphussavayam passaṃ evaṃ tattha virajjatīti. 

27) U. Sīlānanda, op. cit., p.39, p.47f.

28) Soma Thera, op. cit., p.51 ;  Piyadassi Thera, op. cit., p.189 ; Nyanaponika Thera, op. cit., p.58 ; Anāla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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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논자는 ‘외적으로’를 타인으로 설명하고, 추론의 개념으로 외적수관

(bahiddhā anupassanā)을 해석하는 상좌부 불교전통의 실천방법을 지적했다. 

동시에 내적･외적 모두 수행자 자신의 경험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

다.29) 기존의 외적수관 연구는 상좌부불교의 전통적 해석을 따르거나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마무리되어왔다. 초기경전에 나타나는 

‘내적으로(ajjhattaṃ),’ ‘외적으로’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다.30) 하지

만 외적수관을 구체화하기 위해 후대문헌은 그 해석의 폭을 제한한다. �디가

니까야�의 주석서인 �수망갈라위라시니(Sumaṅgalavilāsinī)�는 ‘내적으로’ 그

리고 ‘외적으로’에 대해 설명한다. 

“즐거운 느낌 등에 관한 이해를 통하여 자신의 느낌들과 다른 사람의 느

낌들, 때때로 자신과 다른 사람의 느낌들에서 느낌을 수관하며 머문다

(vedanānupassī viharati).”31)

붓다고사(Buddhaghosa)는 ‘내적으로’를 수행자 ‘자신의(attano)’ 경험으로, 

‘외적으로’를 ‘다른 사람의(parassa, 他人)’ 경험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수관을 통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 역시 관찰해야 한다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타인에 대한 추론이 필요하고 ‘추론적 위빠싸

나’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이다. 자신과 타인의 통합적 이해라는 면에서는 

이상적이지만, 다른 사람의 주관적 경험에 해당하는 신수심법(身受心法)을 반

복적으로 관찰한다는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경전은 사수관(kāyā, 

vedanā, cittā, dhammānupassanā)의 진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내외적 

수관의 정형구를 16회 반복한다. 방법의 구체성을 감안할 때 타인에게 동일하

Satipaṭṭhāna, The Direct Path to Realization. (Kandy : BPS. 2003). p.94.

29) 정준영, 앞의 논문, ｢대념처경에서 보이는 수념처의 실천과 이해｣, p.220.

30) DN, II. p.216 ; MN, III. p.16 ; SN, IV. p.205 ; V. p.143, p.294, p.297 ; AN, III. p.450.

31) DA, III. p.775 : Iti ajjhattaṃ vā ti evaṃ sukhavedanādipariggaṇhanena attano vā vedanāsu,  parassa vā 

vedanāsu, kālena vā attano kālena vā parassa vedanāsu vedanānupassī viharati. ; 비고) SA, III. p.74 : 

Ajjhattañ ca bahiddhā ca ti, attano parassa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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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32) 

아날라요(Anālayo)는 외적수관을 ‘external contemplation’으로 영역하며 기

존의 논의를 정리한다. 그는 ‘외적으로’를 타인으로 이해하는 주석서의 해석

에 동의하며, 자신의 느낌과 반응을 알아차리는 것이 타인의 것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한다. 오히려 자기 자신만을 수행하는 것은 타

인을 모르는 자기중심적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타인으로의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는 현대 명상지도자들의 대안을 열거하는데, 이들은 1)내적으

로는 몸의 깊은 곳, 외적으로는 피부, 2)표면적 진리(apparent truth)와 궁극적 진

리(ultimate truth), 3)마음(mental)과 몸(physical)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해석을 사수관에 모두 적용하는 것은 제한적이라 평가한다. 결국 대상

은 내･외적으로 포괄되고 무상함의 이해로 전환해야 하기에 자타의 구분은 적

합하며 수행과정의 일부라는 것이다.33) 하지만 현대 명상자들이 왜 이러한 대

안을 제시했을까? 초능력이 없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수관이 실천적으로 불가

능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아날라요는 ‘외적으로’를 ‘다른 사람의’로 해석하는 부분을 초기

경전 안에서 찾고자 시도한다. 그리고 중요한 근거로써 ｢자나와사바숫따

(Janavasaba sutta)｣를 제시한다. 

32) 마음챙김을 심리치료의 기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추론을 사용하는 방법 역시 소개하고 있다. Janet 

L. Surrey. “Relational Psychotherapy, Relational Mindfulness” Mindfulness and Psychotherapy, (New 

York : Guilford Press), 2005 p.92, p.94, p.106 ; p.169 : “마음챙김 원리를 응용한 관계적 치료회기

(mindfulness-informed relational theraphy) 중에 치료자는 자신의 감각, 감정, 생각, 기억의 순간순간

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인다. 환자가 자신의 감정, 생각, 지각, 몸의 감각을 말하는 동안 치료자도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환자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명심하는데, 치료자는 이러한 지각을 관계

의 움직임을 돕는데 사용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살아있는 실재, 즉 그들의 말, 목소리, 감정, 표

현, 신체언어, 호흡 등에 대한 순간순간의 주의이다(This is moment-to-moment attention to the living 

reality of the other).” ; p.189 : 관계적 통찰(Relational Insight) “상호공감과 연민이라는 인간능력을 

통하여 깊은 통찰의 경험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치료관계에서 상호작용은 보통 덜 깊은 수준에서 

일어나지만 깊은 연결에 의해서 삼법인에 대한 통찰의 기회를 제공받는 순간이 있다. 관계적 수행

(relational practice)에서 이러한 진리 또는 통찰은 진정한 연결의 순간에 서로 경험된다. 이러한 통

찰은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관계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다.”

33) Anālayo, op. cit.,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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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avasaba sutta는 염처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맥락에서 ‘외적인 것

이’ 타인의 몸, 느낌 등으로 명확히 언급되어 있다. 이 구절이 ‘외적’ 염처

의 본성에 대해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경전이기 때문에 현재

의 논의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하다.”34)

하지만 아날라요가 주목할만한 유일한 경전이라 제시한 부분은 범천의 삼

매를 설명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사띠빳타나 수행의 정형구와 차이점을 보인

다. 그리고 경구를 살펴보면 내적으로는 수행자 자신의 몸을 수관(anupassanā)

하고,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몸을 지견(ñāṇa-dassana)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내적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물며 거기서 바르게 집중에 들

고 고요해진다. 외적으로 다른 사람의 몸에 지혜와 봄을 가지게 된다.”35)  

위빠사나 수행의 방법론으로 제시하는 ｢마하사띠빳타나숫따｣의 ‘외적으

로’는 모두 수관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불교는 추론의 지혜를 사용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몸을 추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를 들어, ‘내 

몸이 늙어가니 다른 사람의 몸도 늙을 것이다.’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내 몸의 

늙음은 주관적 경험으로 아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늙음은 경험을 바탕한 추론

으로 아는 것이다. 본고의 핵심논의는 ‘나를 수관 하듯이 다른 사람의 수관이 

가능한가?’이며 만약,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해석이 제안되어야 한다. 

현재 경전의 ‘외적으로’를 해석할 수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

는 자기 자신이다. 내적･외적 모두 수행자 자신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 경

우 주석서의 해석에 의지하지 않고 수행자의 직접경험을 추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감각기관의 활용이다. 주석서의 해석에 따라 ‘외적으로’를 ‘다른 사람

34) 이필원 외 �깨달음에 이르는 알아차림 명상수행� (명상상담연구원, 2009) p.113 ; Anālayo, op. cit., 

p.98 ; 김종수, �아날라요 비구의 마음챙김 확립수행� (불광출판사, 2019) p.69.

35) DN. II. p.216 : Ajjhattaṃ kāya kāyānupassī viharanto tattha sammā samāhito sammā vippasanno 

bahiddhā para-kāya ñāṇa-dassanaṃ abhinibbatte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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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 해석하는 것인데, 수행자는 자신의 감각기관을 통해 다른 사람을 파악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추론이다. 주석서의 해석에 따라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 

것처럼 추론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해석의 경우 ‘외적으로’를 ‘다른 사람의’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자

신을 대상으로 삼기위해 현대 명상지도자들은 다양한 접근을 시도했다. 하지

만 신수관(身隨觀)에 대한 내용을 수수관(受隨觀)이나 심수관(心隨觀)에 동일하

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내적으로’를 몸 안의 감각으로, 

‘외적으로’를 피부의 감각으로 해석하는 경우, 수수관에 적용가능하다. 하지

만 심수관의 마음을 몸 안의 마음이나 피부의 마음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은 사수관 모두에 적용이 어렵다. 두 번째는 감각기

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사수관을 나의 사수관처럼 아는 것이다. 이 경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이 그의 경험을 가장(假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겉으로는 울지만 속으로 웃을 수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즉, 보고 

듣는 등의 외적 모습만으로 타인의 온전한 이해는 불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이 

능력의 완성을 위해서는 초능력이 필요하다. 경전이 초능력을 발휘하라는 의

미로 외적수관을 반복제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론이다. 추론

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상황을 유추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시 문제가 

있다. 수관은 실제하는 현상을 반복적으로 따라서 보고 아는 것이고, 추론은 

생각의 작용이다. 

그렇다면 모두 불가능한 것인가? 본 연구는 ‘외적으로’를 ‘다른 사람의’로 

해석하지 않고, 사수관 모두에 적용 가능하며, 주석서의 설명도 이해 가능한 

방법을 찾고자 시작되었다.

IV. 메타인지적 접근

수행자는 사수관을 통해 주관적 경험을 한다. 초보 수행자는 통증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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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자신과 동일시 하여 이를 악물고 인내심으로 버틴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현상에 대한 수관의 힘이 강해지면 통증이 일어나더라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마치 다른 사람의 감각을 보듯이 거리두기가 가능해지는 것이

다. 통증을 인내하는 전자를 ‘내적으로[자신의]’, 통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후자를 ‘외적으로[다른 사람의]’로 이해하면 자기 자신 안에서 다른 사람의 것

을 보듯이 탈동일시의 수관이 가능하다.36) 물론 이들의 과정은 복합적이며 둘

로 자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주관이 개입된 상태로, 외적

으로는 주관이 배제된 상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의 내적 외적은 모두 자기 

자신의 경험을 말한다. 이러한 해석은 신수심법(身受心法)의 사수관 모두에 적

용가능하다.37) 

이러한 ‘외적으로’의 접근을 메타인지(meta cognition)라고 부를 수 있다. 메

타인지는 자신의 인지과정에 대하여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 발견, 통제

하는 정신작용을 말한다. 메타인지는 현상에 대한 1차적 인지 이후의 상위인

지(上位認知) 개념으로 신체적 감각 이외에 심리적 정서에도 적용가능하다. 화

난 마음이 있고, 화난 마음을 아는 마음이 있다. 전자를 ‘내적으로’ 후자를 ‘외

적으로’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사수관을 진행하는 수행자가 추구하는 ‘빠자나

띠(pajānāti)’는 결국 현상을 분명히 아는 객관적 알아차림을 포함한다. 이러한 

36) ‘외적으로(bahiddhā)’는 ‘밖의(outside), 밖으로 향하는(outward)’의 의미를 지닌다.(PED. p.484) 여

기서 ‘외적으로’가 목적격으로 쓰였다면 ‘밖을 수관한다’의 의미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경전

을 해석한 문헌들을 살펴보면 ‘외적으로’가 문맥상 부사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내적으

로,’ ‘외적으로’가 의미하는 것은 수관의 대상이라기 보다 수관의 방향성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 각묵, �디가니까야� 2권,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2006), p.499 ; 중앙승가대학교 역경학과, 

�초기불전� 2호, (중앙승가대학교 2006), p.27 ; Maurice Walshe, The Long Discourse of the Buddha. A 

Translation of the Dīgha Nikāya, (Kandy : Buddhist Publication Society. 1996), p.336.

37) 법수관의 ‘오장애’와 ‘칠각지’를 살펴보면, ‘오장애(pañca-nīvaraṇa, 五蓋)’는 불교수행을 위하여 제

거해야 하는 요소들로 수행의 시작에 나타나고 ‘칠각지(satta-bojjhanga, 七覺支)’는 사념처 수행의 

발전을 통해 얻어진다. (SN, V. p.160f ; MN, III. p.85) 법수관에서 이들은 ‘내적으로’ 분명히 아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DN, II. p.300f : ‘Atthi me ajjhattaṃ kāmacchando ti’ pajānāti, asantaṃ vā 

ajjhattaṃ kāmacchandaṃ ‘N’atthi me ajjhattaṃ kāmacchando ti’ pajānāti. ; DN, II. p.303f : Atthi me 

ajjhattaṃ sati-sambojjhaṅgo ti’ pajānāti, Asantaṃ vā ajjhattaṃ sati-sambojjhaṅgaṃ ‘N’atthi me 

ajjhattaṃ sati-sambojjhaṅgo ti’ pajānāti.) 현재 발생하는 수관의 대상이 아닌 개념적 주제를 다루는 

법수관의 사성제(四聖諦)에 대해서는 재논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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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은 수행자가 경험하고 통제하는 습관적인 방식과 인지에 대한 신념을 변

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증은 싫은 것, 위험한 것, 피해야 하는 것이라

는 습관적 인지의 방식에서 벗어나 통증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기존에 보지 

못했던 통증이란 현상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다. 나의 통증을 타인의 통증을 보

듯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메타인지는 메타인지치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메타인지치료는 인지

적 주의증후군에 대응하여 ‘거리두기 마음챙김(Detached Mindfulness)’을 진행

한다.38) 먼저 거리두기 마음챙김은 생각에 대해 이후의 인지적 반응이나 대처

반응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속적 사고(Perseverative Thinking)

를 중지하고 생각에 초점을 맞추거나 회피하거나 변환시키는 것과 같은 구체

적 대처 전략을 멈추는 것이다. 그리고 거리두기 마음챙김의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을 일어난 생각 그 자체와는 별개인 관찰자로 경험하는 것이다. 자신을 타

인을 보듯이 관찰하는 것이다. 피터피셔(Peter Fisher)는 인지행동치료의 제3동

향에 포함되는 수용전념치료(ACT), 마음챙김에 기반한 인지치료(MBCT)와 

거리두기 마음챙김(DM)의 차이점을 분명히 제시한다. 메타인지를 이용한 거

리두기 마음챙김은 일어난 생각에 대해 변형을 시키려는 등의 처리를 하지 않

는다. 즉, 특정한 연습을 통해 사고를 통제하려는 전략은 사용하지 않는다. 동

시에 혐오적인 경험에서 주의를 돌려 다른 것으로 주의를 향하게 함으로써 감

각이나 생각에 접근하는 방법은 메타인지적 목적과 반대된다.39) 

수행자는 능동적 접근의 수관뿐만 아니라, 조정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수동적 접근의 수관도 필요하다. ‘내적으로’를 ‘자신의’로 해석하는 것을 수행

자의 능동적[주관적] 접근이라고 본다면, ‘외적으로’를 ‘다른 사람의’로 해석

38) 비고) Tomasz Jankowski, Pawel Holas, “Metacognitive model of mindfulness” Consciousness and 

Cognition 28C(1)(2014), pp.64-80, DOI: 10.1016/j.concog.2014.06.005.   

39) 정지현 역, �메타인지치료� (학지사, 2016) p.20, p.129, p.136 : 메타인지치료가 출현할 때까지 메타

인지에 대한 연구는 주로 발달심리학과 인간 기억연구 분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Wells(2000)와 Matthews(1994, 1996)가 분명하게 메타인지를 핵심위치에 두는 일반 정신병리이론

을 발전시켰다. 참고) Wells, A, Emotional Disorders and Metacognition : Innovative Cognitive Therapy 

(Chichester : Wile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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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수행자의 수동적[객관적]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아를 분리하

여 타인을 보듯이 나의 경험을 관찰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표현하든지 이

들의 대상은 모두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 물론 초기경전과 주석서의 문구를 현

대심리학의 입장에서 살피는 것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상기 설명한 메타인지

적 거리두기 마음챙김을 단순히 현대심리학적 해석이라고 보는 위빠사나 수

행자도 드물 것이다.40) 동시에 20세기 부활한 현대상좌부 불교수행의 입장에

서 해석한 추론적 위빠사나를 붓다의 가르침으로 치환하는 것도 제한적이어

야 한다. 

�위숫디막가�의 혜청정은 3)견청정으로 시작하며 첫 번째로 ⑴몸과 마음을 

구별하는 지혜(名色區別知)를 설명한다. 즉, 나타나는 현상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을 구분하는 것이 위빠사나를 통한 첫 번째 지혜이다. 

“오취온이 있을 때 중생이나 인간이라는 언어적 표현이 있을 뿐 궁극적

인 실제로 하나하나를 조사하면 ‘내가 있다’라든가 ‘나’라고 집착하는 

중생은 없다. 궁극적 실제로는 정신과 물질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자의 봄을 있는 그대로 봄이라고 한다.”41)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신･물질을 구분하기 때문에 중생이라

는 인식을 극복한 뒤 미혹이 없는 경지에 확립되어 정신･물질을 있는 그

대로 봄을 견청정이라고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정신 물질의 구분

과 상카라들의 한계를 정함과 동의어이다.”42)

몸과 마음을 분리하여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위빠사나 수

행의 첫 번째 지혜이다.43) 이를 위해 수행자는 나라는 생각 없이, 자기 자신을 

40) 참고) 김범진, ｢사띠(sati)와 사마디(samādhi)의 중도적 구조에 대한 연구 : 초기불교와 현대심리학

을 중심으로｣ �인도철학� 35호 (인도철학회, 2012).

41) Vism. p.594 ; Bhikkhu Ñāṇamoli, op. cit., p.617 ; 대림, 앞의 책, p.189.

42) Vism. p.597 ; Bhikkhu Ñāṇamoli, op. cit., p.620 ; 대림, 앞의 책, p.195.

43) Vism. p.411, p.694, p.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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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보듯이 바라봐야 한다. 딘 샤피로(D. H. Shapiro)는 “명상이란 추론적

(discursive)이거나 반추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비분석적 방식으

로 집중하는 의식적 시도 기법.”이라고 하였다.44) 기본적으로 명상은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다. 로날드 시걸(Ronald D. Siegal)은 마음챙김 명상이 직

접적 관찰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마음챙김 명상은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관찰(direct 

observation)에 초점을 둔다. 다른 사람의 관찰에(observations of others) 근

거해서 지도와 지침을 주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본인의 경험으로 확인

되지 않으면, 어떠한 원칙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한

다.”45)  

상좌부불교의 주석서 전통에서 벗어난 서구의 명상가들은 붓다의 수관을 

더욱 실천적인 입장에서 접근한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마음챙김을 적용하

는 수관이 추론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자신에 대한 직접관찰

이 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대상을 향한 수관을 추론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동시에 주석서의 해석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 ‘추론적 위빠

사나’를 제안하는 방식도 수정되어야 한다. 오히려 ‘외적으로’를 메타인지적 

접근으로 이해하면 ‘다른 사람의’라고 해석하지 않아도 설명이 가능하다. 동

시에 신수심법 사수관 모두에 적용 가능하며, 주석서의 타인이란 설명도 객관

적 입장이라는 취지에서 해석가능하다.

44) Shapiro, D.H, “Overview : Clinical and Physiological Comparison of Meditation with other self-control 

Strategi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3), (1982) pp.267-264  ; 김재성, <명상이란 무엇인

가> �월간불교문화� 12월호 (대한불교진흥원, 2019) (재인용).

45) Ronald D. Siegal, Paul R. Fulton. “Buddhist and Western Psychology” Mindfulness and Psychotherapy, 

(New York : Guilford Press), 2005,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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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마치는 말

지금까지 추론적 위빠사나의 의미, 외적수관의 해석문제, 그리고 메타인지

적 접근을 통한 해석을 진행했다. 먼저 2장은 추론적 위빠사나의 의미와 사례

를 살펴보았다. 빠알리어 ‘안와야’, ‘아누마나’, ‘나야’는 순리적 사고를 통한 

귀납적 추론을 의미했다. 초기불교와 �위숫디막가�를 통해 설명된 추론의 지

혜가 위빠사나로 연결되어, 현대 상좌부전통에서 추론적 위빠사나라는 신조

어가 만들어졌다. 추론의 의미를 지닌 빠알리어 ‘아누마나’는 위빠사나와 합

성되어 추론적 위빠사나로 부르게 되었고, 다양한 방법의 접근을 시도하는 

‘나야 위빠사나’도 추론적 위빠사나로 번역되었다. 주관적 경험을 통해 귀납

적 추론을 활용하는 것을 추론적 위빠사나라고 부르는 것은 현대 상좌부불교

의 지도자 사이에서 정리한 신개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두 번째로 3장은 외적수관을 통해 추론적 위빠사나가 나타난 배경을 살펴

보았다. ｢마하사띠빳타나숫따｣는 사수관의 구체적 방법을 설명하고, 정형구

를 통해 이들의 내적외적수관을 제시했다. 주석서는 경전의 ‘내적으로’를 ‘자

신의’로, ‘외적으로’를 ‘다른 사람의’로 해석하며 타인의 신수심법을 수관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리고 주석서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 상좌부불교는 

‘다른 사람의’ 현상을 수관하기 위해 추론적 위빠사나를 제안했다. 하지만 직

접적인 경험의 수관과 간접적인 경험인 추론은 다르다. 문헌의 전통적 해석을 

실천방법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따랐다. 결국 ‘외적으로’를 ‘다른 사람

의’로 해석하지 않고, 사수관에 모두 적용 가능하며, 주석서의 설명도 이해 가

능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은 문제해결을 위해 메타인지적 접근를 통한 해석을 제안했

다. 외적수관에 상위인지를 적용하면 ‘다른 사람의’로 해석하기에 앞서, 탈동

일시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가능해진다. ‘다른 사람의’라는 주석서의 해석을, 

[나를] ‘다른 사람 보듯이’로 해석할 수 있다. 타인에게 소유된 경험을 자신의 

경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즉, 내외적 수관은 모두 주관적 경험 안으로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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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관의 시작은 [내적으로] 주관적으로 접근하고 수관의 능력이 향상되면 

거리두기 마음챙김처럼 [외적으로]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

은 외적수관의 실천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현대 상좌부불교의 전통은 위빠사나 수행의 구체적 방법론을 통해 많은 사

람들에게 수행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좌부불교의 전통 

안에 갇혀 새로운 이해의 시도가 제한되어 보인다. 때로는 주석서 전통에 얽매

이지 않는 서구의 명상가들이 붓다의 가르침에 순수하게 다가가는 것은 아닌

가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현상을 여실지견하는 위빠사나를 추론으로 실천해

야 하는 현대의 위빠사나 수행은 과연 누구의 가르침이란 말인가. 



추론적 위빠사나 수행의 실천 재고   115

참고 문헌 REFERENCES

◆ 약호 및 일차 문헌 ABBREVIATIONS AND PRIMARY SOURCES

AN MORRIS, R and HARDY, E. ed. 1985-1990. Aṅguttaranikāya, 5 vols. 

London: Pali Text Society. 

DA RHYS DAVIDS, T. W and CARPENTER J. Estlin. ed. 1968. Sumaṅ-

galavilāsinī, 3 vols. London: PTS. 

DN RHYS DAVIDS, T. W and CARPENTER J. Estlin. ed. 1890-1911. 

Dīghanikāya, 3 vols. London: PTS. 

MN TRENKNER, V. and CHALMER,. R. ed. 1948-1951. Majjhimanikāya, 3 vols. 

London: PTS,.

PED RHYS DAVIDS, T. W. and STEDE, William. 1993. Pali-English Dictionary. 

Delhi: Motilal Banarsidass Pub.

SA WOODWAR, F. L. ed. 1977. Sāratthappakāsinī, 5 vols. London: PTS. 

SN LEON FEER, M. ed. 1884-1904. Saṃyuttanikāya, 6 vols. London: PTS. 

Vism RHYS DAVIDS, C.A.F. and LITT, D. ed. 1975. Visuddhimagga, London: 

PTS.

◆ 이차 문헌 SECONDARY LITERATURE

ANĀLAYO. 2003. Satipaṭṭhāna, The Direct Path to Realization. Kandy: BPS. 

CHOI, Hun dong (최훈동). 2003. ｢정신의학에서 본 수행에 있어서 ‘안과 밖’의 문제｣ �맛지

마니까야 완간기념 세미나 자료집� [*“The problem of 'inside and outside' 

contemplations in psychiatry” Majjhimanikaya Completed Memorial Seminar 

Collection], Seoul: 한국빠알리성전협회 (Korean Pāli Text Society), 155-173.

DAELIM (대림) tr. 2018. �청정도론 3� [Visuddhimagga 3], Ulsan: 초기불전연구원 (Center 

of Early Buddhist Studies). 



116   불교학연구 제63호

DHAMMADHARO, Ajahn. 1977.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Naturs of Insight 

Practice” in Kornfield, Living Buddhist Masters, Kandy: BPS, 263-278.

GAGMUG (각묵) tr. 2006. �디가니까야 2� [Dīgha Nikāya 2], Ulsan: 초기불전연구원 

(Center of Early Buddhist Studies).

GOENKA, S. N. 1999. Discourses on Satipaṭṭhāna sutta. Igatpuri: VRI. 

ILCHANG (일창) tr. 2016. �위빳사나 수행방법론 2� [Vipassana Shunikyan 2], Gyeonggi: 

불방일 (Bulbangil).

ILJUNG (일중). 2002. ｢고엔카 수행법과 大念處經｣ �대념처경의 수행이론과 실제�

[* “Goenka Vipassanā Practice and Mahasatipaṭṭhānasutta” Conference on 

Meditation Theory and Practice of the Mahasatipaṭṭhānasutta], Seoul: 홍원사

(Hongweonsa), 85-136.

JANKOWSKI Tomasz, HOLAS Pawel. 2014. “Metacognitive model of mindfulness” 

Consciousness and Cognition 28C(1), Elsevier. 64-80. 

JAYATILLEKE, K. N. 1980. Early Buddhist Theory of Knowledge. Delhi: Motilal 

Banarsidass Pub.

JEON, Jae seong (전재성). 2003. ｢철학적 입장에서 본 수행에서의 ‘안’과 ‘밖’의 문제｣ �맛

지마니까야 완간기념 세미나 자료집� [*“A Study on the philosophical point of 

view, the problem of 'in' and 'out' in practice” Majjhimanikaya Completed 

Memorial Seminar Collection], Seoul: 한국빠알리성전협회 (Korean Pāli Text 

Society), 133-154.

                 tr. 2018. �청정도론-비쑷디막가� [Visuddhimagga], Seoul: 한국빠알리성전협

회 (Korean Pāli Text Society).

JEONG, Jih yeon (정지현) tr. 2016. �메타인지치료�, [Metacognitive Therapy : Distinctive 

Features] Seoul: 학지사 (Hagjisa).

JEONG, Jun young (정준영). 2003. ｢대념처경에서 보이는 수념처의 실천과 이해｣ [“A 

study on the understanding of the contemplation of feelings”], �불교학연구�

(Korea Journal of Buddhist Studies) vol.7, 183-242.

                . 2005. ｢사마타와 위빠사나의 의미와 쓰임에 대한 일고찰｣ [“A Study on 

the meaning and usage of Samatha and Vipassanā-bhāvanā”], �불교학연구� 



추론적 위빠사나 수행의 실천 재고   117

(Korea Journal of Buddhist Studies) vol.12, 521-552.

JOONG-ANG SANGHA University Division of Scripture Translation. (중앙승가대학교 역경학과) tr. 

2006 �초기불전� [*Early Buddhist Scriptures] Kimpo: 중앙승가대학교

(JOONG-ANG SANGHA University)

KALUPAHANA, David J. 1990. “inference” ed. W.G Weeraratne. Encyclopeadia of 

Buddhism vol.V, Colombo: Government of Sri Lanka, 575-578.

KHEMACARI, Mahathera. 1985. “A Discourse on Satipaṭṭhana” in Sujīva : Hope on Board 

the Ship of Mindfulness. Singapore: Kowah printing, 17-39.

KIM, Beom jin (김범진). 2012. ｢사띠(sati)와 사마디(samādhi)의 중도적 구조에 대한 연구 

: 초기불교와 현대심리학을 중심으로｣ [“A Study on Middle-Path Structure in 

Sati and Samādhi”] �인도철학� (Korean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vol.35, 

29-72. 

KIM, Jae seong (김재성). 2019. <명상이란 무엇인가>�월간불교문화 12� [*What is 

Meditation? Buddhism and culture Magazine 12] Seoul: 대한불교진흥원 (The 

Korean Buddhism Promotion Foundation).

KIM, Jong su (김종수) tr. 2019. �아날라요 비구의 마음챙김 확립수행� [Satipaṭṭhāna 

Meditation : a Practice Guide], Seoul: 불광출판사 (Bulkwang books).

LEE, pil weon (이필원 외) tr. 2009. �깨달음에 이르는 알아차림 명상수행� [Satipaṭṭhāna, 

The Direct Path to Realization] Seoul: 명상상담연구원 (Meditation Counseling 

Research Institute). 

MAUNG THA, Noe. 1981. tr. Mahasi Sayadaw, Fundamentals of Vipassana Meditation. 

Yangon: Buddhasasana Nuggaha Association.

MISAN (미산). 2002. ｢大念處經의 주석서에 대한 이해｣ �대념처경의 수행이론과 실제�

[*“On Understanding of the Commentarial Literature on the Mahasatipaṭṭhānasutta” 

Conference on Meditation Theory and Practice of the Mahasatipaṭṭhānasutta], 

Seoul: 홍원사 (Hongweonsa), 49-84. 

ÑĀṆAMOLI, Bhikkhu tr. 2010. The Path of Purification (Visuddhimagga), Kandy: Buddhist 

Publication Society.

NYANAPONIKA, Thera. 1996. The Heart of Buddhist Meditation. Kandy: BPS. 

PIYADASSI, Thera. 1987. The Buddha’s Ancient Path. Taiwan: The Corporate Body of the 



118   불교학연구 제63호

Buddha Educational Foundation. 

ROBERT, Mann. 1992. Buddhist Character Analysis Bradford on Avon: Anukana.

SHAPIRO, D.H. 1982. “Overview : Clinical and Physiological Comparison of Meditation 

with other self-control Strategi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3), 

267-274.

SIEGAL, Ronald D and FULTON, Paul R. 2005. “Buddhist and Western Psychology” 

Mindfulness and Psychotherapy, New York: Guilford Press, 36-58.

SĪLĀNANDA, Thera. 1990. The Four Foundations of Mindfulness. Boston: Wisdom pub.

SOMA, Thera. 1981. The Way of Mindfulness. Kandy: Buddhist Publication Society.

SURREY, Janet L. 2005. “Relational Psychotherapy, Relational Mindfulness” Mindfulness 

and Psychotherapy, New York: Guilford Press, 91-110.

VMFTC (Vipassanā Mettā Foundation Translation Committee). tr. 2016. Mahasi Sayadaw, 

Manual of Insight. Somerville: Wisdom pub.

WALSHE, Maurice tr. 1996. The Long Discourse of the Buddha: A Translation of the Dīgha 

Nikāya, Kandy: Buddhist Publication Society.

WELLS, A. 2000. Emotional Disorders and Metacognition : Innovative Cognitive Therapy. 

Chichester: Wiley.

https://www.thegoodbody.com/meditation-statistics/ (검색일자 2020.5.3).



추론적 위빠사나 수행의 실천 재고   119

Modern vipassanā masters explain the vipassanā practice in two ways. One is 

direct vipassanā and the other is inferential vipassanā. This study starts with a 

question about how to implement inferential vipassanā. This study attempts three 

approaches to solving practical problems and interpretation of external contemplation 

(anupassanā), which is the starting point of inferential vipassanā. First, examine the 

meaning, use, and reasons of the inferential vipassanā through the Pāli words 

‘anvaya’, ‘anumāna’, and ‘naya’. In this process, the ‘inferential knowledge’ 

described by Pāli-Nikāya and Visuddhimagga is linked to vipassanā, confirming 

that the new ‘inferential vipassanā’ was coined in the Modern Theravāda Buddhist 

tradition. Second, examine the background of inferential vipassanā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external contemplation. The commentary interpreted ‘external’ as 

‘other persons’, and suggested a way to investigate of the body, feeling, mind, and 

dhamma of someone than himself. And modern Theravāda Buddhism, which is 

based on the tradition of the commentary, proposed an inferential vipassanā to 

contemplation on the others phenomenon. It is possible to infer other's experiences, 

but this is not contemplation (anupassanā). Third, metacognition is used to solve 

the above problems. If you apply the metacognitive approach introduced in the 

recent psychological therapy in Western countries, you can underst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commentary of ‘others’ as ‘as you see others’. In other word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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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possible to understand ‘external’ as the disidentification with self. Both internal 

and external contemplations can be performed within the practitioner's own 

experience through the process of subjectivity and objectivity. Therefore, inference 

for Vipassanā becomes un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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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erence, Vipassanā  (Insight), external  (bahiddhā), contemplation (anupassanā), metacogni-

tion, mindfulness (sati), med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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