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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역기능적 분노 표현이 인지 작용의 결과이며, 관리가 힘든 

정서로 분류한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주요 번뇌로 취급하고, 수행자가 사띠(sati)로 

분노를 조절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분노의 과정에 사띠가 언제 어떻게 개

입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빨리(Palī) 문헌 및 관련 연구를 

토대로 분노의 발생 과정을 고찰한다. 그리고 분노의 조절 과정에 대한 논의는 �맛

지마 니까야(Majjhima Nikāya)�의 ｢화살 경(Salla sutta)｣을 근거로 한다. 

분노는 상응하는 조건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첫 번째 화살이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분노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두 번째 화살을 맞게 된다. 두 번

째 화살은 분노가 아닌 이미 분노에 대한 생각이 주인공이다. 이와 같은 생각에 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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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함몰되는 것은 분노의 싹을 틔우는 기름진 토양을 만드는 것이다. 

분노의 첫 화살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사띠는 분노에 대한 인식을 통제함으로써 

이미 일어난 분노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게 하고, 인식의 불건전한 흐름을 막

는다. 설령 이러한 불건전한 흐름을 막지 못하고 두 번째 화살을 맞게 되더라도, 인

내심을 발휘한 사띠는 분노에 대한 생각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분노의 씨앗을 

뿌리지 않게 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일어난 감정 그 자체가 주체일 때, 단지 그것

의 힘이 저절로 약해지도록 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감정에 대항하는 생각이 주체

가 되도록 하여, 그것에 휩쓸릴 것인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사띠는 분노를 인식해 나가는 과정 동안 개입된다면, 조절하는 것

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노의 불같은 특성을 고려한다면, 현대인이 이를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들이 실천 가능한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분노라는 강렬한 감정을 사띠로 조절 가능한가에 대한 

도전적 탐구를 남방불교 문헌을 통해 시도하고,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

의가 있다.

주제어

갈등, 분노, 사띠, 니까야, �화살경�, 인식, 잠재성향

I. 서론

현대사회에서 갈등은 다양한 계층과 조직을 넘어 보편적이며 만연화 양상

을 보인다. 갈등은 악의적이고 파괴적이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이 전통적 입장

이다. 현대적인 입장에서 갈등은 관계 간에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것이며, 때

때로 건전한 경쟁 관계 촉진이나 의사 교환의 활성화 기제로 인식된다.1) 그러

나 현대의 갈등 연구자들은 적정 수준의 갈등이 개인의 심리･사회적 관계 유

지에 도움은 되지만, 높은 수준의 갈등은 조직･집단･국가를 혼란과 분열로 심

화시키고, 불안･분노 그리고 극단적 대립과 마찰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지적

1) 나태준･박재희 20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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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2) 특히 분노 감정은 갈등의 결과인 동시에 다시 갈등을 유발시키는 원

인3)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요인으로 간주된다. 

현대적 의미에서 분노(anger)는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보편적인 

인간의 필수 감정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내･외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분노 감

정은 그 자체로는 사실상 긍정･부정의 의미는 없다. 그러나 분노의 역기능적 

표현은 타인에 위해를 가하거나 개인의 심신 건강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며 

심리･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4) 분노의 원인에 대해 인지 이론가

들은 분노 당사자의 분노 유발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해석 과정을 제안한

다.5) 정신의학에서도 비합리적 신념을 바탕으로 하는 분노사고가 역기능적 

분노 표현의 원인이라고 가정한다. 분노 관리 전문가들은 분노 감정보다는 분

노 표출의 원인에 대한 인지적 재구성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6) 이와 

같은 가설들은 분노가 인지적 차원의 접근으로 치유가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

하는 것이다. 

최근 현대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역기능적 사고와 비합리적 신념을 조절하

기 위한 방안으로 마음챙김(mindfulness)과 같은 남방불교의 수행법이 제안되

고 있다.7) 이들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 거리

를 두고 그것을 관찰하게 하거나, 주의를 호흡이나 감각 등에 전환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방식 등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금 여기에서 대상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앎을 통해 부정적 사고의 확산을 막고 감정적 동요를 감소시키

는 것을 기제(mechanism)로 한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있는 그대로의 앎은 사띠

(sati)를 말하며 마음지킴, 마음챙김, 알아차림 그리고 mindfulness, awareness 등

과 같은 용어들로 혼재되어 지칭된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는 의미는 카밧진

2) 박호숙 2006, 28-29.

3) Van Kleef et al. 2008, 14-15.

4) 전겸구 외 4인 2021, 125-144.

5) Beck 2019, 17-18.

6) 서수균･권석만 2005, 327-339.

7) 문현미 2005, 20-22; 허버트 벤슨 2020, 11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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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bat-Zinn)이 정의한 ‘현재 순간의 경험에 대한 비 판단적 알아차림’과 관련

되어 있다.8) 

대표적인 부정적 정서로 분류되는 분노도 이와 같은 중재법을 시도하고 있

으나, 결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이다. 그것은 분노 당사자가 분노의 원인

이 외부에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거나, 자신의 분노에 대한 의미 부여와 

같은 부적응적 대처사고들이 분노를 더욱 부추기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역할

을 하기 때문이다.9) 또한 분노는 다른 정신장애와 함께 동반되는 감정으로 분

류될 뿐, 분노 자체만으로는 독립적인 진단기준 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

에 분노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어렵다는 시각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10) 

한편 남방불교 문헌들에서 분노(dosa)는 탐욕(lobha), 어리석음(moha)과 함

께 해로운 마음(akusalacittāni)의 강력한 뿌리로 강조되고 있다.11) 또한 12가지 

해로운 마음에 해당하는 불선법(不善法) 중 하나로 분류되고,12) 괴로움을 가져

오고 괴로움을 익게 하는 법으로 취급된다.13) 특히 분노는 용모가 나쁘고 못생

기고 추하게 태어나는 원인과 조건14)이라고도 지적된다. 출가수행자들의 선

정(jhāna)의 증득을 방해하는 요소로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5가지 장애(五蓋, 

pañca-nīvaraṇa) 중 하나로 간주된다.15) 분노(kodha)를 16가지 마음의 오염원

(upakkilesa) 중 하나로 규정하고, 더럽고 때 묻은 옷감이 다른 옷감으로 물들여

지지 않듯이 분노로 마음이 오염되면 악처(duggati)에 태어나게 된다고 경고한

다.16) 독사나 오줌,17) 그리고 병(roga)18) 등으로 비유하며, 자신과 타인을 파괴

8) Kabat-Zinn 1994, 4.

9) 서수균 2004, 2-3.

10) 분노는 우울, 불안과 달리 미국정신의학회(APA)에서 분류한 정신장애 진단기준인 DSM-5의 기분

장애(Mood Disorders)로 분류되지 않는다. 다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반사회성, 경계성, 자기

애성 인격장애 등 일부 정신장애에 분노와 관련된 증상들이 포함되어 있다. 

11) kusala와 akusala의 정의에 대해서는 슈미트하우젠 2016, 27ff참조.

12) �아비담마 길라잡이上�(대림･각묵 역 2004), 111.

13) �앙굿따라 니까야 1�(대림 역 2006), 288-292.

14) �앙굿따라 니까야 2�(대림 역 2006), 468.

15) �상윳따 니까야 5�(각묵 역 2009), 509-510.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그리고 의

심 5가지 범주를 바른 삼매에 들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오염원으로 들고 있다. 

16) �맛지마 니까야 1�(대림 역 2012),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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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19)

이뿐만 아니라 ｢톱의 비유 경(Kakacūpama sutta)｣에서 붓다는 다른 비구들

과 과하게 어울려 지내면서 비난에 대해 면전에서 화를 내고 언쟁을 벌리는 몰

리야팍구나(Moliyaphagguna) 비구에게 “어느 누가 그대를 손으로 때리고 흙덩

이를 던지고 몽둥이로 때리고 칼을 내리치더라도 … 내 마음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악담을 내뱉지 않으리라”라며 분노를 일으키지 말 것을 강조

한다.20) 여기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상해를 입히고 욕설을 할지라도 우리

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나 욕설을 하지 않고 지워 없앰을 실천해야 한다”21)고 

당부한다. 이와 같이 남방불교에서는 화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의기양양한 

분노뿐만 아니라, 슬프고 우울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의기소침한 분노조차 

파괴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22)는 것이 분노에 대한 

입장이다. 

그렇다면 붓다는 분노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다고 설하는가.

�맛지마 니까야(Majjhima Nikāya)�와 �상윳따 니까야(Saṃyutta Nikāya)�에

서는 마음의 오염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성냄을 버리기 위해 그리고 열

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닦아야 한다고 강조한다.23) 감각기능을 잘 

단속하면서 머무는 자에게는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없다고 설

한다.24) 진정한 사문과 바라문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를 

17) �청정도론 2�(대림 역 2004), 479.

18) �맛지마 니까야 2�(대림 역 2012), 252.

19) �앙굿따라 니까야 4�(대림 역, 2007), 479-482.

20) �맛지마 니까야 1�(대림 역 2012), 520.

21) 앞의 책, 277-278.

22) 멤 틴 몬 2016, 118.

23) MN. I. 15.15-15.17, “도반들이여, 여기 탐욕도 나쁘고, 성냄도 나쁩니다. 탐욕도 버리고 성냄도 버

리기 위해 중도가 있습니다.(Tatrāvuso lobho ca pāpako, doso ca pāpako. Lobhassa ca pahānāya 

dosassa ca pahānāya atthi majjhimā paṭipadā)”; �맛지마 니까야 1�(대림 역 2012), 200 번역 참고; SN. 

IV. 252.1-252.4, “도반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이러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도이고 어떤 것이 도닦

음입니까? 도반이여,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구성요소로 된 성스러운 도이니 …(katamo panāvuso 

maggo katamā paṭipadā etassa nibbānassa sacchikiriyāyāti. Ayameva kho āvuso ariyo aṭṭhaṅgiko maggo 

…)”; �상윳따 니까야 4�(각묵스님 역 2009), 510 번역 참고; 중도가 실천체계인 팔정도로 발달한 

것에 대해서는 틸만 페터 2009, 48과 50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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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고 감각의 문을 보호하기 위해 사띠를 갖추라고 명한다.25) 번뇌를 제거

하기 위해서는 반조(返照)의 지혜를 개발해야 할 것26)과 사유(sankappa)와 숙

고도 제시하고 있다.27) 이외에도 경전의 여러 곳에서 붓다는 번뇌･오염원･장

애들에 대해 ‘철저히 알아야 한다. 올바로 보아라. 괴로운 느낌에 떨지 말고 감

당하라. 견뎌내라.’고 강조한다. 올바로 보는 사람은 갈애를 잘랐고, 족쇄를 풀

었고, 자만을 관통하여 마침내 괴로움을 끝낸 것이라고 말한다.28) 이처럼 분노

를 포함한 번뇌를 끊기 위해 붓다는 사띠 수행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노에 대한 독립적 진단조차 불분명한 현대 정신의학에 반해, 남방불교에

서는 분노가 인간을 해롭게 하고 수행자의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로 반드시 극

복해야 하고 제거되어야 하는 번뇌로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행법으로 사띠를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남방불

교가 번뇌를 제거하고 해탈･열반을 지향하는 치유의 철학이자 종교로써 현대

인의 분노관리에 적절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남방불교의 수행법인 사띠가 분노 조절 과정에서 

어떻게 개입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빨리(Palī) 문헌 및 

관련 연구들을 토대로 분노의 발생과정을 고찰하고, �맛지마 니까야�의 ｢화

살 경(Salla sutta)｣을 근거로 사띠에 의한 분노 조절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4) �맛지마 니까야 1�(대림 역 2012), 185.

25) �맛지마 니까야 2�(대림 역 2012), 246.

26) �맛지마 니까야 1�(대림 역 2012), 454-460.

27) 앞의 책, 500-501.

28) �상윳따 니까야 4�(각묵 역 2009),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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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분노의 발생과 특성

남방불교에서 분노는 마음을 오염시키고, 괴로움의 원인으로 취급되며, 출

가수행자의 열반･해탈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으로 나타난다. 반

면 현대적인 관점에서 분노는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정

신의학에서는 분노를 스트레스와 좌절에 대하여 개인의 가치, 본능적인 욕구, 

기본신념들을 보존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간주한다.29) 나아가 적절한 

분노는 동기 강화의 원동력이며,30) 존재의 항상성을 위한 ‘자기 보존의 운동’

으로31) 용인되기도 한다. 이것은 현대인에게서 분노는 삶의 동력으로서 필요

한 감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대인의 경우 출가수행자와는 달리 제

거의 차원이 아닌 단지 조절의 차원에서 분노를 다루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띠를 현대인을 위한 분노 관리 방안으로 제안하기 

위한 맥락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번 장에서는 빨리 문헌에 나타난 분노 발생의 원인과 그 과정에 초점을 모

음으로써 현대인을 위한 분노 조절의 단초를 마련한다. 

｢느낌 상윳따(Vedanā saṁyutta)｣에서는 세 가지 느낌을 들면서 접촉으로 일

어난 그 어떤 느낌이든 그것은 괴로움이라고 말한다.32) 즐거운 느낌에 대한 탐

욕(lobha)과 괴로운 느낌에 대한 적의(paṭigha) 그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 대한 어리석음(moha), 이들에 대한 갈애와 집착이야말로 괴로움의 원

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중 분노는 괴로운 느낌을 조건으로 발생한다.

29) 서수균･권석만 2005, 재인용.

30) <Column of Samsung Newsroom>의 “성취욕구의 원천, 분노”를 기고한 곽금주는 2010년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학교(Utrecht University) 심리학과 연구팀의 ‘분노와 목표에 대한 접근 동기 간 관계’ 

연구를 인용하여, 분노는 목표물에 접근하고자 하는 동기를 강화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였다. 곽

금주, ｢성취욕구의 원천, 분노｣, <Column of Samsung Newsroom> 2014.12.19.

31) 김경호 2013, 37-64. 

32) SN. IV. 205.1-205.4,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든 안의 것이든 바깥의 것이든 

모든 느껴진 것들 그것은 괴로움이라고 아나니 … (sukhaṃ vā yadi vā dukkhaṃ adukkhamasukhaṃ 

saha Ajjhattañ ca bahiddhā ca yaṃ kiñci atthi veditaṃ etaṃ dukkhanti ñatvāna …)”; �상윳따 니까야 4�

(각묵 역 2009), 429 번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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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배우지 못한 범부는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게 

되면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치고, 울부짖고, 광란한다. 그래

서 우울해하고, 피곤해하며, 슬퍼하고, 통곡하며, 미혹에 빠진다. 그는 육

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두 가지 느낌을 느낀다. 그가 괴로운 느낌을 경

험하게 되면 적의가 생겨난다.”33)

느낌(vedanā)은 단지 조건들의 접촉에 의해 일어나는 오온의 두 번째로, 감정

의 단초가 되는 마음부수(心所, cetasika)이다.34) 분노의 원인이 되는 괴로운 느

낌은 불쾌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대상과 접촉할 때 경험된다. �아비담마타 상

가하(Abhidhammattha Sangaha)�에서는 괴로운 느낌을 고통스러운 느낌(dukkha 

vedanā)과 불만족한 느낌(domanassa vedanā)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35) 고통스

러운 느낌은 몸과 마음 둘 다에서 일어나는 괴로운 느낌을 말하지만, 불만족한 

느낌은 괴로운 정신적 느낌이다. 이 중 분노는 불만족한 느낌과 함께 일어나

고, 악의와 결합된다.36)

분노의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망상(戱論, papañca)과 같은 

오염된 인식 과정에 대해 설하고 있는 ｢꿀 덩어리 경(Madhupiṇḍika sutta)｣과 이

와 관련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벗이여, 눈(眼)과 물질현상(色)을 조건으로 눈에 의한 의식(識)이 발생한

다. 셋의 부딪힘이 접촉(觸)이다.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受)이 있다. 느끼

는 그것을 그는 지각(想)한다. 지각하는 그것을 그는 생각(尋)한다. 생각

하는 그것을 그는 망상(戱論, papañca)한다. 망상하는 그러한 이유로 그 

33) SN. IV, 208.13-208.18, “Evam eva kho bhikkhave assutavā puthujjano dukkhāya vedanāya phuṭṭho 

samāno socati kilamati paridevati urattāḷiṃ kandati, sammohaṃ āpajjati, so dve vedanā vediyati 

kāyikañca cetasikañ ca. Tassāyeva kho pana dukkhāya vedanāya phuṭṭho samāno paṭighavā hoti.”; 앞의 

책, 435 번역 참고. 

34) 멤 틴 몬 2016, 383. “6가지 감각장소(六入)는 접촉이 일어나도록 조건 짓는다. 접촉은 32가지 세간

의 과보의 마음에 있는 접촉의 마음부수를 말한다.”

35) �아비담마 길라잡이 上�(대림･각묵 역 2004), 120.

36) 멤 틴 몬 2016,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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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망상에 [오염된] 지각(想)과 관념이 생겨난다. [또한 그 사람에

게] 과거･미래･현재에 걸쳐 눈으로 인식되는 물질현상에 대해 [망상에 

오염된 지각과 관념이 생겨난다].”37)

인용문에서는 망상이 전개되는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먼

저 세 가지 조건(paccaya)을 원인(hetu)으로 느낌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느낌에 대하여 반응하는 주체인 ‘그’가 개입된 지각(想, saññā)이 생겨난다. 이

후 그 지각에 대한 생각(尋, vitakka)과 그 생각에 대한 ‘망상’의 과정으로 전개

되고 있다. 이것은 망상이 지각 단계에서 망상 주체자의 주관(主觀)이 개입됨

으로써 시작되고, 생각으로 연결되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동일한 경전을 인용한 임승택과 안양규도 의식(識, viññāṇa)에서 느낌까

지는 주관적 개입이 존재하지 않는 비 인칭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지각 이

후부터 망상까지는 주관적인 구성이 개입된 인칭적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38) 냐냐난다(Ñānananda)도 느낌까지는 ‘나’의 개입이 없는 연기적 과정으

로 진행되지만, 이후부터는 개인적이고 주체적인 반응이 개입된다고 하였

다.39) 이 같은 논의들을 토대로 할 때, 망상은 조건으로 발생한 느낌을 지각하는 

시점에 반응 주체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전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 외에도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볼 만한 것이 있다. 그것은 망상이 가

진 특성에 관한 것이다. 조건으로 발생한 느낌 이후, 느끼는 그것을 그가 지각

하고 지각한 그것을 생각하며, 생각한 그것을 망상해 나가는 전개 과정이 끊임

없이 연결되고 덧붙여지는 양상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생각이라는 실들

이 계속 이어지고 겹쳐지면서, 결국에는 서로 뒤엉켜버려 쉽게 풀리지 않는 실

타래를 연상시킨다. 망상이 생각에 함몰되어 생각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상태

37) MN. I. 111.35-112.4, “Cakkhuñcāvuso paṭicca rūpe ca uppajjati cakkhuviññāṇaṃ. Tiṇṇaṃ saṅgati phasso. 

Phassapaccayā vedanā. Yaṃ vedeti, taṃ sañjānāti. Yaṃ sañjānāti taṃ vitakketi. Yaṃ vitakketi taṃ 

papañceti. Yaṃ papañceti tato nidānaṃ purisaṃ papañcasaññāsaṅkhā samudācaranti atītānāgatapaccuppannesu 

cakkhuviññeyyesu rūpesu.”; 임승택 2012, 250-251 번역 참고.

38) 앞의 논문, 251: 안양규 2008, 101.

39) 냐냐난다 20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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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냐냐난다도 망상이 원래의 어떤 것으로부

터 ‘확산’된 상태라고 주장한다.40)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산만한 생각을 

지속하는 의미로 망상과 비슷하게 쓰이는 위짜라(vicāra)와 비교한다. 그에 따

르면, 위짜라는 망상처럼 산만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지적 정교함과 체

계적인 면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반해 망상은 뒤엉킨 생각들이 주제도 없이 

꼬리를 물고 돌아다니는 상태라고 언급한다.41) 

여기에 더하여 그는 ‘madhupiṇḍika’가 ‘꿀 덩어리’로 번역되지만, 거기에는 

비옥함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비옥함이 가진 의미는 바로 인식

의 확산을 통해 이루어진 개념이 어떻게 중생들을 정복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꿀덩어리를 맛보고 나서 그 달달함에 취해 있는 것과, 생

각들이 얽히고 확산･증폭되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 그 달달함과 얽힘 속

에 빠지게 되면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망상의 

확산･증폭이 가지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좋은 근거로 보인다.

일반적인 감각-인식의 과정은 감각대상, 감각기관 그리고 의식 삼자의 접촉

(觸, phassa)으로 느낌이 일어나고, 느낀 그것을 지각하고, 지각한 그것을 생각

하는 과정으로 전개된다. 망상의 경우에는 그가 지각한 이후 생각으로 흐르는 

동안, 자의적인 생각들이 서로 얽혀서 확산･증폭으로 인해 마음이 오염된다. 

그리고 이렇게 오염된 마음의 작용으로 인해 괴로워하게 된다. 

해로운 마음에 속하는 분노의 발생과 진행 과정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42) 

나아가 �니까야�의 몇몇 경전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비유들을 통해 분노

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분노는 두들겨 맞은 독사에게 물린 것과 같다. 독소가 섞인 오줌과 같다.43) 

40) 앞의 논문, 26. Ñānananda는 papañca의 어원이 pra와 √pañc가 결합된 것으로 퍼져나가다, 확산하

다, 발산하다, 여럿으로 되다의 의미를 지니며 이를 두고 papañca는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원

래의 어떤 것으로부터 ‘확산’된 상태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41) 앞의 논문, 26-27.

42) 각주 33과 이에 해당하는 본문 인용문 참조. 분노는 대상을 인식할 때, 초기에 발생하는 괴로운 느

낌에 대해 악의적인 마음현상과 관련 지으면서 발생되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43) �청정도론 2�(대림 역 2004),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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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병과 같다.44) 그리고 분노는 끓고 있는 물과 같다.’45) 

이 같은 비유들은 분노가 상당히 강렬한 상태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한 ‘성

냄(dosa)에 정복되면 마음이 사로잡힌다.46) 악의(paṭigha)에 사로잡히고 압도

당하면 이미 일어난 악의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올바로 볼 수 없게 된다.47)’와 

같이 분노의 강렬한 상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분노의 확산이 빠르

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도 발견된다.48) 이와 같은 언급들은 분노가 상당히 강

렬한 것이며 빠르게 마음을 오염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의적 해석이 뒤엉킨 분노에 대한 오염된 마

음은 악의의 잠재성향(paṭighānusaya)으로 내재 되어 의식의 씨앗이 된다. 

잠재성향(anusaya)은 윤회의 삶을 거듭하면서 존재들의 무더기(蘊, khandha)

에 잠재한 오염원의 씨앗으로 작용한다.49) ｢의도 경(Cetanā sutta)｣에서는 잠재

성향이 대상을 인식하는 느낌의 조건인 의식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50) 의식은 느낌을 촉발하여 감각 대상에 대한 다양한 마음 요소(心所)들

의 구체화에 기여하는 일종의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한다.51) 여기에는 갈애가 함

께한 이미 획득된 인식을 조건으로 한다.52) ｢교리문답의 짧은 경(Cūla-vedalla 

sutta)｣을 포함한 니까야의 여러 경전들에서 분노는 악의의 잠재성향이라는 

씨앗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말한다.53) 따라서 통제되지 못한 분노는 그것의 씨

44) �맛지마 니까야 2�(대림 역 2012), 252.

45) �상윳따 니까야 5�(각묵 역 2009), 393.

46) �앙굿따라 니까야 1�(대림 역 2006), 484-489.

47) �상윳따 니까야 5�(각묵 역 2009), 393.

48) 한 모금의 독을 마시고 그 독이 온몸에 퍼지는 것과 같다. 숲속의 불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다. 끓는 

물에 비추어진 자신의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것과 같다.

49) 멤 틴 몬 2016, 336. “잠재성향은 번뇌가 가진 족쇄 등과 같은 성질들과 달리 조건이 없을 때는 전혀 

알 수 없으나 상응하는 감각대상과 접촉하는 순간에 실제적으로 표면에 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

50) SN. II. 65.23-65.25, “비구들이여, 어떤 것을 의도하고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떤 것에 대해 잠재성

향을 가지면) 그것은 의식이 머무는 조건이 된다. 조건이 있을 때 의식이 확립된다.(Yañca 

bhikkhave, ceteti yañca pakappeti, yañca anuseti, ārammaṇametaṃ hoti viññāṇassa ṭhitiyā. Ārammaṇe 

sati patiṭṭhā viññāṇassa hoti.)”; �상윳따 니까야 2�(각묵 역 2009), 236 번역 참고.

51) 앤드류 올렌즈키 2018, 224. 

52) �상윳따 니까야 2�(각묵 역 2009), 387.

53) MN. I. 303.8-303.11, “벗 비사카여, 즐거운 느낌에는 탐욕의 잠재성향이 잠재해 있고, 괴로운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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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을 뿌리는 것이고, 그 씨앗은 다시 분노의 싹을 틔우는데 기여하는 악순환의 

과정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고찰과 논의를 토대로, 분노의 진행방식은 망상과 마찬가지로 

인식에 대한 자의적 생각들이 오염되면서, 확산과 증폭의 영향 아래 놓인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분노는 빠르게 오염된 인

식을 갖게 하고, 강렬하게 마음을 압도하면서 잠재성향으로 침잠되는 것이다.

III. 사띠의 기능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해탈･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수행법으로 남방불교에

서는 위빠사나(vipassana)를 말하고 있다. 위빠사나는 사념처(cattārosatipaṭṭhānā) 

수행으로, 몸･느낌･마음･법의 4가지 대상에 주의를 기울여 순간순간 일어나

는 경험들을 따라가면서(anupassin) 관찰하는 방식을 취한다.54) 이때, 중심적

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사띠이다. 사띠는 지금 현재의 경험에 대해 습관적인 상

념들이 끼어들거나, 망상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단속하기를 통

해 감각 대상을 있는 그대로(yathātaṃ) 아는(being fully aware, sampajañña) 과정

이다. 

｢염처 경(Satipaṭṭāna sutta)｣에서는 호흡과 몸의 행위를 관찰하는 동안 사띠

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여준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 그는 

알면서 숨을 들이쉬고 알면서 숨을 내쉰다. 그는 숨을 길게 들이쉬면서 

에는 악의의 잠재성향이 잠재해 있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는 무명의 잠재성향이 잠재

해 있다.(Sukhāya kho āvuso visākha vedanāya rāgānusayo anuseti. Dukkhāya vedanāya paṭighānusayo 

anuseti. Adukkhamasukhāya vedanāya avijjānusayo anusetīti.)”; �맛지마 니까야 1�(대림 역 2012) 328 

번역 참고. 

54) 임승택 2004, 185-189.



사띠의 분노조절 메커니즘   93

‘길게 들이쉰다’고 알고,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안다. 짧게 들이

쉬면서 ‘짧게 들이쉰다’고 알고,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안다. …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갈 때에는 ‘가고 있다’고 알고, 서 있을 때에는 

‘서 있다’고 알며, 앉아 있을 때에는 ‘앉아 있다’고 알고, 누워있을 때는 

‘누워있다’고 안다. 또 그의 몸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든 그 자세대로 

안다.”55)

여기에서 사띠는 현재의 경험 대상을 인식하기 위한 단지 의식적인 기록

(recording)에 해당된다. 호흡과 행위를 인식할 때, 부정과 긍정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식이 대상을 아는 과정에서 

평가를 위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회상이나 추론에 마음이 포섭당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이때의 사띠에 대해 콴(Kuan)은 대상 또는 마음과 대상 둘 사이

의 상호작용에 대해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으면서, 객관적으로 단지 아는 것

(simply awareness)이라고 정의한다.56) 

｢괴로움을 일으키는 법 경(Dukkhadhamma sutta)｣에서는 다른 방식의 사띠

를 말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많은 가시가 있는 숲에 들어간다고 

하자. 그러면 그의 앞에도, 뒤에도,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아래에도, 위

에도 가시일 것이다. 그는 ‘제발 가시가 나를 찌르지 않았으면!’이라고 

마음을 지키면서(being mindful, sati) 나아갈 것이고 마음을 지키면서

(being mindful, sati) 물러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이를 일러 가시라 한다. 이를 가시라고 안 뒤 단속과 단

속하지 못함을 알아야 한다.”57)

55) MN. I. 56.11-57.2, “Idha bhikkhave bhikkhu kāye kāyānupassī viharati. … So satova assasati, sato 

passasati. Dīghaṃ vā assasanto dīghaṃ assasāmīti pajānāti. Dīghaṃ vā passasanto dīghaṃ passasāmīti 

pajānāti. Rassaṃ vā assasanto rassaṃ assasāmīti pajānāti. Rassaṃ vā passasanto rassaṃ passasāmīti 

pajānāti. … Puna ca paraṃ bhikkhave bhikkhu gacchanto vā gacchāmīti pajānāti. ṭhito vā ṭhitomhīti 

pajānāti. Nisinno vā nisinnomhīti pajānāti. Sayāno vā sayānomhīti pajānāti. Yathā yathā vā panassa kāyo 

paṇihito hoti tathā tathā naṃ pajānāti.”; �맛지마 니까야 1�(대림 역 2012), 332-333 번역 참고.

56) Kuan 2008, 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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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에서는 즐겁고 기분 좋은 대상과의 접촉에서 비롯되는 번뇌를 사악

하고 불결한 가시로 비유하고 있다. 그것이 가시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것을 

잘 단속하고 있는지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도 말한다. 이것

은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번뇌로부터 마음이 오염되

지 않도록, 인식을 단속해야 한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콴도 이때의 사띠를 

인식의 단속(restraint)이나 지킴(guard)과 관련되어 있다고 언급한다. 그는 이

것을 보호하는 앎, 지키는 앎(protective awareness)이며, 이 과정에서는 도덕적 

판단(선법, 불선법)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한다.58) 

사띠가 인식을 보호하고 단속하는 통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인식은 경험하는 대상에 대한 자의적 해석의 진원지로서, 마음을 오

염시키는 요인들을 선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낑수까 나무 

비유 경(Kimsuka sutta)｣59)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붓다

는 탐욕스럽고 부정한 사람이 성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성의 입구를 

철저히 지키는 지혜롭고 현명한 문지기로써 사띠를 비유한다. 이것은 현재의 

대상을 인식하는데 부적절한 개념이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감각의 입구를 

사띠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인간의 일상 활동들에 대한 인식은 감각기관과 대상 사이의 접촉으로 이루

어진다. 비유적으로 말한 문지기로서의 사띠는 사물에 대한 불건전한 인식과 

그에 따른 문제들이 감각의 문을 통해 개인에게 들어오는 것을 지키고, 사물에 

대한 적합한 인식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함이다.60) 이것으로 사띠

57) SN. IV. 189.9-189.17, “seyyathāpi bhikkhave puriso bahukaṇṭakaṃ dāyaṃ paviseyya: tassassa puratopi 

kaṇṭako, pacchato pi kaṇṭako, uttaratopi kaṇṭako, dakkhiṇatopi kaṇṭako, heṭṭhatopi kaṇṭako, uparitopi 

kaṇṭako. So sato ca abhikkameyya sato paṭikkameyya; mā maṃ kaṇṭakoti, evaṃ kho bhikkhave yaṃ loke 

piyarūpaṃ sātarūpaṃ ayaṃ vuccati ariyassa vinaye kaṇṭako; taṃ kaṇṭakoti iti viditvā saṃvaro ca 

asaṃvaro ca veditabbo.”; �상윳따 니까야 4�(각묵 역 2009), 398-399 번역 참고.

58) 사띠가 가진 단속의 기능은 �맛지마 니까야�의 “감각기능의 단속을 잘 단속하면서 머무는 자에게

는 그러한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은 없다.(MN. I. 9.37-10.2, saṃvarasaṃvutassa viharato 

evaṃsa te āsavā vighātapariḷāhā na honti.)”와 같은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다. 

59) �상윳따 니까야 4�(각묵 역 2009), 407.

60) Kuan 2008,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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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감각-인식과정에서 감각의 문을 지키고 단속함으로써, 인식이 대상을 통제

하고 조절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61)

인식이 도덕적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긍정이나 

부정에 대한 판단과 관계없이 우선 단지 아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상의 세부적인 사항을 알기 위해 주관적 해석을 동원하는 동안, 그것이 건전

한 것인지 아니면 불건전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인식이 구별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와 같이 사띠는 두 층위로 그 역할을 나눠 볼 수 있다. 대상을 인식하는 

동안 어떠한 판단이나 평가의 개입 없이 단지 아는 것이며, 이것을 전제로 그

것이 선한 것인가 불선한 것인가에 대해 인식이 선별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조

절하는 적극적 사띠가 그것이다. 

IV. 사띠를 통한 분노의 조절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분노는 불만족한 느낌을 조건으로 발생하고, 인식

이 불건전하게 흘러 빠르고 강렬하게 마음을 오염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띠는 현존을 특성으로, 인식의 부정적 흐름을 막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게 

하여 지혜를 계발할 수 있는 수행법이다. 따라서 사띠는 분노에 대한 마음이 

오염되는 것으로부터, 현존의 위치에서 바른 앎의 방식을 갖추게 함으로써 조

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 도출된 분노의 발생과정과 특성 그리고 사띠

의 역할을 토대로 ｢화살경(Salla sutta)｣에 비추어 분노의 과정을 단계별로 나

누고, 분노 조절을 위해 사띠가 언제 어떻게 개입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

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 화살에 찔리면서 느낌이 발생한다. 느낌은 감각기능(六根), 감

각대상(六境) 그리고 의식(識) 삼자들이 결합한 접촉(觸)을 조건으로 한다. 이

61) 앞의 논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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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조건의 성립에 따라 일어나는 연기적인 것이며, ‘나’의 주관적 해석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인식하기 위한 첫 관문에서 하나의 신호(signal)

를 감지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62) 즉, 첫 화살에 찔리면서 일어나는 느낌

은 감지된 신호를 짧은 시간 동안 인식으로 변환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붓다는 이 첫 화살에 대해 잘 배운 성자이건 배우지 못한 범부이건 피할 수 

없는 것63)이라고 하였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이 과정이 인간에게는 필연적인 

과정이며, 의도적으로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인간이 관

여할 수 있는 범위 밖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편적인 현대인의 

입장에서 이 시기에 인식의 과정을 통제하는 사띠의 발휘 가능성에 대해 논의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의미는 없어 보인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 시기를 분노

의 첫 단계로 가정하고, 분노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만 의미를 두고자 한다.

다음으로, 첫 화살을 맞고 이제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해석을 시도하는 인

식의 과정이 시작된다. 감지된 신호의 정체를 알기 위해 주관이 개입하고, 그

에 따른 판단과 평가로 분별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를 분노의 두 번째 

단계로 가정한다. 

｢데와다하 경(Devadaha sutta)｣에서는 ‘닿고 닿더라도 그것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머물지 못하도록 하라’는 대목이 있다.64) 이것은 느낌과 동시에 일어

62) 이에 대해서는 감각-지각과 인지(sensory-perception & cognition)의 신경생리학적 기전이 가진 근

거를 예로 들 수 있다. 인간이 대상을 인식(認識, recognition)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을 거친다. 

예를 들어 시지각(visual perception)의 경우, 눈을 통해 유입된 정보는 말초와 중추신경계를 거치면

서 의미 있는 정보만이 대뇌의 1, 2차 감각피질(somatosensory cortex) 그리고 연합피질(association 

cortex)에 순차적으로 신호를 전달(synapse)한다. 이때 1, 2차 감각피질은 뇌가 감각대상을 해석하

기 위한 정보 인식의 수준이며, 이후 what & where pathway를 거치면서 그것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

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 

63) SN. IV. 207.24-208.2,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도 즐거운, 괴로운,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 마찬가지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도 즐거운, 괴로운,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

낌을 느낀다.(Assutavā bhikkhave puthujjano sukhampi vedanāṃ vediyati, dukkhampi vedanaṃ 

vediyati, adukkhamasukhampi vedanaṃ vediyati, sutavā bhikkhave ariyasāvako sukhampi vedanaṃ 

vediyati, dukkhampi vedanaṃ vediyati, adukkhamasukhampi vedanaṃ vediyati,)”;  �상윳따 니까야 4�

(각묵 역 2009), 434 번역 참고.  

64) SN. IV. 125.24-125-26, “비구들이여,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이 있으니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

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들에 닿고 또 닿더라도 그것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머물

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Santi bhikkhave cakkhuviññeyyā rūpā manoramāpi amanoramāpi, tyā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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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인식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띠를 발휘해야 하는 

시점을 말해준다. 분노에 대해 오염될 수 있는 인식 작용을 멈추거나 관찰이 가

능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때 사띠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단지 아는 것과 

보호하고 지키는 두 층위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사띠는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구나.’와 같이 인식의 순간을 포착

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없이 객관적으로 그것을 단지 알게 

할 뿐이다. 이것은 지혜로써 알게 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대상에 대한 의식

적 기록으로, 앞서 콴이 언급한 바와 같이 단지 아는(simply awareness) 수준을 

의미한다. 

이것을 전제로 이제 사띠는 적극적으로 불건전한 것들이 인식에 개입하려

는 여지를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로 나아간다. 이때, 오랜 세월을 거쳐 길들여

진 두려움과 공포, 욕구 그리고 홀림 등 부정적인 감정이나 감각경험 등에 대

응하려는 방식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 순식간에 마음을 휩쓸 수 있다. 화살은 

보지 않은 채, 화살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화살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 화살에 

대한 홀림 등 화살에 대해 판단하는 생각들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

나 이 시기는 냐냐난다가 지적하였듯, 아직은 지적 정교함과 체계적인 면을 유

지할 수 있는 상태이다. 사띠는 이미 일어난 분노를 인정하고 그것을 기꺼이 

경험하는 수용적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분노에 대한 영향력으로부터 버틸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불건전한 것들이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사띠는 문지기가 되

어 인식을 보호하고 지킨다. 

두 번째 단계에서 사띠는 분노를 포착하여 그것을 대하는 인식을 알게 하고, 

인식을 통제함으로써 불건전하게 흐르는 것을 막는다. 그리고 분노에 대항하

여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분노 그 자체를 기꺼이 경험하게 한다. 이

것은 두 번째 화살을 어느 정도 벗어나거나 피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식의 계발에도 기여하게 된다.65) 

phussa phussa cittaṃ na pariyādāya tiṭṭhanti)”; 앞의 책, 305 번역 참고. 

65) MN. I. 116.27-116.36, “비구들이여, 비구가 어떤 것에 대해 사유를 거듭해서 일으키고 고찰을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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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 두 번째 화살을 맞

게 된다. 이때 화살은 첫 화살에 매인 채 경험하는 것으로,66) 실체와는 별도로 

자의적인 해석으로 오염된 생각들이다. 두 번째 화살을 맞고서, 이제 생각들이 

주체가 되어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흐르게 된다. 반복적으로 슬퍼하고, 가슴

을 치고 울부짖고, 광란하게 되는 오염된 생각들의 확산과 증폭이 일어나게 된

다. 이 시기를 분노의 세 번째 단계로 가정한다. 

이 시기는 ｢바닥없는 구렁텅이 경(Pātāla sutta)｣에서 말하는 ‘실제로 있지도 

않고 이치에 맞지도 않는 것을 말하는 큰 바다 속의 바닥없는 구렁텅이(atthi 

mahāsamudde pātālo)’에 빠진 것으로 보여진다.67) 이에 대해 붓다는 ‘배우지 못

한 범부가 괴로운 느낌을 겪게 되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 속에서 발 디딜 

곳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인식은 강렬하고 빠르게 마음을 

오염시켜 분노에 사로잡히고 분노에 압도당하게 되어, 그 벗어나는 길을 올바

로 볼 수 없는 지경에 처할 수 있다.68) 분노에 사로잡힌 채 오랫동안 암송해 왔

던 만트라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69) 정상적인 인지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하다보면 그대로 마음의 성향이 된다. … 비구들이여, 악의 없음과 관련된 사유를 거듭해서 일으키

고 고찰을 거듭하다보면 악의와 관련된 사유가 없어져 버리고 악의 없음과 관련된 사유를 거듭하

여, 그의 마음은 악의 없음과 관련된 사유로 기울어진다. 해코지 않음과 관련된 사유를 거듭해서 

일으키고 고찰을 거듭하다 보면 해코지와 관련된 사유가 없어져 버리고 해코지 않음과 관련된 사

유를 거듭하여 그의 마음은 해코지 않음과 관련된 사유로 기울어진다.(Yaññadeva bhikkhave 

bhikkhu bahulamanuvitakketi anuvicāreti tathā tathā nati hoti … Abyāpāda vitakkañce bhikkhave 

bhikkhu bahulamanuvitakketi anuvicāreti, pahāsi byāpādavitakkaṃ. Abyāpādavitakkaṃ bahulamakāsi. 

Tassa taṃ abyāpādavitakkāya cittaṃ namati. Avihiṃsāvitakkañce bhikkhave bhikkhu bahulamanuvitakketi 

anuvicāreti pahāsi vihiṃsāvitakkaṃ. Avihiṃsāvitakkaṃ bahulamakāsi. Tassa taṃ avihiṃsāvitakkāya 

cittaṃ namati.)”; �맛지마 니까야 1�(대림 역 2012), 503 번역 참고.

66) �상윳따 니까야 4�(각묵 역 2009), 436.

67) 앞의 책, 432.

68) SN. IV. 208.20-208.23, “그가 괴로운 느낌에 닿으면 이제 그는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누리려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비우지 못한 범부는 감각적 욕망

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말고는 그 괴로운 느낌으로부터 벗어나는 다른 출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다.(so dukkhāya vedanāya phuṭṭho samāno kāmasukhaṃ abhinandati. Taṃ kissa hetu, na bhikkhave 

pajānāti assutavā puthujjano aññatra kāmasukhā dukkhāya vedanāya nissaraṇaṃ)”; 앞의 책, 435 번역 참

고. 

69) SN. V. 122.5-122.11, “그와 같이 마음이 악의에 사로잡히고, 악의에 압도되어 머물고 또한 이미 일

어난 악의로부터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할 때, 그는 자기의 이익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

고 보지 못하고, 남의 이익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둘 모두의 이익을 있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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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급기야 분노로 오염된 생각들은 다시 분노를 일으키는 씨앗이 되

고, 그것이 뿌려질 기름진 토양의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할 수 있게 된다. 

분노에 대한 생각의 구렁텅이 속에 빠진 이때, 사띠가 인식을 통제한다는 것

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지 그러한 상태임을 아는 단순한 

앎의 상태로써 사티의 역할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붓다는 이 상황에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바로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데도 떨지 않고 … 견뎌내

는 사람, 그는 진실로 … 그 깊은 속에서도 능히 안전한 발판을 확보한다’라고 

말한다.70) 구렁텅이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텨 낸다면 바로 그 속에서도 

발디딜 곳을 찾아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구절은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성

자는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범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범부일지라도 인내심을 발휘한 사띠를 통해 분노의 영향력에 대해 버티는 힘

을 체득해야 할 필요성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분노에 

휩쓸린 상황일지라도, 그 누구든 그러한 상태임을 아는 단순한 앎의 역할로써 

사띠는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느리게 일어나더라도 일단 발휘되면 마음

의 오염원들은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71) 이것은 불건전한 생각들

이 확산과 증폭의 와중에서도 마음의 오염이 더 이상 강해지지 못하도록 하여, 

악의의 잠재성향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데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분노의 첫 화살은 조건에 의해 일어나는 자연적인 것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

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사띠로써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비록 두 번째 화

살을 맞게 되더라도 지속적인 사띠는 분노의 영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분노

의 씨앗으로 잠재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게 된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오래 암송한 만뜨라들도 분명해지지 않나니 암송하지 않은 것들은 말해 

무엇 하겠는가.(Puna ca paraṃ brāhmaṇa, yasmiṃ samaye byāpādapariyuṭṭhitena cetasā viharati 

byāpādaparetena. Uppannassa ca byāpādassa nissaraṇaṃ yathābhūtaṃ na jānāti. Attatthampi tasmiṃ 

samaye yathābhūtaṃ na jānāti na passati. Paratthampi tasmiṃ samaye yathābhūtaṃ na jānāti na passati. 

Ubhayatthampi tasmiṃ samaye yathābhūtaṃ na jānāti na passati. Dīgharattaṃ sajjhāyakatāpi mantā 

nappaṭibhanti. Pageva asajjhāyakatā.)”; �상윳따 니까야 5�(각묵 역 2009), 393 번역 참고.

70) �상윳따 니까야 4�(각묵 역 2009), 433.

71) 아날라요 2014,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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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마무리

본 연구는 사띠가 분노 조절에 개입될 수 있는 여지와 그것이 언제 어떻게 

개입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빨리 문헌 및 관련 연

구를 고찰하여 분노의 발생 과정을 추적하였다. 이를 토대로 ｢화살경(Salla 

sutta)｣에 비추어 분노의 과정을 단계별로 가정하고, 현대인이 개입할 수 있는 인

지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분노 조절을 위한 사띠의 메커니즘을 논의하였다. 

분노는 누구나 갖는 보편적인 감정으로, 상응하는 조건이 있을 때 자연스럽

게 일어나는 첫 번째 화살이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분노와 싸우거나 회피하는 

등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두 번째 화살을 맞게 된다. 두 번째 화살은 분

노가 아닌 이미 분노에 대한 생각이 주인공이다. 나아가 이러한 생각에 휘둘리

고 함몰되는 것은 분노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그것이 쉽게 싹을 틔우도록 

기름진 토양을 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띠는 분노에 대한 인식을 통제함으로써, 분노에 대항하거나 회피하려는 

불건전한 것들의 개입을 막는다. 또한 이미 일어난 분노를 있는 그대로 알게 

하고, 기꺼이 경험하는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피할 수 없이 일어난 분노의 힘

이 무력해지도록 한다. 사띠를 놓치고 두 번째 화살을 맞게 되더라도 인내심을 

발휘한 사띠는 분노에 대한 생각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분노의 싹을 틔우

지 않게 할 것이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자연스러운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의 힘이 저절로 

약해지도록 둘 것인가 아니면 그것에 대항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그것을 갖

는 개인의 몫으로 보인다. 분노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저항하기보다 이미 일어

난 분노를 분명히 알고, 있는 그대로 경험함으로써 그것의 영향력으로부터 벗

어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사띠는 분노를 인식해 나가는 과정 동안 개입된다면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분노의 불같은 특성을 고려한다

면 사실상 이론에 불과할 수 있다. �니까야�에서 확인된 분노는 발생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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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하고 재빠르게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또한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분노는 위협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인간의 자동적인 반응이며, 분노 원인에 대

한 분노 당사자의 강한 신념이 분노 관리를 힘들게 한다. 이것은 사띠 수행의 

경험이 없는 보편적인 현대인의 경우, 분노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며, 곧바로 두 번째 화살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을 예측하게 한다. 특히 두 번째 화살을 맞은 상태에서는 분노에 대한 생

각에 휩싸여 정상적인 인지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범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과연 사띠를 두기 위해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이야

말로 비로소 현대인에게 실천 가능한 제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노라는 강렬한 감정을 사띠로 조절 가능한가에 대한 도전

적 탐구를 남방불교 문헌을 통해 시도하고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

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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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ger Control Mechanism of Sati

PARK, J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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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odern psychiatry,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is viewed as the result of 

cognitive function and is classified as an emotion that is difficult to control. In 

Buddhism, anger is treated as a basic defilement, and it is believed that a meditative 

practitioner can control anger by sati. This paper examines when and how sati can 

be involved in the process of anger. In this study, the process of anger generation is 

considered based on the Pali literature and previous studies. The process of 

controlling anger is discussed based on the Salla sutta in the Majjhima Nikāya.

Anger is the first arrow that occurs naturally when there are corresponding 

conditions. However, if one does not properly deal with the anger that has already 

occurred, one will be hit with a second arrow. The second arrow is not anger; 

instead, its main characteristic is the thought of anger. To be swayed and depressed 

by such ideas is to create a fertile soil that sprouts anger.

The first arrow of anger is inevitable. However, by controlling the perception 

of anger, sati allows anger itself to be experienced as it is and prevents an 

unwholesome flow of perception.

Even if one fails to stop this unwholesome flow and is hit by a second arrow, the 

patient application of sati weakens the influence of thoughts about anger and 

prevents the seeds of anger from being sown. Thus, when an emotion that has 

already occurred is itself the subject, a question arises: will one just let its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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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ken itself, or will one’s thoughts against the emotion become the subject and be 

swept away by it?

According to this study, sati seems to be able to control anger if it is involved in 

the process of recognizing anger. However, considering the fiery nature of anger, it 

does not seem easy for modern people to practice sati towards anger.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to determine ways that modern people can engage in this 

practic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ttempted a challenging exploration of 

whether the intense emotion of anger can be controlled by sati according to the Pali 

literature and confirmed this po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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