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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omas Merton’s Mysticism and Mystical Experiences 

and their Practical Implications 

  - through Bernard Lonergan’s Theory of Theological Method

    This paper is a study on Thomas Merton’s (1915-1968) mysticism, mystical 

experiences and their practical implications through the perspective of Bernard 

Lonergan’s (1904-1984) transcendental methods of approaching the data of his 

experiences and consciousness. As the data of the subject and of consciousness, 

Lonergan’s transcendental method was focused on the flows and  

differentiations of a mystic consciousness rather than on the previous abstract 

method of understanding humans. By doing so, it was capable of approaching 

spiritual writers’ mystical experiences in a more existential and dynamic method. 

    This paper is structured as follows: First, it examines the intentional 

consciousness theory as the dynamics in interactive human consciousness that 

constitute the transcendental method, self-knowledge, self-appropriation and 

religious experiences, threefold conversion theory and self-transcendence. 

    For the understanding and approach to Merton’s mysticism, the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he changes of the views and understanding as to the 

mysticism in the history of Christian mysticism and the distinction points from 

the terms used for mystical experiences. Presenting the mystical viewpoints of 

the historian and researcher on mysticism, Bernard McGinn, this paper tries to 

illuminate and interpret Merton’s mysticism in a broader aspect. As the 

foundation for Merton’s mystical thoughts, his life and the historical backgrounds, 

and sources of his theology and thoughts (Christian apophatic theolog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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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ern mysticism) are examined. Based on this foundation, the paper examines 

Merton’s mystical works. In examining Merton’s works, the paper delves into the 

origin of his mystical thought, its correlations with mystical experiences, the 

factors of the formation and characteristics of mysticism in order to figure out 

his self-appropriation, the process of his self-knowledge and the directions of 

the formation of his mysticism.

    Through Lonergan’s transcendental method, the paper analyzes Merton’s four 

major mystical experiences. This analysis is not a theoretical differentiation but 

the differentiation of the consciousness following the interiority. To analyze 

mystical experiences, Merton’s life is divided into three periods by the turning 

points that brought about profound inner changes and transformations: before and 

after his entry of the Order and the period from his life in the hermitage until 

his Asian journey prior to his death. Then the paper analyzes his mystical 

experiences during each period on two aspects as follows: First, the exact data 

and analysis of Merton’s background and consciousness at the time of his 

mystical experience. Second, putting focus on the transformation and 

differentiation of Merton’s consciousness, it is analyzed how he was transcended 

to self-transcendence through mystical experience. This paper also reviews 

Merton’s conversion. It takes an analytic review on his self-understanding, his 

self-appropriation through the flows of his consciousness, and the process of his 

movement towards authenticity through threefold conversion and 

self-transcendence.

    As reviewed from perspective of Lonergan’s threefold conversion, Merton’s 

conversion, which occurred after his mystical experience in Louisville, was a 

critical moral conversion to morally transcend himself, going beyond personal and 

mass prejudices to the realm of the good and universal values.  This conversion 



- viii -

was extended to the path of intellectual conversion through the Madhyamika 

(Middle Way) Dialectics in Reza Arasteh’s final integration and Murti’s “The 

Central Philosophy of Buddhism- A Study of the Mādhyamika System.” Merton’s 

journey of conversion was followed by the mystical experiences in Polonnaruwa 

- an experience of self-transcendence for ultimate reality, which he himself 

specified as ‘religious conversion.’ Merton’s mystical experiences have an 

intimate correlation and dynamics with threefold conversion and are understood 

as being concurrent with the transformations on the level of his consciousness 

and self. 

    This paper has identified three unique features contained in Merton’s mystical 

experiences: continued transformations of consciousness, expanded frames of his 

mystical journeys in the Christian tradition and aesthetic experiences. Through 

the analysis of his mystical experiences and unique characteristics, this paper 

has defined Merton’s mystical experiences as a higher state of consciousness (i. 

e. spiritual awakening) where his perception of God’s presence got deeper and 

his consciousness continuously transformed through contemplative journeys: the 

consciousness of God’s mystical presence or ‘mystical consciousness.’ Borrowing 

Anne E. Carr’s interpretation, the paper also presents that Merton explored and 

re-interpreted creatively ‘the dark night’ of the mystical tradition in the new 

frame of  Merton’s dread (existential anxiety), which may be described as ‘the 

purification of the dark night of senses and spirit.’ I argue that Merton’s the 

self-transcendence towards ultimate reality was motivated by his aesthetic 

illumination of the mystical experiences he had in Polonnaruwa. As to his 

aesthetic experiences, the paper covered Richard Viladesau’s theological 

aesthetics and introduced the possibility of aesthetic conversion. 

    Lastly, this paper reviews the characteristic elements and featur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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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implications made by Merton’s mysticism. As the characteristic elements 

of Merton’s mysticism, inner self, solitude, mystical contemplation and Zen are 

presented, while as mystical expressions or language, ‘le point vierge’(point of 

nothingness) and ‘dread’(referring to the deep anxiety or thrills: ‘dark night’) are 

presented in this paper. The paper examines the three aspects of Merton’s 

mysticism: human-centered mysticism, intellectual mysticism, and practical 

mysticism. If St. Theresa of Avila or St. John of the Cross represent the 

mysticism of personal transformation, Merton’s mysticism is clearly differentiated 

in that it is not only a personal transformation, but it was also expanded, on the 

basis of the personal, to contemplation’s social transformation. In addition, his 

practical mysticism lies in his contemplation and mystical experiences generated 

from deep silence and solitude. 

    The paper presents that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Merton’s mysticism are 

the recovery of the traditional apophatic mysticism and the mysticism in human 

lives, generalization of contemplation and the modern interpretation of the ‘dark 

night’ in the mystical tradition, and deepening of Christian mysticism through 

acceptance of Eastern mysticism. 

    Lonergan’s transcendental method invites us to know our knowing and our 

own religious experiences as well as Merton’s mystical experiences. Merton’s 

mysticism illuminated through Lonergan’s transcendental method has taken the 

role of bridging and index to future mysticism. In addition, it presents to 

contemporary people pursing authenticity and unity with God wisdom and insight 

into exploration of their own path.  

 
  Key words: mysticism, mystical experience, consciousness, differentiation, 

              transformation, conversion, self-transcendence, inner self, solitude,  

              Zen, mystical contemplation, aesthetic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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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토머스 머튼의 신비주의와 신비체험, 그 실천적 함의 연구 

- 버나드 로너간의 신학방법론을 통해

  본 논문은 버나드 로너간(Bernard Lonergan, 1904-1984)의 초월적 방법을 통해

주체의 경험 자료와 의식 자료로 접근함으로써 토머스 머튼(Thomas Merton,

1915-1968)의 신비주의와 신비체험, 그 실천적 함의를 연구한 것이다. 로너간의 초월

적 방법은 기존의 인간을 이해했던 추상적인 방식보다는 주체의 자료와 의식 자료로 신

비가의 의식의 흐름 및 분화 등 인간 의식에 초점을 둠으로써 영성 작가들의 신비체험을

좀 더 실존적이며 역동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논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초월적 방법론을 구성하는 인간의식 작용의 역동성

으로서의 지향적 의식이론, 자기 지식(self-knowledge), 자기 적절화(self-appropriation)

및 종교 경험, 삼중의 회심 이론과 자기초월을 살펴보았다.

본문에서는 머튼의 신비주의의 이해와 접근을 위해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역사에서 신

비주의에 대한 관점과 이해의 변화 및 신비체험 용어와의 구별점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

다. 신비주의 사가(史家)이며 연구가인 버나드 맥긴(Bernard McGinn)의 신비주의 관

점을 제시함으로써 머튼의 신비주의를 좀 더 폭넓은 측면에서 조망하고 해석하고자 했

다. 머튼의 신비사상을 형성하게 된 토대로 신비주의 측면에서 바라본 머튼의 생애와 시

대적 배경, 그리고 그 신학적 및 사상적 원천(그리스도교 부정신학, 동양 신비주의)을

고찰해보았다. 이 토대 위에서 머튼의 신비주의 작품을 살펴보았다. 신비주의 작품에서

는 신비사상의 단초, 신비체험과의 상관성, 신비주의 형성 요인 및 그 특성 등에 관해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머튼의 자기 적절화와 자기 지식 과정 및 신비주의 형성 방향을

파악하였다.

로너간의 초월적 방법을 통해 머튼의 핵심적인 4개의 신비체험을 분석했다. 이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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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화가 아닌 내면성에 따르는 의식의 분화 분석으로, 신비체험 분석을 위해 머튼 삶

의 큰 내적인 변화와 전환을 이룬 분기점을 수도회 입회 전과 그 이후, 그리고 은수처

생활에서 선종 전 아시아 여행의 세 부분으로 나누고, 각 시기에 일어났던 신비체험을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첫째, 신비체험이 일어난 그 당시 머튼의 배경과 의식

에 관한 정확한 자료와 분석이며, 둘째, 머튼의 의식의 변화와 분화에 초점을 두면서,

신비체험을 통해 어떻게 자기초월에로 넘어갈 수 있었는지에 관해서이다. 또한 머튼의

회심도 고찰했다. 분석을 통해 머튼의 자기 이해, 의식의 흐름의 고찰을 통한 자기 적절

화, 그리고 삼중의 회심 및 자기초월을 통해 진정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

보았다.

로너간의 삼중의 회심을 통해 고찰한 머튼의 회심은 먼저 루이빌 신비체험 후 개인적

및 집단적 편견을 넘어 선(善)과 가치를 위한 도덕적 자기초월인 비판적 도덕적 회심으

로, 그 후 레자 아라스테(Reza Arasteh)의 최종적 통합과 무르띠의『불교의 중심 철학

- 중관 체계에 대한연구』(The Central Philosophy of Buddhism)에서 중관학파의

변증법을 통해 계속되는 지성적 회심의 길로 나아갔다. 이러한 회심 여정은 궁극적 실재

에 대한 자기초월 체험인 폴로나루와(Polonnaruwa) 신비체험으로 이어지며, 이는 종

교적 회심임을 밝혔다. 머튼의 신비체험은 삼중의 회심과 밀접한 상관성 및 역동성을 가

지며 지속적으로 의식의 수준과 자아의 변형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머튼의 신비체험이 갖는 특이성으로 지속적인 의식의 변형, 그리스도교 전통 신비여정

의 틀 확장, 심미적 체험 세 가지를 이끌어냈다. 신비체험 분석과 그 특이성을 통해 머

튼의 신비체험은 관상의 여정을 통해 하느님의 현존을 점점 더 깊이 깨닫고 의식이 계속

변형되어지는 의식의 더 높은 상태(영적 깨달음), 즉 신비적 하느님 현존 의식, 신비적

의식으로 규정했다. 또한 앤 카(Anne E. Carr)의 해석을 빌려 머튼이 전율(실존적인

불안, dread)의 경험이라는 새로운 틀에서 신비전통의 어둔 밤(감각과 영의 어둔 밤의

정화)을 탐구하고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점을 제시했다. 폴로나루와 신비체험에서의 미적

조명을 통한 심미적 체험은 머튼이 궁극적 실재를 향한 자기초월로의 한 동인으로 작용

했다고 보았다. 심미적 체험 부분은 리차드 빌라데서(Richard Viladesau)의 신학적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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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다루면서, 미학적 회심의 가능성을 소개했다.

끝으로 머튼의 신비주의를 이루는 특징적인 요소들과 특징, 그리고 그 실천적 함의에

대해 고찰했다. 머튼의 신비주의의 특징적 요소로 내적 자아, 고독, 신비적 관상, 선(禪)

을, 신비적 표현(언어)으로는 le point vierge(point of nothingness), dread(전율 내

지 깊은 불안: 어둔 밤)를 제시했다. 또한 머튼의 신비주의 특징은 인간중심적 신비주

의, 지성적 신비주의, 실천적 신비주의라는 세 가지 측면을 가지며, 이에 관해 각각 고

찰했다. 특히 머튼의 실천적 신비주의 측면을 볼 때,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나 십자가의

성 요한이 개인적 변형의 신비주의라면, 머튼은 개인적 변형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관상의 사회적 변형 차원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뚜렷한 구별점이 있음을 규명했다.

또한 그의 실천적 신비주의는 깊은 침묵과 고독에서 일구어진 그의 관상과 신비체험에

있음을 강조했다.

머튼의 신비주의가 갖는 실천적 함의로는 부정신비주의 전통의 회복 및 인간 삶 안에

서의 신비주의, 관상의 보편화 및 신비전통의 ‘어둔 밤’의 현대적인 해석, 동양 신비주의

수용을 통한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심화를 제시했다.

로너간의 초월적 방법은 우리에게 머튼의 신비체험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종교체험

및 우리의 앎을 알도록 초대한다. 로너간의 초월적 방법을 통해 조명한 머튼의 신비주의

는 미래 신비주의를 잇는 다리와 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진정성을 추

구하며 하느님과의 일치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각자 자신의 고유한 길을 모색하도록

그 지혜와 통찰을 제시하고 있음을 밝히려고 했다.

주제어: 신비주의, 신비체험, 의식, 분화, 변형, 회심, 자기초월, 내적 자아, 고독, 선

(禪), 신비적 관상, 심미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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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목적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관상가이며 영성작가로서, 토머스 머튼(Thomas

Merton, 1915-1968)은 자신의 고유한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관상과 작품 활동 외에

사회적 참여 및 연대 등을 통해 역동적인 삶을 살았다. 관상 수도승으로서 작가, 수련

장, 60년대 이후의 반전운동과 시민 권리운동 등의 사회참여 영성가, 국가 간의 전쟁과

폭력, 종교 간의 갈등, 도덕적 위기 및 정체성 혼란의 시대 상황들을 미리 내다보고 진

단하는 예언자적 비평가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 후 머튼은 은수자로서 아시

아 순례여정의 모험을 감행함으로써 선(禪) 및 불교 수행자 등과의 대화 및 친교의 문을

개방했다. 이러한 영향력 있는 관상과 활동들의 뿌리를 찾아가면, 그의 신비체험(관상적

체험)을 만나게 된다. 특히 루이빌 신비체험 후의 머튼의 삶의 방향은 뚜렷한 전환을 보

여주며, 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모색하고 개척해나갔다.

관상 및 기도에 관한 머튼의 방대한 작품과 활동에 비해, 자신의 기도체험 및 신비체

험에 관한 기술은 미미하다. 뿐만 아니라 최종 신비체험이라 말할 수 있는 폴로나루와

(polonnariwa)에서의 불상(석상)을 통해 갑자기 일어난 신비체험은, 그리스도교 신비

전통의 맥락에 비추어볼 때, 성인들의 영적 여정의 틀 내지 기존의 신비주의 개념으로는

머튼의 신비체험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나 십자가의 성 요한의

신비체험 등과 같은 전통의 범주에서는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머튼의 이 신비체험

에는 다른 개념, 즉 불교와 인도불교철학 등의 언어가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미적 체험

(미적 조명)도 반영되어 있다.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역사를 돌아볼 때, 신비주의는 수도원 안에서 탄생하고 꽃피고

명맥이 유지되어 갔다. 중세 시대까지 신비가는 대개 수도원 안에서 기도와 고행과 여러

가지 수덕을 통해 성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예외적이고 특별한 은총을 받은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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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였다. 그 후 시대 상황에 맞게 신비주의 장소가 대학이나 도시의 어느 곳으로 확대되

면서, 그 형태나 신비가도 수도원의 울타리 밖에서도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제2차 바티

칸 공의회의 공헌으로1) 신비주의의 보편화가 앞당겨졌지만, 지난 수 세기 동안 신비주

의는 지식인들에 의해 서양에서 주목받지 못했다.

현대 신비주의 연구가인 부르노 보르체르트(Bruno Borchert)는 신비주의의 근원과

흐름을 연구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실들을 강조했다. 먼저 그는 세계의 위기를 해결하

기 위해 신비주의의 필요성을 주장한 네이메헨 대학의 티투스 브란스마 부총장의 견해를

언급했다. 브란스마 부총장은 사회에 유익한 것으로서 신비주의의 보편성과 사회적인 측

면을 역설했다. 보르체르트는 프리초프 카프라(Fritjof Capra)가『전환점』에서 오늘날

세계의 위기는 다름 아닌 의식의 위기라고 강조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20세기 대표적인

교의 신학자 칼 라너(Karl Rahner)의 견해인 교회의 쇄신을 위해 우리 모두 신비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점을 강조했다.2)

오늘날 기술 중심의 합리적 문화 안에서 우리는 거짓 신비주의라는 위험한 물결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신비가들의 새로운 시각은 교회

의 쇄신과 정화 그리고 사회 변화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이들의 헌신의 바탕에는 (신비

주의의 불꽃인) 하느님과의 사랑의 신비체험이 있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본 연구자는 버나드 로너간(Bernard Lonergan, 1904-1984)

의 초월적 방법을 통해 이전의 추상적 방식보다는 주체의 자료와 의식 자료로 신비가 의

식의 흐름 및 분화 등 인간 의식에 초점을 둠으로써 신비체험을 좀 더 실존적이며 역동

적인 방식으로 해명하고자 한다.

로너간에게 의식은 인간에 대한 견해에서 중추적인 개념으로써, 그는 영성을 의식의

변화에 대한 것3)으로 기술했다. 초월적 방법론은 인간의식 작용의 역동성으로서의 지향

1)「교회헌장」39항(성직자나 신자 “모두 다 성화(聖化)의 성소”를 받았다고 선언한다).

2) 참조: 브루노 보르체르트,『초월적 세계를 향한 관념의 역사』, 강주헌 역, 서울: 예문,  

1999, 381-382쪽.

3) Bernard Lonergan S. J., “First Lecture: Religious Experience” in A Third Collection,  
ed. Frederick E. Crowe, London: Geoffrey Chapman, 1985,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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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식이론, 자기 지식(self-knowledge), 자기 적절화(self-appropriation) 및 종교

경험, 삼중의 회심이론과 자기초월로 구성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로너간의 초월적 방법을 통해 머튼의 핵심적인 신비체험을 살펴봄

으로써, 그리스도 신비주의 전통의 맥락에서 현대 신비가로서의 머튼의 위치와 역할을

재조명하며, 현대인들에게 소명과 신비체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자 한다.

머튼의 신비체험은 전통의 틀 내지 성인들의 이미지에 갇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의

개별적인 소명보다는 보편적인 방법이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성령의 움직임을 간과하는

현대인들에게 하나의 도전이자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로너간이 말했듯이, 모

든 참된 객관성은 실제로 진정한 주관성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머튼은 성인들의 신비 여정을 연구와 자신의 실존적 삶을 통해 새롭게 해석하고 재조

명함으로써, 동일한 방법(길)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연구하고, 고투하며 직

접 싸워나가면서 자신만의 고유한 하느님 일치에의 길을 모색해나갔다. 따라서 본 연구

는 머튼의 신비체험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하느님과의 일치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 지혜(Sophia)와 통찰에 관해서도 숙고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머튼의 종교체험 혹은 신비체험에 관한 기록은 관상에 관한 그의 방대한 작품에 비하

면 극히 일부분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로버트 지안니니(Robert Giannini)는 머튼의 신비체험을 연구한 논문4)에서, 자서전

인『칠층산』을 비롯해 The Asian Journal of Thomas Merton에 기록된 머튼의 종

교체험을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가 정의한 신비체험의 네 가지 기준5)에 적용

4) Cf. Robert Giannini, “A Note on Theology and Mystical Experience in Thomas       

Merton,” Cistercian Studies 12(1977), pp. 225-231. 

   [Robert Giannini의 다른 논문 “Religious Experience: Merton’s Understanding of the   

    Encounter with God,” Cistercian Studies 14(1979), pp. 407-414도 참조할 수 있다.] 

5) ineffable(말로 형언할 수 없는 특성), noetic(인지적 특성, 통상적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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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볼 때, 그 체험들을 분명히 신비체험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십

자가 성 요한 자신의 체험이자 견해인 환시와 황홀경과 모든 형태의 ‘특별한 체험’에 대

한 반대와 신비체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성을 근거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지안니

니는 머튼 신비체험에 관한 기록 부재에 관해 상당히 수용적인(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다. 머튼의 선(禪) 이해에 관한 다이세쓰 스즈키(D. T. Suzuki)의 평가와 극찬에 대

해, 지안니니는 선(禪)의 경험적 특성을 고려해볼 때, 머튼이 선(禪)에 관해 지적인 이

해를 넘어 체험도 했음을 부연 설명한다. 이러한 여러 측면들을 고려하면서 지안니니는

머튼을 현대 신비가, 현대 신비신학자로 보고 있다. 지안니니의 연구에서는, 종교심리학

적인 접근에서 주로 신비체험의 진위 여부에 관해 짧게 식별하였고, 신비체험의 해석 부

분은 거의 빠져있다.

김성민(융학파 분석가)은 ‘머튼의 종교체험’을 다른 각도, 즉 종교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6)를 시도하였다. 그는 머튼의 영적 여정을 미셸 멜랑(M. Meslin)의 종

교인류학적인 관점인 통과제의와 내면의 중심을 향한 순례로7) 살펴보면서, 종교체험을

고찰했다. 회심에 초점을 두면서 체험 해석의 바탕에는 융의 시각들이 많이 가미되어있

다. 그는 절대자, 초월자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만연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 영적인 순

례의 새로운 모델로 머튼을 제시하며, 머튼의 기독교와 불교와의 화해를 위한 노력과 인

류의 영적인 성숙에의 공헌도 언급했다.8) 그는 머튼의 삶과 체험 그리고 내적 체험을

각각 기독교 회심체험 관점과 C. G. 융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를 국내에

서 발표9)한 바 있다.

심원한 진리에 대한 통찰), transient(일시성), passivity(수동성).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New York: The Modern Library, 2005, pp. 371-372.

6) 김성민 교수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II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로 쓴 “종교체험에 대한 연구: 

종교체험과 C. G. 융의 개성화 과정에 대한 비교연구” 가운데 제1부인 종교체험에 관한 부

분만 번역『종교체험』(동명사, 2001) 제명으로 간행했다. 이 책에서 필자는 윌리엄 제임스, 

아빌라 데레사, 톨스토이, 머튼을 각각 다른 측면에서 조명하면서 그들의 종교체험을 분석하

고 있다(머튼 부분은 241-270쪽 참조).

7) 멜랑은 순례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느님과 하나가 되려는 열망인 매

혹(魅惑), 순례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獻身), 순례의 종국에 그들이 하느님과 

하나가 되려는 고양(高揚)이다. M. Meslin, Expérience humaine du divin, pp. 191-192

(『종교체험』, 245쪽 각주 10) 재인용). 

8) 김성민,『종교체험』, 서울: 동명사, 2001, 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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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후기 머튼의 선(禪)의 영향, 그 영향으로 확장된 신비사상, 종교 간의 대화에 중

점을 둔 연구자는 강건기, 에크만 탐(Ekman Pui-chuen Tam), 조셉 랍(Joseph

Quinn Rabb) 등이다. 본 연구자는 머튼의 선(禪) 이해, 신비사상과 관련된 박사논문

이 많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동양 신비주의인 선(禪)의 고유한 매력에도 불구하고 난제

(難題)인, 학문적인 이해의 어려움과 수행으로 깨달아야 하는 부분의 까다로움이라고 파

악된다.

불교 철학자인 강건기는 논문10)에서 머튼과 보조국사 지눌의 사상을 신비사상적 입장

에서 비교했다. 강건기는 머튼을 신비가로 보고 있으며, 그 토대에서 작품을 통해 그리

스도교 전통적인 틀(정화․조명․일치)로 신비적 합일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다. 비교 논

문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폭넓고 깊이 있는 문헌 연구를 수행한 강건기는 머튼과 지눌의

궁극적 실재와 하느님 이해, 인간 이해, 기도와 수행방법, 마지막으로 신비적 합일과 깨

달음을 서로 비교하면서 두 사상의 유사점과 분명한 차이점을 밝혔다. 특히 “하나”라는

핵심 사상을 이끌어내면서, 머튼과 지눌 모두 점점 더 “하나인 세계” 즉 이분법, 성과 속

의 구별이나 경계가 사라진 깨달음과 신비합일 후 궁극적으로 세계와 이웃을 구하고, 그

들과 함께 세상 한복판에서 일하는 역동적인 실천으로 나아가는 점을 강조한다.

강건기는 논문에서 한국 선(禪) 전통의 영향력 있는 사상가인 지눌을 머튼의 신비 사

상과 비교한 것 외에, 서구에 큰 영향을 끼친 스즈키 선(禪) 사상을 보완할 수 있는 대

안으로 제시했다. 논문 서론에 언급된 것처럼, 서구에 큰 영향을 끼친 스즈키의 큰 공헌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禪)의 극단적인 면인, 비이성적, 비논리성, 우상파괴와 같은

점들이 너무 많이 강조되었다는 비평을 받았다. 대부분 선(禪)의 마지막 체험으로 “사토

리”(Satori)나 깨달음에 대해 서구에 소개됐는데, 지눌 선(禪) 사상은 깨달음을 두 종류

로 나누면서 초기 깨달음 후에 지속적인 수행(경전 공부도 포함)을 병행해야 함을 가르

9) 참조: 김성민, “토머스 머튼의 회심체험과 C. G. 융의 개성화 과정”,『한국그리스도사상』   

제22집(2014), 화성: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271-326쪽. 

10) 강건기 교수의 박사논문 “Thomas Merton and Buddhism: A Comparative Study of the  

 Spiritual Thought of Thomas Merton and that of National Teacher Bojo,” New York  

 University, 1979의 영인본이 국내에서 간행되었다(『불교와 기독교』, 민족문화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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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 균형 잡힌 지눌 선(禪) 깨달음에 대한 이해 및 해석의 특이성11)은 기존의 소개된

선(禪)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선(禪)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였다.

에크만 탐(Ekman Pui-chuen Tam)은 “토머스 머튼의 관상 관점에 미친 선과 도교

의 영향” 논문12)에서 초기 관상과 후기 관상의 관점을 각각 세 편의 작품을 통해 고찰

하면서, 머튼 관상이해의 발달을 탐구했다. 또한 머튼의 장자 이해와 선(禪) 이해의 연

구를 통해 후기 관상 이해에 미친 선과 도교의 특별한 영향13)을 밝혔다.

윌리엄 샤논(William H. Shannon), 토마스 킹(Thomas M. King) 등의 머튼 연

구자들처럼, 탐 또한 관상을 머튼 사상의 열쇠이자 고유한 소명으로 보고 그가 저술한

모든 것은 인간 존재의 관상적 차원의 발달을 촉진하는데 있는 것14)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자신의 관상 소명을 살기 위해, 50년대 중반 머튼은 선과 도교를 통해 새로운

경험과 이해의 세계에 문을 열었다고 해석하며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그리스도교 소명을

통합했다고 탐은 평가 내린다. 머튼이 선과 도교의 생활방식에서 자신이 개발해야 할 자

질과 수도원 생활에서의 (장상과의) 갈등을 다룰 수 있도록 영향을 준 것15)으로 보았

11) 강건기,『불교와 기독교』, 서울: 민족문화사, 1986, 184-185, 234쪽.

    지눌은 인간의 가능성에 깊은 신뢰를 가지며, 깨달음을 두 종류로 나눈다. 

    understanding enlightenment(解悟, 진리를 깨달아 앎), realization enlightenment[證悟,  

 불도(佛道)를 수행하여 진리를 깨달음)]이다. 전자는 진아(眞我, True Mind) 즉 마음이 곧  

 부처라는 참마음의 본성에 대한 체험이고, 후자는 그것을 최종적으로 실현(완성)시키는 것  

 이다. 점진적인 수행(gradual-practice)이란 첫 깨달음 후에 따르는 수행(닦음)을 말한다.   

 지눌은 점진적인 수행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깨달음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본다. (解悟-修  

 心-證悟) 證悟는 완전한 깨침으로 깨친 것과 실천, 앎과 삶이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강건  

 기, “토마스 머튼과 지눌 사상에 있어서 “하나”의 의미”,『韓國東西哲學硏究會 論文集』    

 第 5號(1988), 68쪽).

12) Ekman Pui-Chuen Tam, “The Influence of Zen-Taoism on Thomas Merton’s View   

 of Contemplation,” Doctoral Dissertation, St. Paul University/ University of Ottawa,  

 2001.

13) 선과 도교가 머튼에게 관상 경험을 분명히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언어를 제공한 점, 이 도  

 움으로 머튼은 엄밀한 교의 구조와 용어에 의지하지 않고 관상경험에 관해 매끄럽게 표현  

 할 수 있는 점, 관상이해 특히 자아와 하느님 이해에 영향을 준 점, 종교체험의 차원에서는  

 그리스도교와 선, 도교 사이에 모순이 없음을 알게 된 점, 후기 작품, 특히 Contemplative  
 Prayer에서 관상기도의 강조점이 변경된 점(관상기도의 초자연적인 면보다는 보통 일상적  

 인 측면에 더 초점을 둠), 에큐메니컬 사상에 영향을 준 점 등을 연구에서 이끌어내고 있   

 다. 

14) Ekman Pui-Chuen Tam, op. cit., p. 9. 

15) Ibid., pp. 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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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특히 수도원 쇄신에 관한 글을 쓸 때 수도승의 소명의 정의에 머튼이 장자의 “무용

함”의 개념을 차용했음을 인용하면서16) “도의 사람(道人)”과 “쓸모없음(무용함,

useless)”이라는 역설적인 개념이 머튼 관상생활의 견해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음을 규명

했다. 또한 탐은 머튼이 선(禪)에 매료된 이유를 두 가지로 보고 있다.17)

탐은 머튼 관상의 사상적 토대로써 쟈끄 마리땡(Jacques Maritain)의 영향에 관해

앤 카(Anne E. Carr)의 견해18)를 수용하며, 특히 머튼이 평신도 관상생활양식 구축에

중요한 공헌19)을 했음을 강조한다.

머튼의 후기 관상이해는『새 명상의 씨』에서 머튼이 기도생활에 대해 깨달음의 깊이

(정도)로 정의한 것을 지적하면서,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필요한 삶의 방향성(삶

의 방식)이자 태도로 규정짓고 있다.20)

조셉 랍(Joseph Quinn Rabb)은 그의 논문21)에서 선(禪)을 통한 종교 간의 대화와

자기초월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로너간의 방법론을 통해, 자기초월 이론을 바탕으로 머

튼의 자기초월 여정을 해명하고, 스즈키와의 대화에서 일어나는 의식의 발달과 역동성에

관한 해석은 지향적 의식(intentional consciousness)22)을 사용했다.

랍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종교 전통에 충실하면서도 진리의 요청을 위해 비 그리스

16) Ibid., p. 77(he said that the monk was “supposed to be ‘useless’”). 

17) Ibid., pp. 99-100. 과학기술과 유물론적인 미국에 대한 머튼의 반감과 서구인들이 자신들  

 의 종교적 삶에서 내적인 본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선(禪)이 수도원에 새로운 활력을 제  

 공한다는 그의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 그것이다. 

18) Ibid., pp. 111. 각주 23) 참조[Anne E. Carr, A Search for Wisdom and Spirit: 
Thomas Merton’s Theology of the Self, 1988, pp. 27-33]. 

19) 머튼은 일상의 영성(ordinary spirituality)이 적절하게 잘 지켜질 때, 그리스도 영성에서   

 네 가지 부정적인 움직임인 엘리트주의, 전문가주의, 실용주의, 이원론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 Ibid., pp. 186-187.

21) Joseph Quinn Rabb, “Openness and Fidelity: Thomas Merton’s Dialogue with D. T.  

 Suzuki, and Self-Transcendenc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t. Michael’s   

 College, Toronto. 2000. 

22) 인간 정신의 기본적인 작동은 인지 대상의 현존을 자각하는 정신의 작용, 즉 지향(志向,    

 intention)과 주체가 자기 자신, 즉 주체 자신의 현존을 자각하는 의식(意識, consciousness)  

 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향적 의식에는 네 개의 층위별 수준으로 구분된다. 즉 경  

 험적 수준(empirical level), 지성적 수준(intellectual level), 합리적 수준(rational level),  

 책임적 수준(responsible level)이다(변희선,『신학 수행법 입문』, 서울: 문학과 현실사,   

 2014,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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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인에게 진정으로 개방하고 배울 수 있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런 면을 잘 이해

하고 적절화(appropriating)한 신학적인 모델로 머튼을 설정했다. 특히 머튼과 스즈키

의 대화는 선(禪)의 통찰력을 그리스도교에 잘 받아들이면서, 개인적으로 통합에 이르는

좋은 실례로 들고 있다.

그의 논문은 먼저 머튼의 종교체험과 회심체험 해석, 수도원에서의 성숙해지는 사랑과

책임 형성, 마지막에 성숙의 최절정에 달하는 플로나루와(Polonnaruwa)에서의 체험

(공[空]과 연민[Compassion, 자비])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선불교에 대한 머튼의 이

해와 자기 적절화는 후기 실론(Ceylon, 지금은 스리랑카)의 폴로나루와에서 일어났던

특별한 변형 체험(종교체험)의 분명한 촉진제로 보고 있다. 이 종교체험에 관해서는 월

터 콘(Walter Conn)의 질문과 의견23)을 반영하고 있다.24)

5년 동안의(서신교환)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머튼과 스즈키 각각의 의견 자료를 바탕

으로 그는 지향성 분석(intentionality analysis)을 통해 자신의 이해와 앞부분에 관한

결론을 제시했다. 대화에 나타난 “지혜”(Prajna), “공”(空, emptiness)에 대한 이해의

발달을 고찰해보면, 두 사람 모두 궁극적 관심, 자기초월, 그리고 자기 변형에로 초점이

향해진다.

랍은 머튼이 선(禪)과 스즈키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종교체험을 더 명료화함으로써

종교적 회심에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종교 간의 대화와 성찰의 중요성은

우리가 더 풍부하게 살아가기 위한 근거이자 머튼이 말한 하느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다. 머튼의 개방과 믿음의 통합은 하느님과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자기 변형과 자기초

월을 향해가는 수도원적 소명에로 헌신한 열매였다고 평가 내린다.

로버트 훼리시(Robert Faricy, S. J.)신부는 그의 논문에서25) 머튼의 신비주의는

23) 논문 pp. 92-93 참조, 콘은 폴로나루와에서의 머튼의 체험이 자기초월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머튼이 이 경험을 이해하고 자기 적절화한 것처럼 이 경험을 그리스도 계시에  

 대한 머튼의 확언과 헌신으로 바꿀 수 있는지? 질문하고 있다. 그리고 폴로나루와에서의   

 체험에 대한 머튼의 설명과 satori(깨달음)와 kensho(見性, 불성을 보는 것)에 대한 선(禪)  

 기술 사이에 유사점을 강조하고 있다(The Desiring Self, p. 129 재인용).

24) 3-4장의 머튼과 스즈키와의 자세한 대화에서, 인간 주체의 지향적 의식과 그들의 자기초  

 월적인 행동들 그리고 종교경험의 실제에 대한 로너간의 이론을 진정성에 대한 인간의 요  

 청과 문화 간의 영적체험의 실재에 관한 머튼의 이해를 밝히는데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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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기도 신학에서 위 디오니시우스(Pseudo-Dionysius),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Meister Eckhart, 1260-1327), 십자가의 성 요한(St. John of the Cross, 1542-

1591)의 계열인 지성주의적 전통이며 부정신비주의(Apophatic)에 속한다고 한다. 따

라서 종종 머튼에 대해 마음의 신비주의(mysticism of the heart)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지성 신비주의(mysticism of the mind) 계열임을 강조한다. 또한

머튼이 에크하르트와 선(禪) 안에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에크하르트와 선(禪)의 영

향을 받았으며, 선(禪) 저서들과 에크하르트는 머튼이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후기에 에크하르트와 선(禪)에 관한 비교 연구를 한 스즈

키와의 대화에서 머튼의 깊은 선(禪) 이해를 살펴볼 때, 본 연구자는 로버트 훼리시 신

부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외, 에노미아 라쌀(H. M. Enomiya-Lassalle S. J.)26), 하인리히 뒤물랭

(Heinrich Dumoulin), 윌리엄 존스턴(William Johnston)은 선(禪)과 그리스교의

대화를 연구하고 모색했다. 특히 존스턴은 저서 The Still Point: Reflection on Zen

and Christian Mysticism(『禪과 기독교 신비주의』)에서 선(禪)과 기독교 신비주의

의 심리학적 구조, 깨달음(禪)과 신비체험에 관해서 비교하고 있다. 오랫동안 신비신학

과 선(禪)에 관한 영향력 있는 연구를 해온, 존스턴의 동양과 선(禪)에 대한 이해는 그

깊이에도 불구하고 스즈키의 경우처럼 일본과 그 문화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머튼은 오경웅(John C. H. Wu)27)을 통해 중국문화 및 중국철학 그리고 선(禪)

에 관해서도 좀 더 폭넓게 접할 수 있었다.

25) Robert Faricy, S. J. “Merton and Mysticism of the Mind,” The Merton Annual Vol.  

 11(1998), ed. George A. Kilcourse, Jr. pp. 138-147.

26) 라쌀은 자신이 직접 선(禪)을 수행하고, 연구하여 ZEN: Weg zur Erleuchtung(Verlag     

 Herder, Freiburg i. Br. 1969)(『선도』, 분도, 2007)을 간행했다. 이 소책자에서 라쌀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좌선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선(禪)의 방법과 깨달  

 음이 그리스도교적 신비에 이르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121-148쪽 참조).

27) 머튼은 오경웅 박사(John C. H. Wu)의 요청으로 그의 저서 The Golden Age of Zen:    
 The Classic Work on the Foundation of Zen Philosophy(『선의 황금시대』)에 “A     

 Christian Look at Zen”(“한 그리스도인이 본 선”) 제명의 서문을 썼다. 이 글은 머튼 저  

 서 Zen and the Birds of Appetite에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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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먼저 머튼의 부분적인 신비체험에 관해 현상학

적, 종교현상학적인 접근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비교 종교와 종교 간의 대화 관점에서

선(禪)의 영향과 관련된 신비사상 확장, 자기변형과 자기초월로서의 여정들이 연구되었

음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신비신학의 관점에서 머튼 신비체험의 흐름 전체를 조망하면

서, 관통하는 요소들을 찾고 재해석하는 작업 등에 관한 더 깊은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의 방법 및 범위는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보았다.

1) 머튼의 신비체험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로너간의 신학방법론을 이용했

다. 로너간은 초월적 방법론을 통해 인간의 알고자 하는 욕구와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는

초월로 넘어가기 때문에(초월적 욕구), 마음(의식) 활동을 읽게 되고 수행과정이나 방법

을 통해 진정성에 도달하기 위해 깊은 차원에서의 회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

한 회심을 통해 자기 지식(self-knowledge)28), 의식 활동의 적절화(수정 및 자기 적절

화[self-appropriation]), 그리고 의식 활동의 객관화(Lonergan: 진정성)29)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의식의 네 가지 수준[경험함

(experiencing), 이해함(understanding), 판단함(judging), 결정함(deciding)]을 꿰

뚫는 하느님을 향한 순수한 갈망, 즉 자기초월로 의식이 움직여가는 과정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초월적 방법론을 구성하는 인간의식 작용의 역동성으로서의 지향

적 의식이론, 자기 지식(self-knowledge), 자기 적절화(self-appropriation) 및 종교

경험, 삼중의 회심 이론과 자기초월을 살펴볼 것이다.

28) 자신의 의식 활동을 동시에 의식하는 것(conscious of conscious; cf. conscious of       

  something). 

29) 이 과정 안에서의 자기 적절화는 끊임없는 자기 교정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자기 적절화의  

 핵심은 올바른 판단력이다. 또한 자기가 자기 자신 안에 현존하는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편하게 바라볼 수 있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현 상황을 경험하고, 이  

 해하고, 판단하면서 자신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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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체험에 대한 로너간의 견해를 신비의식과 관련지으면서, 그의 신비체험에 대한 관

점 및 머튼과의 상관성도 함께 다룰 것이다. 특히 여기에서 연구자는 머튼의 회심의 여

정과 신비체험에서 발견되는 미학적 부분들을 함께 고찰하는 시도를 위해, 로너간의 예

술 이해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후 로너간의 삼중의 회심에서, 진정성을 추구하는 평

생의 과정으로서의 도덕적 회심에서 도덕적 자기초월을 위한 네 가지 편견에 대해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서, 차후 머튼이 영적 여정을 통해 이러한 편견들을 어떻게 극복해나가

는지 조망해볼 것이다. 또한 로너간 회심의 특성에 관해서도 살펴보려고 한다(II장).

관상과 활동의 근원이 되는 머튼의 신비체험은 관상에 관한 그의 많은 작품에 비해 발

견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널리 알려진 1958년 3월 18일 루이빌(Louisville)에서의

신비체험30)을 볼 때 그 이후에 그의 의식이 확연히 변화되었음을 작품을 통해 알 수 있

다.

로너간의 초월적 방법론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머튼 삶의 큰 내적인 변화와 전환을

이룬 분기점을 세 부분, 수도회 입회 전과 그 이후, 그리고 은수처 생활(1965년)에서

선종 전 아시아 여행으로 나누고 각 시기에 일어났던 신비체험을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

서 분석하고자 한다(IV장).

첫째, 로너간의 이론에 따라 정확한 분석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신비체험이 일어

난 그 당시 머튼의 배경과 의식에 관한 정확한 자료와 분석이다. 이 작업은 머튼 신비체

험을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머튼과 다른 수도승들이 안고 있는

편견 - 교육, 환경, 시대와 장소 등 - 도 통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머튼의 의식의 변화와 분화에 초점을 두면서, 신비체험을 통해 어떻게 자기초월

30) Thomas Merton, Conjectures of a Guilty Bystander, New York: Image Books, 2009,  

 pp. 153-156. 

    (William H. Shannon은 자신의 저서 Thomas Merton’s Paradise Journey에서 “머튼은   

 이 경험에 관해 두 번이나 글을 썼다. 첫 번째는 그 일이 일어난 다음 날인 3월 19일 일기  

 에서, 두 번째는 1965년 9월 20일 Conjectures of a Guilty Bystander에 썼다. 7년 뒤   

 에 쓴 Conjectures 구절은 훨씬 소박한 일기의 확장이자 열정적인 성찰이었다. 자신이 쓴  

 머튼 전기 속에서 마이클 모트(Michael Mott)가 말하기를, 일기는 경험을 더 구체적으로   

 포착하고 있고, 반면에 “Conjectures 버전”에서는 자신을 그가 쓰고 있는 대상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pp. 249-2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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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로 넘어갈 수 있었는지에 관해 함께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머튼의 회심도 고찰해볼

것이다. 머튼의 마지막 영적 여정 및 계속되는 지성적 회심의 주요 동인이 되는 레자 아

라스테(Reza Arasteh)의 최종적 통합과 무르띠(T. R. V. Murti)의 중관철학(The

Central Philosophy of Buddhism)(『불교의 중심 철학- 중관 체계에 대한 연구』)

에 관해서는 다소 자세히 다루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머튼의 신비체험31)이 갖는 특징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또한 머튼

의 신비체험 여정을 그리스도교 전통 신비여정(정화․조명․일치)에 비추어 조명해볼 것

이다. 이는 전통과는 다른 머튼 신비체험의 특징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현대 그리스도교

신비체험 및 현대 신비가에 대한 인식과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2) 머튼의 신비주의의 이해와 접근을 위해 먼저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역사에서 신비

주의에 대한 관점과 이해의 변화 및 신비체험 용어와의 구별점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것

이다. 또한 신비주의 연구가인 버나드 맥긴(Bernard McGinn)의 신비주의 관점을 제

시함으로써 머튼의 신비주의를 좀 더 폭넓은 측면에서 조망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머튼의 신비사상을 형성하게 된 토대로 신비주의 측면에서 바라본 머튼의 생애와 시대

적 배경, 그리고 그 신학적 및 사상적 원천(그리스도교 부정신학, 동양 신비주의)을 고

찰해본다. 그 후 이 토대 위에서 머튼의 신비주의 작품을 살펴볼 것이다.

작품으로는 신비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섯 편의 핵심 저서를 연대기 순으로 고

31) 체험 자료 분석을 위한 1차 자료는 신비체험이 기록된 머튼의 저서인 The Seven Storey  
 Mountain(1948), A Search for Solitude(1996), The Intimate Merton(1999),            

 Conjectures of a Guilty Bystander(1966), The Asian Journal of Thomas Merto(1973)  

 과 The Inner Experience(2003), Contemplative Prayer (1969), Contemplation in a    
 World of Action(1973)이다. 2차 자료는 짐 포리스트(James H. Forest)의 Living with   
 Wisdom(1991), 윌리엄 샤논(William H. Shannon)의 Thomas Merton: an Introduction   
 (2005), Silent Lamp(1992), Thomas Merton’s Paradise Journey(2000) 등이다. 

    머튼의 신비체험 해석 및 신비주의 관련 자료로는 윌리엄 함리스(William Harmless, S.    

    J.)의 Mystics(2008), 하비 이건(Harvey D. Egan, S. J.)의 What Are They Saying      
    About Mysticism?(1982), Christian Mysticism: The Future of a Tradition(1998), 바실  

    페닝턴(M. Basil Pennington)의 Thomas Merton, My Brother(1996)를 참조하고자 한다.  

    신비적 삶을 사는데 수행방식에 중요한, 자기 이해를 위한 자료로 앤 카의 A Search for  
    Wisdom and Spirit: Thomas Merton’s Theology of the Self(1988)를, 미적 체험부분은  

    리차드 빌라데서(Richard Viladesau)의『신학적 미학』을 참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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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면서, 신비사상의 단초, 신비체험과의 상관성, 신비주의 형성 요인 및 그 특성 등에

관해 면밀히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머튼의 자기 적절화와 자기 지식 과정에 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그의 관상 이해의 변화와 신비주의 형성 방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III장).

3) 머튼의 신비주의를 이루는 특징적 요소들과 그 특징, 그리고 실천적 함의에 관해

고찰해볼 것이다(V장).

시몬느 베이유에게는 고통이 진리를 드러내는 장소, 즉 신비적 체험을 하는 통로였다.

그녀 자신은 왜 그런지 몰랐지만, 하느님은 이러한 체험을 통해 그녀의 고유한 갈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끄셨다. 이와 같이 머튼의 폭넓은 저서(일기, 서한 등)를 읽다보면,

하느님과의 일치를 위한 그의 특별한 갈망(desire)들을 만나게 된다.

로너간에게 있어 의식의 네 가지 수준(경험함, 이해함, 판단함, 결정함)을 꿰뚫는 갈

망이라는 주요한 개념이, 머튼에게 초월로의 동력으로 적절하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갈망

의 의도와 방향에 대한 인식과 지속적인 정화 과정이 요구되었다. 갈망의 전적인 부정으

로써,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머튼은 변형되어 갔으며, 고독은

이러한 그의 대표적인 갈망에 해당한다.32) 이외 다른 중요한 요소로는 침묵, 관상, 글쓰

기가 있다.

머튼의 신비주의 특징을 이루는 요소 중 신비적 관상을 고찰하기 위해,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Mysticism(2008)(『그리스도교 신비주의 개론』)을 부

분적으로 참조할 것이다. 이 작품은 머튼이 수련장 직책을 수행했던 시기에, 갓 서품을

받은 새 사제들을 위해 마련한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에 대한 강의 내용을 책으로 간행한

것으로, 머튼의 신비체험에서 특별히 중요한 역할과 위치를 차지하는 자연 관상 부분을

다루기 위해 참조할 것이다. 선(禪)에 관해서는 핵심 저서인 Zen and the Birds of

Appetite(『선과 맹금』)를 면밀히 고찰해볼 것이다.

32) 특히 고독 부분은 No Man Is an Island(『인간은 섬이 아니다』), Thoughts In Solitude  
 (『고독속의 명상』), “Note for a Philosophy of Solitude” in Disputed Questions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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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며, 이어 비판적 평가와 전

망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VI장). 본 논문에서 머튼의 신비 시(詩)에 담긴 심

오한 신비 혹은 신비주의를 연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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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로너간의 초월적 방법

  버나드 로너간(Bernard Lonergan, 1904-1984)은 예수회 신부로서, 철학자, 신학

자이다.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를 연구했으며, “은총과 자유: 성 토

마스 아퀴나스의 사상 안에서 작용하는 은총” 주제로 박사논문을 썼다. 그는 이 박사논

문의 연구를 통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의식 활동 구조를 발견했으며, 더 나아가 인간 보

편 의식 활동구조 즉 인간 의식 활동의 보편성과 역동성을 찾아내어 새로운 학문연구방

법론으로 체계화하고 정립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식 활동구조는 경험함–이해함

–판단함–결정함을 말한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칸트의 인식론에 관한 비판서인 Insight(1957)와『신학 방

법』(Method in Theology, 1971)이 있다. 그 중『신학 방법』첫 장에서는 그의 사상

과 신학의 토대와 배경이 되는 초월적 방법(transcendental method)에 관한 설명으

로 시작된다. 이 책은 현대의 과학적 세계 안에서 신학을 하는데 있어 뛰어난 진취적인

정신과 문제의식을 제공33)하고 있다.

로너간의 초월적 방법의 형성 배경은 칸트의 초월적인 입장, 즉 그의 작업을 시작으로

받아들이지만, 이를 넘어서서 철학과 근대적인 문제를 결합한 마레샬 학파(Joseph

Maréchal Schule)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마레샬 학파에는 앙드레 마르크(André

Marc, 1892-1961), 에머리히 코레트(Emerich Coreth, 1919-2006), 칼 라너(Karl

Rahner, 1904-1984) 그리고 버나드 로너간이 있다. 이 초월적 방법에 관해 데이비드

트레이시(David Tracy)는 “주체를 통한 입장의 관점에서, 비판적 철학의 관점으로부터

나오는 하느님에 관한 물음”으로 정의34) 내린다.

로너간은 자신의 방법론의 열쇠를 인지 구조35)로부터 시작한다. 그는 인간 앎을 질료

33) J. J. 뮐러,『신학방법론』, 윤홍식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25쪽.

34) David Tracy, God One and Three(Notes preparee by the Theological College,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School of Theology, Washington, D. C., 1968), p.    

 197.

35) Lonergan, Collection, ed. Frederick E. Crowe & Robert Doran, 1988, pp. 205-221.

    [로너간은 “Cognitional Structure”에서 인간 앎의 역동적 구조, 의식(consciousness)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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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역동적인 구조로 파악하며, 이는 세 가지 함의를 가진다.

첫째, 언어적 차원에서, 그것은 느슨하거나 일반적인 의미에서 ‘아는 것’과 엄격하고

구체적인 의미에서 ‘아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의미한다. 둘째, 인간의 앎이 하나의 단일

작용이나 활동이 아니라, 오히려 부분들의 전체가 인지 활동이라는 사실이다. 셋째, 구

조의 부분들은 유사성으로서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서로 관련이 있다. 로너간이 여기에

서 생각하게 된 것은 아는 것을 아는 것은 이중 구조이며, 그때 앎은 다음과 같은

(1)(2)(3)이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앎이 경험, 이해, 판단의 결합(conjunction)이라면, 앎의 앎은 (1) 경험, 이해 및

판단을 경험하는 (2) 경험, 이해 및 판단의 경험을 이해하는 (3) 경험, 이해 및 판단의

이해가 옳은지 판단하는 것.36)

이를 바탕으로 그의 방법론을 알 수 있으며, 여기에서 통찰력이 예상된다. 이는 로너

간이 인식 행위의 역동적인 구조와 관련해서 과학과 상식에 대한 지식의 분석에서 그가

소개한 철학적 문제에 대한 답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37) 그의 방법의 기본적인 요점은

알려진 것이 아니라 알아가는 것에, 앎의 내용이나 대상보다는 아는 자 즉 주체의 기능

(operation)에 관심이 있다.

인간은 알고, 이해하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이 있다고 로너간은 말한다. “우리 모두에게

는 다른 욕구들이 잠잠해질 때, 알고자 하는 욕구,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 그 이유를 찾

고, 원인을 찾고, 설명하고자 하는 깊은 욕구가 생겨난다.”38) 이러한 지성적 노력은 통

찰력을 갖게 하며, 또한 이러한 열망들은 궁극적으로는 초월적 욕구로 향하게 된다. 초

월적 욕구와 의식 활동을 읽게 되고 그 과정이나 방법을 통해 진정성에 도달하기 위해

 기 지식(self-knowledge)의 차이, 인간 앎의 객관성, 객관성에 관한 견해와 그림 사고      

 (picture thinking)에서 파생된 견해와 대조, 끝으로 객관적인 앎의 역동적인 구조와 인간  

 삶의 더 큰 역동적인 구조 사이의 관계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36) Ibid., p. 208.

37) David T. Shannon, “Methodology in the Thought of Bernard Lonergan,” Perspective  
 (Pittsburgh), 14 no 2 (Fall 1973), p. 100.

38) Lonergan, Insight,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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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가 깊은 차원에서의 회심(conversion)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로너간은 회

심을 인간 영혼의 요구인, 주의 집중하라, 지성적이 되라, 합리적이 되라, 책임감을 가져

라, 사랑 안에 머물라는 요구들에 전적으로 승복하는 것39)으로 설명한다. 그는 아우구

스티누스의『고백록』을 통해서 지성적, 도덕적, 종교적 회심의 핵심을 배웠는데, 아우

구스티누스에게 있었던 삼중의 회심과정이 아퀴나스에 와서는, 도덕적, 신학적 덕의 근

거가 된 것으로 이해했다.

로너간의 초월적 방법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회심’은 이해 행위의 네 가

지 단계에 따른 네 가지 수준에서 일어난다. 즉 경험 단계에서의 감정, 이해 단계에서의

지성, 판단 단계에서의 도덕 그리고 결정 단계에서의 종교성이다. 이해의 행위에서와 같

이 이 네 가지 회심들은 상호 연결적이며 역동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한 사람의 통합적

인 인간이 되기 위해 네 가지 측면의 회심이 요구되는 것이다.40) 이러한 회심을 통해

자기 지식(self-knowledge), 의식 활동의 자기 적절화(self-appropriation), 의식 활

동의 객관화, 자기초월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초월적 방법은 축적적이고 점진적인 결과를 낳는 앎과 행함에 관한 일련의 관

련되고 반복되는 작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이 결과가 특정한 영역이나 주제에 제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초월적 방법론인 것이다. 다른 방법론은 특별한 영역에 알

맞은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데 반해, 초월적 방법론은 인간 정신 그 자체에

의해 제시되는 기회들을 활용하고 요구들을 만족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로너간은 다음의

초월적 방법의 핵심을 말하면서도, 그 방법의 어려움 또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

는 “어떤 의미, 즉 정확하게 주의집중하고, 지성적이며, 이성적이고 책임감이 있는 한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초월적 방법을 알고 지킨다고 본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초월

적 방법에 익숙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는 인간 의식을 객관화함으로써 그 의식을 고양

하는 문제이며, 궁극적으로는 각자 자신 안에서 스스로 해야 하는 어떤 것”(MT, 14)이

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초월적 방법은 단순히 어떤 이론적인 체계라기보다는 이러한

39) Lonergan, Method in Theology,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0, p.     

 268. 이하에서 본문에 인용된 Method in Theology는 축약하며 MT로 표기한다.

40) J. J. 뮐러, 위의 책, 28-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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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주체의 내면적 수행(遂行, performance) 과정, 자기초월 등을 통해 일종의 깨달

음 혹은 회심(지성적, 도덕적, 종교적)에 이르는 수행방법으로 의식연구방법으로 부르기

도 한다.

로너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

이고, 그의 방법론은 이러한 관심을 기반으로 한다. 로너간은 인지 이론, 인식론, 형이상

학, 신학 또는 존재론의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수학과 과학을 통해 지성의 경험을 분석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경험에서 이해, 이해를 통해 판단, 판단을 통해 결정하게 되

면 인간은 초월적 전환을 할 수 있게 된다. 인지 이론으로 이동할 준비가 된 것이다. 이

시점에서 “내가 아는 동안 무엇을 행하는가?” 그러면 인식론적인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 아는 것을 왜 행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형이상학적 질문을 할 수 있다. “그것을 행

할 때 나는 무엇을 아는가?” 이 세 가지 모든 물음은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궁극적인 질

문으로 되돌아간다. 이처럼 “초월적 방법은 우리의 의식적이고 지향적인 작용들에 빛을

주고, 그에 따라 위 세 가지 기본질문들, 즉 인지론적 질문, 인식론적 질문,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인도하는 의식의 고양”(MT, 25)으로 로너간은 규정짓고 있다.

지금까지 로너간의 초월적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간략하게나마 형성배경, 방법론의

열쇠인 인지 구조 이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회심이론 등에 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

았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그의 초월적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인간의식 작용의 역동성

  1.1. 로너간의 지향적 의식이론

  의식은 로너간의 인간에 대한 견해에서 중추적인 개념이다. 로너간은 의식을 경험, 이

해, 판단, 결정이라는 인간 활동의 서로 다른 네 가지 단계의 측면에서 표현한다. 그는

기존의 가톨릭 신학이 기초로 하고 있었던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 원리로 시작하는 기능

심리학에서 주체의 의식적인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지향성 분석(inten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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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으로 이동했다. 지향성 분석은 인간 의식이 작용하는 양식을 도식화하는 것이

며, 의식의 내용이나 자료를 객관화하는 것이다. 지향성 분석은 우리가 알게 될 때 작용

하는 의식 작용과 결정할 때 작용하는 의식 작용을 이해하게 한다.41) 여기에서 초점은

의식의 대상 또는 내용이 아니라 의식의 작용들이다.

기본 용어가 교리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언어에서 ‘의식’으로 전환될 때, “어떤 문화와 종

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도 원칙적으로 ‘의식’이라는 용어가 뜻하는 자신의 내면성과

정체성에 참여할 수 있게”42) 된다. 뿐만 아니라 의식 혹은 지평이 확장된 개인이나 현대

신비가의 종교체험 내지 신비체험에서도 폭넓게 이해하고, 다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문

을 개방하게 된다. 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현대 세계의 사목 헌장”에서 전하는 현

대 세상과의 소통과 개방성에도 상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지향성 분석은 이러한 의식의 작용을 분석함으로써, 또한 물음에 의해 합리

성과 가치를 획득할 때까지 더 진전되고 더 완전한 의식으로 진행한다. 그러므로 객관성

은 연속적인 지양들의 결과이며, 주체의 경험으로부터 전적으로 떨어져 나오는 법이 결

코 없다.43) “이러한 분석, 혹은 방법의 근간이 되는 지향성은 사람들이 그것을 의식적으

로 수용하든 하지 않든 모든 구체적 경험들을 해석하게 하는 역동적이며 보편적 구조이

다.”44) 따라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제

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부적인 개념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 정신의 기본적인 작동은 인지 대상

의 현존을 자각하는 정신의 작용, 즉 지향(志向, intention)과 주체가 자기 자신, 즉 주

41) 김인숙,『버나드 로너간과 영성신학 방법론』,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5, 290쪽.

42) James R. Price, “Typologies and the Cross-Cultural Analysis of Mysticism: A       

 Critique” in Religion and Culture: Essays in Honor of Bernard Lonergan, S. J.,      

 Timothy P. Fallon and Philip Boo Riley, eds.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7, p. 187.

43) 정현아, “버나드 로너간의 ‘더 높은 관점’(a higher viewpoint)에 비추어본 성 아빌라의 데  

 레사의 기도신학”,「종교연구」38(2005, 3), 156-157쪽. 

44) 같은 곳, 156쪽 각주1) 재인용(Nancy Ring, Doctrine Within the Dialectic of           
 Subjectivity and Objectivity: A Critical Study of the Positions of Paul Tillich and    
 Bernard Lonergan, San Francisco: Mellen Research University Press, 1991, pp. 4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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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자신의 현존을 자각하는 의식(意識, consciousness)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지

향적 의식에는 네 단계의 수준으로 구분되는데, 경험적 수준(empirical level), 지성적

수준(intellectual level), 합리적 수준(rational level), 책임적 수준(responsible

level)이 있다. 지향적 의식의 각각에 해당하는 작용들은 다음과 같다.45)

  · ‘경험적’ 수준: 감지, 인지, 상상, 느낌, 말하기, 이동 …… (경험적 의식)

· ‘지성적’ 수준: 이해되는 것을 묻고, 이해하고, 표현하고, 표현의 전제와 함축된 의미를

연구 …… (지성적 의식)

· ‘합리적’ 수준: 반성하고, 증거를 정리하고, 진실이나 허위, 확실성 또는 확률을 판단

…… (합리적 의식)

· ‘책임적’ 수준: 의도적으로 가능한 행동 과정에 관해 숙고, 평가, 결정, 실행

…… (책임적 의식)

  “이 네 단계의 수준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용들은 지향적이며 의식적인데, 지향성

과 의식은 각 수준별로 다르며, 각 수준 안에서도 숱한 작용들에 따라 보다 더 많은 차

이를 수반한다.”(MT, 9)

지향적 의식에 대한 지식은 발전 가능하다. 지향적 의식 작용의 역동성과 앎의 구조

및 수행을 자신 안에서 독자적으로 발견하고 성취한 사람은 그때부터 자신의 방법을 선

택하고, 또 그 방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어떤 누구에게도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의존한다.46) 

45) Cf. Lonergan, Method in Theology, p. 9. 
46) Cf. Ibid., pp. 34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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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신비 의식

버나드 맥긴(Bernard McGinn)은 신비 의식이 종교적 의식보다 더 발달된 것이거

나, 다른 특별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제시하면서, 이것에 대한 로너간의 의견이 분명

하지 않음을 밝힌다. 하지만 맥긴 자신은 신비 의식이 종교적 의식보다는 더 분화되었지

만, 어떤 다른 것은 아니라는 논의를 지지하는 로너간의 초월적 방법의 함의를 믿고 있

다47)고 밝히고 있다. 머튼은 신비체험 즉 신비적 자기초월의 체험은 초의식

(superconsciousness)의 문제48)라고 말한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이러한 신비 의식

은 늘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인 은총으로 인식되어왔다.

로너간은 신비 의식이 지식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신앙은 종교적 사랑에서 태어난 지식이다. 그런데 첫째, 사랑에서 태어난 지식이 있다.

파스칼(Pascal)은 마음은 이성이 모르는 이유를 갖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그 지식에 대

해 말하였다. 여기서 나는 이성에 따라 인지적 행위의 첫 세 층위들, 즉 경험의 층위, 이

해의 층위, 판단의 층위에 입각해서 복합적인 행위들을 이해하고자 한다. 나는 마음의

이유에 따라 가치에 대한 지향적 반응인 느낌들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런고로 나는 그러

한 반응들의 두 가지 양상을 상기하고자 한다. … 끝으로 나는 마음에 따라 지향적 의

식의 네 번째 층위, 즉 존재론적 층위에서 사랑 안에 머무는 역동적 상태에 있는 주체를

이해한다. 그렇다면 파스칼이 한 말의 의미는 경험함, 이해함, 입증함에 의해 도달되는

실제적인 지식 이외에도,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의 가치 식별과 가치 판단을 통해 도달

되는 또 다른 종류의 지식이 있다는 것이라고 하겠다.(MT, 115)

  로너간은 신비체험을 종교적 회심이나 신비 의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의식의 네 번째

층위에 속하는 ‘초월적’ 영역의 초월적 분화로 설명하였다.49) 하느님 사랑을 반복적으로

체험할 때 의식 안에 초월 영역이 생기고, 기도와 자아 포기는 초월적 분화를 촉진시킨

47) Bernard McGinn, “Mystical Consciousness: A Modest Proposal,” Spiritus 8(2008), p.  

 48. 

48) Thomas Merton, Zen and the Bird of Appetite, A New Directions Book, 1968, p.    

 74.

49) 김인숙, 위의 책, 231쪽. 여기에서 ‘초월적’ 영역의 초월적 분화는 differentiation of       

 transcendent (consciousness) in the ‘transcendent’ realm로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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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초월의 영역에서 하느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주체는 상식, 이론, 내면성의 영

역에서 물러나 “무지의 구름” 안으로 들어가며 객관화들을 정화하고 강화시키며 명백히

한다.

로너간에게 신비가는 신과 상호주체적, 감정적 동일화를 경험한다. 이는 하느님의 사

랑의 선물에 모든 것을 흡수하는 자기 포기이며, 절대 고독자 안으로 물러나는 것50)을

의미한다. 제임스프라이스(James R. Price III)는 로너간의 상호주체성(intersubjectivity)

은 신비 의식에서 가장 중심적인 개념이며, 신비적 상호주체성은 인간의 상호주체성과

같은 경험이 아닌 근본적으로 인간을 초월하는 의식의 일치 경험을 의미한다51)고 말한

다.

후기 저작에서 로너간은 신비 의식 수준인 “다섯 번째 수준의 의식”을 언급52)했다. 그

러나 이러한 언급에 대하여, 베르틴(Vertin), 야콥스 벤더기어(Jacobs-Vandegeer),

다니엘 헬미니악(Daniel A. Helminiak)은 지향적 의식의 다섯 번째 수준은 없다는 견

해53)를 주장하며, 프라이스 또한 신비적 의식을 “의식의 다섯 번째 수준”으로 부르는 것

은 부적절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수준과는 달리 신비 의식은

대상에 대한 지향적인 인식(awareness)이 아니라, “의식의 상호 연결”, “의식의 토대가

되는 의식과 개인적 의식과의 중요한 합일”의 경험54)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내면을 묘사하기 위해 교리에 기반을 둔 용어를 사용하는 스콜라철학의 기능

심리학(예: 보다 낮은 영혼과 높은 영혼)과 달리, 로너간은 네 가지 수준에서 지향적이

고 의식적인 행동 측면에서 내면을 묘사한다. 나아가 의식 수준, 그리고 다섯 번째 수준

에서 상호 주관적 의식의 경험에 대한 더 높아진 인식(awareness)이라는 용어도 표현

50) Lonergan, Method in Theology, pp. 115, 29.

51) James Robertson Price III, “Lonergan and the Foundation of a Contemporary        

 Mystical Theology,” in Lonergan Workshop V, ed. Frederick Lawrence, Boston:     

 Scholars Press, 1985, pp. 187-188. 

52) Lonergan, A Second Collection, ed. William F. J. Ryan and Bernard J. Tyrrel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4, p. 38.

53) Daniel A. Helminiak, “Spirituality as an Explanatory and Normative Science:         

 Applying Lonergan’s Analysis of Intentional Consciousness to Relate Psychology     

 and Theology,”HeyJ LII (2011), p. 610.

54) Price, op. cit., pp. 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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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러한 전환의 결과는 (조직)신학의 기본 용어와 관계들이 형이상학적 언어가 아

닌 정신 작용(psyche’s operation)의 언어로 구성된다는 점이다.55)

따라서 연구자는 이상에서 프라이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본 논문에

서 로너간의 지향성 분석(지향적 의식이론)을 통해서는 네 번째 수준의 의식까지만 다루

고, 머튼의 신비체험에서의 초의식 부분은 로너간이 말한 네 번째 의식 수준에서 ‘초월

적’ 영역의 초월적 분화56)로 해석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1.2. 의식의 변화

  주체는 지향적 의식의 자기 적절화, 종교 경험(신비체험), 삼중 회심의 자기 적절화를

통해 의식이 변화하며, 의식의 수준은 심화된다. 이렇게 변화된 의식의 지평과 객관성은

주체로 하여금 자기초월로 향하게 한다.

지향적 의식의 자기 적절화를 통해 얻은 자기 지식은 자기 수정이 필수적이며, 지속적

인 자기 적절화 과정이 수반된다. 자기 지식, 즉 자기 인식은 신비적 삶을 사는데, 수행

방식에 기본 바탕이자 아주 중요한 것이다. 종교 경험은 주체를 회심으로 이끌며, 삼중

회심의 자기 적절화를 통해 지향적 의식의 자기 적절화는 명료하게 완성된다.

이러한 의식 변화의 주요 요소인 자기 지식, 자기 적절화, 종교 경험, 회심에 관해 고

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의식 변화의 토대인 의식의 분화에 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1.2.1. 자기 지식(self-knowledge)

  앎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며, 경험함, 이해함, 판단함의 세 가지 다른 차원으로 구성된

활동이다. 이 세 차원은 역동적인 관계를 맺으며 이러한 전 과정을 모두 거쳐야만 앎을

55) Kevin Patrick Joyce, “Beyond Perennialism and Constructivism: Lonergan’s          

 ‘Interiority Analysis’ as a New Method for Cross-Cultural Studies in Mysticism,     

 Dialogue & Alliance, 8 no 1․ Spring/Summer 1994, p. 81(Lonergan, Method in       
 Theology, p. 343).

56) 김인숙, 위의 책, 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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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게 이룬 것으로, 세 차원 모두를 포함해서 ‘앎’이라는 하나의 체계화된 활동으로

통합된다.57) 여기에서 의식으로서의 앎과 자기 지식(self-knowledge)은 구별된다. 의

식이 앎의 경험이라면 자기 지식은 자기의 의식 활동인 경험함, 이해함, 판단함을 의식

적으로 경험하고 지성적으로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앎을 의미58)한다. 의식이 단

면이라면, 자기 지식은 중첩된 구조로서 곧 자신의 ‘앎의 앎’(knowing knowing)이자

‘자각의 자각’(awareness of awareness) 이다. 이러한 인지적 내적 현상을 로너간은

자기 지식(self-knowledge)으로 규명하고 있다.

로너간은 이러한 자기 지식이 결여되었을 때 발생되는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간 실존

의 문제, 통찰 상실, 자신의 의식 활동에서의 자기 소외나 속임수의 문제 등을 언급하고

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자기 지식이 결여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위

험이나 파괴는 엄청났다. 초기 로너간의 지성적 회심을 다룬 책에서, 리차드 리디

(Richard Liddy)는 자기 지식이 부재할 때 일어나는 인간 실존의 위험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주체는 자기를 중심으로 여기고, 원인이나 인격에 황홀하게 헌신할 수 있는

자기경험으로 퇴행한다. 그래서 주체는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에 대한 경멸, 종교적으로

헌신하는 유물론자의 이상, 고발과 정화의 대열에 있는 새로운 부르주아 관료 등의 극단

사이에서 몹시 동요된다.”59)

로너간에게 있어 자기 지식은 그의 방법론의 핵심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그

시작이다. 이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으로, 완전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자 온

전히 깨어있는 수행이다. 이러한 자기 지식은 잃어버린 주체의 의미를 되찾으며 근원적

자기를 발견하는 토대가 된다.

57) 조지프 플래너건,『자기 앎의 탐구』, 김재영·이숙희 역, 파주: 서광사, 2014, 198-199쪽  

 (Lonergan, Insight, pp. 273-275).

58) 변희선,『신학 수행법 입문: 버나드 로너간의 신학연구방법I』, 서울: 문학과 현실사, 2014,  

 35쪽.

59) Richard M. Liddy, Transforming Light: Intellectual Conversion in the Early          
 Lonergan,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93, p. 177. 



- 25 -

1.2.2. 자기 적절화(self-appropriation)

  자기 적절화는 로너간 방법론의 근간이며, 이 개념 자체가 방법론이기도 하다. 자기

적절화는 각 개인이 진정한 자신이 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지향적 의식의 자기 적절화는

앎의 구조로 되어 있다. 자기 지식이 앎의 앎이라는 앎의 이중 구조라고 한다면, 자기

적절화는 다음과 같이 앎의 사중 구조로 로너간은 설명한다.

지향적 작용들을 의식적 작용들에 적용하는 것은 1) 우리의 경험, 이해, 판단, 결정을

경험하고, 2) 경험된 경험, 이해, 판단, 결정의 단일체와 관계들을 이해하고, 3) 경험되

고 이해된 경험, 이해, 판단, 결정의 실재를 단언하고, 4) 경험되고 이해되고 단언된 경

험, 이해, 판단, 결정이 자연스럽게 관계되는 것 안에 내재하는 규범들에 따라 작용하도

록 하기 위해 결정하는 사중의 문제(fourfold matter)이다.(MT, 14-15)

이와 같이 지향적 의식안의 네 가지 의식 수준들의 역동적 과정들을 자기화시키는 것

을 자기 적절화라고 하며, 우리는 이를 통해 앎을 깨닫게 된다. 또한 이러한 자기 적절

화는 위에서 언급한 인지론적, 인식론적, 형이상학적 세 가지 질문에 답하면서 이루어진

다. “이러한 앎은 우리에게 상식적인 의식 작용의 분석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과학

을 분화하고, 분화된 과학 방법을 체계화하는 수단을 제공한다.”(MT, 83)

자기 적절화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60)과 함께 각자의 내적 통찰이 요

구된다.

첫째, 자기 적절화는 내면성(interiority)과 역동적 관련이 있다. 내면성은 의식의 자

료들과 작용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리키며, 자기 자신을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만 파

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한 인격-주체로 자신을 의식하는 것을 뜻한다. 자

기 적절화를 통해 각 사람은 내면성으로 들어가게 된다. 내면성은 의식의 한 분화로서,

의미의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준다.

로너간 연구의 권위자인 조지프 플래너건(Joseph Flanagan)은 다음에서 자기 적절

60) Cf. Method in Theology, pp. 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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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시작으로서 이중 자각에 관해 잘 설명하고 있다.

당신이 주의력을 외부 세계, 감각적 자료에서 거두고 당신 내부의 의식의 장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보고 있는 당신을 그리고 주의력의 대상이 되는 당신 자신을 경험하기 시작한

다. 이것은 ‘보고 있는’ 당신의 활동과 ‘보는 자’로서의 당신 자신을 적절화하기 시작함을 의

미한다. 이때 당신은 이중으로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61)

이러한 이중 자각의 개념은, 어떤 측면에서 불교 수행인 사마타 수행(‘집중 명상’), 위

빠사나(‘통찰 명상’)와 유사한 점이 있다. 불교에서는 지속적인 고통의 원인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습관적인 인식과 믿음을 형성하는 마음의 습관임을 일깨워준다. 실제로

의식의 깊은 집중이나 자각, 통찰을 통하지 않고서는 심리적이거나 감정적인 습관, 인식

의 패턴, 신념 등을 알아차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이 수행을 통해 있는 그대로, 우

리의 의견과 판단까지도 있는 그대로 보게 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의 문 안(깨달음, 회

심)으로 들어가게 한다.

둘째, 로너간의 자기 적절화는 인간주체(human subject)가 어떻게 인식 활동

(cognitional activity)에 참여하는지 잘 보여준다.

자기 적절화가 결핍된 인지론은 인간의 인지 활동의 결과에만 주목한 나머지, 인간 주

체의 인지 활동의 역동성과 인간 내면의 활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인지 활동은

인간 의지(지향성)의 적용이면서 동시에 과거의 인지 활동의 반복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 주체의 인지적 활동은 역동적, 반복적, 누적적, 순환적, 형식적으로 구조적이기 때

문에, 인지 활동에 대한 구조적 분석은 인간 주체가 자기 적절화의 과정을 통해서만 제

대로 파악이 가능하다. 우선 인간 주체는 자신의 인식 활동들(경험함, 이해함, 판단함)

의 자기 살피기(내성)를 통해 깨우쳐야 한다. 또한 자기 자신의 악습과 편견의 교정 작

업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적절화의 과정은 내적 통찰과 부단한 자기 수정과 인내가 동반되

61) 조지프 플래너건, 위의 책, 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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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로너간은 “아퀴나스의 신학에 있는 조직학의 새 발견을 이해

하기 위해, 그가 후에 ‘지성적 회심’과 ‘인지적 자기 적절화’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아퀴나

스의 마음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아퀴나스의 마음을 이해하

는데 로너간은 오랜 시간을 보냈다.”62)고 회고했다. 여기에서 인지적 자기 적절화는 앎

에 머물고 행함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실존적 자기 적절화와 병행되어야

한다. 더 높은 층위에서 숙고하는 질문이 나올 때, 인지적 자기 적절화는 지향적 의식의

네 번째 층위를 포월(包越, sublation)하게 되고, 네 번째 의식 층위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숙고하고 자신을 투신하여 행동하게 된다.63) 이처럼 실존적 자기 적절화

를 통해 지향적 느낌의 삶, 가치 판단, 역사적 삶에 있어서 진정한 삶에 관해 분명히 알

게 해준다. 플래너건 또한 “자기를 경험한다는 것은 예비적이고 모호하고 분화되지 않는,

자기 자각 상태이므로 의문과 통찰과 판단으로 매개되어야 하며, 이 매개가 바로 자기

적절화”64)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자기 적절화를 위해서는 인간 주체가 배움의 과정

에 있어 자기 수정(self-correction)이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자기 적절화 과정이 수반

된다. 이러한 자기 수정의 배움 과정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일어나지만, 사회적 차원에

서 의사소통의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따라서 자기 적절화의 과정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자기 지식으로의 초대이며, 회심에

로 이끈다.

62) 김인숙, 위의 책, 34-35쪽.

63) 김인숙, 위의 책, 67쪽[로너간은 삼중의 회심이 자기초월과 관련되며, 단일한 의식 안에서  

 세 가지 회심이 모두 일어날 때 sublation이라는 용어로 그 관계를 설명한다. 이 때 로너간

    은 이 용어를 헤겔보다는 라너의 입장을 따른다. 로너간은 지양하는 것이 지양되는 것     

 을 저해하거나 파괴하기보다는 오히려 포괄하면서, 그것의 고유한 점을 보존하고 어떻게   

 더 풍요로운 맥락에서 그것들이 충만한 실현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의미  

 에서 김인숙 수녀님은 sublation을 지양으로 해석하지 않고, 포월(sublation)로 사용하고 있  

 다]. sublation에 관해서는 본 논문의 자기초월 부분, 44쪽 참조.

64) 조지프 플래너건, 위의 책, 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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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의식의 분화

정신의 발견은 “의미가 첫째 단계에서 둘째 단계로 전이되었음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서 첫째 단계는 의미에 의해 매개된 세계인 상식의 세계이다. 둘째 단계에서 의미에 매

개된 세계는 상식의 영역과 이론의 영역으로 나눠진다. 이 구분에 상응하고, 거기에 기

초해서 의식의 분화(differentiation)가 일어난다.”(MT, 93) “세 번째 단계에서 상식,

이론, 내면성의 영역으로 분화될 뿐만 아니라 대중 매체에 대한 보편적 즉각성과 보편적

교육에 대한 원형적 영향력을 획득한다.”(MT, 99) 여기에서 의미에 의해 매개되는 요소

에는 감각 자료, 의식자료에 의해 구성되는 경험적 객관성, 지성과 합리성에 의해 구성

되는 규범적 객관성이 있다.

미분화된 원시적 의식은 무분별하게 상식의 과정을 사용하고, 상식의 방법으로 발전한

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 자기 지식, 종교는 초보적이다. 이 의식에는 “이론의 영역과 내

면성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식의 영역과 초월성의 영역이 서로 침투한다.”

(MT, 257) 충분히 분화된 의식에는 의미의 네 영역인 상식, 이론, 내면성, 초월성이

있다. 먼저 상식의 영역은 일상적이거나 통상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

서 이해가 미숙하며, 표현이 모호해 이러한 결점들은 의식의 분화가 더 이루어지는 만큼

제거된다. 이론의 영역은 주체와 그 주체의 작용을 오직 대상으로만 진술하는 언어가 사

용된다. 내면성의 영역은 이론의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자기 적절화로

이르게 된다. 초월성의 영역에서는 주체가 기도 언어와 침묵 언어를 통해 신성과 관계를

맺게 된다.

로너간은 우리가 내면성의 영역으로 넘어가기를 바라며, “내면성의 영역을 통해서만

분화된 의식이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인지적 행위에 대한 여러 패턴들의 성격과

상호 보완적 목적들을 설명할 수 있다”(MT, 115)고 말한다.

로너간은 다음 다섯 종류의 의식의 분화, 즉 종교적으로 분화된 의식, 예술적으로 분

화된 의식, 이론적으로 분화된 의식, 학문적으로 분화된 의식, 내면적으로 분화된 의식

으로 나누어 상술65)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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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교적으로 분화된 의식: 금욕주의자는 이 의식에 접근하고, 신비가는 도달한다.

이 의식은 부정신학(apophatic theology)의 부정에 만족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의식이 사랑 안에 머물기 때문이다. 이 사랑에 대해서는 어떤 보류도 조건도 자격

도 없다. 이 의식은 그러한 사랑에 의해 사랑스러움 안에서 긍정적으로 초월적인

것을 향해 정향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방향과 계속적인 자기 내어줌이 작용하는 동

안은 지적으로 이해된 어떤 대상을 요구하지 않게 한다. 그리고 그들 작용이 끝날

때, 그것들에 대한 기억은 하느님이 아닌 것에 대한 목록들에 만족할 수 있게 한

다.

② 예술적으로 분화된 의식: 이 의식은 미(美) 영역의 전문가로서, 아름다운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대상들에 충분히 반응한다. 이 의식의 보다 높은 기능은 창

조하는 것이다. 이 의식은 종교적 감수성과 결합될 때 종교적 표현을 고양시킨다.

이것은 종교의식, 장엄한 전례, 천상적인 음악, 감동적인 찬가, 효과적인 기도, 고

상한 가르침을 형성한다.

③ 이론적으로 분화된 의식: 두 가지 국면에서 일어나며, 이들 두 국면 모두 대상을

상식적인 관계에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해 증명 가능한 관계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용어들(terms)은 상호 관계들에 의해 함축적으로 규정되며, 역으로 이들

관계는 경험에 대한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④ 학문적으로 분화된 의식: 언어학자, 작가, 주석가, 역사가의 의식이다. 학문은 지

성이 발전하는 상식적 양식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자연과학과 일반화된 인문과학의

목표인 보편적인 원리와 지성의 법칙에 도달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학문의 목적

은 단순히 특정한 진술이 의도하는 의미와 특정한 행위를 구체화하는 지향을 이해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문적으로 분화된 의식과 이론적으로 분화된 의식은 매우 차

이가 있다.

⑤ 내면적으로 분화된 의식: 상식과 내면성의 영역에 작용한다. 이론적으로 분화된 의

식과 달리, 내면으로 분화된 의식은 감각에서 시작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의식 작

용과 그것들을 서로 관련시키는 역동적 구조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결국 기본 용

어들과 관계들을 결정하는 이러한 시작을 포기하는 것이다. 로너간은 학문적으로

65) Cf. Method in Theology, pp. 27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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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된 의식의 복잡성은 해석, 역사, 역사와 역사가, 변증을 다룬 장에서 설명했다.

그런데 이러한 제시는 몇몇의 작용과 그것들의 다양성을 모든 기능에 편성하는 역

동적인 관계를 깨닫게 하는 내면적으로 분화된 의식을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학문

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묘사를 가지게 하거나 지식에 대한 잘못된 이론에

서 빚어지는 혼란을 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이다.

진행되는 각 의식의 분화들은 발달, 성숙, 혹은 퇴행66)중일 수가 있다. 이럴 때 우리

는 신앙생활에서 신비체험의 선구자를 식별할 수 있으며,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 안에서

창조의 시초를, 지혜문학 안에서 철학적 이론의 배경을, 고고학자들에게서 학문의 집성

을, 철학적 분석 안에서 내면적으로 분화된 의식 자료들을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화된 분화된 의식을 제시하면서, 로너간은 아직 대다수의 신앙인들은 미분

화된 의식에 속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미분화되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분화된

의식의 예언에 의해, 예술가의 노력에 의해, 이론가의 난해함에 의해, 역사가의 끈기 있

는 노고에 의해, 그리고 내면적으로 분화된 의식을 가져오는 유사한 단어들의 복합적 사

용에 의해 당황하거나 놀라게 된다고 말한다. 특히 “오직 전문화된 의식의 분화만이 우

리가 일상적 삶의 방식을 버리고, 선에 대한 도덕적 추구, 진리에 대한 철학적 추구, 이

해에 대한 과학적 추구, 미에 대한 예술적 추구에 전념하게 된다고”(MT, 13) 강조했다.

로너간은 이러한 분화된 의식은 “비판적 긴박성이 내면성에 주의를 기울일 때, 자기

적절화가 이루어질 때, 주체가 자신의 다른 과정들을 몇몇 영역들과 관련짓고, 몇몇 영

역들을 서로 관련지으며, 의식적으로 자신의 과정을 변경함으로써 하나의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길 때 나타난다”(MT, 84)고 한다. 이를 위해 오직 겸손하고 온유한 배움의

과정, 혹독한 입문 지식을 거치고, 철학적 입문이라는 길고 혼란스러운 과정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며, 이를 통해 비로소 내면성의 길을 발견하며 자기 적절화를 통해 토대를 성

66) 의식의 분화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분화로부터의 퇴행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 로  

 너간은『신학방법』에서 막스 쉘러(Max Scheler)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Cf. Man          

 Frings, Max Scheler, Pittsburg and Louvain, 1965, pp. 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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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주체의 자기 적절화는 경험, 이해, 판단, 결정을 객관화할

뿐만 아니라 종교 경험도 객관화할 수 있다.

 

  1.3. 종교 경험과 경험의 패턴

1.3.1. 종교 경험

로너간은 “우리가 자신의 질문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질문을 향해 나아가는 만큼 하

느님에 대한 질문이 일어난다.”(MT, 103)고 말한다. 즉 지향성 분석을 통해 의식의 역

동성을 방법적으로 적절화하게 되면 초월적 요구가 일어나게 된다. 여기에서 하느님에

대한 질문이 인간의 지평, 지향적 범위 안에 놓여있지만, 그 답은 우리 의식의 지향성으

로는 도달할 수 없는 저 너머에 있다67)고 로너간은 말한다.

종교 경험 즉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은 무제한한 양식(樣式)으로 사랑 안에

머무는 것으로, 이는 제한이나 자격이나 조건, 유보 없이 사랑 안에 머무는 것”(MT,

105-106)으로 로너간은 정의 내린다. 종교 경험은 지향성의 네 번째 의식 수준에서 일

어나며, 이 수준의 토대이자 뿌리로서 차지한다. 이 네 번째 수준의 의식은 회심을 체험

하게 하며, 숙고하고 가치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감 있게 자유로이 행동하는 의식

의 유형을 말한다. 하느님 사랑은 우리의 가치에 감성적인 영향을 주고, 우리의 믿음에

인지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식의 역동적인 상태로 표현된다. 역동적 상태는 우리의

앎을 변형시킬 새로운 전망을 만들고, 로너간은 다음과 같이 역동적 상태를 일종의 신비

체험으로 간주한다.

역동적 상태는 알려지지 않는 의식적 상태이기 때문에 일종의 신비체험이다. 역동적 상

태는 사랑 안에 머물기 때문에, 신비는 사람을 단순히 매료시킬 뿐 아니라 황홀하게도

만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비에 속하며 그 신비에 사로잡힌다. 그 신비는 무한한 사랑

이기 때문에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그 신비가 자체로는 의식적인 것이되 알려

67) 김인숙, 위의 책, 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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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은 것처럼, 하느님 사랑의 선물은 거룩함에 대한 체험, 루돌프 오토(Rudolf

Otto)가 말한 ‘황홀하고 두려운 신비’의 체험이다. 그 선물은 폴 틸리히(Paul Tillich)

가 ‘궁극적 관심에 의해 사로잡힌 존재’라고 명명한 것이다. 그것은 칼 라너가 설명한 대

로,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가 말한 이유 없는 위로에 해당한다.(MT, 106)

또한 역동적 상태는 그 자체로는 작용 은총이지만, 사랑, 희망, 신앙, 참회 등 행위들

의 원리로서는 조력 은총임68)을 주목하기를 로너간은 강조한다.

로너간에게 경험은 단지 지식의 과정에서 하부구조(infra-structure)이다. 지식이 있

기 위해서는 경험이 참으로 필요하지만, 경험은 오직 이해함으로써 조명되고, 판단을 통

해 입증되는 한 지식이 될 수 있다. 경험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경험이 식별

될 때까지, 그리고 식별되지 않는 한 그 경험은 정당하게 호소할 수 없다.69) 다시 말해

그가 말하는 경험은 단순히 오관에 의한 경험만을 경험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경험의

경험, 이해함의 경험이고, 판단함의 경험으로써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경험이다. 주체의

자기 적절화는 종교 경험에 대한 객관화도 가능하게 한다.

지향적 반응으로 느낌은, 로너간에게 있어 종교적 경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로너간의 접근에서 느낌(feeling)은 의식의 첫 수준을 구성하는 ‘경험’의 한 측면이며,

식별의 중요한 부분이다. 느낌은 전체 과정에 근본적인 것으로 남으며, 로너간은 느낌이

‘우리 삶의 무게와 관성적 힘을 구성한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 특히 첫 단계에서 발

생한 느낌은 네 번째 수준에서 일어나는 가치 판단과 서로 맞물린다. 우리는 가치에 대

한 이해가 느낌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들었다.70)

68) 아우구스티누스 이래로 은총은 작용 은총(operative grace)과 조력 은총(cooperative      

 grace)으로 구분되어 왔다. [로너간의 저서 Grace and Freedom(『자유와 은총』) 참조] 

    작용 은총은 종교적 회심으로,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돌 같은 마음의 지평을  

 뛰어넘어 바꿔주는 은총이다. 조력 은총은 회심의 효과로서, 살 같은 마음이 인간의 자유   

 를 통해 좋은 일에서 효과를 발휘하게 한다. 또한 이는 우리의 삶과 느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실수 전반을 완전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는 점진적인 움직임이다”(Lonergan,  

 Method in Theology, p. 241). 

69) Raymond Moloney, “Conversion and Spirit: Bernard Lonergan(1904-1984),” The     
 Way(43/4, 2004), p. 126.

70) Ibid.,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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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로너간은 1982년 피에르 로버트(Pierre Robert)와의 인터뷰71)에서, 신비 체험

에 관한 물음 중 신비적 명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신비적 명상은 직관보다는 변화가 더 많다. 그것은 갈멜 산을 오르는 것이다. 개념들이

있지만 주로 감정 상태로 있다. 감정 상태는 상승한다. 모든 것은 느낌으로 이뤄진다. 변

형된 지성과 판단의 작용도 있지만 주로 느낌의 작용으로 이뤄진다. … 이 느낌은 다른

영적 느낌과 같은 느낌이지만 변형된 느낌이다.

로너간은 느낌에 관해 디트리히 힐데브란트(Dietrich von Hildebrand)와 막스 쉘러

(Max Scheler)의 이론들72)을 도입했다. 느낌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아름다움, 이해,

진리, 덕행, 고상한 행위들과 같은 가치를 고려하게 하며, 자기초월을 지향하게도 하고

우리 자신을 초월하게 하는 어떤 대상을 선택하게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기술의 발달과

같이, 느낌 또한 교육을 통해 개인의 능력 및 성향과 협력하여 가치에 대한 자기 이해를

확장, 심화할 뿐만 아니라 자기 초월을 이루도록 돕는 요인으로 규명하고 있다.

지향성의 각 수준에는, 인식적이고 감성적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 첫 세 수준에는 대

개 인지적인 작용이 더 높지만, 네 번째 수준에서는 감성적 상태가 더 우위를 차지한다.

이 네 번째 수준에는 인간 간의 차원이나 종교적인 차원 모두 있다. 여기에서 인간 간

차원의 높이는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더 나아가 동료들 사이의 “사랑 안에 머무

는 존재”인 감성적 상태를 말한다. 종교적인 차원의 높이도 비슷한 감성적 상태에서 발

견되지만, “제한이나 조건, 그리고 유보 없이” 사랑 안에 머무는 존재이다.73) 네 번째

수준의 이 두 차원 모두를 자각할 때, 우리 각자는 로너간이 말하는 “앎”의 시작에 접근

할 수 있게 된다.

71) 김인숙, 위의 책, 231-232쪽 재인용(Cf. Pierre Robert, “Theology and the Spiritual    

 Life: Encounter with Benard Lonergan,” Lonergan Workshop, v. 10, Boston College,  

 1994, pp. 333-343).

72) Method in Theology에서 힐데브란트의 저서로는 Christian Ethics(New York: David    

 Mckay, 1953), 막스 쉘러 부분은 Manfred Fring, Max Scheler, Chapter 5, Pittsburgh:  

 Dequesne University Press, and Louvain: Nauwelaerts, 1965 제시함.

73) Louis Roy, Mystical Consciousness; Lonergan, Method in Theology, p. 105.



- 34 -

  1.3.2. 경험의 패턴74) 

로너간은 Insight에서 인간의 지능과 이성을 깊이 다루고, 또한 경험의 다양한 패턴

분석에서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인식한다. 구체적인 인간 경험은 생물학적, 지적, 미적

그리고 극적 패턴의 풍부한 역동적인 흐름을 구성한다. 그는 먼저 상식의 세계에서 작용

하는 경험의 ‘생물학적 패턴(Biological Patten)’, ‘미적 패턴(Aesthetic Patten)’, ‘극

적 패턴(Dramatic Patten)’을 논의하고, 나중에 보다 넒은 맥락의 이론 세계에서 경험

들이 작용하는 ‘지적 패턴(Intellectual Patten)’과 ‘예배 패턴(Worshipping Patten)’

으로 분류하여 논의한다. 랜달 로젠버거(Randall S. Rosenberg)가 자신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각 경험 패턴에 대해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지적 패턴이 제한이 없는 궁금증의 경험을 포함한다면, 생물학적 패턴은 일련의 감각,

기억, 이미지, 능동(conation), 감정, 신체 운동을 연결하는 지적인 관계의 집합이다.

… 로너간에게 예술은 생물학적 목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수학적이고 과학적

인 합리성의 제약으로부터 우리의 지능을 자유롭게 한다. 미적 패턴은 상징적이며, 어

떤 의미에서 예술가의 영감과 의도의 참여를 통해, 어떤 의미에서는 재현을 통해 전달한

다. 로너간에 따르면, 상징은 인간의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 동기를 제공할 수 있는 감정

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를 통해 작동한다. 극적인 경험 패턴은 우리의 첫 예술작품이 우

리 자신의 삶이라는 사실을 조명한다.75)

로너간이 분류한 패턴 중에서 ‘지적 패턴’, ‘미적 패턴’, ‘극적 패턴’에 한정해서 그 개념

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경험의 지적 패턴: 경험의 지적 패턴은 이론의 영역에서, 경험한 사건들의 내적인

관계, 그들의 일치 및 차이점, 그들이 상호 작용할 때 수행하는 기능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감정의 간섭을 차단하는 객관적인 탐구의 정신에서 진행된다. 감정이 존재할지라

74) Lonergan, Insight, pp. 181-189; Vicente Marasigan, S. J., “Patterns in One          

 Religious Experience,” LANDAS 11(1997), pp. 91-98.

75) Randall S. Rosenberg, “Lonergan on the Transcendent Orientation of Art,” REN     
 61.3 (Spring 2009),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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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객관화되고 심리적 거리를 두고 평온함 속에서 회상하고, “반성적이며 비판적으로 의

식”하려는 노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감정을 위한 시간이 있고, 정서와 거리를 두는

시간이 있다.

② 경험의 미적 패턴: 수학이나 과학과 마찬가지로, 예술가도 미적 경험의 내용과 행

위를 통합하고 관련시키는 새로운 형태를 발견하는데 지능을 행사한다. 심미와 예술은

상징적이며, 적절한 지적인 체계화나 평가의 한계를 넘는 인간 주체의 표현이다. 또한

과학이나 철학을 통해서가 아니라, 참여와 예술가의 영감과 의도의 재연을 통해 전달되

어야 할 것을 전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주체의 표현으로서, 예술은 그 요소적인 면모 안

에 있는 놀라움을 선사할 것이다. 즉 예술은 감각과 지성의 이중의 해방으로, 그 경이로

움에 대한 주요 대상의 실재를 나타낸다.

③ 경험의 극적 패턴: 로너간은 인간은 미학적 해방과 예술적 창조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첫 예술 작품을 자신의 삶이라고 말한다. 그는 예술 작품으로 위엄있는 삶의 목

적과 동기를 위해 일을 끝내고 자신의 삶을 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의식의 흐름에서 나

오는 것으로 극적 패턴을 본다. 극적 패턴의 적용 예로는 대상과 주체로 향하는 두 가지

로 나누어진다. 여기에서 대상은 신이 극적인 감독이고, 신의 계시가 어떤 의미에서 진

행 중인 드라마의 대본인 신적 드라마(Theo-drama)이다. 극적인 성격(dramatis

personae, 극적인 인격)은 세 위격과 상호 작용하는 인간 인격으로 구성된다.

비센테 마라시간(Vicente Marasigan)은 이러한 로너간의 경험 패턴(지적 패턴. 극

적 패턴. 예배 패턴)을 사용해서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Hans Urs von Balthasar)

가 영적 지도한 신비가 아드리엔느 폰 스파이어(Adrienne von Speyr)의 종교 경험 중

한 사건을 분석했다. 그는 논문을 통해 로너간의 경험 패턴의 방법이 “확실히 신비 의식

에 관련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앞서 개괄적으로 살펴본 로너간의 경험 패턴을 바탕으로 그의 예술 이해76)를 고

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예술과 초월적 신비 및 회심과의 상관성을 파악하며, 이러

한 관점은 머튼의 신비체험을 관통하는 미적 체험과 의식, 그리고 미적 회심을 파악하는

76) Randall S. Rosenberg, “Lonergan on the Transcendent Orientation of Art,” REN     

 61.3 (Spring 2009), pp. 1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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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새롭고도 확대된 지평을 열어줄 것이다.

로너간은 예술을 순수한 경험 패턴의 객관화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 쓰이는 각 용어는

수잔 랭거(Susanne Langer)의 저서『느낌과 형식』(Feeling and Form)에서 빌려온

다.77) 예술에 대한 로너간의 에세이에서, 그는 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근본적인

의미는 “지복직관을 알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과 같이, 기존의 세계에서 벗어나 하느님께

로 향하는 전환”78)으로 언급하고 있다. 로젠버거는 기본적인 인간 경험을 두 가지로 분

리하면서, 이를 알고자 하는 신비하고도 제한되지 않는 열망과 기존의 세계에서 초월적

인 가능성의 세계로의 예술적 전환으로 해석한다. 또한 그는 자칫 로너간을 합리주의자

로 일축할 수 있는 우려와 함께, 인간 상태의 심미적 극적인 구조에 대한 로너간의 중요

한 반성을 놓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리차드 리디(Richard Liddy)는 로너간이 랭거의 예술에 관한 Feeling and Form

(1953)을 적절화하여 그가 “예술적인 창조와 적절화의 구체적 과정에 대해 보다 더 많

이” 배웠다는 관점을 표명했다.79)

로너간은 예술의 지적인 요소를 부정하지 않으며, 경험의 수준에서 예술을 연결한다.

한편으로 그것이 경험으로만 축소될 수는 없음을 강조했다. 앞서 로너간이 예술에 관해

“순수한 경험 패턴의 객관화”로 정의내린 것으로 알 수 있다. 예술은 새로운 지평을 열

고, 기성 세계에서 벗어나 경이와 경외의 감정을 객관화한다. 예술가는 어떤 심리적 거

리와 분리가 있다. 로젠버거는 여기서 예술의 경험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예술 경험의

객관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로젠버거는 다음 몇 가지로 로너간의 예술 이론을 이끌어낸다.

첫째,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직관에 언어를 부여하는 능력이다. 로너간은 예술

77) Cf. Lonergan, Method in Theology, p. 61.

78) Lonergan, “Art,” Topics in Education. Collected Works of Bernard Lonergan 10.    

 eds. Frederick E. Crowe and Robert M. Doran. Toronto: U of Toronto P, 1993, pp.  

 224-225. 

79) Richard Liddy, “What Bernard Lonergan Learned from Susanne K. Langer,”         

 Language of the Heart: Lonergan. images and Feelings, Lonergan Workshop, vol.    

 11. ed. Fred Lawrence. Boston: Boston College, 1995,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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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험에서 이해되는 의미를 “요소적(element)”의미로 언급한다. 요소적 의미는 지능적

이고 이성적인 의식에서 통찰력과 판단을 추구하기 전의 의미의 수준이다. 이는 그림,

동상, 건축, 음악, 시, 이야기, 드라마, 서정시 등 여러 유형의 예술의 기능을 조명함으

로써 로너간은 이 이론을 입증하고 있다.

둘째, 예술은 경험의 지적 패턴 안에서 우리의 초월적 지향을 드러내고, 예술적 경험

은 미적, 극적 패턴 안에서 신에 대한 우리의 지향을 나타낼 수 있다. 로너간에게 훌륭

한 예술은 숨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예술은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이 드러내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즉 조용한 연설 속에서도, 정의 내리거나 붙잡을

수 없는 존재, 즉 초월적 실재에 의해 드러난다”80)고 로너간은 말하고 있다.

셋째, 로너간의 예술 이해는 성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초월적 신비의 계시에

서 작용하는 가시성과 불가시성 사이의 긴장을 드러낸다. 교부학자인 프란시스 영

(Frances Young)이 쓴 것81)처럼, 실재의 성사적 깊이를 목격하기 위해서는 ‘관상적인

통찰력’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로젠버거는 “로너간은 예술이 더 풍부한 세상에서 더 충만한 삶의 가능성

을 탐색하기 위해 실제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을 포함하고, 궁극적으로 초월적 신비에 대

한 우리의 방향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예술은

구체적인 삶의 잠재성을 탐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의 경험을 바꾸며 존재의

지평을 바꾸는 신비 체험과 회심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다.

80) Lonergan, “Art,” p. 222.

81) Frances Young, Biblical Exegesis and the Formation of Christian Culture. Peabody,  

 MA: Hendrickson, 2002, p. 158.

   (본성, 육화, 세례 및 성찬례와 함께하는 성경은 증거의 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가리키

는 숨겨진 사실을 감추면서도 초월적 신비의 강력한 존재를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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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삼중의 회심

로너간은 회심에 대해 “장터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과정이며, 과학적 탐구에 의해 일어

날 수 있는 과정이다. 그러나 회심은 인간이 자신 안에서 비진정성을 발견하고 그것에서

돌아서는 한에서만, 그가 인간 진정성의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자신의 전존재로

그것을 껴안는 한에서만 일어난다”(MT, 271)고 말하고 있다. 이는 수피 격언인 “암탉은

시장 바닥에서 알을 낳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처럼, 장터는 회심을 위한 최상의 장소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로너간의 회심에 관한 지성적 측면을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적

절화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그 과정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부분

이 바로 회심인 것이다.

   로너간의 회심에 관한 정의를 몇 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심은 “인간

영혼의 요구들, 즉 주의 집중하라, 지성적이 되라, 합리적이 되라, 책임감을 가져라, 사

랑 안에 머물라에 대한 전적인 승복”(MT, 268)이다. 이 정의는 로너간이 제공하는 유

일한 초월적 금언이자 로너간 방법론의 핵심이다. 이 초월적 금언은 상황의 변화를 뛰어

넘는 영구적인 것이며, 이 금언을 지킴으로 참된 자아가 진행된다.

둘째, 회심은 ‘지평의 변화’이다. 여기에서 회심은 지평의 주관적 축과 객관적 축이 상

호 교차되는 가운데 분석되고 있는 것이다. 회심은 인간 인식의 역동적인 작용과 그 작

용에 의해 발생하는 의미 영역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파악되고 있다. 지금까지 주목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현존하게 되며,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문제

들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셋째, 회심은 ‘주체와 그 세계의 변형’이다. 새 지평에로의 운동은 과거의 중요한 특징

들을 포기함으로써 옛 지평으로부터 생기며 새로운 깊이와 넓이와 풍요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연속을 시작한다. 그러한 급전환과 새로운 시작이 바로 로너간이 제시하는

회심의 개념인 것이다.

넷째, 회심은 ‘존재의 근원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 전환은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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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정성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돌아서는 만큼, 인간 진정성82)의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발견함으로써 그것을 자신의 전 존재로 껴안을 수 있을 만큼’ 일어난다.83) 여기에서는

자신이 회심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회심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진정성의 여부에 따

라서 회심이 확인된다. 이러한 회심은 실존적이고 개인적이며 친밀한 성격을 가지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적 차원으로 나아가며 아울러 문화적, 역사

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로너간은 회심을 지평 분석과 관련하여 세 가지 차원으로, 즉 도덕적, 지성적, 종교적

회심으로 분석84)한다. 먼저 도덕적 회심(moral conversion)은 지향적 의식의 네 번째

수준에서 일어나며,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만족이 아니라 가치로 변하게 되는 것

이다. 도덕적 회심은 “가치와 만족이 서로 충돌할 때 만족을 거스르는 가치일지라도, 참

된 선을 선택하는 것”(MT, 240)이다. 지성적 회심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사실 판단이라면, 도덕적 회심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치 판단인 것이다.

참된 가치 판단은 인지적 차원에서의 자기초월85)을 넘어선다. 도덕적 자기초월은 인식

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너간은 우리 각자 안에 뿌리깊이 남아있

는 개인적, 집단적, 일반적 편견86)을 발견하고, 이를 뽑아내는 일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82) 진정성(authenticity)은 사람의 자기초월(self-transcendence)의 과정을 거치고, 비진정성  

 을 끊임없이 버림으로써 진정성에 도달한다(Cf. Lonergan, Method in Theology, pp.     

 289-290).

83) Ibid., p. 271.

84) 로너간은 초기에는 회심을 지성적 회심, 도덕적 회심, 종교적 회심 세 가지로 분류했지만,  

 말년에 가서는 감성적 회심(affective conversion)도 포함시켰다(김인숙, 위의 책, 292쪽   

 참조).

85) 로너간이 말하는 초월적 개념(transcendental notion)은 “무지에서 지식으로 옮겨가게 하  

 는 근원적인 지향성을 뜻한다.” 지향성은 범주적인 것과 초월적인 것이 있다. 범주적 지향  

 은 이미 있는 것을 지향하는 것임에 비해, “초월적인 지향은 함축적인 것을 이해하게 하며,  

 명시적 의미에 제한되지 않게 하며, 문화적 변화를 초월하여 항상 변하지 않게 한다.” 초월  

 적 개념은 “왜? 어떻게? 무엇? 그게 정말 그래? 내가 무얼 하냐?”라는 질문을 통하여 우리  

 로 하여금 하나의 의식 층위에서 다른 의식 층위로 옮아가게 한다(Lonergan, op. cit., p.  

 11). 
86) 편견에 대해서는 Lonergan, Insight, p. 191-206, 218-242 참조.

    편견은 지적 발달을 방해하고 왜곡하며 퇴보의 길을 가게 한다. 로너간은 모든 사람이 편  

 견에 지배받고 있다고 말하며, 편견에 관해 자신의 주저인 Insight에서 다음 네 가지로 나  

 누어 설명했다. 

     1. 심층적 편견(dramatic bias): 어떤 대상에 대한 정상적인 이해함(understanding)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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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시키고 있다. 도덕적 회심은 자기 발전에서 전환점인 동시에 진정성을 추구하는 평

생의 과정이다.

지성적 회심(intellectual conversion)은 “근본적인 정화이며, 그 결과 실재와 객관

성, 인간 지식을 명료화함으로써 그것들을 잘못 이해하게 하는 신화(神話)를 제거하는

것이다.”(MT, 238) 지성적 회심은 지향적 의식을 인지적으로 자기 적절화 하는 과정이

다. “사람이 안다고 할 때에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만”(MT, 240)

지성적 회심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용기와 정직성은 지성적 회심에 있어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한다. 지성적 회심은 종교적 회심과 도덕적 회심의 ‘토대’이자 시작으로서의 역

할을 하며, 더 구체적으로는 지성적 회심은 다른 두 회심을 명료하게 성찰, 비판적으로

식별하는 방법적 토대가 된다. 특히 로너간의 사상 속에서 지성적 회심은 다른 두 회심

에 비해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데카르트 이래, 철학의 방법론은 일단 모든 것을 의심하는 방법론(비판적 회의)을 택

했다. 그러나 헨리 뉴먼 추기경은 모든 것을 의심하는 방법보다는 모든 것을 믿는 방법

론인 ‘수용정신’을 택했다. 그의 이러한 ‘수용정신’은 로너간의 지성적 회심의 단초가 되

었다. 이러한 수용정신은 로너간에게 큰 비전을 주었고 그는 이 정신을 깨닫고 나서, 지

성적 회심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술회한다.87)

지성적 회심의 좋은 모델로 소크라테스를 제시할 수 있다. “진리가 무엇인지, 정의(定

議)가 무엇인지?” 소크라테스는 이 질문을 놓치지 않고,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누구

인지 그 답을 끈질기게 추구했다. 결국 그는 사람들이 정의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발견이 소크라테스가 말한 앎과 로너간이 말하는 앎의 기초가 된다.

     부터의 이탈이다. 심층 심리학에 의해 드러나게 되는 무의식적 동기에 의한 편견으로,  

     일반적으로 ‘심리적 상처’를 가리킨다.(심층적 회심이 요구됨)

     2. 개인적 편견: 개인적 이기주의에 의한 편견 

     3. 집단적 편견: 집단 이기주의에 의한 편견 

     4. 일반적 편견: 상식에 의한 일반적 편견으로 남․여 문제(문화적 수준의 악), 환경문제    

     등, 인간은 일반적 편견인 상업주의에서 정말 무력함. 

    로너간은 도덕적 회심을 통해 우리가 이러한 편견을 뿌리 뽑기를 촉구하고 있다. 

87) Richard M. Liddy, Transforming Light: Intellectual Conversion in the Early          
 Lonergan, pp.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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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회심(religious conversion)은 궁극적 실재에 전적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초

자연적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또한 조건이나 자격이나 유보가 없는, 영구적이면서도 전

적인 자기 포기이다. 그러나 이는 행동으로써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전의 역동적

상태에서의 포기이며 이후 행동들의 원칙으로 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종교적 회

심은 은총의 선물이며, 이 하느님 사랑은 “우리의 앎을 변형시킬 새로운 전망을 만

들”(MT, 106)뿐만 아니라, 경험적 방법의 비판 기준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 새로운 종

류의 앎을 세운다.88) 종교적 회심은 자기초월의 한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로너간의 삼중의 회심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도덕적 회심은 진정한

자기초월에 의해 이해되고 긍정되며 깨닫게 되는 다양한 가치들에 관한 것이고, 지성적

회심은 인식적 자기초월에 의해 획득된 진리에 관한 것이다. 종교적 회심은 자기초월의

효과적 근거로서 전적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에 관한 것이다.

로너간은 하느님의 은총인 종교적 회심의 열매로서 도덕적 회심이며, 종교적, 도덕적

회심의 열매로서 지성적 회심을 말한다. 로너간에게 지성적 회심은 도덕적, 종교적 회심

의 역동을 설명하기 위해 필수적인 범주들의 기원이다. 하지만 로너간은 구체적으로 서

로 다른 회심들의 차원에서 “선행이나 결과의 어떤 고정 규칙은 없으며”89), “발생의 순

서에서, 나는 종교적 회심이 공통적이라고 기대하지만 필연적으로 도덕적 회심에 선행하

지는 않고, 종교적, 도덕적 회심이 지성적 회심에 선행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90)

보통 회심은 오랜 과정에 걸쳐 일어나는데, 로너간은 회심이 하나의 발전이나 일련의

발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과정과 방향에 따른 변화로 보고 있다. 그는 회심이 실존적이

고, 지극히 개인적이며 사적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사적인 것이 아닌, 사회적인 차원

더 나아가 공유될 수 있는 역사적 회심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이렇듯 회심은 인간의 지

향적 의식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을 바꾸거나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특별한 시대를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으며, 또 다른 시기나 시대에 번창할 수

88) Cf. Lonergan, Method in Theology, p. 115.

89) Lonergan, “Theology in its New Context,” A Second Collection, p. 66.

90) Lonergan, “Bernard Lonergan Responds,” Foundations of Theology, pp. 2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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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91)고 로너간은 말하고 있다.

2. 자기초월(self-transcendence)

로너간은 자기초월을 진정성 그리고 객관성의 개념과 연관시켜 종교 경험에 대한 견해

를 전개해나간다. 자기초월의 수준은 지능의 훈련, 언어 학습, 의미에 의해 매개되는 세

계의 구성에서 나타나며, 특히 우리가 단지 우주를 생각하지 않고 우주가 실제로 무엇인

지 알기 시작할 때를 로너간은 자기초월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단계라고 말하고 있다. 즉

우리 각자가 세계내 존재로 늘 자신의 세계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계에 대한 더 나아가

그 너머에 숙고를 위한 질문이 있는 것이다. 경험의 자료 너머, 지능에 대한 질문, 진리,

확신, 현실에 대한 반성 너머에 있는 이 질문들은 우리를 의식에서 양심으로, 도덕적 감

정에서 책임 있는 행동으로, 두려움과 열망에서 인간 자유의 결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

지도록 이끌어간다. 따라서 자기초월로의 더 깊은 차원이 나오는 곳은 숙고의 의식 수준

이다. 숙고는 우리에게 자기 지향, 자기실현, 심지어 자기희생의 도전에 직면하게 한

다.92) 여기에서 자기초월은 인지적 자기초월의 바탕위에 도덕적 자기초월이 요구된다.

로너간은 자기 적절화와 삼중의 회심을 통해 자기초월로 나아가며, 자기초월 안에서

인간은 진정성을 이룰 수 있음93)을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진정성을 갖게 되면 그릇된

객관성을 극복하며, 이 과정을 통해 참된 객관성을 성취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로너

간에게 진정한 객관성은 진정한 주관성의 열매이다.

자기초월을 위해 잠재적 역량인 이해, 반성 및 숙고를 위한 질문들은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실재가 되며 그때 우리는 사랑 안에 있는 존재가 된다. 사랑 안에 있는 존재의

경험은 선한 의지, 선행의 무한한 원천이 되는 자기실현의 경험, 완전한 통합의 경험,

91) Cf. Lonergan, Method in Theology, pp. 130-131.

92) Lonergan, “Second Lecture: Religious Knowledge,” A Third Collection, pp. 131-    

 134.

93) Cf. Lonergan, Method in Theology,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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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의 경험94)이다. 로너간은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지든 자기초월을 통해 이루어진 진

정성은 어떤 방식의 사랑이든 사랑에 빠짐으로써 얻게 되는 열매”95)라고 말한다. 이러한

자기초월은 이제 주체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와 가치

자체의 근거이자 기준이며, 하느님만이 완전한 진리라는 진실을 발견하기 시작함을 뜻한

다.96)

이와 같이 자기초월 즉 하느님과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은 우리 의식의 지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취이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각 자료와 의식 자료에 집중한다.

둘째, 질문과 이해는 매개된 관념으로만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낳는다.

셋째, 반성과 판단은 절대적인 것에 도달한다. 반성과 판단을 통해 참으로 우리 자신이

나 생각과는 무관한 것을 인정하게 된다.

넷째, 우리는 숙고, 평가, 결정, 행동에 의해 참으로 좋고 애쓸 가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협동과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비와

선행의 원리가 될 수 있다.

다섯째, 우리가 인간의 선성 전반에 대해 좋은 판관이 되는 것은 덕인(德人)이 지속적

자기초월에 도달함으로써만 가능하다.

로너간은 자기초월이 근본적으로 너무 완전한 인간 실재의 내적 역동성이기 때문에 사

람이 그것을 향해 움직일 때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음을 언급97)하고 있다.

회심과 자기초월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로너간은 지성적 회심, 도덕적 회심, 종교적

회심 모두 자기초월의 한 방식으로 규명하고 있다.

94) Lonergan, A Third Collection, pp. 131-134.

95) 김인숙, 위의 책, 101쪽.

96) 변희선,『신학 수행법 입문: 버나드 로너간의 신학연구방법I』, 280쪽.

97) Lonergan, “Second Lecture: Religious Knowledge,” A Third Collection, pp. 133-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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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적 회심은 인지적 자기초월을 통해 진리에 도달하게 한다. 도덕적 회심은 실제적

자기초월을 통해 감지되고 확인되고 실현된 가치들에 도달하게 한다. 종교적 회심은 진

리를 추구하는 일에서든, 인간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서든, 사람이 보편적인 것을 선택

하는 경향에서든, 자기초월의 근거인 동시에 목적이며 모든 자기초월의 효과적 기반인

사랑에 푹 빠진 존재가 되게 한다.(MT, 241)

여기에서 삼중의 회심이 하나의 단일한 의식 안에서 일어날 때, 로너간은 지양(止揚,

sublation)이라는 용어를 차용했다. 헤겔 변증법에서의 지양 개념이 아닌, 라너의 입장

에 비추어서 사용했다. 즉 지양하는 것은 지양되는 것을 넘어서지만, 지양되는 것을 파

괴하기보다 포괄하면서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며 그것의 고유한 모습과 자산을 보존하며,

좀 더 풍요로운 맥락에서 더 충분히 실현해나간다. 따라서 도덕적 회심은 주체로 하여금

인지적 자기초월에서 도덕적 자기초월로, 종교적 회심은 도덕적 자기초월(실존적 주체)

에서 초자연적 사랑에 빠진 주체로 나아가도록 이끈다. 여기에서 로너간은 종교적 회심

이 도덕적 회심을 지양하고, 도덕적 회심이 지성적 회심을 지양하지만 우리가 지성적 회

심이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도덕적 회심이, 마지막으로 종교적 회심이 온다고 추론

하면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회심을 통해 자기초월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을 때, 전체의 의미는 “사랑에 빠

진 상태(falling in love)”이다.98)

지금까지 로너간의 초월적 방법을 자세히 고찰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토대로,

IV장 토머스 머튼의 신비체험 분석에서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해보고자 한다.

첫째, 로너간의 이론에 따라, 정확한 분석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신비체험을 세

시기로 나누었던 그 당시 머튼의 상황과 세계관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분석이다. 이 작

업은 의식의 흐름과 분화 분석을 더 분명하면서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더 나

아가 머튼이 안고 있는 편견 - 교육, 환경, 시대와 장소 등 - 을 통찰할 수 있을 것이

98) Lonergan, A Third Collection, p. 133[이는 윌리엄 존스턴(William Johnston)이 평생 학

문적 이정표로 삼은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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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신비체험 사이의 의식 작용의 역동성(자기 적절화, 자기 지식)과 자기초월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수도원 시기 즉 루이빌(Louisville)에서의 신비체험에서는 머튼의 의식의 변화

및 의식 분화에 초점을, 은수 생활에서 선종시기 즉 마지막 신비체험이라 할 수 있는 실

론(스리랑카)의 폴로나루와(Polonnaruwa)에서의 신비체험에는 의식의 층 분화와 특히

로너간의 예술이해를 통해 미적 차원에서의 신비체험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작업은 머튼 신비체험에 있어서의 미적 차원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회심과 구원에서의 예

술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 시기 모두 로너간의 회심이론으로 분

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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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토머스 머튼의 신비주의 형성과 작품

  1. 머튼의 신비주의 형성

  1.1. 신비주의 및 신비체험 정의 

  

종교에서 신비주의가 보편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는 것99)처럼, 신학에 있어서도 명

확하게 확정된 정의를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역사를 조망해볼

때 역사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신비주의에 관한 관점과 이해가 변화하고, 또 앞으로도

변화의 연장선상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신비주의라는 용어는 17세기에 처음 나타났지만, 그리스도교적 수행과 사고의 안에서

‘신비적(mystical)’ 이라고 사용되는 의미에서 볼 때 신비주의는 오래된 것이다.100) ‘신

비적(mystical)’이란 용어는 ‘눈을 감는다’ 혹은 ‘입을 다문다’ 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의

형용사 ‘mystikos’(신비적인)에서 유래되었다. 이러한 ‘신비적’ 용어(뮈스티코스)는 그리

스도교 맥락에서 초기에는 신비적인 제의 및 전례, 삶의 감추어진 실재, 성경의 영적 의

미 등을 상징했는데, 5세기 후반에 위 디오니시우스(Pseudo Dionysius)가 만든 ‘신비

신학(mystical theology)’ 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이렇게 신비주의 보다 1000년 이

전에 쓰였던 신비신학에 대해 13세기 장 제르송(Jean Gerson, 1363-1429)은 “체험

에 의해 합일적 사랑의 포용을 통해 도달한 하느님께 대한 지식”101)으로 정의했다. 현대

신비주의 연구가 중 윌리엄 존스턴(William Johnston)은 중세에서 신비신학과 신비체

험을 동일시하고, 관상을 신비신학이라고 불렀던 것을 볼 때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신비주의가 (신비)체험이라면, 신비신학은 신비체험에 대한 숙고”102)로 구

99) Bernard McGinn, ‘Mysticism’ in The New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Mysticism, p. 19.

100) Ibid., p. 19. 

101)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한국가톨릭대사전』8,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2001,    

   5404쪽. 

102) 윌리엄 존스턴,『사랑의 내적인 눈』, 유철 역, 서울: 새남, 1994,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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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고 있다. 하비 이건(Harvey Egan)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신비주의 연구를 통해 그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의미로서, 신비주의를 “절대적인 것과 일치하는 체험 그리고 그

일치의 이론에 대한 인간 정신의 보편적 추진력(universal thrust)”103)으로 정의 내린

다.

이러한 신비주의에 관해 버나드 맥긴(Bernard McGinn)은 맥락에 비추어 이해해야

하며, 하느님과의 일치라는 표현에 제한하지 않고 신비주의를 보다 폭넓은 의미로 이해

하고 있다. 즉 신비주의를 “본질적으로 하느님을 얻기 위한 과정, 일생을 통한 노력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과정의 일부로 바라보고”104)있다. 이러한 견해는 신비가 한 순간의 하

느님과의 강렬한 체험 속에서 완성되지 않으며, 이것은 앞으로 평생을 통해 완성해나갈

영적 여정에서의 모든 반성과 지속적인 변형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비주의를 정의하기보다는, 종교의 한 부분 또는 요소로서의 신비주의, 삶의 한 과정

또는 방식으로의 신비주의, 하느님 현존의 직접적 의식을 표현하려는 하나의 시도로서의

신비주의”105) 세 가지로 신비주의의 이해에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맥긴은

말로 그대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한(ineffability) ‘신비체험’ 용어보다는 현대에는 새로운

차원의 인식 내지 ‘의식(consciousness)’106) 혹은 ‘신비적 의식(mystical consciousness)’

표현이 더 적합하고 효과적인 언어임을 언급한다. 또한 일치(union)라는 용어 외에 신비

적 범주에서 하느님 현존의 직접적 의식을 관상(contemplation), 신화(deification),

     [존스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신비신학이란 “신비이신 하느님을 통한 그분과의 깊고 실재  

  적인 만남을 다루는 작업”, “사랑에서 나오는 신비적 지혜”로 정의하고 있다(참조:『신비  

  신학: 사랑학』, 이봉우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07, 13쪽, 19쪽)].  

103) Harvey D. Egan, S. J. What Are They Saying About Mysticism?, Paulist Press,     

  1982, pp. 2-3.

104) Bernard McGinn, op. cit., p. 19. 

105) Bernard McGinn, The Foundations of Mysticism, Crossroad, 1991, pp. xv-xvi.

106) 여기에서 의식은 보다 광범위한 용어로, 경험 혹은 ‘가공되지 않은 자료’(raw), 질문하기,  

  이해하기, 판단의 인식 전체과정을 나타내며, 마크 매킨토쉬(Mark A. McIntosh)는 신비  

  주의 작가들에 대한 연구에서 그들의 작품에서 경험으로 언급되는 것에는 의식을 구성하  

  는 인식의 이러한 네 단계 모두가 포함되어 있음을 Edward Howell(박사논문 “Mystical       

  Consciousness and the ‘Mystical Self’ in Teresa of Avila and John of the Cross” 참  

  조)의 견해를 빌려 밝힌다(마크 A. 매킨토쉬,『신비주의 신학』, 정연복 역, 서울: 다산글  

  방, 2000,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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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홀경(ecstasy), 하느님 뜻에 완전한 승복 등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107)

신비체험 내지 신비적 문헌은 신학적 해석과 반성 그리고 식별을 통해 여러 환상을 벗

기며 진리에로 나아가게 된다. 식별의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비가의 삶의

결실 즉 하느님 사랑의 실천으로서 “개인의 의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 구조들을

변화시키는 힘”108)은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맥긴은 이 “체험과 해석의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면, 신비주의 연구의 그릇된 문제들 중 일부는 피할 수 있음”109)을 강조

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의 범주를 뛰어넘어 어느 한 종교에 제한되지 않

는 “신비주의에로의 보편적 소명”110)에 관해 존스턴은 로너간의 초월적 금언을 제시하고

있다. 신비체험으로 이끄는 로너간의 초월적 금언, “주의를 기울여라, 지성적이 되라, 분

별력을 가져라, 책임감을 가져라, 그리고 사랑 안에 머물러라”에 대한 근본적인 충실성이

바로 그것이다. 존스턴은 이러한 요소들은 인간적 조건에 대한 초월이 아닌, 보다 완전

한 인간이 되는 길로서의 자기초월로 나아감111)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초월적 금언

을 수행하는 과정에는 지성적, 도덕적, 종교적 회심이 수반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중

요한 점이다.

  

107) Ibid., p. xvii. 

108) Bernard McGinn, op. cit., p. 25.

109) Ibid., p. xiv. 

110) 윌리엄 존스턴,『사랑의 내적인 눈』, 유철 역, 80쪽.

111) 같은 책,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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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머튼학회 초대회장이자 머튼 연구 전문가인 윌리엄 샤논(William H. Shannon)

은 머튼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여덟 가지로 제시112)하고 있다. 내

면성(Interiority), 기도(내면성을 향한 여정, 관상적인 영성), 하느님, 인간의 정체성,

(인격들의) 공동체와 (개인들의) 집합체, 개인의 내적 진리의 표현으로서의 자유, 비폭

력, 선(禪)이 그것이다. 이처럼 머튼 연구가들은 샤논처럼, 실제로 신비주의나 신비체험

을 전면에 내세우는 주요 주제로 설정하지는 않는다. 이는 머튼의 많은 작품 중 The

Ascent to Truth(1951,『십자가의 성 요한과 진리의 산길』)와 후기 저서인 Mystics

and Zen Masters(1967,『신비주의와 선의 대가들』) 외에 신비주의나 신비체험에 관

한 구체적인 언급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머튼이 이에 관해 다른 방식,

즉 관상(contemplation) 개념을 통해 자신의 신비주의와 신비체험을 나타내기 때문이

기도 하다.

머튼에게 관상은 “인간의 지적이며, 영성적인 삶의 최고의 표현으로, … 초월적이며 표

현할 수 없는 하느님을 체험하고, 모든 실제 안에서 실체(하느님)에 대해 눈을 뜨게 해

주는 뜻밖의 은총”113)이다. 또한 그것은 하느님에 대한 개념의 한계를 뛰어넘어, 신비와

자유로 이끌어내는 하느님에 대한 깨달음의 가장 높은 단계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관상

은 그의 영성을 대변하는 핵심 용어이자 개념으로써 하느님 신비를 측정하는 천문 기계

일114) 뿐만 아니라, 하느님 사랑의 신비체험에로 이끄는 길이기도 하다.

The Ascent to Truth의 머리글, ‘인간 삶에서 신비주의(Mysticism in Man’s

Life)’에서 머튼은 가장 높은 단계의 신비적 관상의 본질, 신비(관상) 체험, 거짓 신비주

의의 위험, 신비주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십자가 성 요한의 신비주의를 통해 가

톨릭교회 신비주의의 정수를 밝힌다. 이에 관한 머튼의 정의를 살펴보면, 먼저 신비적

관상(mystical contemplation)은 “다른 은총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며, 무엇보다도

     머튼: 생애와 작품』) 에서 머튼의 삶과 작품의 안내 및 주요 주제 등을 밀도있게 다루고  

  있다. 주요 주제는 3장을 참조.

113) Thomas Merton, New Seeds of Contemplation, pp. 1-3.

114) 이슬람교 신비주의 시인 잘랄루딘 루미(Jalāl ud-dīn Rumi, 1207-1273)는 사랑은 “신의  

  신비를 측정하는 천문기계”라는 표현을 했다(참조: 올더스 헉슬리,『영원의 철학』, 조옥  

  경 역, 파주: 김영사,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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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신비를 초자연적으로 깨닫는 것이다. 성령이 은총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이 관상의 정점은 영혼과 그 기능들이 하느님 안에서 ‘변화’ 되며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신비로운 생명에 온전히 의식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하느님과의 신비적 합일”115)이다.

따라서 머튼은 신비적 관상의 참된 본질을 “하느님에 대한 초자연적 경험으로, 이 경험

은 우리 성화에 필요한 모든 은총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하느님의 자유로운 선

물”116)로 규정짓고 있다. 이러한 관상 체험이 하느님의 자유로운 은총의 선물이지만, 머

튼은 내적 수행 없이 신비의 길에 안전하게 갈수 없음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이는 신

비 기도가 “타고난 이성 기능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으로 변화된 이성 활동임에도 불구하

고 본질적으로 이성적이기”117)때문이다. 여기에서 관상은 ‘이탈’과 ‘어둔 밤’의 수행을 전

제로 하며, 감각 기관의 이탈, 이성의 본질적 역할과 관상의 출발점으로서의 사랑(의지)

의 중요성 인식 등이 요구된다.

머튼은 신비 기도의 은총을 받기 위한 이러한 내적 수행에서 생기는 기본 문제, 즉 이

성과 의지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거짓 신비주의의 위험을 다루고 있다. 특히 경계해야 할

양 극단의 신비주의를 자세히 기술한다. 먼저 “인간 스스로의 이성적 노력으로 초자연적

조명을 받을 능력과 권리를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짓 신비주의이고, 다

른 하나는 이성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랑, 참으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맹목

적 사랑의 희열 속에서 하느님과 합일하기 위해 진리를 공공연하게 거절함으로써 이성을

완전히 어둡게 하는 거짓 신비주의”118)이다. 이는 전통적 그리스도교 신비주의가 이성

주의나 지성주의에 반대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더 구체적으로는 자연과학․자연철학․형

이상학․교의신학과도 대립 관계가 아님을 재차 강조하는 것으로, “관상이 이성의 빛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이성을 초월하기”119) 때문이다. 특히 머튼은 실례로 “교황 비오 12

세가 회칙「인류」(Humani Generis, 1950)에서 ‘신학’과 ‘신비적 관상의 사랑을 통해

115) 토머스 머튼,『십자가의 성 요한과 진리의 산길』, 서한규 역, 서울: 바오로 딸, 2009,    

   29-30쪽.

116) 같은 책, 32-33쪽.

117) 같은 책, 29쪽.

118) 같은 책, 32쪽.

119) 같은 책,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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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을 본성적으로 아는 것’이 완벽하게 일치하며, 이성과 의지의 활동을 혼동하지 않

도록”120) 말한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참된 신비주의를 규명하는데 있어

그리스도인의 성화에서 지극히 중요한 몫인 이성과 완덕과 성화의 본질인 의지(사랑)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각 역할을 구분하며 조화를 언급한다.

머튼은 머리글을 마무리하면서 앞서 언급한 신비적 관상, 좀 더 구체적으로 신비체험

은 은총에 의해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성령의 특별한 영감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며, 이 영

감으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진리의 모든 실체를 완전히 새롭게 예상하지 못한 방

법으로 ‘보고’ 인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의 신비체험(관상체

험)은 추상적이거나 이질적인 존재로서가 아닌, 무한한 실체와 본질로서 인간 영혼 안에

서 친밀한 존재로 이해되는 하느님 체험으로 정의내리면서 이것이 바로 가톨릭교회 신비

주의의 정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신비주의와 신비체험의 개념에 관한 정의 및 현대 동향에 관해 짧게 개관해

본 후 The Ascent to Truth의 머리글, ‘인간 삶에서 신비주의(Mysticism in Man’s

Life)’을 통해 머튼의 신비체험과 신비주의에 관한 정의 내지 관점에 관한 핵심적 내용

을 살펴보았다.

120) 같은 책,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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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신비주의 측면에서 바라본 머튼의 생애와 형성

  1.2.1. 머튼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신비주의 관점에서 머튼의 생애를 볼 때, 그의 신비 사상이 회귀하는 어떤 하나의 원

형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그의 신비 여정을 살펴보면, 처음 대학생 시절에 동양 신비

주의를 만나고, 힌두승을 통해 그리스도교 신비주의를 안내 받게 되며, 그 후 수도승으

로서 겟세마니 수도원에서 그리스도교 영성 고전들을 통해 신비 전통과 위대한 신비가들

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1950년대 말 그 자신의 고유한 전통을 찾아가는 것으로는 만족

할 수 없었던 머튼은, 자신의 전통을 더욱 풍성히 하고 쇄신하기 위해 외부의 전통들 즉

동양의 수도원 전통과 수행 및 동양 신비주의를 새롭게 연구하고 모색하는 등 다시 만나

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 회귀는 초기의 지적 호기심과는 달리, 그의

인식과 지평이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하며 확장되어 나아가는 열린 것임을 파악하게 된

다.

20세기의 대표적 종교 사상가이자 관상가인 머튼(1915. 1.31-1968.12.10)은 트라피

스트 수도승(1941.12.10 입회-1968.12.10 선종)으로 대부분의 삶을 침묵과 고독, 그리

고 관상에 전념하는 은수자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머튼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세상의 일

들에 역동적인 영향을 끼쳤다.

머튼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유럽사회이다. 19세기 이후

유럽은 이성에 대한 절대적 확신과 과학기술을 신봉했고, 20세기는 가속화된 자본주의

와 제국주의의 영향으로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이 일어났다. 이 시기 전쟁이 가

져온 파괴로 인해 과학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되었으며, 인류의 역사가 계속 발전해가리

라는 희망이 무너졌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인간의 악한 면모를 목격함으로써

이성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 무너지게 되었다.

머튼의 생애121)는 신비주의 관점에서 두 부분, 즉 대학시절에서 수도원 입회 전과 수

121) 생애를 조망할 때 입회 전까지의 부분은 머튼의 자서전인『칠층산』을, 입회 후부터 방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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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 입회한 후 트라피스트 수도승, 방콕회의. 아시아 순례까지의 여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앞부분에서는 머튼의 신비주의 연구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인 윌리엄 블레이크(신

비주의)에 관해서도 함께 다룰 것이다. 신비가의 가정환경 및 성장 배경은 신비가의 형

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신비체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1.2.1.1. 대학시절에서 수도원 입회 전

 머튼이 처음 신비주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37년 11월 어느 날, 컬럼비아 대학

생 시절 친구인 로버트 락스(Robert Lax)를 통해 접하게 된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 1894-1963)122)의『목적과 수단』(Ends and Means)이었다. 이 책에서 그

는 그리스도교 신비주의가 아닌 동양 신비주의를 접하게 된다. 헉슬리는 이 책을 통해

우리 인간이 선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수단, 즉 전쟁, 폭력, 보복 등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기도, 금욕 생활, 비폭력적 생활, 그리고 초연함을 지향하도록 역설하

고 있다. 여기에서 “머튼이 헉슬리에 대해 당혹스러워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보다는 붓

다를 더 선호했다는 점이다.”123) 이 당시 머튼은 동양 신비주의에 관해 도서관 책들을

샅샅이 찾을 정도로 깊이 매료되었지만, 동양과의 이런 최초의 혼란스러운 만남을 통해

상당히 대범한 결론, 즉 동양 신비주의는 “그 자체로는 악은 아니지만 … 다소 무익한

것”이라는 결론124)으로 이끌었다.

      회의. 아시아 순례까지의 여정은 The Asian Journal of Thomas Merton(Thomas      

   Merton, ed. Naomi Burton, Patrick Hart, James Laughlin)을 주로 활용했으며, 짐 포  

   리스트의『지혜로운 삶-토머스 머튼의 생애』(Living With Wisdom: a life of Thomas  
   Merton)와 윌리엄 샤논의 Thomas Merton’s Paradise Journey을 보조로 활용했다. 

122) 헉슬리는 소설가, 수필가로서 추상을 넘어선 경험적인, 의식탐구 운동의 선구자였다. 20  

   세기 탁월한 지성으로 꼽히는 헉슬리는 인생 후반기에 인간의식의 궁극을 탐구하였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스스로 수행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다양한 고전들을 섭렵한 후  

  『영원의 철학』(The Perennial Philosophy, 1944)을 간행했다. 이 책은 깨달음을 전 세  

   계 종교의 경전들이 담고 있는 핵심적 진리로서 분명하게 밝힌 최초의 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외『지각의 문』,『천국과 지옥』, 그리고 널리 알려진『멋진 신세계』등 다수  

   가 있다(참조: 올더스 헉슬리,『영원의 철학』, 501쪽). 

123) 짐 포리스트,『지혜로운 삶- 토머스 머튼의 생애』(Living With Wisdom), 심정순 역, 왜  

   관: 분도, 1994, 61쪽.

124) William H. Shannon, Thomas Merton’s Paradise Journey, St. Anthony Messe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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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 이듬해인 1938년 2월에 문학 학사를 취득한 후, 대학원 영문학과에 진학해

논문 주제로 고심하던 중 문득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125)가 떠올라,『윌리

엄 블레이크 시집』을 읽게 되었다. “머튼은 블레이크를 읽으면 읽을수록 위선적이면서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시대에 순응하기를 한사코 거부한

이 시인에게서 더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126) 머튼이 블레이크의 시(詩)에 심취하게 되

며, 반체제론자로서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갔으며 말년에 깊은 신앙을 보여준 블레이

크가 머튼 자신의 모델로 자리 잡게 되었음은 다음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다.

블레이크가 내 논문 속에 자리를 잡자, 나는 신앙의 필요성이 생사에 관계되며, … 그래

서 유일한 삶의 길은 하느님의 현존이 보장된 세계에서 사는 것임을 그해 초가을에 깨

닫게 되었다. … 영혼의 삶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은 의지- 인간의 최상의 기

능- 의 행위요, 이 사랑으로써- 하느님과의 일치-를 정식으로 성취하는 것이다.

(『칠층산』, 241-242)

블레이크 특유의 신비주의 요소를 다루는 연구에서 그가 서양 신비주의 보다는 동양

신비주의, “선(禪)과 블레이크의 신비주의적인 경향과의 관계가 가볍게 지나쳐버릴 수

없음을 지적하며, 오히려 선(禪)과의 큰 유사성을 언급”127)하고 있다. 이는 블레이크에

게서 Via Negative(Negative Way)인 영혼의 어둔 밤에서의 두려움이나 외경의 경험

이 전혀 보이지 않을뿐더러, “블레이크의 후기 예언 시(詩)인 Milton이나 Jerusalem

을 읽을 때에는 마치 불경(佛經)을 읽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것”128)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토머스 알타이저(Thomas J. J. Altizer)는 선(禪)이 정적이라면, 블레이크의 신

비주의는 선(禪)의 정적인 면을 활성화한 것이라고 그 차이점을 언급129)한다. 블레이크

   Press, 2000, p. 210(여기에서 인용 부분은『칠층산』, 238쪽). 

125) 윌리엄 블레이크는 18세기의 위대한 시인으로 신비가이다.

126) 짐 포리스트, 위의 책, 63쪽.

127) 李廷鎬, “Blake와 신비주의”,「英學論集」12 (1988.12.30.),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  

  문학과, 69쪽, 71쪽[Thomas J. J. Altizer, The New Apocalypse: The Radical         
  Christian Vision of William Blake(East Lansing: Michigan Univ. Press, 1967), p.     

  180]. 

128) 같은 곳, 71쪽(Ibid., p. x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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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비주의는 창조주이신 신과의 합일이 아니라 인간을 곧 신으로 보는 점에서 아주 독

특하다. 그에게는 인간이 곧 타락한 신이기 때문에, 신으로서의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잘 보는 능력인 상상력(imagination)을 회복

하는 일이다. 여기에서 상상력의 회복은 신적인 인간성(divine humanity)과 우주적인

인간성(universal humanity)을 회복하는 것이며, 이 회복에 의해서만 참 인간이 됨을

뜻한다. 그에게 예수는 단지 완전히 활성화된 상상력을 상징하며, 우리 각자 누구나 예

수처럼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점을 볼 때 선 수행과 연결지점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130)

머튼의 신비 여정 중에서 신비 생활에 대한 그의 생각이 전환하게 되는 직접적인 역할

을 했던 사람은 힌두승 마하남브라타 브라마카리(Mahanambrata Bramachari)이다.

머튼이 1938년 6월 처음 학교 친구 세이머의 아내 헬렌을 통해 힌두승 브라마카리를

만났을 때, 그는 시카고 세계박람회에서 개최하는 ‘세계종교회의’ 참석차 미국에 오게 되

었지만 예정에 없이 계속 머물게 되면서 시카고 대학에서 철학박사131)를 취득한 후였

다. 머튼이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하느님께 중심을 둔 생활을 할 의향을 간파한 그는,

미국에서 자신이 겪은 여러 종교와 사회에 대한 평가를 들려주었다. 서로 친밀해진 후에

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힌두승 브라마카리가 어느 날 머튼에

게 잊지 못할 충고를 남긴다. “그리스도교인이 쓴 아름다운 신비주의 서적들이 많이 있

습니다. 당신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의『고백록』과『그리스도를 본받음(준주성범)』은 꼭

읽어야 합니다.”(『칠층산』, 250) 후일 머튼은 그 당시를 반추하면서, 하느님의 섭리

를 새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

129) 같은 곳, 71쪽(Ibid., p. 179) 참조.

130) 지금은 블레이크를 신비주의자라고 부르는 비평가가 거의 없는 실정이지만, 머튼의 신비  

  사상 형성 여정에는 포함되어야 할 요소로 여겨진다[같은 곳, 64쪽(John R. Holmes,     

  William Blake’s Place in the Mystical Tradition(Kent State Univ., 1985), Unpub.    

  Doct. Dissertation, p. 1)].

131) Mahanambrata Bramachari, “The Philosophy of Sri Jiva Goswami(Vaisnava Vedanta  

  of The Bengal School),” unpublished dissertation for the Th. D., Chicago           

  University,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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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 당시를 회상하건대, 하느님께서 브라마카리(Bramachari)를 저 멀리 인도로부

터 이곳까지 오게 하신 이유 중의 하나는 아마도 바로 이 말을 나에게 해주기 위한 것이

라고 여겨진다. 하여간 마치 그리스도교 전통에는 신비주의가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는

듯이 내가 신비주의 서적을 읽기 위해서 자진해서 동양으로 전향했다는 것은 오히려 아

이러니한 일이다 … 그런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교 전통으로, 성 아우구스티누스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듣다니! 그것도 힌두교 수도승에게서 그 말을 듣다니!

(『칠층산』, 251)

머튼은 힌두승 브라마카리를 통해『그리스도를 본받음(준주성범)』을 읽으면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점점 더 가톨릭 중심으로 독서를 하게 되었다. 이때

그는 “6년 전에 약간의 인상을 받았던 19세기 영국 가톨릭 시인이자 예수회 사제인 홉

킨스(G. M. Hopkins)의 시와 필기장에 심취하게 되었다”(『칠층산』, 267). 홉킨스는

머튼에게 영적인 골격을 불어넣었고, 홉킨스의 영혼은 그의 깊은 자아를 계속적으로 일

깨워갔다. 다시 말해 머튼은 홉킨스에게서 받은 영향으로 인해, 자신의 복잡하지만 놀라

운 존재를 탐구하면서 거짓 자아에서 참 자아로의 영적 동반을 했던 것이다. 이러한 영

적 여정의 마지막 운동은 궁극적으로 ‘어떤 장소가 아닌 곳’의 발견이다. 머튼에게서 홉

킨스의 깊은 영향은『칠층산』에서의 극적 회심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132)

이처럼 머튼은 1938년 9월 중순이 지난 어느 비오는 날, 도서관에서 빌린 레이히 신

부(Fr. Leahy)가 쓴 홉킨스 전기인『제랄드 맨리 홉킨스의 전기』를 하숙집에서 읽으

면서 극적인 회심체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그의 회심으로 그해 1938년 11월 16일 머

튼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the Catholic Church at Corpus Christi)에서 세례를 받

고,「윌리엄 블레이크의 자연과 예술」(Nature and Art in William Blake)133) 주

제로 석사 논문을 1939년 2월에 완성했다. 그 후 1940-1941년 동안에 그는 성 보나

132) Cf. Jeffrey A. Cooper, “Divining the Inscaped-Landscpe: Hopkins, Merton and      

   the Ascent to True Self,” ed. Victor A. Krame, The Merton Annual 18(2005), pp.  

   127-128.

133) Cf. Thomas Merton, The Literary of Thomas Merton, A New Directions Books,    

   1984, pp. 387-453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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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투라 대학에서 영어를 강의했다.

  1.2.1.2. 트라피스트 수도승에서 아시아 순례까지

  1941년 12월 10일, 26세의 나이로 머튼은 켄터키 주의 트라피스트 수도원, 겟세마

니 성모수도회(the Abbey of Our lady of Gethsemani)에 입회하게 되었다. 이제 그는

수도승으로서 점차 “그리스도인이 쓴 많은 아름다운 신비서적”을 깊이 있게 읽었다. 머튼

은 초기에 수도원장의 명에 따라 라틴어 및 프랑스 시토회 성인들의 전기를 번역했다.

그는 라틴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장상이 요청하는 번역 작업들을 하면서, 사막 교부와 교모들, 12세기 시토회 사제들,

14세기와 16세기 신비가들의 작품에 심취했다. 이제 수도승 머튼은 베스트셀러 자서전

인『칠층산』(The Seven Storey Mountain, 1948) 간행을 시작으로 많은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중 What is Contemplation(1948), Seeds of Contemplation(1949.

3.2/ 1949. 12.19 2번째 개정판), The Ascent to Truth(1951), The Inner

Experience (1959) 등의 작품들을 통해 그의 신비 여정을 엿볼 수 있다.

겟세마니 수도원에서 머튼이 수련장(1955-1965)으로 일하는 동안, 좀 더 정확하게

1961년 3~5월 동안에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에 관한 22회의 강의134)를 하게 된다. 사

후에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Mysticism(2008) 제명으로 간행된 방대한 양

의 이 강의록은 연대기적인 순서로 14세기까지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전통 및 관상에 관

한 영적 지도와 치유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머튼은 강의의 시간으로, 강의 자료에

대해 처음 선택했던 원리는 그리스도교 영성의 신비적인 차원에 맞추었고, 이와 동시에

수덕주의와 신비주의 측면 사이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인식했다.135) 이 책을 통해 머튼

의 신비주의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의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다.

머튼이 세상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958년 3월 18일 루이빌에서의

134) Cf. Thomas Merton,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Mysticism, Cistercian             

   Publications, 2008, pp. xi-xii.

135) Cf. Ibid., p.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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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체험이다. 이 체험 이후 머튼은 수도승으로서 세상과의 경계와 차별의식이 사라지

고, 사람들과 ‘하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의 변화된 사상들이 New Seeds of

Contemplation(1962), Contemplative Prayer(1965) 등과 같은 작품을 통해 드러

난다.

개념과 언어를 넘어선 경험에 대한 강조는 불가피하게 머튼을 동양 사상으로 돌아가도

록 이끌었다. 따라서 1950년대 말과 1960년대에 그가 다시 동양 사상에 눈을 돌리게

만든 것은 자신의 전통, 즉 그리스도교 전통에 대한 연구였다.136) 머튼은 1950년대 말

에 스즈키의 저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특히 특정 종교 체계와 관련되지 않은 순수한 의

식으로서의 선(禪)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이제 동양 신비주의에 빠졌던 혼란스

러웠던 컬럼비아 대학생 시절의 머튼과는 달리, 그리스도교 전통에 헌신하며 그 전통을

더 풍부히 살리며 쇄신하려는 수도승 루이스(Louse) 신부로서 그는 도교, 유교, 선불

교, 힌두교 등 다양한 동양 종교에 대해 연구하며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글들을 쓰게 된

다. 또한 1965년에는 오랫동안 갈망했던 은수처(hermitage)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허

락을 받게 되었다. 이 당시 머튼은 서구에 동양 사상 즉 장자를 이해하고 해석한 The

Way of Chuang Tzu(1965), 동양․서구 신비주의와 신비가, 관상, 선(禪) 이해 등에

관해 명료하게 표현해낸 작품인 Mystics and Zen Masters(1967), Zen and the

Birds of Appetite(1968)를 간행했다. 이 저작들은 후기 머튼이 동양 신비주의를 통해

그의 의식의 지평이 더욱 확장된 신비 여정과 형성을 드러내 준다.

1968년 초 머튼은 국제 베네딕토연합회인 AIM137) 주관으로 방콕에서 개최되는 회

의에 초대를 받았다. 그의 장상과 많은 심의 후에, 머튼은 수도원장에게 방콕 회의

(Bangkok meeting) 참석뿐만 아니라, 회의 전에 다른 나라들을 여행하고 많은 불교

136) William H. Shannon, Thomas Merton’s Paradise Journey, pp. 211-212.

137) 국제적인 수도승들 상호간의 네트워크인 AIM(Aide à l’Implantation Monastique/        

  Alliance for International Monasticism)은 베네딕토 연합회의 조직이다. AIM 설립목적  

  중 하나는 세계 광대한 지역에 있는 수도승과 수녀들의 회의를 조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따라서 AIM과 그 스탭들은 1968년 12월 방콕 회의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를 협력하  

  기 위한 우선적인 도구로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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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원들을 방문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냈다.138) 이 아시아 순례여행에서 머튼은 방

콕, 켈커타(Calcutta), 뉴델리(New Delhi), 히말라야 등을 통해 다양한 불교 수행자

들과 암자들을 방문하고 달라이 라마(Dalai Lama)와도 세 차례의 만남을 가졌다. 또한

마드라스(Madras)에서 대학, 사원을 방문하고 지금의 스리랑카인 실론(Ceylon)에 도

착한다. 그는 그곳 실론 중앙에 위치한 고대 황폐한 도시인 폴로나루와(polonnaruwa)

에서 중요한 심미적 신비체험을 하게 된다. 폴로나루와에서 거대한 불상, 좌상, 그리고

특별히 거대한 불상 옆 와상, 비스듬히 누운 불상(reclining Buddha)을 보고 지금까지

의 시각이 바뀌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139)

1968년 12월 9-10일 이틀간 열렸던 이 방콕 회의의 취지는, 1967년 7월 AIM 수석

아빠스로 선출되었던, 램버트 위크랜드(Rembert G. Weakland) 대주교가 제2차 세계

대전 후 주로 제 3세계를 가리키는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남미의 개발도상국에서 만

들어진 많은 새로운 수도원들과 창립수도회 간의 수도원 제도 및 수도승의 존재에 대한

종교적, 문화적 상황에 대한 토착화 문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주요 사안으로 채택

하려는 것이었다. 즉 이 회의는 아시아 수도승과의 종교 간의 대화 이전 서구 수도승과

의 예비 토론 단계의 회의로써, 실제로 동양 수도승과의 종교 간 대화는 방콕 회의 이후

5년 뒤인 1973년 인도 방갈로(Bangalore)에서 계획되었다.

이 회의 둘째 날인 10일에 머튼은 “Marxism and Monastic Perspectives”(마르크

스주의와 수도원적 전망)”140) 주제로 강의했고, 첫째 날인 9일에는 중세와 현대 수도원

138) Cf. Thomas Merton, The Asian Journal of Thomas Merton, ed. Naomi Burton,      

  Patrick Hart, James Laughlin, pp. xxi-xxii.

     이때 방콕회의에 관해서는 AIM을 대표해서 머튼의 친구이자 베네딕토회 수도승인 돔 러  

  끌 레르끄(Dom Jean Leclercq)신부가 머튼이 주요연설을 하도록 초대하는 중간 역할을  

  했다[Archbishop Rembert G. Weakland, OSB, “Thomas Merton’s Bangkok Lecture   

  of December 1968,” Buddhist-Christian Studies 28 (2008), p. 97 참조]. 이후 방콕   

  회의에 관련된 내용은 Archbishop Rembert G. Weakland, OSB(pp. 91-99) 같은 글 사  

  용.

139) 이 부분은 이어지는 4장, 신비체험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아시아 여행과   

  신비체험 부분은, 사후에 간행된 The Asian Journal of Thomas Merton에 기록되어 있  

  다.

140) 강의 전문은 Thomas Merton, The Asian Journal of Thomas Merton, 부록 VII.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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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많은 책을 쓴 돔 르끌레르끄 신부(Dom Jean Leclercq, 1911-1993), 그리고

예수회 쟈크 아모트(Jacque Amyot) 신부가 각각 강의141) 를 하였다. 머튼은 이 강의

를 통해 ‘수도승으로서 겪게 되는 정체성 위기’ 주제로, 마르크스주의 앞에 선 수도승의

위치, 허버트 마르쿠제(Herbert Marcuse, 1898-1979) 사상이 갖는 수도원적 함의,

마르크스주의와 수도승과의 관계, 변화하는 세계에서 시대의 징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

지 등에 관한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하지만 당시 회의 책임자였던 램버트 대주교는

대주제와 상이한 머튼의 강의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납치된(hijacked)”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당황함과 놀람, 그리고 불쾌함을 자신의 글을 통해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는 머튼의 주제 자체가 흥미롭지 않은 것보다는, 이 회의의 맥락과 맞지 않을 뿐만 아

니라 그 당시 참석자 중에는 한국, 전쟁 중인 베트남에서 온 시토회원들과 베네딕토 회

원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머튼은 강의 후 오후 그룹 토론을 남겨둔 채, 불과 몇 시간 후에 불의의 사고로 선종

하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 앞에 참석자들은 침묵 속에서 기도로 함께 밤을 지

새우며, 인간적이고 영적 유대감을 불러일으켰고, 죽음의 현실 앞에서 수도원적 전통의

차이들이 사라져버렸다고 램버트 대주교는 회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그의 죽음은 회

의에 모인 그룹들의 관심 너머 폭넓게 알려졌으며, 앞으로 계속될 일련의 종교 간의 대

화가 시작되었음을 시사142)해주고 있다.

  326-343에 수록되어 있음. 
141) 돔 르끌레르끄(Dom Jean Leclercq)신부는 “Present-Day Problems in Monasticism(현  

 대 수도원 제도의 문제점들)”주제로, 예수회 쟈크 아모트(Jacques Amyot) 신부는“Monas-

    ticism in the Social and Human Context of the Theravada Buddhist Countries of     

 South-East Asia(“동남아시아 테라바다 불교 국가들의 사회적 인간적 맥락 안에서의 수도  

 원 제도”) 주제였다. 특히 아모트 신부의 강의는 가장 큰 도전의 말이었으며, 그의 냉철한  

 결론에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의 주요 메시지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즉 현지인들은 당신이 제공하려는 것과 그것을 어디에 두어야 할 상황에 대한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의 이러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 안에 가톨릭 믿  

 음에 기반을 둔 수도원 제도의 필요성이나 그럴 장소가 없다고 보았다. 

    [Jacques Amyot 신부는 캐나다에서 태어나, 당시 태국 방콕의 출랄롱코른 대학교(Chulalongkorn   

  Uni.) 인류학 교수였다.] (Cf. Archbishop Rembert G. Weakland, OSB, “Thomas        

  Merton’s Bangkok Lecture of December 1968,” pp. 94-95).       

142) 특히 램버트 대주교는 머튼 선종 40주년을 기념하는 이 글에서 머튼의 방콕 강의와 죽음  

  의 궁극적인 의미를 현대 세계 안에서의 수도승으로서의 소명인 예언직 역할의 수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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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었던 머튼의 지적, 영적 탐구 그리고 결코 중단하지 않았던 깊은 고독의 추구는

수도원에서가 아닌 먼 아시아 방콕에서 마지막 순례여정을 마치게 되었다. 선종 다음 날

짜로 그곳 방콕(Sawang Kaniwat, Bangkok)에서, 그 당시 겟세마니 수도원장인 플

라비안 번즈(Flavian Burns) 신부에게 보낸 다음 서한의 내용은 그의 전 생애를 압축

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당신도 루이스 신부(Father Louis)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목표인 하느님

(Godhead)과 영원한 일치를 얻었다는 자각으로 큰 행복을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 그

는 자신의 단순성과 모든 사람을 향한 개방성, 가진 모든 것을 나누려는 열성, 그리고

진정 무엇보다도 그가 참 수도승이었기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았습니다.143)

지금까지 신비주의 측면에서 머튼의 생애를 살펴보았다. “우리는 토머스 머튼을 서로

다르게 알고 있다”는 나오미 버튼 스톤(Naomi Burton Stone)의 말처럼 어떤 이들은

그의 시(詩)를 통해, 또 어떤 이들은 사회 비평을 통해 그를 안다. 어떤 이들은 그의 작

품 속에서 고독으로 가는 길을, 또 어떤 이들은 동양으로 가는 길을 발견한다는 표현처

럼, 본 논문은 그의 많은 부분들 중에서 신비주의 여정을 통해 머튼을 새롭게 발견하고

인식해나가는 길을 고찰해보았다.

  보고 있으며, 이를 강조하고 있다.

143) Thomas Merton, The Asian Journal of Thomas Merton, pp. 344-345.

     이 서한은 당시 방콕 회의에 참석했던 6인의 트라피스트 회원들의 서명으로 이루어진 편  

  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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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머튼의 신비주의 형성 

  1.2.2.1. 그리스도교 부정신학

  부정신학(apophatic theology)은 위 디오니시우스(Pseudo-Dionysius)의『신비신

학』(The Mystical Theology)144)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디오니시우스는 매개 없이

신에게 도달하는 길인 “부정의 길”(negative way)을 신적 신비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제

시했다. 즉 영혼이 인간의 개념과 인식, 피조물 등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아남으로써 신

비한 어둠 속에서 “알 수 없는(무지의) 하느님”과 결합하는 길을 말한다. 그에게 무지는

신적인 존재(본질)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한 인간의 처지(이해의 한계)

를 지칭한다.145) 여기에서는 신의 초월성과 신과의 신비적 합일을 향한 영혼의 상승이

다뤄진다.146) 이러한 영혼의 상승은 근본적으로는 하느님의 은총과 신적인 에로스

(eros)이다.

머튼은 The Mysticism of The Cloud of Unknowing 서문147)에서, 부정신학의

대표적 저서인『무지의 구름』을 통해 신비주의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면서 신비신학과

부정신학, 신비가 등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먼저 신비신학의 역할이 “인간이 신과 가장 높은 결합(지복직관의 외적 측면)을 이해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초자연적인 경험과 ‘하느님과 거리가 먼’ 경험을 구별할 수 있도

록 돕는 것을 추구”148)하는 것임을 밝힌다. 이러한 신비신학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개

념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하느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문제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이 문

144) 참조: 위 디오니시우스,『위 디오니시우스 전집』, 엄성옥 역, 서울: 은성출판사, 2007,   

  207-220쪽. 다섯 장으로 이루어진 이 소논문은 부정신학의 전통이 요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긍정신학과 상징신학(symbolic theology)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145) 참조: 조규홍, “위-디오니시우스의 신비신학: 플로티노스의 신비사상과의 비교 및 오늘날  

  종교적 체험을 위한 의미 모색”,「신학과 사상」제66호(2010, 겨울), 93쪽. 

146) 참조: 전광식, “Theologia Negativa: 부정신학의 역사와 의미”,「石堂論叢」45집(2009년  

  11월),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48쪽.

147) William Johnston, The Mysticism of The Cloud of Unknowing, Fordham University  

  Press: New York, 2000, pp. XI-XVI(Foreword by Thomas Merton: pp. XI-XVI,     

  1967).

148) Ibid., p. XII. 



- 63 -

제는 소위 “알지 못하는(unknowing)”신학인 부정신학을 통해 사랑 안에서 하느님의 초

월적인 경험을 “알지 못하는 것에 의해 아는(knowing by unknowing)”것으로, “보지

않고 보는(seeing that is not seeing)”것으로 묘사하고 있다.149) 이와 같이 신비신학

에는 신 인식에 도달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긍정신학(cataphatic theology)에 토대를

둔 긍정신비주의(cataphatic mysticism)와 부정신학(apophatic theology)에 기초한

부정신비주의(apophatic mysticism)가 있다.

“부정신학은 신이 무엇인지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무엇이 아닌지를 말하므로, 신

의 무한성과 절대성을 확보해두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에 대한 명명과 인식

의 불가능성만 얘기 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묵상과 침묵 속에서 하느님을 직관하고 합

일되는(unio mystica) 신비주의 길을 제시한다.”150) 이러한 부정신비주의는 13세기

보나벤투라, 14세기『무지의 구름』의 저자, 에크하르트(Eckart), 16세기 십자가의 성

요한 그리고 20세기 현대 머튼에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수도승으로서 머튼의 독서와 저술은 그를 부정 전통(apophatic tradition)에 확고히

세웠는데, 니싸의 그레고리(Gregory of Nyssa)와 위 디오니시우스, 14세기 라인강 유역

의 신비가들과 16세기 십자가의 성 요한에게서 흘러나오는 부정 전통이었다. 머튼은 계

속 반복해서 관상 경험을 언어표현과 합리화를 넘어선, 어두움과 부정인 “자기 소

멸”(self-naughting) 가운데 하나의 경험으로 묘사한다.151) Seeds of Contemplation

(『명상의 씨』) 개정판 서문에서 그는 관상적 삶에 관해 “교리신학이나 형이상학의 용

어가 아니라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대로”152) 설명하려고 한다. The Ascent to Truth

(『십자가의 성 요한과 진리의 산길』)에서는 십자가의 성 요한의 어둔 밤153)과 그의

149) Ibid., p. XII. 또 다른 방법은 하느님의 자기계시에 근거해서 그에 대한 인식과 말(언어)  

  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신학인 긍정신학(cataphatic theology)을 통해서이다  

  (참조: 전광식, “Theologia Negativa: 부정신학의 역사와 의미”, 34쪽).

150) 전광식, 같은 곳, 34쪽.

151) Cf. William H. Shannon, Thomas Merton’s Paradise Journey, p. 211.

152) Thomas Merton,『명상의 씨』, 조철웅 역, 서울: 가톨릭출판사, 1979, 4쪽.

153) 여기서 머튼은 “욕망의 정화” 즉 욕망의 열정의 정화, 이것은 기쁨, 지식, 소유 또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이것들에 대한 욕망의 열정이 ‘어두워지고’, ‘억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욕망을 없애는 것은 십자가의 성 요한의 금욕적이며 신비적 삶 전체의 요약이  

  다(Cf. William H. Shannon, Thomas Merton’s Paradise Journey,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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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의 함축적 표현인 토도(Todo: all)와 나다(Nada: nothing) 등을 통해 하느님과

일치로 이끄는 부정신비주의를 다루고 있다.

앤 카는 머튼이『마음의 기도』(Contemplative Prayer)에서 실존주의 철학자들, 특

히 키에르케고르, 하이데거, 샤르트르, 까뮈에 의해 생생하게 촉발된 전율(dread)의 경

험이라는 새로운 틀을 통해서 신비전통의 ‘어둔 밤’을 해석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이

는 “하느님과 자신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기도의 깊이 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운 투쟁에

대한 훌륭한 다시읽기(rereading)이며 현대적인 해석”으로 보고 있다.154)

이와 같이 부정신비주의를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지만, 긍정적 접근 또한 내포하고 있

다. 이는 후기 머튼이 사회 참여 및 활동에 깊숙이 관여함으로써 보였던 예언자적인 비

판 등 실천적인 측면을 가리킨다. 또한 하비 이건은 “부정적 기도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모체를 필요로 함을 강조하면서, 머튼에게 있어 그의 순수하고 성숙한 ‘수도원 문

화’가 기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렸음”155)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머튼은 부정신비주의와 긍정신비주의가 혼합된 특성을 가지며, 그리스도교 신

비주의 부정 전통을 연구하고 재검토해서 현대적 배경과 상황으로 적절하게 재해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머튼의 그리스도교 부정신비 전통에 관한 연구는

자연스럽게 개념과 언어를 넘어, 체험을 중요시하는 동양 사상, 동양 신비전통에로 다시

눈을 돌리게 만들었다.

154) Cf. Anne E. Carr, A Search for Wisdom and Spirit: Thomas Merton’s Theology    
  of the Self,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8, pp. 138-139.

155) Harvey D. Egan, S. J. What Are They Saying About Mysticism?, Paulist Press,     

  1982,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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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동양 신비주의

머튼의 생애에서 살펴보았듯이, 머튼의 동양 신비주의 형성은 컬럼비아 대학시절의 올

더스 헉슬리의『목적과 수단』(Ends and Means), 힌두승 브라마카리와의 만남, 그리

고 수도승으로서 부정신비 전통들을 통해 다시 동양 신비 전통에로 향하는 전환점으로

이루어진다. 1960년대가 시작되기 전에 맞게 되었던 이 전환점은 단순히 자신의 그리스

도교의 신앙 전통을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았던 것이다. 시대적으로 1960년대

는 서구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 공황을 느끼고,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모색하고 정립하기

위해 동양으로 향했던 시기였다.

머튼의 동양에 대한 관심과 연구, 동양 신비주의와의 만남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

펴보면, 먼저 샤논은 비슷한 시기에 머튼 역시 동양으로 향했지만 자기신앙 전통의 대안

을 찾았던 이들과는 달리, 머튼이 외부 전통들 즉 지혜와 깨달음의 보고(寶庫)가 담긴

동양 신비 전통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전통을 풍성히 할 필요성156)을 느꼈음을 지

적하고 있다. 보니 설서튼(Bonnie Thurston)은 머튼이 “동양을 자신이 속한 전통의 수

도원적, 영적 체험들을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간주했을 뿐만 아니라, 무너져

가는 서구 사회의 문화적 대안으로 보았다. 또한 동양이 자신의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시작된 수도원 쇄신을 고무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기 위

해서”157)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머튼이 서방 교부들과 관상 전통의 연구를 통해 얻은 다음 세 가지 통찰력 덕분에 동

방의 종교 사상과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샤논은 보았다.158)

첫째, 신학적 성찰을 위한 자리로서 경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이다. 머튼은 위대

한 신비주의자였던 그리스․로마 교부들이 학구적인 신학자들이 아니라 경험의 신학자들

이었다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그 경험을 명료화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156) 참조: William H. Shannon,『고요한 등불』(Silent Lamp), 오방식 역, 서울: 은성출판사,  

  2008, 511쪽, 526쪽. 

157) Thomas Merton, On Eastern Meditation, ed. with an intro. Bonnie Thurston, New  

   Directions, 2012, pp. xii-xiii.

158) 참조: William H. Shannon,『고요한 등불』, 540-5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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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러한 점은 자신의 전통에서 동방 사상과 가장 유사한 점을 배웠다. 즉 인생에

서 정말 의미 있는 것은 경험이라는 사실이다. 둘째, 서구 종교사상 연구에서 자라난 중

요한 통찰은 종교적 경험을 표현하는데 언어가 부적합하다는, 언어의 한계에 대한 예리

한 인식과 깨달음이다. 하느님, 아트만(Atman), 열반(Nirvana), 공(空, Sunyata)이

라는 말은 우리의 사고나 이미지의 그물을 잡아 올릴 수가 없다. 셋째, 궁극적 일치에

관한 직관이다. 많은 그리스도교 신학과 영성(특히 종교개혁 이후)은 분명 이원론적인

어조를 띠어왔다. 하느님과 피조물을 분리하는 것, 성과 속을 분리하는 것 등이다. 이러

한 점들이 바로 1960년대 동양 종교 전통을 찾게 된 머튼의 좀 더 구체적인 주요 요인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955-1965년 동안 당시 수련장이었던 머튼은 1960년대 스즈키에 고무되어 선(禪)

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1960년대 후반까지 선(禪)뿐만 아니라 라자 요가(Raja

Yoga), 티베트 불교와 티베트 신비주의, 테라바다 불교(Theravada Buddhism), 중관

학파 철학(Madhyamika philosophy), 힌두교, 베단타 철학(Shankara’s Avaita

Vedanta), 바가바드 기타(Bhagavad Gita), 유교, 그리고 도교(특히 장자)에 관해서

도 당시에는 가장 권위 있는 영문 번역본들을 통해 연구했다. 또한 그는 서예와 붓 그림

도 그렸다.”159) 이러한 연구를 통해 머튼은 동양 종교 및 동양 신비주의의 진수인 선불

교, 도교, 선(禪) 등에 관한 글을 쓰고 저서들을 간행했다.

먼저 머튼은『장자』(Chuang Tzu)에서 뽑은 글에 관해 “5년간 읽고, 연구하고 주석

을 달며, 묵상한 결실”160)인 The Way of Chuang Tzu(1965)과 노자, 공자, 맹자 등

중국의 훌륭한 전통 사상을 다룬 “Classic Chinese Thought”, 중국 고전인『도덕경』

과『효경』을 연구한 내용이 “Love and Tao”161)제명으로 Mystics and Zen

159) Thomas Merton, On Eastern Meditation, ed. with an intro. Bonnie Thurston, 2012,  

  p. x.

    [바가바드 기타(Bhagavad Gita)에 관한 글은 The Asian Journal of Thomas Merton 안  

  에 “The Significance of the Bhagavad-Gita”(pp. 348-353) 제명으로 수록되어 있다.]  

160) Thomas Merton, The Way of Chuang Tzu, New Directions, 1965, p. 9.

161) 이글은 처음「가톨릭 세계」(Catholic World)(1962년 5월호)에 “그리스도교 문화는 동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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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s(1967)에 각각 수록되었다. 또한 선(禪)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끊임없는 독서

및 연구는 머튼을 동양 신비주의로 이끌어갔다. 실제로 그가 쓴 동양 사상에 관한 많은

내용은 선(禪)에 관한 것이었다. 그 중에 오경웅의 저서인 The Golden Age of

Zen(1967)(『선의 황금시대』)의 서문으로 쓴 “A Christian Looks at Zen”(한 그리

스도인이 본 선[禪]), Mystics and Zen Masters(1967)의 16편의 글 중 일부 선

(禪)에 관한 글(“Mystics and Zen Masters”, “Zen Buddhist Monasticism”, “The

Zen Koan”), 머튼의 선(禪)과 의식에 관한 관점, 그리고 스즈키와의 대화가 담긴 주요

저작인 Zen and the Birds of Appetite(1968)가 있다. 머튼에게 있어 변형된 의식

으로서의 깨달음. 선(禪)과 그리스도교인의 의식의 변형과의 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

였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은 스즈키와의 서신 대화, 직접 만남의 교류 등으로 이어져

Zen and the Birds of Appetite(1968)의 결실을 낳게 했다.

이 외 머튼은 아베 마사오(Masao Abe), 아미야 차크라바르티(Amiya Chakravarty),

하인리히 뒤물랭(Heinrich Dumoulin), 틱낫한, 윌리엄 존스턴, 마르코 팔리스(Marco

Pallis), 오경웅, 그리고 달라이 라마(Dalai Lama)와 티베트 수도승들을 포함한 수행

자들과 동양학자들과의 폭넓은 서신 교환 혹은 만남을 가졌다. 이러한 머튼의 동양 종교

와 동양 신비주의를 향한 부단한 탐색과 추구 그리고 애정은 마침내 1968년 방콕 회의

참석을 통한 아시아 여행으로 실현되었다. 장 르끌레르끄(Jean Leclercq)는 머튼 사후

10년간의 회고적인 분석 글을 통해, 머튼의 이러한 아시아 여행에 관해 “머튼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수도원적이며, 내적 성장으로 향하는 것이지 지식 습득이 아님”162)을 강조

하고 있다.

  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실렸지만, Mystics and Zen Masters(1967)에서        

  “Love and Tao”(사랑과 도) 제목으로 압축해서 다시 실렸음. 머튼은 이 글을 통해 극동  

  이 관상을 이끌 지혜의 차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동양 사상이 적절히 연  

  구되고 평가된다면, “우리의 위대하고 신비한 전통을 더 깊이 현명하게 이해하게 해줄”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참조: William H. Shannon,『고요한 등불』, 544-545쪽). 

162) Thomas Merton, On Eastern Meditation, p. xii 각주 5. 재인용[Jean Leclercq,        

   O.S.B., “Merton and the East,” (Cistercian Studies Quarterly, 8/4, 1978), p.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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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튼의 아시아 순례는 사후에 The Asian Journal of Thomas Merton(1973)163)

으로 간행되었다. 1968년 10월 15일부터 선종 직전인 12월 8일(방콕)까지 2달 남짓의

여행 기록이 담긴 이 저서 안에는 린포체(Rimpoche)와의 만남, 티베트 수도원 방문과

많은 티베트 수행승과의 만남, 그리고 달라이 라마와 세 차례의 만남을 통해 머튼의 개

인적 관심사였던, 티베트 신비주의를 향한 그의 열망과 반추들이 자세히 담겨있다.

달라이 라마와 머튼과의 전체 대화 주제는 종교와 철학, 그리고 특히 명상의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서구 수도원 제도와 ‘신비적 삶’에 큰 관심이 있었던 그에게서 머튼은 중

관학파(Madhyamika) 철학164)에서 좋은 근본적인 것을, 수준 있는 티베트 학자와 교

류하여 공부와 수행을 결합시키는 것, 형이상학에 근거한 족첸(Dzogchen)165)이 도움

이 될 것이라는 티베트 신비주의에 관한 조언을 받게 된다. 이러한 만남들에 관한 반추

를 통해 머튼은 몇 가지 깨달음과 이슈들166)이 생겼다.

먼저, 너무 많은 것을 찾으려 하고, 어떤 해답과 전망, ‘다른 무엇을 찾으려 하는 이런

163) 아시아 여행을 끝으로 머튼은 선종했기 때문에, 나오미 버튼 스톤(Naomi Burton Stone),  

  비서인 패트릭 하트 수사(Patric Hart), 제임스 러플린(James Laughlin)은 머튼이 여행   

  중에 기록한 노트 메모- 날려 써서 알아보기 힘든 것들도 꽤 많은- 혹은 일기나 단상들  

  을 세심하게 해독해서 재편집되어 간행하였다. 

164) The Asian Journal Thomas of Merton, pp. 100-102. 중관학파(中觀學派)란 용수(龍樹)  

  의 제자들이 용수(龍樹)의 저서인『중론』(中論)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주석서를 저술해서  

  붙은 이름으로, 용수는『반야경』(Prajnaparamita, Perfection of Transcendent Wisdom,  

  般若經)의 공(空) 사상을 철학적으로 체계화시킨 대승불교(大乘佛敎)의 조사(祖師)이며, 동  

  시에 중관학파(Madhyamika)의 창도자(創導者)이다. 용수는 현상계의 불확정(uncertainty,  

  不確定性)을 ‘연기’(緣起)나 ‘공’(空)이라고 부른다. 그에 의하면 모든 존재는 타자와의 관  

  계를 통해서만 그 의미를 드러내며, 그 자체 개별적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고 본다. 또한   

  만물이 제각기 독특한 모습과 이름으로 차별상을 연출하여 타자보다 자기의 우월성을 드  

  러내는 듯하나, 모두 자성(自性)이 없는 공(空)이기 때문에 우열이 없는 평등사상이 내재  

  해 있다. 

     사물간의 차별을 긍정하되 절대화하지 않으며, 제각기 개성을 존중한다. 이것이 다양성 속  

  에서의 평등사상이다. 용수(龍樹)의 공(空)사상은 언어적 판단과 활동을 무의미하게 만들  

  고 모든 주의와 이념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화엄사상(華嚴思想)에 영향을 미쳐서,   

  서양의 존재철학(ontoligia, ontology, 存在哲學)에 대한 동양 철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  

  렸을 뿐만 아니라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 1861-1947)와 하트숀(Charles  

  Hartshorne)이 주장한 유기체철학(philosophy of organism) 또는 과정철학(philosophy of    

  Process)에도 심오한 영향을 주었다. 
165) 불교에서 고대의 가르침중의 하나로, 신(神)을 넘어선 궁극적 비움의 길 또는 경지.

166) Cf. The Asian Journal of Thomas Merton, pp. 14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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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들이 환상을 낳을 수 있고, 둘째, 달라이 라마와의 만남을 통해 머튼은 참다운 영적

유대를 느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수행승들과의 만남과 영적 체험을 나눔으로써 불교와

그리스도교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깨달았다. 셋째, 겟세마니 수도원 자신의 은수처를

옮기는 문제, 겟세마니 수도원과 완전히 결별하는 문제가 적절하지 않고, 생의 마지막을

보낼 곳은 그곳이고 그곳을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성 요셉 성당의 예수회원

들이 인도에 관상 수도회를 설립해야 할 필요성을 계속 언급했지만, 머튼 자신은 이곳에

정착하라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이슬람교의 금욕적, 은둔적 신비주의의 한 종파인 수피즘(Sufism)에 관한 머튼의 관

심과 교류는 파키스탄 이슬람교 압둘 아지즈(Abdul Aziz)와의 서신을 통해서였다. 아

지즈가 머튼의 저서 The Ascent to Truth 을 읽고 감명받은 것을 발단으로 시작된 두

사람간의 서신 교류167)는 머튼이 신비주의, 비교종교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이슬람과

수피즘에서 잘 알려진 작가들(Frithjof Schuon, Rene Guenon, Seyyed Hossein

Nasr.)의 작품을 광범위하게 읽고 흡수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저명한 수피교인이며,

작가인 팔리스와도 친분을 쌓게 되었다.168) 아시아 여행에서 머튼은 수피 전통과 약간

의 접촉을 가졌지만, 그들의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다.169)

아시아 여행에서 머튼은 힌두교에 대해서170)는 자신이 아직 개방되어 있지 않음을 인

167) 압둘 아지즈(Abdul Aziz)가 머튼에게 보낸 편지에서, 머튼의 묵상 방법을 묻는다. 이에   

  머튼은 자신의 기도 방법을 다음과 같이 답한다. “나는 매우 단순한 방법으로 기도하는데,  

  그것은 주님의 현존과 그의 뜻과 그의 사랑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  

  은 오직 우리가 신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믿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그것은 하  

  느님의 정확한 이미지를 생각해 내거나 어떤 것을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러한 것은 내 정신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로 그것은 모든 것인   

  그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깨달음 너머, 볼 수 없고 무한한 그를 흠모하는 문제입니다. 나  

  의 기도는 당신이 fana(신과의 합일에서 자아가 소멸되는 경지)라고 부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 내 마음속에는 신이 아닌 모든 것의 무(nothingness)를 온전히 인식  

  하려는 커다란 갈망이 있습니다. 그때 나의 기도는 무(Nothing)와 침묵의 중심에서 솟아  

  나는 일종의 찬양입니다. …”(참조: The Hidden Ground of Love: The Letters of      
  Thomas Merton on Religious Experience and Social Concerns, sel. and ed. William  

  H. Shannon, Farrar Straus Giroux, 1985, pp. 63-64).

168) 참조: William H. Shannon,『고요한 등불』, 523-524쪽.

169) Cf. The Asian Journal of Thomas Merton, p. 324.

170) Ibid., pp. 70, 206.

     라가반 박사는 마드라스 대학 산스크리트 명예교수였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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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했다. 하지만 라가반(V. Raghavan)을 만나 마드라스 대학, Shaivite 사원을 방문하

고, 베다(Vedas, 브라만교의 聖典) chanting, Tamil chant 등 음악과 소리들을 들으

면서 남인도 힌두교에 대해 처음으로 살아있는 체험을 했다고 말한다. 또한 머튼은 라가

반과 미적 체험과 종교적 경험의 차이점에 대해 토론했다. 즉 미적 체험은 대상이 존재

할 때만 이루어지지만, 종교체험은 대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라가반은 머튼에게

“일단 브라만(Brahman, 거룩한 지식의 소유자)을 알게 된 사람은 그의 삶이 내면에서

영원히 변화된다”171)는 점을 말했다.

이러한 동양 종교 및 동양 신비주의와의 만남을 통해 머튼은 자신이 속한 종교 전통과

헌신에 충실하면서도 점점 더 그의 인식과 의식을 확장해나갔다. 사실 1959년에 간행한

The Inner Experience, 1962년의『새 명상의 씨』저서에는 이미 선(禪)의 요소들이

내포되어 확장되고 깊어진 그의 관상 견해를 발견할 수 있다. 아시아 여행길에 오르면서

그가 했던 다짐인 “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또는 위대한 자비, 대

승불교의 자비를 발견하지 않고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172)라는 이러한 큰 문제와 자

비 체험의 갈망, 인식과 의식의 확장들은 12월 2일(1968년) 스리랑카의 플로나루와

(polonnariwa)에서의 (심미적)신비체험을 맞이하게 된다. 체험 후 며칠 뒤 이 여행의

공식적인 목적인 방콕 회의 강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머튼은 오히려 그 다음 인도네시아

에서의 여행부터 새로운 여행이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이 여정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모른다. …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은 아직 가지 못했다.173)

머튼 자신이 이 방콕 회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기록한 점, 플로나루와 신

  리트 학자중의 한 사람으로 많은 학문(전문)서적과 저널 논문의 저자이다. 일반인들에게   

  가장 유용한 것으로 The Indian Heritage, An Anthology of Sanskrit Literature(1956)  

  가 있다. 

171) The Asian Journal of Thomas Merton, p. 204.

172) Ibid., p. 4(May I not come back without having settled the great affair. And found  

  also the great compassion, mahakaruna.).

173) Ibid., p.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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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체험 후에 이어지는 머튼의 위 단상들을 맥락전체 흐름을 통해, 다음의 몇 가지 질문

을 던지게 된다. 머튼은 왜 방콕 회의 강의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인가? 인도네시아

에서의 여행을 기점으로 새로운 여행이라고 말한 의미는 무엇인가? 머튼이 마지막으로

말한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은 과연 어디였을까? 아시아 여행 전 머튼이 쓴 다음의 편지

와 연결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삶에 있어서 우리의 진정한 여행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장, 깊어짐 그리고 우

리 마음 안에 있는 사람과 은총의 창조적 행위에 대한 더 큰 복종의 문제입니다. 그 외

에 다른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174)

지금까지 머튼의 동양 신비주의 형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선(禪)

등의 요소들이 머튼의 관상 이해에 영향을 미치면서 관상 이해의 지평이 더 확장될 뿐

만 아니라 심화되어 간다. 여기서 머튼에게 있어서 동양 종교 및 동양 신비주의와 관

상과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상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신비 여정들을 통해 머튼은 생애 마지막에 통합이라는 주제를 깊이 연구175)

하게 되었다. 레자 아라스테(Resa Arasteh)의 저서 Final Integration in the

Adult Personality는 머튼이 말년에 찾고 있었던 종류의 책으로, 아라스테는 파키스

탄의 수피로서 수피즘과 선(禪) 그리고 다른 동양 전통에 관심이 있었던 페르시아 심

리분석가이다. 머튼은 이 ‘최종적 통합(final integration)’이야말로 자신뿐만 아니라,

‘수도생활의 이상과 목표가 되어야 하는 내면적 경험’으로 보았고, 이 최종적 통합이

다문화적 성숙의 단계임을 알았다. 즉 더 이상 자신들이 처한 문화에 제한 받지 않을

만큼 자유롭고, ‘마침내 완전히 포괄적인 자아(comprehensive self)를 낳으며’ 그리고

모든 제한적인 형태를 초월하는 ‘보편적(Catholic)이 되는’ 단계를 말한다. 여기에서

머튼은 궁극적 통합이 단지 심리적이 아닌 영적 의식의 변화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174) Ibid., Appendix I, “September 1968 Circular Letter to Friends,” p. 296. 

175) 참조: William H. Shannon,『고요한 등불』, 555-5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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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머튼의 신비주의 작품

  수도원적 삶은 머튼에게 현대의 위대한 영성 서적들을 간행하고 신비 여정을 걸을 수

있는 영성과 구조를 제공했다. 사후에도 계속 간행되는 저서, 일기, 선별한 편지글 등

100권이 넘는 저서들을 통해, 수도승 머튼은 관상적 신비가로서의 자신의 고유한 소명

을 살아냈다. 또한 그 열매로서 현대 도시의 위기와 사회변화 및 전쟁 등에 관한 날카로

운 예언자적 비평가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함으로써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

을 끼쳤다.

실제로 이러한 그의 많은 저서들은 관상을 바탕 혹은 배경으로 쓴 것으로, 본 논문에

서는 그중 다섯 편의 핵심적인 신비주의 작품에 한정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2.1. Seeds of Contemplation(『명상의 씨』)

     

  Seeds of Contemplation(『명상의 씨』)는 그리스도교 현대 영적 고전의 반열에

드는 작품으로, 머튼의 초기 신비주의 관점이 잘 드러나 있다. 처음 이 책을 쓰게 된 동

기는 1946년 12월 29일, 겟세마니 수도회의 전 수도원장이자 자신의 고백사제였던 바

이탈 클린스키(Dom Vital Klinski)에게 들었던, “관상에 대해 가르치고, 특별히 사람

들에게 내가 쓰는 글 속에서 관상적인 삶은 매우 쉬우며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함

을 추구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반적인 관대함처럼 비범하거나 낯선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는 것을 알리도록 하라”176)라는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되었다고 한다.

머튼은 이 책에 관해 관상 경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아니라, 파스칼의『팡세』,

십자가의 성 요한의『잠언과 영적 권고』, 귀고의『묵상』(Meditations Guigo the

Carthusian), 또는 그와 관련해서『그리스도를 본받아』와 같은 “기록들과 개인적 반추

들의 모음집”177)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가톨릭 관상전통에 충실한 저서임178)을 강조

176) Thomas Merton, Entering the Silence: Becoming a Monk & Writer, The Journals   
  of Thomas Merton; Vol. 2, ed. Jonathan Montaldo, HarperSanFrancisco, 1996, p.   

  34(William H. Shannon, Thomas Merton’s Paradise Journey, p. 4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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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949년 3월 2일에 간행된 이 책은, 당시 5개월 전에 간행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

던 베스트셀러 자서전인『칠층산』못지않게 큰 주목과 인기179)를 누렸다.

많은 비평 중 다음의 몇몇 평가들을 살펴보면 이 책의 주요한 특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The Catholic Library World는 “이 책을 20세기의『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평가했고”180), The [London] Time Literary Supplement의 논평자는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과의 사이에 너무나 날카로운 단절과 깊은 간격이 있어서, 그 간격

을 뛰어 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아야 할 것이다”라는 말로 머튼의 이원론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베드 그리피츠(Bede Griffiths)는 책에 담긴 편안함과 확신 그리

고 가톨릭 신비주의의 거대한 전통에 충실함에 주목하면서도, 머튼의 세상에 대한 유치

한 경멸에 관해 지적했다. 또한 그리피스는 하느님과의 합일로서의 신비적인 체험에 대

한 머튼의 비범한 직관력을 높이 사면서도, 머튼이 말하는 하느님과의 합일이 “가톨릭

전통보다는 동양 신비주의의 언어에 더 가깝다”는 비평을 했다.181) 포담 대학의 제럴드

왈쉬(Gerald G. Walsh)와 프린스턴 대학의 에밀 켈리엇(Emile Cailliet)은 명상의

씨』안에 담긴 자서전적인 경향과 특색을 지적하고 있다.182)

여러 비평가들의 좋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머튼은 이 책에 대한 문제점과 불만족으로

신속하게 같은 해 12월 19일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그 후 개정된 New Seeds of

177) Thomas Merton, Seeds of Contemplation, p. 13. 

     이하에서 본문에 인용된 Seeds of Contemplation(1965)은 축약하여 SC로 표기한다.

178) 머튼은 이 책 서문에서 수록된 많은 부분이 12세기 시토회원들의 저작에 그 기원과 근거  

  를 두며 특히 관상수도회의 영성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성 베르나르도의 작품에 크  

  게 의존했음을 말하고 있다(Thomas Merton, Seeds of Contemplation, p. 14).

179) 실제로 그해 7월까지 40,000부 팔렸는데, 그 당시 이런 종류의 서적으로는 정말 괄목할  

  만한 일에 속했다(William H. Shannon,『토머스 머튼- 생애와 작품』, 240쪽 참조).

180) William H. Shannon,『토머스 머튼- 생애와 작품』, 242쪽.

181) The [London] Time Literary Supplement, December 23, 1949. 

     (William H. Shannon, Thomas Merton’s Paradise Journey, p. 45 재인용)  

182) William H. Shannon, Thomas Merton’s Paradise Journey, p. 49 재인용.

     [제랄드 G. 왈시(Gerald G. Walsh)는 “현 작품에서 트라피스트 시인은 자신의 자서전을  

  계속 쓴다”고 했고, 에밀 캘리엇(Emile Cailliet)은 자신의 논평에서『명상의 씨』를 “영   

  웅적인 책”(The Journal of Religion, 29: July 1949)으로 묘사하면서 머튼이 거의 직접  

  적으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그 책의 모든 장들은 자서전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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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mplation(『새 명상의 씨』)는 12년이 지나 1961년에 간행되었고, 다음 해인

1962년에 2번째 개정판을 내놓게 된다.『새 명상의 씨』는 기존의 27장으로 구성된

『명상의 씨』에서, 39장으로 변경되었다.

『명상의 씨』는 관상을 통한 참 자기 발견(정체성), 관상에 이르는 길, 고독, 그리스

도의 신비, 그리고 관상과 실천(활동) 등의 주제들이 담겨 있다. 자신의 관상 경험의 반

추를 시적으로 표현한 이 책은, 전반적으로 추상적이며 개념적인 글쓰기 경향을 띠고 있

다. 이 주제들 중 관상을 통한 참 자기 발견 즉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과 고독은

머튼의 일평생 전 작품을 관통하는 핵심적이면서 일관된 주제로, 참 자기 발견은 자기

인식의 방식. 자기 이해로써 신비적 삶을 사는데, 수행 방식에 아주 중요한 토대이자 요

소이다.

머튼에게 성인이 되는 길은 우리 각자 참 자기가 되는 것이며, 하느님 홀로 참 자기가

되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내가 되는 유일한 길은 “내 존재 이유와 완

성이 숨어 있는 그분과 같아지는 것뿐이다”(SC, 29)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참 자기

발견의 전제조건은 하느님 발견이며, 그 완성은 하느님과의 일치를 뜻한다. 이를 위해

머튼은 관상의 길을 제시하며, 관상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며, 관상을 통

해서 우리는 ‘스스로 계시는 하느님’으로서 그분을 알고 사랑하며 자연적 이해를 초월하

는 깊고 생생한 체험을 통해 하느님을 깨닫게 된다”(SC, 144)고 정의 내린다. 따라서

그는 “시인이 창조되기 위해서 자신 안으로 들어간다면, 관상가는 창조되기 위해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야 함”(SC, 71)을 말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이는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

를 발견하시며,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을 발견하셔야 가능한 은총의 선물이다.

머튼에게 관상의 시작은 신앙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신

비에 대한 믿음은 모든 관상의 원천”(SC, 92)이다. 여기에서 머튼이 제시하는 관상의

정상적인 길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묵상함으로써 생기는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통한 길

이다. 신비신학적인 의미에서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인성을 묵상하는 길은, 신(神) 지식

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로 보이는 것들을 통해 늘 신(神)을 관상하며 구체적 존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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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활동하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13세기 아씨시의 성 프란

치스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관상의 길에서 머튼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를 그리

스도로 변형시키시는 성령의 역할183)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관상에

대한 머튼의 시각은 삼위일체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앙은 하느님과 같아짐으로써

어두움 속에서 하느님을 아는 인식을 얻게 되며, 머튼은 우리가 하느님과 가장 완전하게

일치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깊은 어두움 밖에 없으며, 이 어두움 속에서 깊은 이기심이

벗겨지며 하느님 외에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포기하며 자신을 온전히 비워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할 때 우리의 깊은 어두운 밤이 낮이 되고, 믿음은 앎으로 변화되는

하느님과의 참된 신비체험에 이르게 된다. 이는 신비생활의 역설이자 순수한 사랑(pure

love)에 이르는 길이다.

관상에 이르는 방법으로 내적 고독과 침묵, 참된 자유, 초탈, 참 인간이 되는 일, 가난

과 마음의 순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참된 자유는 “관상적 경험을 위해 우리의

거짓 자기를 해방시키는 실존적 자유(existential freedom), 하느님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기적 욕망, 걱정, 야망으로부터 초연해지는 도덕적 자유(moral freedom)외

에 머튼이 지성적 자유(intellectual freedom)라고 부른 창조된 개념과 이미지들로부터

의 자유”184)를 말한다. 특히 머튼은 겸손, 가난, 침묵의 모델로서 마리아의 관상을 언급

하며, 그리스도 곧 하느님 앞에서 가장 깊이 감추어진 마리아의 무(無)의 성덕을 강조한

다.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사상사 측면에서 볼 때 ‘마음의 가난’은 수도승 전통에서 내려

오는 중요한 수도원 중심적 메타포이며, 그리스도의 가난과 겸손은 신비가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에게서 특히 강조되었던 부분이다.

관상과 활동은 하느님 사랑의 두 가지 모습으로, 머튼은 관상 체험의 열매와 은총을

이웃과 나누기를 권유한다. 관상가의 소명은 “오류와 실수의 가능성이 클지라도 이제 자

신의 관상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하느님의 체험적 인식으로 이끌어주는 것”185)이다.

183) Thomas Merton, Seeds of Contemplation, p. 95.

184) William H. Shannon, Thomas Merton’s Paradise Journey, p. 60.

185) Thomas Merton, op. cit., p.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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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명상의 씨』안에 드러난 머튼의 초기 신비주의 관점은 성 베

르나르도의 사랑,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가난하고 겸손한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의 성 요한의 어두움, 감각의 밤을 통한 신비체험과 같은 그리스도교 부정신학의 전통

안에 확고히 서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초기 그의 신비주의 관점은 수도승 전통을

바탕으로 한 인간중심적 신비주의의 색채를 많이 띠고 있으며, 십자가의 성 요한의 지성

적 신비주의의 요소들도 포함되어 있다.

     

  2.2. The Ascent to Truth(『십자가의 성 요한과 진리의 산길』)

  
  머튼은『명상의 씨』를 간행 후 2년 6개월 뒤인 1951년 9월에 작품 The Ascent to

Truth(『십자가의 성 요한과 진리의 산길』)을 출간했다. 이 저서는 그리스도교 신비전

통의 맥락 안에서 가르멜 수도회의 위대한 신비신학자인 십자가의 성 요한의 신비주의에

관해 다룬 것으로, 머튼은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을 이용해서 성인을 재조명하고 현대적

으로 해석했다. 이 책을 집필하는 2년 동안, 신비신학을 저술하는 데 자신의 한계를 직

면한 머튼은 작가로서의 심각한 위기와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186) 이러한 문제들은

1950년 12월 14일 십자가의 성 요한의 유해를 접한 후 사라졌고, 그 후 3개월 만에

집필을 끝냈음을 고백하고 있다. 또한 특히 가르멜 산의 성모님의 지도와 감화로 쓰여

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서문, 본문 3부, 뒤쪽에는 신비사상사의 맥락 안에서 여덟 분의 신비가의 위

치(삶과 신비사상)에 관해 짧게 재조명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 ‘인간 삶에서 신

비주의’는 이 책 전체에 관한 배경과 핵심적인 내용들에 접근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소

개하고 있으며, 인간 삶 안에서 이웃, 더 나아가 세계와 기꺼이 연대하며, 자신의 신비

186) Thomas Merton,『토머스 머튼의 영적일기-요나의 표징』(The Sign of Jonas, 1953),   

  오지영 역, 서울: 바오로 딸, 2009, 242-244, 247-248, 275-278쪽. 

    “나는 혹 이 작업을 그만두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며 초고를 읽고 정리한다. … 초고를 한데  

  모으는 일은 끝없이 이어질 수 있다. 800쪽이나 되는 여러 노트에 적어 놓은 글을 정리   

  하는 일은 끝이 없다.”(p. 178) 집필 과정 중인, 1949년 5월 26일 주님승천 대축일에 머  

  튼은 사제서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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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삶을 수행하는 머튼의 신비주의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제목이다.

현대인들이 문명사회에서 직면한 위기와 당면한 문제들에 관해 먼저 영적 변혁과 내적

기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의 관상 생활에 대해 증

가해가는 관심과 갈증 등의 현상 또한 지적한다. 그 해결책으로 이 책의 궁극적 목적이

기도 한 관상 체험이 무엇인지, 관상에 이르는데 필요한 내적 수행, 그리고 성숙한 관상

에 대한 개요187) 등 핵심적인 부분을 언급한다. 이어 거짓 신비주의를 경고, 관상에서

의 이성의 역할의 중요성, 이성과 사랑(의지)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끝으로 신비신학 전

통에서 부정 신학자로서의 십자가의 성 요한의 위상과 특성, 그의 신비체험의 내적 수행

인 ‘이탈’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3부로 이루어진 본문은 제1부 ‘구름과 불’, 제2부 ‘십자가의 성 요한의 이성과 신비주

의’, 제3부 ‘교의와 경험’이다. 먼저 케이스 이건(Keith Egan)의 비판적 측면을 살펴보

면188), 그는 중요한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성 요한의 신비주의를 다룰 때 머튼은 주로 이성의 역할과 그의 부정신학의 측

면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머튼은 성 요한의 많은 시와 다른 작품들에 나오는 빛과 그

래픽 이미지, 특히 아가서의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머튼이 성 요한을 철저한 토마스학파라고 단정 지은 것189)이 성인의 교의를 이

해하는 데에 심각한 손실이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 케이스 이건은 이

문제에 대해 주의 깊게 연구한 스티븐 페인(Steven Payne, OCD)의 견해를 제시한다.

스콜라 철학에 정통한 사람들조차 성 요한이 근본적으로는 토마스학파라고 너무 쉽게

가정해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성 요한이 여러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아퀴나스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비록 그의 기본적

187) 참조: Thomas Merton,『십자가의 성 요한과 진리의 산길』(The Ascent to Truth,      
  1951), 서한규 역, 서울: 바오로 딸, 2009, 28쪽.

188) Keith Egan, “Thomas Merton’s Approach to St. John of the Cross,” The Merton   
  Annual  vol. 20(2007), ed. Victor A. Kramer, pp. 62-78. 

189) 참조: Thomas Merton,『십자가의 성 요한과 진리의 산길』, 345쪽, 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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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적 체계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스콜라 철학이었다고 할지라도, 성 요한은 영적

삶을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다루기 위해 받은 관점을 수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독

창적인 사상가였다.190)

셋째, 성 요한이 아우구스티누스 전통과 플라톤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한 예로

영혼의 정신적 능력으로 토마스학파의 지성과 의지의 해석보다는 아우구스티누스학파의

지성, 의지, 기억을 사용했음을 밝힌다. 또한 성 요한은 플라톤주의와 오리게네스의 중

기 플라톤주의에서 시작된 아가 전통의 신플라톤주의에 빚을 지고 있으며, 성녀 데레사

와 성 요한은 이러한 아가서 전통을 가르멜 영성에 도입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듯이, 머튼의 성 요한 해석에는 기억에 관한 부분이 전혀 다

뤄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케이스 이건의 첫째 비판과 같은 맥락에서 성 요한의 작품

들,『가르멜의 산길』,『어둔 밤』,『영적찬가』,『사랑의 산 불꽃』등에 대한 어떤 안내

없이 3부 전체에 걸쳐 성 요한의 여러 작품들을 함께 선택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썼기

때문에, 성 요한의 신비여정에 대한 좀 더 명료한 큰 그림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즉

그리스도교 전통적 영성작가들과 같이 성 요한은 정화, 조명, 합일의 길이라는 세 구분

을 따르고 있으며, 관상 기도를 조명의 길의 한 부분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성 요한에

대해 이성에 초점이 맞춰진 어둠의 신비주의에 관한 머튼의 관점은 궁극적으로 어둠에서

다시 빛으로 향하는 빛의 신비주의 부분이 약화되어져 성 요한의 풍부한 영적 구도 및

영성이 축소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제1부 ‘구름과 불’에서 머튼은 신비관상의 길의 초보 단계인 이탈과 식별의 능력의 중

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파스칼의 ‘오락(divertissement)’개념, 그리스 교부들의

‘Theoria Physica’를 연결시킨다. 파스칼에게 오락(divertissement)은 “조직적이고 계

획적인 주의분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상, 허위, 마비, 무감각으로 이끌어간다.191)

190) Steven Payne, John of the Cross and the Cognitive Value of Mysticism: An        
  Analysis of Sanjuanist Teaching and its Philosophical Implications for               
  Contemporary   Discussions of Mystical Experience, Boston: Kluwer, 1990, p. 17  

  (Keith Egan, “Thomas Merton’s Approach to St. John of the Cross,” p. 6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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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칼은 이러한 환상이 초래하는 오락이나 욕망에 기초한 헛된 활동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인간의 깊은 공허 때문임을 통찰했다.

“자연 속에 계신 하느님에 대한 관상”인 ‘Theoria Physica’192)는 “피조물에 반영된

하느님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종교적 깨달음”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

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측면은 창조주 하느님과의 관계를 떠나면 만물이

공허이며 환상임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한다. 머튼은 이러한 인간의 깊은 공

허한 내면을 가진 인간 실존을 드러내며, 인간의 궁극적인 존재이유인 깊은 활동 즉 관

상의 길로 연결시킨다.

머튼은 감각과 영의 능동적 밤193)을 다루면서, 성 요한의 신학을 함축적으로 Todo

(全部)와 Nada(無)로 규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성 요한의 핵심 단어는 ‘욕망’의 제거이

다.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욕망을 끊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유와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

하기 위한 것이다. 머튼은 매우 단순하지만 널리 알려진 성 요한의 금욕적 수덕주의 구

절을 통해 성 요한이 “모든 것을 알기에 다다르려면 아무것도 알지 말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알기에 다다르려면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계속

해서 “이러한 욕망은 실제로 즐거움·지식·소유나 존재가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강렬한

욕구(passion of desire)가 ‘어두워져야(darkened)’ 하고 극복되어야 한다.”194)고 설

명한다.

머튼은 성 요한에게 모든 것으로부터의 비움이자 이탈인 어둔 밤에 관해 “어둔 밤은

영혼에게 미치는 하느님의 작용으로 영혼을 자연적․영성적 무지와 불완전에서 정화하는

191) William H. Shannon, Thomas Merton’s Paradise Journey, pp. 101-102.

     머튼은 이러한 오락을 인간 삶의 실재를 직면하기를 피하는 방법으로써, 폭군으로 부른다.  

  이는 진정한 자기가 되는 자유뿐만 아니라, 진리를 찾으려는 우리의 깊은 갈망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TV와 시트콤은 옛 고대 로마의 divertissement(디베르티스망)   

  이였던 “음식과 원형극장”을 대신한다고 말할 수 있다.

192) 참조: Thomas Merton,『십자가의 성 요한과 진리의 산길』, 47쪽.

193)『가르멜의 산길』, 제1권 13장, 11.

194) Thomas Merton, The Ascent to Truth, p. 53(『십자가의 성 요한과 진리의 산길』,    

  78쪽).  

     이하에서 본문에 인용된 The Ascent to Truth(1951)은 축약하여 ATT로 표기한다. 번   

  역본(서한규 역)은『진리의 산길』로 축약해서 표기하고,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필요시  

  번역본을 수정 및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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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수동적 관상 또는 신비신학으로 일컬어진다”195)에 관해 3부에 다시 언급하고

있다. 그리스도교 전통의 영적 수행에서 “passion” 안에 있다는 것은 악덕이며 어두움에

있는 것을 뜻한다. 이 passion의 정화 및 치유를 통해서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머튼은 신비적 관상에 있어서 이성의 역할 내지 위치를 설명하면서, 관상이 “추론적

사고를 거부하는 듯 보일지라도 참으로 추론적 사고를 완성하는 것”(『진리의 산길』,

85)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참된 신비가의 ‘무지’는 비지성적(unintelligence)이 아

닌, 초지성적(superintelligence)이라고 정의한다. 특히 십자가의 성 요한에게 있어 무

지의 ‘밤’은 하느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며, 머튼은 그의 신학이 완전한 부정신학이라기보

다는 다른 그리스도교 성인들의 신학보다 부정신학 측면이 조금 더 드러나는 것으로 해

석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머튼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신비적 관상의 은총을 받으며 진보한 사람은 “영혼이 잠심과 신비적

앎에 사로잡히지 않음을 깨달을” 때 마다 능동적 묵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묵상이란 신비 기도로 나아가도록 스스로를 가다듬는 일반 수단이라고 했다. “이 상태에

이르기 위해 영혼은 종종 조용히 그리고 적절히 묵상을 이용해야 한다.”

(『진리의 산길』, 119. 120)196)

하느님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인 긍정의 길과 부정의 길에서 머튼은 비행기의 이륙과 비

행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하느님의 존재를 긍정하지만, 비행기가 땅과의 인연을 끊지

않으면 날 수 없듯이 우리 또한 개념과 정의를 끊어버리지 않으면(부정의 길) 우리의 관

념적 한계와 정의를 넘어선 하느님께 도달할 수가 없다. 결국 이러한 이성에 따른 부정

의 길(via negationis)은 궁극적으로는 의지에 따른 사랑의 길(via amoris)로 나아가

게 된다. 이때 “이 어두운 길에서 이성과 의지는 모두 궁극적으로 하느님 은총의 작용으

로 성령의 특별한 영감에 사로잡혀 변화되어야 한다.”(『진리의 산길』, 126) 이러한 순

수한 믿음인 관상으로 나아가는 변화의 순간은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195)『어둔 밤』, 제2편 제5장, 1(『진리의 산길』, 332쪽).

196) 여기서 인용은『가르멜의 산길』, 제2권 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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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깊은 희생이 요구된다고 설명한다. 여기에서 머튼은 실존철학자 쇠렌 키에르케

고르(Sören Kierkegaard)의 저서『두려움과 떨림』(Fear and Trembling)에서 다루

고 있는 아브라함, 즉 하느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그분이 주신 신앙의 시련을 자신의 실

존적 고뇌를 통해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실존적 선택을 하는 아브라함을 끌어들이고

있다.

다음은 믿음의 첫 걸음부터 신비적 관상 단계의 모든 길에 적용되는 사랑․의지․이성

의 역할을 설명한 것으로, 이성의 마지막 반추 역할을 특히 부각시킨다.

사랑 안에서 작용하는 의지를 통해 믿음이 우리의 온 존재를 완전히 소유할 때 ‘신앙의

빛’은 ‘체험’이 된다.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 의지의 중재로 빛을 얻을 수 있다. 이 특별

한 경우에 그 길은 의지에 따라 결정되기에 이성만으로는 그 길을 찾을 수 없다. 의지에

의해 그 길로 이끌려오고 나서야 이성은 그 경험을 반추해보고 무엇이 일어났는지 깨달

을 수 있다. … 이 전체 여정은 보통 어둠 속에서 이루어진다.(『진리의 산길』, 70-71)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거짓 신비주의에 대해 머튼은 경고하며, 엄밀히 말해서 정치·철

학·미술·음악에는 신비주의 같은 것이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신비주의는 “하느님과 합

일한 영혼에게 주어진 하느님에 대한 ‘숨겨지거나 비밀스러운’ 앎이며, 절대자에게 빠진

영혼의 내적 경험을 포함하기”(ATT, 62)197)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예술가의 신비

경험은 신비가의 경험과는 완전히 다르며, 유일하고 참된 신비주의는 종교적 신비주의로

규정한다.

제2부 ‘십자가의 성 요한의 이성과 신비주의’에서 머튼은 이성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성 요한의 신비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성 요한의 신비주의가 스콜라학파의 인식론과 신

학에 토대를 두며, 유비적 스콜라철학 원리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그의 신비주의 형성

의 신학적 배경을 통해 잘 나타내고 있다.

성 요한의 신학적 배경은 트리엔트 공의회의 결실로 당시 가톨릭 철학과 신학의 표준

텍스트였던『신학대전』과 성경주의 학자들(“scripturals”)인 가스파르 그라할(Gaspar

197) Thomas Merton,『진리의 산길』, 88-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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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jal)과 루이스 데 레온(Luis de León)의 성경해석이 미친 중요한 영향을 그 배경

으로 보고 있다. 머튼은『신학대전』제2부의 1의 첫 여덟 개 명제에서 “인간의 궁극적

목표인 지고의 관상에 대한 개요를 설명한 여섯 개의 명제가 실제로 성 요한의 모든 교

의의 기본 체계를 제공했으며, 이탈에 관한 그의 단호한 교의 원리가 참된 행복에 대한

성 토마스의 명제에서 인용한 것임을”(『진리의 산길』, 168) 연결해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가르멜의 산길』과『영적 찬가』에 반향된 성 토마스의 명제를 연결함으로써,

성 요한의 신비주의에 미친 성 토마스의 추론적 이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가스파르 그라할의 시편 강의와 특히 루이스 데 레온의 성경해석 방식, 즉 성경의 문

자적 의미를 찾는 것, 과학적 비판적 연구를 통한 원문 재해석의 원리는 성 요한의 작품

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다. 그 당시 스콜라학파의 성경 해석방법이 교부들의 전통에

따라 성서의 영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었지만, 성 요한은 이러한 성경주의 학자들의 해석

방법도 진보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신비적 교의의 원천인 성경에 관해 객관적이고

올바른 해석에 토대를 두었음을 머튼은 강조한다. 이러한 교의와 성경에 바탕을 둔 성

요한의 신비적 관상에서 머튼은 이성이 차지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면서 그의 신비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머튼의 관점을 몇 가지198)로 정리해보면, 첫째, 성 요한은 “『가르멜의 산길』21, 22

장에서 두 종류의 신비주의를 대조하며 신비생활에서 이성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

(『진리의 산길』, 194)했으며, 그의 밤의 금욕주의는 이성의 빛 없이는 수행될 수 없

으며, 이성의 빛을 통해 믿음의 밤을 헤쳐 나아갈 수 있다. 이때 머튼은 신비생활에 있

어서 이성의 역할을 운전자가 어두운 고속도로(Nada의 길)를 달릴 때의 전조등에 비유

한다.

둘째, 우리 안에 있는 빛으로서 이성과 지성은 무엇보다 신앙과 관상의 수동적 빛을

받아들이는 ‘눈’으로 규정되며, 이성은 신비 생활을 좌우하는 열쇠이다. 여기에서 머튼은

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의 비유를 들고 있다. 그는 신비가의 영혼이 성령에 따라 연주

되는 악기로 비유하는데, “인간이라는 악기에서 특별한 화음이 나올 때 성령은 그를 관

198) 이 부분은 Thomas Merton,『진리의 산길』, 194쪽, 227-228쪽, 249-25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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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로 만드신다”(『진리의 산길』, 227)고 말했다. 그런데 악기가 조율되어 있지 않으

면 하느님이 연주하지 않으시는데, 현을 조율하는 역할을 바로 이 이성에 두고 있다.

셋째, 다음은 성 요한의 신비주의를 요약한 것으로, 신비 생활에서 이성과 믿음, 그리

고 사랑과의 관계에서 이성의 역할을 잘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

성령께서는 차분한 오성이라야 빛을 주시고 그 차분한 정도에 따라 빛을 주시며 오성

은 믿음 안에서만 그 차분함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성령께서는 믿음이 아닌 딴 것으

로는 오성에 빛을 주지 않는다. 영혼이 믿음으로 닦여 순수하고 맑아질수록 하느님이 내

리는 사랑을 더욱 많이 받고, 사랑이 많을수록 하느님께서 영혼에게 더욱 큰 빛을 주시

며 성령의 은혜를 내리시니, 사랑이야말로 은혜가 오게 하는 길이요 원인이기 때문이

다.199)

2부 마지막 장에서 머튼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고요의 기도를 다루면서, 이성의

역할을 설명해나간다. 수동적 기도에서조차 영혼의 진보와 하느님과의 협력은 이성의 초

자연적 분별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200) 관상에서 식별의 중요성, 관상

기도로 부름 받은 영혼에 대한 식별기준, 마지막으로 고요의 기도의 세 번째 단계에 관

한 성 요한의 설명에 머튼은 ‘깊은 자아(deep self)’ 즉 참 자아와 연결시킨다. 머튼은

이 단계에서 깊은 자아는 하느님의 자유와 평화의 심연에 자유롭게 뛰어든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제 영혼이 은총으로 “수동적인 ‘주의를 기울임(attentiveness)’ 으로 들어가며,

여기에서 이성의 활동은 중단되며 영혼이 하느님께 완전히 흡수되지는 않지만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정신과 의지는 자신과 모든 것을 잊고 쉰다”(ATT, 239)201)고 설명한다.

제1부 시작에서 머튼은 파스칼의 통찰인 인간의 뿌리 깊은 공허함 때문에 오락이나

활동으로 치닫는 실존 상황을 묘사하면서, 실제로 인간은 휴식이라는 가장 높은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졌음을 언급했었다. 가장 높은 단계의 활동인 휴식인 관상은 고요의 기도

에서의 세 번째 단계에서의 쉼과 그 의미를 연결시킬 수 있다.

199)『가르멜의 산길』제2권 29장, 6(Thomas Merton,『진리의 산길』, 249-250쪽).

200) 참조: Thomas Merton,『진리의 산길』, 274쪽.

201)『진리의 산길』, 2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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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교의와 경험’에서 머튼은 성 요한의 이러한 어둔 밤에서의 정화를 통한 신비적

관상의 궁극적 목적이 사랑이며, 이 사랑은 관상 생활의 완성임을 성 토마스의 교의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다.『영적 찬가』에 나타난 성 요한의 변화적 합일의 신비경험을

다루며, 성 요한에게 신비적 관상으로 가기 위한 ‘순수한 믿음’은 세 가지 밤 중 가장 어

두운 밤을 뜻하며, 하느님과 합일하는 유일한 직접적인 방법으로 내적 고행을 뜻한다.

이러한 순수한 믿음은 성령에 의해 완전하게 되며, 특히 사랑에 의해 변화된다.

머튼은 관상가들이 사랑을 하느님을 알게 되는 원천이라고 말할 때 이는 신비적 관상

개념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개념적으로 분명한 교의신학 명제에 따라

지식과 신비적 지혜가 설명되어야 한다”(『진리의 산길』, 336)고 강조한다. 머튼은 이

러한 신비적 관상 개념을 쟈끄 마리땡에게, 그리고 사랑을 통해 신비적으로 하느님에 대

한 앎에 관해서는 신비가 성 토마스의 요한(John of Saint Thomas, 17C 스페

인)202)에게 각각 도움을 얻었다. 다음은 마리땡의 신비적 관상 개념에 대한 머튼의 설

명이다.

마리땡은 신비적 관상 개념을 예수님이 올리브 동산에서 고뇌의 기도를 드리는 동안 잠

들었던 제자들에 비교한다. 그는 믿음의 밤에 불침번을 서며 고뇌하는 의지에 의해 얻게

되는 ‘사랑어린 앎(loving knowledge)’의 기능에 대해 설명한다. … “수동적 관상에 적

절한 빛은 밤에 타오르는 사랑의 열정이다.”(ATT, 277)203)

여기서 머튼은 현대 토마스학파 가리구 라그랑주(Garrigou Lagrange), 가르데이

(Gardeil), 마리땡의 이 점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은, 하느님에 대한 초자연적 사랑은

202) 성 토마스의 요한은 17세기 도미니코 회원으로, 자신의 소명과 본분으로 성 토마스 아퀴  

  나스 연구와 해석에 헌신했던 신비가이다. 머튼은 특히 그의 성령의 선물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 기반을 둔 이러한 연구는 가리구 라그랑  

  주(Garrigou-Lagrange) 신부나 가르데이(Cardeil) 신부와 같은 현대 작가들에게 영향(“신  

  비적 삶이란 그리스도인의 은총의 삶을 평범하게 성취하는 것”)을 주었으며, 특히 현대   

  신비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해 온 문제들에 해답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Thomas  

  Merton,『진리의 산길』, 417쪽 참조).        

203) Jacques Maritain, Degrees of knowledge, p. 326(『진리의 산길』, 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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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을 그대로 아는 초개념적(supraconceptual) 수단이라고 말했으며, 이를 정확하

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204) 수동적 관상을 통해 하느님의 현존을

완전히 초개념적으로 인식하며, 영혼이 이제 더 이상 앎의 대상이 아닌 하느님을 알게

되는 실제 매개체로 변화된다. 이에 대해 머튼은 마리땡의 말을 빌려 좀 더 명확하게 설

명한다.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는 하느님은 이제 영혼에게 관상의 대상이다. 하느님을

뵙게 하는 매개체는 습성이나 덕행으로 인식되는 사랑이 아니고 이성에 따라 초래된 사

랑의 행위도 아니며, 하느님 사랑의 불꽃 속에서 타오르고 투명해지는 영혼이다.”205)

이렇게 하느님 자신의 신적 빛으로 변화된 투명한 매개체인 영혼은 이제 하느님을 안다.

이러한 사랑어린 하느님 앎, 즉 신비적 지혜에 관해 머튼은 성 토마스의 요한을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

지혜의 선물은 신비적이고 정서적인 길, 곧 하느님 길에 의해 가장 높은 원인(cause)에

이른다. … 인식에 대한 형상인(形相因)은 하느님이 당신 성령과 뜻을 통해 우리에게 스

스로를 주시는 선물에서 발견된다. … 그러므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 되시고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며 당신 자신을 주신다면, 지혜의 선물이 가장 높은

원인에 이르게 하는 형상인은 하느님에 대한 경험적 앎이다. 이 앎은 완전히 영적이며

우리에게 사물의 본성을 보여주는 빛이나 추론에서만 유래하지 않고 사랑과의 합일 경

험에서 비롯된다.(ATT, 279)206)

십자가의 성 요한과 니사의 그레고리오의 신비 신학이 부정신학이지만, 이들의 신비적

관상 역시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의 본질인 강생하신 하느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토대를

둔 하느님에 대한 초개념적 경험이라고 분명히 밝힌다. 하느님에 대한 부정적 지식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발견하게 됨으로써 누리는 이중의 기쁨에 대한 언급과 함께 머튼

은 ‘빛’의 신비주의와 ‘어둠’의 신비주의에 관해 설명한다. 본질적으로 같은 경험 즉 “모두

204) Cf. Thomas Merton, The Ascent to Truth, p. 277.

205) Jacques Maritain, op. cit., p. 322.

206) John of Saint Thomas, Cursus Theologicus, I II, Q. 68-70, Disp. 18, a. 4, In       

   Raïssa Maritain’s French, pp. 138-139(『진리의 산길』, 339-3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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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을 경험하는 관상으로 이성을 넘어서고 우리의 모든 생각 너머에 있는 어둠 속에

서 하느님께 다다른다”(『진리의 산길』, 357)는 것에 관해 다르게 표현하는 언어에 차

이가 있을 뿐, 본질적 차이가 없음을 지적했다. 빛의 신비가들이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긍정적 형상과 개념으로 표현한다면, 어둠의 신비가들 역시 그런 목적으로 개념을 사용

하지만 “그들은 신비경험의 초월적 특성을 강조하며 신비지식을 ‘무지의 구름’ 속에서 얻

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빛의 신비가로서의 성 베르나르도는 그의 작품을 통해 하

느님께 올라갈 때 체험하는 고통보다 기쁨을 강조하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그가 묘사한

신비 경험이 어둠의 신비가인 십자가의 성 요한의 경험과 똑같다”(『진리의 산길』,

357-358)고 머튼은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19장 ‘잠에서 깬 거인’에서 성모님의 수태고지, 강생의 신비를 통해 신비적 관

상에서 하느님이 관상가(신비가)의 각 영혼 안에서 어떻게 거인처럼 잠에서 깨어나시는

지에 관해 머튼은 관상적 해석207)을 했고, 연결해서 십자가 성 요한의『사랑의 산 불

꽃』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 내용을 좀 더 심화하면서 전체를 마무리했다.

지금까지 The Ascent to Truth(『진리의 산길』) 작품을 통해 머튼이 십자가의 성

요한의 신비주의를 이해하고 설명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몇 가지 점을 고찰해보면, 먼

저 머튼은 2년 뒤에 간행한 The Sign of Jonas의 서문에서, 1951년 당시 일반인들에

게『진리의 산길』에 표현된 스콜라 철학의 사변적인 설명 방식208)이 이해를 받지 못했

던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들은 머튼이 스콜라주의 신학방법론에서 탈피해 개인체

험의 관점에서 자신의 언어로 경험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바꾸게 했다. 이것은 머튼의 기

207) 이 부분은 1959년에 쓴 머튼의 아름다운 시(散文詩)인 “Hagia Sophia(거룩한 지혜)”와   

  연결 지어진다. “하기야 소피아”는 하느님 안에 있는 여성 원리(여성성)로, 이 시는 IV부  

  로 구성되어 있다. I. Dawn. The Hour of Lauds(미명, 아침기도) II. Early Morning.    

  The Hour of Prime(이른 아침, 일시경) III. High Morning. The Hour of Tierce(한낮.  

  삼시경), IV. Sunset. The Hour of Compline. Salve Regina.(해질녘, 만과경) (Thomas  

  Merton, The Collected Poems of Thomas Merton, 1977, pp. 363-371)

208) 스콜라 철학의 영향은 컬럼비아 대학시절에 만났던 마크 반 도렌(Mark Van Doren) 영  

  문학 교수와 만남을 시작으로 이후 머튼은 마리땡, 질송과 같은 신토마스주의자들의 영향  

  을 많이 받았다. 실제로『진리의 산길』작업에서 머튼은 마리땡의 Degrees of Knowledge  
  (『지식의 단계』) 제2부에서 도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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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 더 적합한 수도원적 신학이며, 수도원 신비신학과 더 밀접하다.209) 이러한 변화된

방식은『새 명상의 씨』에도 적용되었다.

그리고 케이스 이건의 비판에서처럼 머튼이 주로 이성의 역할과 십자가의 성 요한의

부정신학의 측면에 중점을 두면서 그의 신비주의를 다루었다. 하지만 머튼은 부정 신비

주의의 기원 즉 진정한 스승은 위 디오니시우스가 아니라,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로 보고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관련해서 십자가의 성 요한의 신비주의를 설명해나간다. 개방된

시각으로 성 베르나르도의 긍정신학도 수용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십자가의 성 요한의

사랑과 빛의 신비주의 부분에 관해서는 성 토마스의 요한의 신비적 지혜와 연관시켜 설

명해나간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성 요한의 신비주의를 다룬 이 작품 안에는 머튼이 이

해하고, 영향 받은 신비가 여덟 분, 즉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 성 베르나르도, 성 토마스

아퀴나스, 얀 반 뤼스브룩(Jan van Ruusbroec),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십자가의 성

요한, 블레즈 파스칼, 성 토마스의 요한의 사상 또한 녹아져 있다. 또한 정도의 차이가

클지라도, 이 작품의 바탕에는 긍정과 부정, 빛과 어둠 그리고 사랑이 함께 내재되어 있

다. 따라서 이 작품을 통해 머튼은 자신의 신비주의 형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성주의

적 전통과 부정신비주의의 초석과 방향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후일 1960년대 이후

그가 사회적 이슈들과 연대하며 실천적 삶을 수행했던 실천적 신비주의의 토대도 형성했

다고 볼 수 있다.

  2.3. New Seeds of Contemplation(『새 명상의 씨』) 

 『새 명상의 씨』는『명상의 씨』에서 이미 뿌려진 관상경험의 씨앗과 골격을 바탕으로

12년 후에 보다 깊어진 관상의 새롭고 확장된 관점을 전개해나간다. 이는 머튼이 은수

처 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고독, 수도원과 교회 밖의 고독을 만나고 그들의 문제와 사회

적인 이슈들을 함께 고민하고 연대해나갔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1958년 루이빌에서

209) William H. Shannon, Silent Lamp, pp. 163-164; Thomas Merton,『토머스 머튼의 영  

  적 일기』(The Sign of Jonas), 25쪽.



- 88 -

의 신비체험, 선(禪)의 영향으로 그의 의식의 지평이 크게 확장. 통합되어가는 것도 요

인으로 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명상의 씨』에서 보였던 추상적 경향에서 체험적으로

그리고 개방적, 통합적으로 바뀐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머튼의 후기 신비주의

관점을 엿볼 수 있다.

구성면에서 볼 때『새 명상의 씨』는 추가된 12개의 장 중, 실제로 3개의 장(1장, 2

장, 39장)이 제목과 내용 모두 새롭게 추가되었다. 그 외 그대로 수록된 장도 있지만,

일부 단어 변경 및 라틴어를 영어로 변경, 내용 삽입 등 내용면에서 상당히 많이 추가되

었다. 여기에서 다른 8개의 장(7-8장, 12장, 15장, 19장, 22-23장, 33장)은『명상의

씨』에서의 한 제목 내용을 세분화시켜 글의 흐름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주제로 변경

후 각각 내용을 더 첨가했고, 나머지 3장은 서문의 글을 보충해서 동일 제목으로 목차에

삽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일부 평가210)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명상의 씨』보다 많은

부분이 보완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준의 의식을 일깨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새

로운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새 명상의 씨』에서 머튼은 관상에 관해 새롭게 정의 내리고 있으며, 반대로 관상이

아닌 것에 관해서는 관상에서만 깨어나는 참 자아인 ‘초월적 깊은 자아’와 거짓 자아인

‘경험적 자아’를 인격(person)과 개체성(individuality)으로 대비시켜 설명함으로써 좀

더 명료하게 관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먼저 머튼은 관상에 관해 하느님에 대

한 생생한 깨달음으로, “무엇보다도 그 ‘원천’의 실체를 인식하는 것”, 일종의 영적 통찰

력, “형상이나 말, 명확한 개념으로도 파악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지식” 그리고 “새로운

수준의 실재에 대한 일깨움”으로 정의211) 내린다. 이렇게 관상은 하느님의 뜻밖의 은총

의 선물로 우리의 우연적 실재에 대해 일깨워준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놀라운 직관적

인식인 관상을 통해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의 신비와 자유의 영역 안으로 초대해주신다.

210) “… 원래 있던 것 중 너무 많은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만약 전체적으로 다시 썼더라  

  면 보다 나은 책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머튼은 언제나 새로운 주제에 착수하기를 열망  

  했기 때문에 이 책의 철저한 개정 작업에 필요한 인내심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William H. Shannon,『토머스 머튼- 생애와 작품』, 243-244쪽 참조).

211) Thomas Merton,『새 명상의 씨』, 오지영 역,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5, 15-16쪽, 2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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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말하는 ‘인식’에 관해 1967년 머튼이 스미스 대학의 학생들에게 썼던 편지를

언급하면서, 샤논은 대상에 대한 인식과는 다른 순수한 인식, 단순히 “주의를 기울이는

(attentive) 인식이 머튼이 말하는 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생각하는

것과 달리 주의를 기울이는 인식의 깊은 느낌은 우리와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 사이의

간격뿐 아니라, 그 경험 안에서 주체와 대상의 이분법이 사라지기”212) 때문이다.

머튼은 관상을 통해 우리의 내적 자아인 초월적 깊은 자아(the deep transcendent

self)가 깨어나며, 이는 하느님 앞에서 숨겨진 우리의 신비로운 ‘인격(person)’이라고 말

한다. 반면에 외적이며 피상적인 자아는 경험적 자아로서 세상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인

격의 흔적, 가면, 위장에 불과한 ‘개체성(individuality)’ 혹은 ‘개인(individual)’을 가

리킨다. 하지만 머튼은 이러한 외적 자아를 하느님의 모상인 내적 자아에서 소외된 것으

로 규정지으며, 내적 자아로 가기 위한 통로로 여기고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악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213) 이러한 내적 자아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비에로 들어갈 수 있다.

머튼의 자기(self)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한 앤 카는 머튼이『새 명상의 씨』에서 마

리땡의 인격이론을 채택함으로써 참 자아와 거짓 자아에 관해 좀 더 명료화할 수 있었음

을 말하고 있다.214) 머튼은 마리땡을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의 가장 중요한 현대 해석가

중 한 사람으로 여기며, 마리땡의 인격이론에 관한 이해는 머튼의 참 자아와 거짓 자아

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마리땡에게 인간은 영혼을 지난다는 점에서 ‘하나의 인격’으로 보며, 이러한 인격(the

person)은 인간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상이다. 반면에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는

하나의 개체(individuality)로 여긴다. 여기에서 인격은 한 부분으로서가 아닌 전체로서

의 인간을 의미하며, 개체성은 인간의 물질적인 측면으로 여러 현실적 제약을 받는 인간

212) William H. Shannon, Thomas Merton’s Paradise Journey, p. 162.

213)『새 명상의 씨』, 299-300쪽, 314-315쪽.

214) 앤 카의 입장에 대해서는 A Search for Wisdom and Spirit: Thomas Merton’s         
   Theology of the Self, pp. 27-30 참조[앤 카는 머튼이 1939년 자신의 석사논문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자연과 예술에 대한 연구에서 마리탱의 작품을 폭넓게 사용하였고,   

   마리탱의 사상이 이미『명상의 씨』첫판에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Thomas Merton,    

   The Sign of Jonas, pp. 166,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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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을 의미한다.215) 마리땡의 인격이론이란 인간은 이러한 물질과 영혼이라는 두 개의

축의 결합이며, 물질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차별성 또는 개체성의 원천이며, 인

격은 하느님의 초월과 관련되며 독립성 안에서 자신을 소유하거나 준비시킨다. 초월하시

는 하느님은 최고의 인격이며, 물질과 완전히 독립된 존재이다. 마리땡에게 있어서 인격

은 영 안에 뿌리를 내리며 일치와 내적 단일화의 역동적인 원천이며 창의성과 대화 안에

서 다른 사람들과의 표현과 소통의 원천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체성과 인격이 한 인간

안에 함께 있고, 둘 다 좋은 것이지만 개체성이 선(善)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인격과 연

결될 때에만 가능하다고 여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 안에는 인격이 하나의 신비로서

존재하며”216), 교육이나 이웃, 하느님과의 관계 및 은총 등을 통해 인격을 개별적 실존

의 차원으로 구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앤 카는 이렇게 대학원 동안 머튼에게 영향을 미친 마리땡의 사상적 구조가, 머튼에게

참 자기와 거짓 자기에 대한 그의 구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형이상학적인 대조, 즉 내

면의 분리에 대한 그 자신의 경험을 위한 중심적인 메타포 중 하나를 제공했다고 말한

다. 관상과 영성의 맥락에서는 머튼이『새 명상의 씨』에서 단순히 거짓 자기는 개인이

며, 참 자기는 인격이라는 마리땡의 언어를 채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사

회, 그리고 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폭넓은 마리땡의 인격이론 적용은 1960년대 사회적

이슈들인 폭력, 인종차별, 기술, 소비자운동, 그리고 평화에 대한 머튼의 반추를 위한 철

학적인 기초로 보고 있다.

머튼은 관상에 대한 정의를 긍정과 부정의 길을 통해 어느 정도 제시했지만, 궁극적으

로는 관상이 우리가 아는 것(knowing)과 무지(unknowing)를 너머 아는 것으로 규정

짓고 있다. 또한 하느님은 우리의 규정이나 개념의 틀 안에 갇힌 분이 아니시며, 이는

215) 참조: 한찬희(2016), “마리탱 인격 이론에 비추어 본 인격과 지식의 관계”,「도덕교육연  

  구」28(2), 131-134쪽; 박종대(2001), “자크 마리탱의 교육철학사상에 관한 연구”,「서강  

  인문논총」14쪽, 173-179쪽. 

216) 박종대(2001), “자크 마리탱의 교육철학사상에 관한 연구”,「서강인문논총」14쪽, 178쪽 

     [J. Maritan, The Rights of Man and Natural Law(원서명: Les droits de l’homme et  
  la loi naturelle), p. 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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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 체험의 본질적 특성 중 하나임을 말하고 있다.

하느님은 ‘무엇’이나 ‘것’이 아닌 순수한 ‘분’ 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이라는 것과 같은

‘그런 것’ 은 없습니다. 그 분은 ‘당신(Thou)’이시며 그 분 앞에서 가장 내면의 ‘나’는

갑자기 인식합니다.217)

머튼은 관상에 이르는 길로서 ‘어두운 밤’에서의 모든 피조물로부터의 신비적 죽음을

통한 자유, 즉 이러한 완전한 자유를 통해서 신비적 일치에 들어갈 수 있음218)을 말하

고 있다. 고독에 관해서는 집단주의나 군중으로 도망가는 많은 현대인들의 거짓 고독이

나 물리적 고독의 위험에 경고하며, 이러한 거짓 고독은 개인주의자들의 피난처임을 부

연 설명한다. 머튼은 자신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고독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감으로써, 이

러한 참된 고독 속에서만 발견되는 참 자아의 발견을 통해 하느님과 이웃과 하나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그리스도의 신비에 관해 머튼은 좀 더 구체적이면서도 심화된

관점을 전개해나간다. 네스토리우스 학파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을 비판하면서 그리스

도를 인성과 신성으로 나눠지지 않는 한 위격(One Person)으로서 설명하고 있다. 관상

은 아주 위격적이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느님의 위격은 이미지나 합리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은총과 사랑을 통해 직접적으로, 즉시 우리와 만나게 된다.219) 여

기에서 특히 그리스도의 신비는 말씀의 위격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깊은

내면에 직접 현존해 사는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참여함으로써 말씀이 우

리 안에 사시는 신비가 바로 교회”220)이다. 머튼에게 새 사람(New Man)은 그리스도

의 내재하는 신성과 우리 영혼의 초자연적 일치를 통한 새로운 존재를 말하며, 이 새 사

람은 그리스도이며 동시에 나 자신을 말한다.

217) Thomas Merton, New Seeds of Contemplation, p. 13(『새 명상의 씨』, 28쪽).

     There is “no such thing” as God because God is neither a “what” nor a “thing”   

  but a pure “Who.” He is the “Thou” before whom our inmost “I” springs into      

  awareness.

218) Thomas Merton,『새 명상의 씨』, 229쪽.

219) 같은 책, 171쪽. 

220) 같은 책, 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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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명상의 씨』의 마지막 장 “The General Dance”에서 머튼은 관상을 온전한 비움

을 통한 융합이 아니라, 오히려 실체의 사라짐을 뜻하는 자유로우면서도 우주적인 일치

로 표현한다. 이러한 우주적인 일치는 모든 개념, 매개, 그리고 이중성을 초월하여 하나

가 되는 것이다.

사랑 안에서 하느님의 단순한 빛이 사람의 단순한 빛과 하나가 되는 것이 관상입니다.

이 두 단순함은 하나입니다. 그 둘은, 말하자면 비움을 형성합니다. 그 비움 속에는 보탤

것이 없으며 오히려 이름, 형식, 내용, 소재, 정체성이 제거됩니다. 이 만남 안에서는 실

체의 융합이 아니라 실체의 사라짐이 있습니다.221)

머튼은 보다 넓고 신비적 의미로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 되신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모든 사람이 되셨다고 말한다. 우리가 내적 자아를 인식하고, 깨달

을 때 비로소 이 놀이와 신비스러운 우주적 춤(cosmic dance)의 부르심, 즉 관상에 모

든 사람들이 초대받았음을 알려주며 다음과 같이 그 길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그 놀이와 춤의 반향을 붙잡기 위해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별빛이 비치는 밤

에 혼자 있을 때, 가을에 철새들이 휴식과 먹이를 찾으러 향나무 작은 숲으로 내려앉는

것을 우연히 볼 때, 아이들이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그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의 가슴 속에 사랑이 있음을 알 때, 일본 시인 바쇼(Bashō)처럼 고요한 연못에 늙은

개구리 한 마리가 뛰어들어 조용히 첨벙하는 소리를 내는 것을 들을 때, 그러한 때에 깨

우침, 모든 가치관의 내적인 전환, “새로움”, 비움 그리고 자신들을 명백히 보이게 만드

는 순수한 시각은 우주적인 춤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222)

새로운 관점으로 쓴『새 명상의 씨』에 나타난 관상에 대한 머튼의 이해는 좀 더 구체

적이며 경험의 경계를 상당히 확장해나가면서, 보편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 이는 머튼이

221) Thomas Merton, New Seeds of Contemplation, pp. 291-292(『새 명상의 씨』, 311  

    쪽).

222) Ibid., pp. 296-297(『새 명상의 씨』, 3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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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은 가톨릭의 전유물이 아니며 많은 종교 전통이 공유하는 경험임을 깨달으면서223),

관상의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선(禪)의 언어를 수용한 점에서 알 수 있다.

『새 명상의 씨』에 나타난 머튼의 후기 신비주의에는『명상의 씨』에서의 부정 신비주

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禪) 등의 동양 신비주의, 마리땡의 인격이론 및 실존주

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상의 실천적 비전으로 이웃․사회․국가 간의 문제에

참여한 긍정 신비주의의 경향을 띠고 있다. 따라서『새 명상의 씨』에는 부정 신비주의

와 긍정 신비주의가 모두 포함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2.4. The Way of Chuang Tzu(『장자의 길』)

  The Way of Chuang Tzu(『장자의 길』)은 1965년 간행된 작품으로, 머튼이

“『장자』에서 뽑은 글들을 5년 동안 읽고 연구하고 주석을 달며 묵상한 결실”224) 이다.

머튼은 1955-1965년 수련장 직책, 1958년 루이빌에서의 체험 후 세상과 인간에 대

한 인식이 변화했고, 확장된 지평은 도교, 유교, 선불교 등 동양 종교 및 동양 신비주의

에 좀 더 개방적인 배움으로 이끌어갔다. 또한 1960년 초부터 수도원장의 배려로 겟세

마니 수도원 옆 피정센터 겸 그의 은수처로 사용할 작은 별채에서 에큐메니칼 토론을 준

비하게 되었다.225) 그 과정에서, 머튼은 1961년 3월 14일 오경웅 박사에게 편지를 써

서 동양 지혜의 필요성과 초기 도교 신비주의에 관한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 작품은

마침 내적 삶의 신비적 여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오경웅 박사가 머튼에게 “『장

자』중 일부 절들을 뽑아 머튼 자신의 언어로 다시 표현해보기를 권유한 제안”에서 비롯

되었다.226)

223) William H. Shannon, op. cit., p. 163.

224) Thomas Merton, The Way of Chuang Tzu, New Directions, 1965, p. 9.

     이하에서 본문에 인용된 The Way of Chuang Tzu(1965)는 축약하여 WOC로 표기한다.

225) Ekman Pui-Chuen Tam, “The Influence of Zen-Taoism on Thomas Merton’s View  

  of Contemplation,” Doctoral Dissertation, St. Paul University/ University of Ottawa,  

  2001, p. 39.

226) Ibid., pp. 40-42.(편지는 Thomas Merton, Hidden Ground of Love, pp. 611-635)

     [이 첫 서신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지속(1968년 1월 24일까지 32회 정도 서신)되었으며,  

  오경웅 박사는 머튼이 도교, 불교 등 아시아를 더 명료하게 볼 수 있도록 돕는다. 머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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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의 길』은 두 부분, 머튼의 “1. 장자연구(A Study of Chuang Tzu)”와 선별한

62개절에 관한 “머튼의 개인적이며 영적인 해석”(WOC, 9), “2. 장자 읽기(Readings

from Chuang Tzu)”로 구성되어 있다. 머튼은 이 작업을 위해 두 개의 영역본 스즈키

서문이 담긴 James Legge 번역본(The Texts of Taoism, 1959)과 Herbert A.

Giles의 번역본(Chuang Tzu, Mystic, Moralist and Social Reformer, 1926), 그

리고 Léon Wieger, S. J. 불어 번역본(Les Pères du Système Taoiste, 1950),

Richard Wilhelm 독일어 번역본(Dschuang Tsi-Das Wahre Buch Vom

Südlichen Blutenland, 1951)을 함께 비교하면서 사용했다. 그 외 문헌으로 오경웅

박사의 장자에 관한 논문, 풍우란(Fung Yu-Lan)의 The Spirit of Chinese

Philosophy(1962) 등을 참고했다.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장주(莊周)가 쓴 책으로 알려진『장자』는 저자나 기록 연대가

정확하지가 않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장자』는 기원후 4세기 북송(北宋)의 곽상(郭

象)이 당시 흩여져 있는 여러 가지 사본들을 정리해서 33편으로 줄여서 편집한 것으로,

내편(來便) 7편, 외편(外篇) 15편, 잡편(雜篇) 1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33편 모두 장

자가 쓴 것이 아니라 이 중 내편 7편은 장자의 저술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그 외 외편과 잡편은 “거의 모두 장자의 후학들이나 그 사상에 공명한 사람들이 쓴

글”227)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장자의 길』에서 머튼은『장자』의 내편에서 25개

의 절, 외편에서 22개의 절, 잡편에서 15개의 절을 선택했다.228) 뽑은 62개의 절은

『장자의 길』에서 내편, 외편, 잡편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자 도가 사상의 핵심

주제인 쓸모없음, 도(道)의 길, 자유, 상보성(相補性), 소박, 도(道)의 사람, 무위(無爲)

등의 내용을 골고루 다루고 있다. 주로 이야기 형식으로 이루어진『장자』와 노자의『도

덕경』과의 뚜렷한 차이점은 도(道)를 중심축으로 하면서도 장자가 일차적으로 개인의

내적 성장과 깨달음을 통한 도가적 삶의 완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노자는 도가적 정치

실현에 더 비중을 두었다는 점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내면적 초월과 자유를 추

  이후 오경웅 박사의 The Golden Age of Zen(『선의 황금시대』)에 서문을 쓰게 된다.]  

227)『장자』, 오강남 풀이, 1999, 서울: 현암사, 20쪽.

228) Ekman Pui-Chuen Tam. op. cit.,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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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장자의 도가사상은 후일 “당대(唐代)의 선불교를 꽃피우는 직접적인 계기”229)가

된다.

간략하게나마『장자의 길』의 집필 배경 및 구성, 텍스트 자료 그리고 장자에 관해 살

펴보았다. 이제 머튼의 장자 연구 및 본문 장자읽기(장자 수용)를 통해 그의 신비주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2.4.1. 머튼의 장자 연구230)

  머튼의 장자에 관한 연구는 폭넓으면서도 상당히 깊이 있는 통찰력과 그의 중요 관점

이 나타나 있다. 머튼은 먼저 장자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 안에서 그의 신비스러운 사상

을 다른 학파들과의 관계를 비교해 봄으로써 그의 사상을 파악했다. 노자, 양주(楊朱),

공자의 사상을 언급하면서, 특히 공자의 전통적인 인격주의를 개인주의와 비교해서 중국

사상사에서의 그 위치와 특성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머튼은 장자 사상이 이러한 공자

와 고전적 유교 철학의 덕목들, 즉 인(仁). 의(義). 예(禮). 지(智)의 이상을 반대하거나

간과하기보다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요구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가의 좋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장자는 선비들이 정형화된 외적 규범이 새로운 요구나

상황에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위험을 통찰함으로써, 더

깊은 차원에서 삶의 자발성과 깊이를 회복하려는 점에 강조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가 철학에서 말하는 도(道)는 노자의『도덕경』에서 말하는 만물의 어머니인 이름 지

어 부를 수 있는 도(道)인, 윤리적 도나 사람의 도리와 같이 명백한 측면의 도(道)에는

접근했지만, 이름 붙일 수 없는 영원한 도(道)에는 결코 접근하지 못했음이 장자가 비판

한 근거로 간주했다.

따라서 머튼에게 장자의 도(道)는 “오로지 이름 붙일 수 없는 도(道), 모든 존재 그

너머이며, 언어나 침묵으로써 전달될 수 없고, 말과 침묵을 떠난 상태에서만 이해될 수

229)『장자』, 오강남 풀이, 18쪽.

230) 참조: Thomas Merton, The Way of Chuang Tzu, pp.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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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 신비스러운 도(道)”,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대도(大道)”로 파악된다.

이러한 도(道)의 길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바로 그 사실에 근거한 소박한 좋음에서 시작

되며, 이러한 좋음은 특별한 덕행이나 노력이 수반되는 자의식적인 배양보다는 단순하고

평범한 삶 속의 겸손에서 자라나며, 이 길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과 비슷하게 보고

있다.

머튼은 장자에 의해 제시된 이 신비한 길에 이르기 위한 무위(無爲), 쓸모없음, 상보

성(相補性)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먼저 무위(無爲)에 관해 살펴보면 노장철학

사상에서 중요한 개념이며 자연에 따라 행하고 인위를 가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머튼은

유가가 주장하는 덕행이나 공로의 축적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계획 또는 조직화된 노력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의식적인 분투노력의 길은 도(道)와 상충하

며, 덕의 길이라고 주장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자기 강화의 길로 보고 있다. 머튼은 앞

서 언급한 것처럼 무위에서도 장자가 더 깊은 차원의 덕, 새로운 경지의 덕을 요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움직임 없는 움직임, 완전히 자유로우며, 이론이나 개념에서 벗

어난 무위의 길은 사람이 도(道), 우주의 도(道) 혹은 대도(大道)와 조화되어 있을 때라

야 그 상황에 적절한 답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묵자의 “보편적 사랑”이 가진

추상적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된 체계의 위험을 장자가 간파했음을 언급하면서, 머튼은

거듭 자발성을 강조한다.

머튼은 본문 장자읽기에서 쓸모없음에 관한 내용을 맨 처음 다루고 있다. 장자는 쓸모

있음의 가치를 간과하기보다는 쓸모없음의 더욱 큰 가치를 강조한다. 머튼은 오경웅 박

사의 글을 통해, 쓸모있음. 그 유용성의 이면을 비추면서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

서는 우리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전적으로 스스로를 잊어버리는 존재론적 겸손

내지 우주론적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원적인 겸손의 필요성이 요청됨을 말하고 있

다.

상보성(相補性)을 머튼은 장자 사상의 열쇠로 보고 있으며, 이는 도의 중심축을 제대

로 파악했을 때만 양쪽이 서로 맞서는 것이 아닌 보완해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말한

다. 예와 아니오, 좋음과 나쁨, 나와 너 각각은 본질적으로 절대적이 아니며 존재는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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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없이 변화하며 돌아가는 순환적인 구조를 가진다. 머튼은 여기에서 혜자와 장자와의

관계를 상보성 원리로 들고 있다.『장자』에서 장자는 혜자와의 논쟁에서 항상 이기는

것으로 설정되었지만, 실제로 장자는 혜자의 형이상학적 개념을 많이 사용했으며 자신의

생각이 혜자라는 상대없이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도(道)에 이르는 길, 무위(無爲), 쓸모없음, 상보성(相補性)을 통해 도(道)의

사람, 자신 안에서 도(道)가 걸림 없이 움직이는 사람 즉 도인(道人)이 된다. 이러한 장

자 연구와 수용을 통해 머튼이 내면화한 도교 신비주의의 핵심이 되는 장자 사상 및 도

(道)에 관해 몇 가지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장자의 사상은 근본적으로 단순하며 직접적이며, 사물의 핵심을 뚫고 들어간다.

사람들이 실재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언어로 표현하려고 노력할 때, 장자는 실재

그 자체를 직접 실존적으로 파악한다. 그의 인식은 논리를 초월한 직관에 의한 것

이기 때문에 추상적 분석이 가능하지 않다.231)

② “장자의 길은 너무나 단순하며, 전혀 길이 아닌 것 같지만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

기에 신비스럽다. 장자는 우리가 모든 길에서 떠났을 때, 어떤 의미에서 길을 잃

어 버렸을 때 비로소 이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점에서 십자가의 성 요한과 같은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심지어 이 길은 영적인 성취의 영역조차도 이르기를 바라

지 않는 길이다.”(WOC, 10-11)

③ “모든 생명과 진리의 숨겨진 ‘어머니’인 도(道)”(WOC, 26)는 모든 창조물들과 조

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최초의 낙원인 에덴동산을 생각나게 하며, 구별하지 않는

우리의 하나 됨과 참된 뿌리와 우리의 참 본성(참 자아)을 일깨운다.

이제 이러한 머튼의 장자 이해 및 자기 적절화가 그의 삶과 신비주의 형성에 어떤 영

향을 미쳤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로버트 앨린슨(Robert E. Allinson)232)이『장자』의 근본 주제를 영혼의 변화, 자

231) Thomas Merton, The Way of Chuang Tzu, p. 11.

232) Robert E. Allinson, Chuang-Tzu For Spiritual Transformation(『장자, 영혼의 변화를  

  위한 철학』), 김경희 역,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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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변화의 관점에 초점을 두고 연구했듯이,『장자』는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책이며 궁극적인 변화를 통해 인간에게 초월과 절대자유의 길로 안내한다. 또한 도(道)

를 통해 생사(生死), 인간과 자연, 마음과 몸 등 근본적으로 만물이 하나임을 볼 수 있

는 시각과 이분법이 전혀 없는 통합적인 관점 등 동양 신비주의(중국신비주의)의 부분이

잘 드러나 있다. 머튼은 자신의 상황 앞에 처해있는 문제들을『장자』를 통해 새롭게 해

석하고, 오랜 시간 동안의 관상을 통해 자신의 언어로『장자의 길』을 다시 표현했다.

이러한 머튼의 깊은 연구는 자신의 내․외적 문제를 다루는데 영향을 미쳤다. 장자의

‘상보성(相補性)’은 자신의 내적 모순과 갈등뿐만 아니라 수도원의 모순이라는 장벽을 더

총체적인 시각과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이끌었다. 이러한 관점은 머튼이 좀 더 큰 내적

자유로 자신의 실존에 대한 방어, 그리고 수도원 공동체와의 관계와 불만을 수용하며 숨

겨진 바탕이신 하느님께 더 깊이 이르도록 했다. 도(道)의 자연과 자연스러움, 무위(無

爲)를 통해 머튼은 수도원 안에서 자연(숲, 새 등)을 통해 하느님의 현존 체험을 더 풍

성히 하며 소박함, 기쁨 등 평범하고 단순한 일상적 차원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

다. 이러한 경험들은 하느님을 근원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이며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게 된다. 또한 경험에 바탕을 둔 좀 더 직관적이며 실존적인 접근에로 나

아간다. 다음은 이러한 부분이 반영된 글로, 오경웅 박사에게 보낸 머튼의 편지 일부이

다.

나는 지금 숲의 고요함과 새들의 노랫소리 그리고 침묵 안에 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기

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아버지의 빛이며, 우리의 기쁨. 생명이신 예수님

으로 밝혀진 이름 없는 도(道)가 있습니다.(1961. 5. 19)233)

머튼이 장자 연구에서 특별히 강조된 부분은 ‘쓸모없음’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장

자』내편(內篇)의 첫 이야기인 ‘큰 물고기(곤[鯤])과 큰 새(붕[鵬])’과 ‘나비의 꿈’ 은 빠

져있는 반면, 쓸모있음은 본문 처음에 다루어진다. 장자의 쓸모없음234)은 머튼에게 하

233) Lucien Miller, “The Thomas Merton-John C. H. Wu Letters: The Lord as          

   Postman,” The Merton Annual  vol. 19(2006), pp. 14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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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님 안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각, 깊은 인식에 이르게 했다. 세상과 수도원

안에서의 작가로서의 인정과 유용함, 즉 쓸모있음은 하느님에로의 길에는 위험한 쓸모없

음이 되었다.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장자의 이러한 ‘쓸모없음’은 후일 머

튼이 수도원 쇄신을 위한 글을 쓸 때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서 수도승의

소명에 관해 머튼은 수도승은 “‘무용하게’ 되기로 예정된 자”235)로 표현하고 있다. 계속

해서 머튼은 수도승의 “임무가 이러저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명한 신원을 밝히고 있다.

중국철학에서 장자 계열의 도가(道家)는 신비의 경지를 최고로 여기며, 신비의 경험을

개인 수양의 최고 성취로 여긴다. 도가의 방법은 마음을 비워(심재[心齋]) 순수경험을

통해 자아를 잊어버리는 것(忘我)이며, 달인(達人)의 분별을 피하며 성취도 훼손도 없는

순수한 경험에 머무는 것을 거의 도(道)에 가깝다고 여긴다. 이러한 지극한 경지에 머물

면서 머물러있는 것을 모르며, 이미 인식상으로는 개념적 구별이 없어진 경지에 이르면

만물이 나와 하나임을 깨달을 수 있다.236) 장자에서의 도(道)와 도가에서의 자아를 잊

어버리는 순수경험과 그리스도교에서의 신비주의와 비교해볼 때, 하느님과 합일이라는

뚜렷한 목표로서의 신비체험과 길이 아니며, 목표가 아닌 도(道)나 순수경험은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동양 신비주의와의 만남은 머튼의 지평을 확장시키

며, 머튼에게 “관상 경험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언어를 제공”237)했다. 앞서

234) 머튼은 쓸모없음을 강조하고 부각시켰지만, 실제 장자의 쓸모없음은 궁극적으로 어느 한  

  쪽에도 매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외편』,『잡편』에는 양 측면 모두를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쓸모 있고 없고를 떠나 자유자재한 경지가 궁극의 자리인 것이  

  다.(『장자』, 오강남 풀이, 387쪽 참조) 
235) Ekman Pui-Chuen Tam, op. cit., p. 77, Thomas Merton, Contemplation in a World  

  of Action, University of Notre Dam Press, 1998, p. 9 재인용.

236) 참조: 풍우란,『중국철학사 상』, 박성규 역, 서울: 까치글방, 1999, 211-212쪽. 각주    

  68), 386-387쪽. 

     (풍우란은 장자 철학에서 그의 우주론이 꼭 유심론적인 것은 아니지만 신비주의를 중시한  

  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유심론적 우주관이란 우주는 유심론적임에 틀림없고 우주 전체  

  는 개인의 심령과 내적 연관을 가지며, 개인의 정신은 본래 우주의 대정신과 일체였는데  

  다만 나중에 생긴 장벽 때문에 개인과 우주는 분리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이 장벽을 제거  

  한다면 개인은 우주와 다시 합일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237) Ekman Pui-Chuen Tam, op. cit., p.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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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에 간행된『새 명상의 씨』에서 또한 살펴봤듯이 관상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관상 경험에 관해서도 교의 구조와 용어에 의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되었

다.238) 또한 모든 생명과 진리의 숨겨진 ‘어머니’인 도(道)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하느

님에 대한 표현(인식)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진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행복에 몰입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그

행복은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의 숨겨진 근원(ground) 안에 있는 모든 것과 하나가 되

는 것을 말한다.239)

이외 머튼에게 장자의 영향은 도(道)의 움직임처럼 자발성, 과도한 개인적 영적 노

력과 성취 지양 등 여러 부분에 스며들었고, 이는 후일 머튼이 반전, 비폭력, 인종차

별 문제 등 사회적인 운동에 참여하고 연대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2.5. Mystics and Zen Masters(『신비가와 선의 대가들』) 

  Mystics and Zen Masters(『신비가와 선의 대가들』)는『장자의 길』이 출간된 지

2년 후인 1967년에 간행되었으며 모두 16편의 글 모음집이다. 이 중 일부(3편)는 선

(禪), 중국의 전통사상 및 노자의『도덕경』,『효경』그리고 불교와 현대세계에서 불교

의 위치 및 쇄신 문제 등 동양에 대해 다루었다. 서구 쪽은 영국 신비가, 러시아 신비

가, 개신교 수도원 제도 등 주로 신비가와 신비주의에 대해 다루었으며, 그 외 실존주의

에 관한 내용도 한편 들어있다.

머튼이 서문에서 밝혔듯이 이 작품은 “에큐메니즘(ecumenism) 보다 더 넓은 영

역”(M&M, X)240)을 다룸으로써, 그리스도교 너머로 더 확장된 지평들을 보여준다.

1965년 8월경부터 머튼은 은수처에서 온전히 지낼 수 있게 되었고, 그토록 바라던 고독

238) Ibid., p. 196.

239) The Hidden Ground of Love, p. 115(1967. 4.13 서한, To Amiya Chakravarty).

240) 이하에서 본문에 인용된 Mystics and Zen Masters(『신비가와 선의 대가들』)는 축약   

  하여 M&M으로 표기한다. 



- 101 -

과 자유뿐만 아니라 은수처에서의 내적 유혹과 투쟁도 직면해야 했다. 이러한 은수 생활

을 통해 공동체 삶(수도원 삶)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과 쇄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도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당시 가톨릭교회 또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동양의 신비

적 전통에 관해 개방과 존중의 분위기였다. 머튼은 서문에서 다른 전통에 관한 로버트

제너(Robert C. Zaehner)의 연구를 높이 평가하면서, 돔 에일레드 그라함(Dom

Aelred Graham)의 Zen Catholicism을 통해 선(禪)의 가치, 뒤물랭 신부(Heinrich

Dumoulin, S. J.)의 History of Zen 간행, 윌리엄 존스톤 신부의 선(禪)과 비교한

Cloud of Unknowing(『무지의 구름』)에 관한 신학 연구논문 발표 등 동향241)을 언

급했다. 이 작품 또한 자신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다른 종교전통에 대해 이해와 존중

으로 객관적이면서 비판적 관점으로 관찰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전통의 가치와

경험에 참여하며 가능한 자기 적절화를 통해 썼음242)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작품은 신앙의 가족을 넘어 더 넓은 의미의 영적 가족을

염두에 두면서 그리스도교 전통 즉 교부 시대, 초기 수도원 생활, 영국 신비가, 17세기

신비가, 러시아 동방정교회 영성 및 신비가, 쉐이크교(The Shakers), 개신교 수도공동

체 등을 다루면서, 선사(禪師), 선 공안, 선불교 및 동양종교의 연구를 통한 이해와 실

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실존의 측면에서 선(禪)과 불교를 조명하며, 후기 머튼의

예리한 시각과 풍부한 통찰들이 담겨 있다.

특별히 이 글에서는 다소 방대한 내용 중 머튼의 선(禪) 이해와 신비주의, 영국과 러

시아 신비가들에 한정해서 각기 살펴보고자 한다.

  2.5.1. 머튼의 선(禪) 이해와 신비주의

  머튼은 “현대사회의 위기에서 선(禪)의 유용성 여부와 선에 관해 예기치 못했던 토론

의 출발점을 제공했던”(M&M, 11) 제너의 두 저서, 물질과 정신』(Matter and

Spirit, 1963),『힌두교와 이슬람 신비주의』(Hindu and Muslim Mysticism,

241) Thomas Merton, Mystics and Zen Masters, p. viii. 

242) Ibid., p.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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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를 통해 그의 여러 견해를 소개하면서 이와는 꽤 다른 자신의 관점을 풀어나간다.

제너의『물질과 정신』은 “떼이야르 드 샤르댕 신부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오늘날 종교

적 상황을 파악하려는 목적”(M&M, 3)으로 쓰였다. 여기에서 머튼은 특히 이러한 진화

론적 종교의 성장 과정 안에서의 마르크스주의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제너의 견해를 자

세히 소개하고 있다. 제너는 마르크스주의가 미래를 과감히 대처했고, 정신과 물질의 수

렴이라는 신비를 이미 창조했지만 공산주의에서는 수렴할 수 있는 인격적 중심이 없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고 또한 언급했다. 머튼은 이 저서가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독특한

전위적인(avant garde) 가톨릭 사상의 특징”(M&M, 5)을 나타내며, 이제 오늘날 사람

들이 영성과 신비주의에 관한 관점이 바뀌었다고 또한 지적하고 있다. 즉 이제 그리스도

인들이 풍요로운 영적 생활을 위해 물질적 풍요 또한 거절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머튼은

제너의 이 저서를 그리스도교와 비그리스도교의 신비주의 역사에 중요한 공헌을 한 저서

로 보며, 그 핵심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너는 신비주의의 역사를 영적 본질 안에서 개인적인 본성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쉬는

관상에서, 그리스도 신비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느님 안에서 본성과 개인적 자

아를 초월하려는 더 높은 인격적 신비주의까지를 하나의 진화로 보고 있다. 그것의 가장

높은 형태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인격적 중심 안에서 모든 이와 함께하는 모든

이의 이러한 수렴은 “개인적 본질의 죽음”을 요구한다. 인격적 신비가는 사실 실존

주의자이다. 왜냐하면 본질의 정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넘어

자유 안으로 도약하며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들과 함께 “정신 안에서”

행동하기 때문이다.(M&M, 5-6)

머튼은 이 책에서 제너가 선(禪)에 대해 특별히 다루지 않았으며, 선(禪)과 네오 베단

타(Neo-Vedanta)에 관해 짧게 다루고 있는데 그의 견해, “짧은 기간 동안 약간의 개인

들을 만족시켰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현대사회 안으로 통합될 수는 없었다고 말

한”(M&M, 6)점에 꽤 다른 방향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현대 선불교의 실용적 유용성

이 아주 적을 것이라 점에서는 제너와 의견을 같이하지만, 머튼은 선불교 그 자체의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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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명료성은 시간의 경과나 시대의 제약을 받지 않는 가치를 지닌다고 여겼다. 여기에

서 머튼은 선(禪)이 과연 단지 개인의 “가장 깊은 본질 안에서의 평정”이나 순수한 내면

의 완성을 추구하기 위해 인간의 외적이며, 역사적인 실재 그리고 인간의 운명에 대한

관심을 모두 제거하는 것인가? 라는 물음을 제기하며, 궁극적으로 선(禪)의 본질 내지

목적을 규명해나간다.

선불교 연구의 권위자인 뒤물랭 신부의 저서인 A History of Zen Buddhism

(1963)과 The Development of Chinese Zen(1953), 스즈키의 관점을 통해, 머튼은

선(禪)을 이해하며 신비주의와의 상관성에 관해 숙고하게 된다. 뒤물랭 신부는 선(禪)을

일종의 자연 신비주의로 보고 있지만, 스즈키는 선(禪)이 신비주의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머튼은 이에 관해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이 선(禪)에

관해 최고의 찬사를 할지라도 모든 이가 자연 신비주의로 여기지는 않음을 밝히며, 스즈

키의 견해에 대해서는 선 통찰(Zen insight)이 어떠한 종류의 교리적 형태나 정확한 현

상학적 서술로도 전달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를 의미론(semantics)의 문제243)로 돌리

고 있다.

머튼은 선(禪)을 앞서 제너가 언급했던 “물질의 외부 세계에서 정신의 내면세계로 단

순히 물러나는 것이기보다는,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물질과 정신 사이의 이러한

이중적 분리를 혐오하는 것이며, 순수한 공(空) 안에서 주관과 객관의 관계, 대립을 해

소함으로써 생기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M&M, 13)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선

(禪)의 깨달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의 초의식적 행위이며 온전히 깨어있는 행

위로써 파악하며, 앎과 인식의 대상으로서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도 아니며, 초월적 존재

를 부정하는 것도 아님을 설명한다.

중국 선종의 초조로 추앙받고 있는 보리달마(菩提達磨)의 선(禪), 6대조사 혜능과 신

수의 선(禪) 사상을 각기 그리스도교 신비가와의 비교와 연관을 통한 머튼의 깊고 명료

한 선(禪) 이해를 살펴볼 수 있다.

보리달마의 오도송(悟道頌)에서 머튼은 영혼(soul)이라는 용어가 실제로 마음(mind)

243) Thomas Merton, op. cit.,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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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뜻하며, 이는 존재의 원리로서 스즈키의 말을 빌려 “스스로를 깨닫는 궁극적 실재를

가리키며, 경험적 의식의 자리는 아니라고”(M&M, 16)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선사(禪

師)들의 마음을 라인 강변 신비가들의 영혼 혹은 존재의 바탕(ground)과 신약에서는 바

오로가 말하는 정신(spirit or pneuma)과 대응시키고 있다. 마음 혹은 진면목을 직접

파악하는 선(禪)의 통찰은 “완전한 영적 실재에 대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는 모든 제

한되거나 개별적 실재들이 공허함을 보여준다”(M&M, 17)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머

튼은 선(禪)이 개인적인 영적 본성의 실현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머튼은 신수와 구별되는 혜능의 선(禪) 즉 삶 전체가 선(禪)이며 우리 안에서 스스로

살아있는 삶의 역동성을 깨닫는 것을 통해 선(禪)과 삶을 분리시키지 않는 점을 강조하

고 있다. 혜능은 신수의 선(禪)에서 마음의 거울을 닦는 수행에서의 경험적 자아의 강화

나 마음을 하나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다. 혜능에게 “명상이나 삶 자체의 중심

실체는 경험적 자아가 아닌, 앞서 언급한 순수한 존재이며 순수한 앎인 ‘마음’을 말하며

이를 혜능은 ‘궁극적 마음’, prajna, 지혜로 불렀다.”(M&M, 24) 따라서 머튼은 혜능의

선(禪)을 통해 선(禪)의 깨달음은 어떤 구분이나 분리 그리고 거울을 닦는 것과 같은 명

상으로서가 아닌, 지금 여기 있는 삶의 실존적 “현재”안에서 자신을 잊음으로써 얻어진다

고 이해하고 있다.

선(禪) 체험과 나–당신 사이의 하느님 체험을 비교하면서, 머튼은 공(空)의 선(禪)

체험이 주객(主客)의 관계를 초월한 것임을 명시하면서 연관시키기는 어려운 과제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그리스도교 신비체험에 관한 다음의 질

문을 통해, 그리스도교 신비적 체험과 혜능의 공(空) 명상과의 유사성에 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인격적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은, 명확히 정의되며 개인적이며 경험적

인 주체 쪽에서 불 때 인식과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하느님의 경험에만 한정되어있는 것

인가? 그리스도 신비주의의 최고 형태들에서는 경험적 자아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M&M, 24)

이러한 혜능의 독창적인 선(禪) 이해를 통해 머튼은 선(禪)이 제너가 말한 염세주의,

수동과 은둔의 신비주의가 아니라, 올바로 이해한다면 그가 찾고 있는 수렴(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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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조건이 실제로 혜능의 선(禪)임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혜능의 선(禪)이 자신의

내면의 안주가 아니며, 내적 순수, 디야나(dhyana, 禪. 禪定), 깨달음 등에 묶기 위한

물질로부터의 해방이 아닌, 기교, 훈련, 사고와 영성 체계, 개인적 영적 성취의 특별한

형태들, 제한적이며 교의적 사회프로그램들, 이러한 모든 형태의 속박에서 풀려나오는

해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혜능 선(禪)의 직접적 깨달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

리가 드러나지만, 머튼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제너의 해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

음을 표명하고 있다. 즉 자유와 깨달음으로 해방된 이 사랑이 수렴할 수 있는 초월적이

면서 인격적인 중심, 모든 이가 하나로 성취되는 그리스도를 찾는 것244)이라고 말함으

로써 그 상관성과 차별성을 밝히고 있다.

  2.5.2. 영국 신비가들 및 러시아 신비가들

  “영국 신비가들(The English Mystics)”은 당시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던 영국 신비가

들의 존재를 알리고 영국 신비주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긴급한 필요성으로 쓰여졌다.

머튼은 영국 영성의 특징과 그 주요한 전통 특히 14세기 영국 신비가들을 강조하여 다

루었고, 데이비드 놀즈(David Knowles)의 영국 신비가들에 관한 연구서인 The

English Mystical Tradition(1961)에 나타난 평가에 관해 자신의 해석과 신비주의

연구에 관한 견해를 말하고 있다.

머튼은 영국 신비가에 관해 “14세기 관상가들 중 가장 위대하면서 특징적인 사람들로

서, 그 당대 풍부한 고유의 영국적(자국) 언어로 신비주의를 발전시킨 사람들”(M&M,

130-131)이라고 평가했다. 머튼은 이러한 순수한 영국학파에 속하는 리차드 롤

(Richard Rolle), 월트 힐튼(Walter Hilton), 노르위치의 줄리안(Julian of

Norwich),『무지의 구름』의 저자 외에 12세기 시토회 대수도원장인 Rievaulx의 성

에일레드(St. Ailred), Centuries of Meditations(1961)를 저술한 신비 작가인 토마

스 트라헨(Thomas Traherne), Rule of Perfection을 저술한 카푸친 수도회의 베넷

244) Ibid.,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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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t of Canfield), 그리고 데이비드 놀즈의 영국 신비주의 연구 관점에 따라 16세

기 베네딕토 수사 아우구스티누스 베이커(Augustine Baker)까지 포함해서 영국 영성

을 형성한 신비가로 규정했다.

『무지의 구름』의 저자가 권유한 삶의 방식, 관상생활에 관한 머튼의 설명에는 도

(道)의 표현들이 나타난다. 즉 저자가 말하는 관상생활을 위해 “행동함 없이 행동하는,

앎 없이 아는 것을 배워야 함”(M&M, 139)이 필요하다. 노르위치의 줄리안(Julian of

Norwich)245)에 관해 머튼은 영국 신비가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하며, 그녀의 책

Julian of Norwich Showings의 Long Text가 담고 있는 객관성과 그것이 가톨릭교

회의 전통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참된 묵상적, 신비적 주석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녀

의 신학을 모든 것을 감싸 안는 신적 사랑의 총체성과 충만함의 신학으로 보며, “그녀의

신비적 신학이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비전과 그 신비에서 최고 절정을 달한

다”(M&M, 143)고 평가하고 있다.

줄리안의 독창성에 대해 특별히 머튼은 두 가지로 말한다. 먼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

느님의 개인적이며 무상의 성격에 대한 그녀의 특별한 통찰력이다. 또한 하느님의 자비

의 빛 안에서 악의 문제를 보는 줄리안의 직관이다. 이는 13번째 계시의 주제이기도 하

다. 죄는 필요하지만,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라는. 머튼은 줄리안의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직관은 “교회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알려진 죄와 구원의 신비와 이 세상 끝날까

지는 누구도 결코 알 수 없을 어떤 것을 비밀스럽게 가지고 있다고 보는 줄리안의 확신

사이의 구별”(M&M, 144)이라고 보고 있다.

머튼은 놀즈의 영국 신비가들에 대한 연구 및 평가 중 몇몇 부분을 지적하며,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신비가에 대한 놀즈의 견해가 너무 엄격한 점과 그의 기준이 위 디오니

시우스의 “무지(unknowing)”에 확고하게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리차드 롤을 초보자로

취급하고 참된 빛의 신비주의자에 대한 평가가 잘못된 점이다. 실제로 위 디오니시우스

의『신비신학』은 부정적 기준(apophatic standard)에만 치중하기보다, ‘찬란하게 빛

245) 머튼은 줄리안에 관련해서 P. Molinari, Julian of Norwich, the Teaching of a 14th     
  Century English Mystics(1958), James Walsh, S. J., Revelations of Love(1961)를 참  

  조하고 있다. 



- 107 -

나는 어둠 속에서’처럼 양자를 완성시키는 것으로 재해석하면서, 머튼은 롤에 관한 놀즈

의 평가를 수정했다. 롤이 실제로 “십자가의 성 요한과 같은 어두운 밤의 흔적이 전혀

없지만 참된 빛의 신비가이며, 그에게서는 강한 열정과 시적인 감성, 그리고 활동적인

자아의 강렬함, 황홀경과 논쟁의 불꽃 속에서 그의 신비적 사랑”(M&M, 149)을 발견하

게 됨을 강조했다.

머튼은 먼저 규칙이 없는 것이 위대한 규칙인 신비주의에 있어서 놀즈의 이러한 단일

세트기준(a single set standard)을 고집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지? 과연 누가 완벽

한 정확성으로 신비가를 측정하며, 그의 정도를 정할 수 있을지? 등의 의문을 제기하면

서, “신비가를 분석하는데 너무 많은 정확성과 너무 많은 선입견이 있으면, 감정이입에

의해 우리가 그들의 경험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M&M, 149)라는 자신의

신비주의 연구의 관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영국 신비가들의 연구를 통해, 머튼은 그

리스도 안에서 태초의 기쁨과 순수성을 회복하며, 하느님 손으로 창조되었을 때처럼 천

국의 빛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천국 영성(paradise spirituality)”과 다음의 영국

신비주의의 주요 특징246)을 발견했다.

․ 그들이 어둠의 신비가든 빛의 신비가든, 한결같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며 단순함.

(여기에서 머튼은 어둠의 신비주의가 우울한 신비주의는 결코 아님을 지적함)

․ 각자 자기 방식에 의해 기쁨과 단순성에 관한 교의를 가르치는데, 그들 속에는 어떤

비극적인 것이나 병적인 것, 강박 관념 등을 발견할 수 없음.

․ 다른 신비주의 학파에 비해 희생과 고통, 형벌과 공포가 훨씬 적음.

․『무지의 구름』처럼 부정(apophatic)인 경우에도 항상 긍정적이며 적극적임.

․ 영국의 신비주의는 찬양의 신비주의이며, 하느님의 창조와 인간 실존에 대해 긍정적임.

․ 영국 신비가들도 매우 개인주의적이었으며, 관상의 선물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며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는 무관심함.

․ 근본적으로 중세 수도원 전통, 즉 베네딕토 수도회와 시토회에 뿌리를 둠.

단순성과 개성, 그리고 겸손함으로 이루어진 영국 은수자의 삶은 홀로 살아가는 평신도

246) Cf. Thomas Merton, Mystics and Zen Masters, pp. 15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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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에 적절한 것임.

“러시아 신비가들(Russian Mystics)”에서는 러시아 영성에서의 중요한 인물 및 저서

와 그 과정들을 통해 러시아 신비주의의 특징을 다루고 있으며, 동방 정교회에 대한 이

해와 대화에 대한 제언이 담겨있다.

머튼은 러시아 신비주의는 매우 수도원적이며, 그 기원을 동방 정교회 신비주의의 가

장 위대한 수도원 중심지인 아토스 산에 두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전례, 금욕주의, 그

리고 신비주의의 발전이 학문적인 문서보다는, 수도원이나 아토스에서 일정 시간을 보낸

순례 수도승들의 살아있는 경험 덕분으로”(M&M, 179) 보았다. 러시아 수도원이 영적

중심지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사회적 영향도 하나의 중요한 형성 배

경으로 언급하고 있다.

아토스의 러시아 수도원의 특징적인 열매 중 하나인 “예수기도(Prayer of Jesus)”,

예수기도가 소개된『순례자 이야기』(Tale of the Pilgrim),『필로칼리아』(Philokalia)247)

, 고행과 헤시카스트(Hesychast) 기도 전문가인 스타치(Startsy)의 지침서『스타체스

트보』(Starchestvo)를 소개하면서, 머튼은 “『필로칼리아』의 번역, 파이시우스(Paisius)

의 수도원 개혁 그리고『스타체스트보』로 인해 위대한 영적 발전을 가져와 19세기를

러시아 신비주의의 황금시대로 만들었다”(M&M, 181)고 설명했다.『필로칼리아』는 콘

스탄틴 대제 이후 초기 교부들의 기도에 대한 인용들로 된 선집이다. 이 책은 주의력과

의식을 깨우고 발달시킴으로써 자기 인식 및 관상생활로 이끌며 완전을 향하는 길을 제

시하고 있다. 그리스어로 쓰여진『필로칼리아』는 개혁자 파이시우스 벨리흐코프스크

(Paisius Velichkovsk, 1722-1794)가 슬라브어로 번역해서 러시아에 소개했고, 그

247) 그리스어『필로칼리아』(Philokalia)는 18세기에 고린도의 마카리우스(Macarius of       

   Corinth, 1731-1805)와 성산의 니코데무스(Nicodemus of the Holy Mountain, 1748?-  

   1809)가 편찬한 방대한 전집으로 1782년에 출판되었다.『필로칼리아』의 번역본들을    

   통해 러시아와 루마니아에 예수기도가 더 잘 알려지게 되었고, 서구에도 많은 그리스도  

   인들도 이 기도를 사용하게 되었다(『기독교 영성1』(Christian Spirituality: Origins to  
   Twelfth Century), ed. Bernard McGinn, John Meyendorff, Jean Leclercq, 유해룡․이  

   후정․정용석․엄성옥 역, 서울: 은성출판사, 1997, 656-65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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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신비가인 은수자 테오판(Theophane) 주교가 러시아어로 번역하게 되었다.248)

머튼은 18세기 성 틱혼(St. Tikhon, 1865-1925)과 19세기 사로프의 성 세라핀

(St. Seraphin of Sarov)을 러시아의 가장 위대한 신비가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성

세라핀의 빛의 신비주의에서는 헤시카스트 전통(Hesychast tradition)이 분명하며, 그

를 “동방 정교회의 특징인 빛의 신비주의의 가장 완벽한 모범”(M&M, 182)으로 간주한

다. 러시아에도 부정 신비주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러시아 신비신학은 고통이

아닌 변형(transfiguration)즉 부활과 기쁨의 신학이며 이러한 부활과 기쁨은 회개와

눈물에 근거한다”(M&M, 183)고 보고 있다. 러시아 신비주의를 다루면서 머튼은 다음

몇 가지 견해를 밝히고 있다.

먼저 아토스 산의 헤시카즘(Hesychasm)249)에 관한 부정적인 견해를 일축시키며,

예수기도에서는 서구인들도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또한 스타치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그들이 서구 수도승의 소명에 특별한 가치와 전망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스타치들은『스타체스트보』를 사용해서 특별한 기도법을 가르치기 위해 매일의 영적 지

도를 하는 것이 아닌, 사랑에 마음을 여는 훈련을 시킴으로써 자기중심적인 관심에 마음

이 굳어지는 것을 막도록 한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전적으로 잊으면서 성령에 순

종하여 겸손과 온유, 그리고 모든 이에 열린 마음, 그리고 인내와 마르지 않는 사랑의

자질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 내는 점이다.250) 머튼은 이를 영적 지도력과 복음적 개방

248) 참조: Thomas Merton, Mystics and Zen Masters, p. 180. 

249) 헤시카즘(Hesychasm)은 그리스어 ήσυχία(고요, 정적: hesychia)에서 유래한 것으로, 정교  

   회 수도자들이 특별한 자세, 즉 머리와 어깨를 구부리고 앉아서 마음이 있는 곳, 또는 배   

   꼽을 응시하는 자세로 예수기도를 호흡에 맞춰 반복함으로써 하느님과의 합일에 이르게 하

      는 기도이다. ‘헤시키스트’는 수도원 공동체의 수도자와 대조하여 은둔자나 속세를 떠난 사 

      람을 일컫지만, 좀 더 일반적으로는 마음의 평안함을 갈구하고 내면의 기도를 하는 사람을  

   뜻한다. 헤시카즘을 통해 깊은 신비체험을 얻게 되며, 이러한 헤시키스트 방법은 요가      

   (Yoga)나 수피즘(Sufism)의 방법과 매우 유사하다. 현대 정교회 저술가들은 예수기도를 입

      술 기도-지성의 기도(prayer of the intellect)-마음의 기도(prayer of the heart)로 세단  

   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마음의 기도 안에 있는 지성의 기도 즉 전인(whole person)으로   

   드리는 기도 차원에까지 도달하는 것은 하느님 은총의 특별한 선물로 여긴다(참조:『기독  

   교 영성학』, C. P. M. 존스 ․ G. 와인라이트 ․ E. 야놀드 편, 권순구 역, 서울: 도서출판  

   영성, 2000, 373쪽; 윌리엄 존스턴,『신비신학』, 이봉우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07,   

   108-112쪽;『기독교 영성1』, 659-661쪽).  

250) Cf. Thomas Merton, Mystics and Zen Masters, p.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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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진 교황 요한 23세와 연결 짓고 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신비가들에 관한 지식이 교황 요한 23세가 우리에게 남긴 교회일

치 작업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일치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머튼의 신비주의 형성과 관련된 핵심적인 신비주의 작품 다섯 편(1949년

-1967년)을 살펴보았다. 각 작품마다 드러나 있는 그의 방대한 지성적 면모들 안에서

도, 각기 신비적 요소를 드러내는 중심적인 특성과 흐름 내지 방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Seeds of Contemplation(1949)(『명상의 씨』)에서는 수도승 전통, 즉 가톨릭 관

상 전통에 충실하며 특히 그리스도교 부정신학의 전통 안에 확고하게 서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 수도원과 세상 사이의 단절과 깊은 간격을

나타내는 머튼의 이원론적 측면은 초기 신비주의의 특징을 잘 드러내 준다.

십자가의 성 요한의 신비주의를 스콜라 철학의 사변적인 설명방식으로 다룬 The

Ascent to Truth(1951)(『십자가의 성 요한과 진리의 산길』)에서 머튼은 이성의 역

할과 부정신학의 측면에 초점을 두었지만, 긍정신학과 빛의 신비주의 또한 개방적 수용

의 태도를 취한다. 서문 ‘인간 삶에서 신비주의’ 제명은 앞으로 전개될 머튼의 신비주의

방향을 나타낸다. 작품의 궁극적 목표인 현대인들이 직면한 위기와 문제들에 대해 머튼

은 ‘관상’을 제시하면서 이웃과 세계에 즉 인간 삶에서 새로운 차원의 연대(신비주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 작품을 통해 이후 그의 신비주의의 중요한 특성인 지성주의적 전통과

부정신비주의의 기틀과 방향을 형성하게 된다.

1958년 루이빌에서의 신비체험, 선(禪)의 영향, 은수처 생활로 머튼은 이웃의 문제와

사회적인 이슈들로 함께 고민하고 연대해나가면서 의식과 지평이 크게 확장. 통합되어갔

다. New Seeds of Contemplation(1961)(『새 명상의 씨』)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

으로 이전의 추상적이며, 사변적인 경향들이 체험적, 개방적, 통합적으로 바뀐 머튼의

후기 신비주의 관점들을 볼 수 있다. 관상에 대해 더 깊어진 이해는 마지막 장 “The

General Dance”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우주적인 일치에로 초대하고 있다. 우리가 내적

자아를 인식하고, 깨달을 때 이러한 신비스러운 우주적 춤(cosmic dance)의 부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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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모든 사람들이 관상에 초대받았음을 알려주며 단순한 깨달음, 내적인 전환의 길을 제

시한다. 이 작품에서는 부정 신비주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禪) 등 동양 신비주

의 및 마리땡의 인격이론 및 실존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The Way of Chuang Tzu(1965)(『장자의 길』)은 머튼의 장자 수용과 신비인 도

(道)를 통해 동양 신비주의(중국 신비주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이를 통해 머튼은

만물이 하나이며, 이분법이 전혀 없는 통합적인 관점, 관상 경험을 좀 더 명료하고 풍성

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 발견, 그리고 자신의 신원(장자의 ‘쓸모없음’과 수도승

의 소명을 연결)에 대해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도(道)의 자연과 어머니로서의 도

(道)는 일상적 차원의 가치와 수도원 안에서의 자연 안에 계신 하느님 현존을 더 풍성히

체험하며 하느님의 인식에도 영향을 받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랑(하느님)의 숨겨

진 근원(ground)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이며 서로 깊이 연결되었음을 더 깊이 자각하게

되는 이 작품은 반전, 비폭력, 인종차별 등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실천적 신비주의에 영

향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Mystics and Zen Masters(1967)(『신비가와 선의 대가들』)에서는 에큐메니즘

(ecumenism) 보다 더 넓은 영역을 다루며, 독자의 범위도 인생의 의미와 그 궁극적인

목적을 찾는 영적 가족에게로 그 지평이 열리고 확대된다. 동․서양의 여러 종교 전통

과 신비주의를 사변적이기보다는 경험의 차원에서 다루며, 그 연결점을 찾고 대화 모색

및 방향으로 나아간다. 또한 그리스도교 실존주의 및 실존신학에 관해서도 깊이 다루고

있다.

머튼의 신비주의는 이렇듯 다양한 요소들이 내포되어 형성되었으며, 그 중 특히 십자

가의 성 요한의 부정신학, 도가 사상, 선(禪)은 지속적이면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머튼의 신비주의 형성과 작품을 바탕으로 로너간의 초월적 방법을 통

해 그의 신비체험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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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토머스 머튼의 신비체험 분석

  1. 머튼의 신비체험 분석

  1.1. 수도원 입회 전: 회심 전 로마 여행 중

  1.1.1. 머튼의 상황과 세계관

  1932년 12월 캠브리지 대학 입학시험을 치르고, 장학생으로 합격한 머튼은 다음 해

인 1933년(18세) 2월에 혼자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났다. 여행 초기에 경비를 대부에게

의존해야 하는 자책감과 함께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내․외적 상태를 직면하면

서, 비참한 심경을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에 도착한 머튼은 옛 성당, 성

고스마와 다미아노 성당에서 발견한 모자이크에 큰 충격과 함께 깊이 매료되어,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 채 “모자이크가 있는 같은 시대에 건축된 성당을 모조리 찾아다니는 순례

자가 된”(『칠층산』, 142) 자신을 묘사하고 있다.

2년 전인, 1931년 1월 아버지의 죽음 후 머튼은 종교와는 결별했지만 윌리엄 블레이

크의 시(詩)와 그의 믿음을 통해 하느님과 진실한 신앙, 그리고 가톨릭교회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었다. 로마 여행 중의 이러한 비잔틴 모자이크를 찾아다니는 여정,

즉 예술을 통한 (구원과) 은총의 여정에서 머튼은 그동안 막연하게 지식으로만 인식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제 그는 다른 책들 대신 성경을 읽게 되었고, 이전의 예술적인 매료에서 내적

평화와 거룩함에 대한 내적 갈망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날 밤, 머튼

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생한 현존 체험과 함께 강렬한 신비체험(종교체험)을 하게 되었

다. 이제 회심 전 머튼의 첫 신비체험을 통해, 그의 의식의 흐름과 의식이 어떻게 분화

되어 가는지에 관해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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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종교적 회심 전 첫 신비체험

다음의 짧은 첫 신비체험은 머튼이『칠층산』(1948년)에 기술한 경험 자료이다.

나는 내 방에 있었다. 밤이었고 불이 켜져 있었다. 그때 갑자기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은

아버지가 홀연히 내 곁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이 얼마나 생생하던지 아버지가

내 팔을 툭 치고 말을 거는 것 같아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러나 이 놀람은 순식간에 사

라져 버렸다. 나는 여전히 혼자였다. 불이 깜빡였다. 그 순간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

난 것을 느꼈다. 찰나와 같은 바로 그때 나는 형용할 수 없는 강렬한 빛 속에서 비참하

고 부패한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곧바로 그

비참함을 벗어나야 한다는 강력한 항거와 함께 해방과 자유에 대한 진지한 갈망이 생전

처음으로 힘차게 솟구쳐 올라왔다. 돌이켜보면 그때 나는 생전 처음으로 진정한 기도-

입술과 지성과 상상뿐이 아니고 생명과 존재의 밑바탕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어둠 속에

숨어계신 하느님께서 오시어 나의 의지를 속박하고 있는 이 많은 무서운 것들로부터 풀

려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청하는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던 것이다. 기도와 함께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렀고 그 눈물은 나를 위로하였다. 그러는 동안 내 방에 아버지가 있다

는 생생한 느낌은 없어졌지만 나는 아버지를 내 정신 안에 모시고 아버지와 이야기 하였

고 아버지를 중개자로 삼아 하느님께 말씀을 여쭙고 있었다.(『칠층산』, 146)

이 글은 1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된 후(반추해서) 묘사한 내용으로서, 머튼은 그 당시

이 체험에 대해 아버지를 통해(중재자)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내적 빛을 비추어주신 하

느님의 큰 은총이었음을 회고하고 있다. 또한 이것을 격투 끝의 승복하는 결정적인 체험

으로 평가하며, 성녀 사비나 성당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열렬하게 기도했던 기

억도 술회했다. 하지만 머튼 자신의 말처럼 이러한 은총에 반하여, 캠브리지 대학 입학

후 “정신적 폼페이”(『칠층산』, 157)와 윤리적 부패라는 비참한 상태로 빠져들어 갔다.

이러한 머튼의 신비체험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의 관점을 살펴보면, 로버트 지안니니

(Robert Giannini)는 엄격한 의미에서 신비체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레이먼드 프

린스(Raymond H. Prince)의 견해에 반대하며, 다른 해석을 통해 신비체험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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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프린스는 이 체험이 “일반적으로 신비적으로 부르기 위해 필요한 합일감과

영원함이 빠져있다”251)고 지적하는 반면, 지안니니는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신비체험의

네 가지 기준, 즉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특성(ineffable), 인지적 특성(noetic quality),

일시성(transient), 수동성(passivity)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참된 신비체험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252)

앞선 관점과는 달리 윌리엄 샤논은 과연 이 체험이 일어났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

고 있다. 그는 머튼이『칠층산』보다 먼저 훨씬 더 자세하게 쓴『미궁』(The Labyrinth,

1940)에서는 아버지에 관한 이 부분이 언급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샤논은 그

의 진위여부에 앞서, “이 모든 이야기들은 수도승의 입장에서 그 당시 로마에서 겪은 일

들을 해석하며 썼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함”을 강조한다.253)

지안니니나 프린스의 관점 모두 머튼의 신비체험을 설명함에 충분하지는 않다. 이러한

논의들은 앞서 신비주의, 신비체험의 정의에서 언급했듯이, 맥긴의 견해처럼 하느님과의

일치라는 체험이나 신비체험을 특징짓는 기준에 제한하지 않고 좀 더 폭넓은 의미에서

일생을 통해 완성해나갈 영적 여정에서의 의식의 지속적인 변형(확장)의 한 부분으로 이

해된다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251) “Editorial,” Newsletter-Review 6 (Spring, 1973), p. 2. 

    레이먼드 프린스 박사(Dr. Raymond H. Prince, 1925-)는 의사이자 R. M. Bucke        

 Memorial Society Newsletter-Review 편집장이다. 그는 1964년에 Linda Parsons과     

 Martha Cramption의 도움으로 R. M. Bucke Memorial Society를 조직했다. 학회의 목적  

 은 당시 특별히 이국적인 종파나 예배 뿐 아니라 정신을 확장시키는 약들과 다양한 세계   

 종교의 수행들을 실험하며, 과학적이고 문화 간의 관점에서 그러한 현상들을 연구하는 것  

 이었다. 1965년 3월 29일에 종교경험을 연구하는 그룹 혹은 개인을 찾기 위해 머튼에게   

 연락을 취했고, 프린스 박사는 “인격변화와 종교적 체험”(Personality Change and        

 Religious Experience) 주제의 최근 학회 회의록과 수피주의에 대한 논문을 보냈다. 머튼  

 은 프린스 박사의 질문에 응답한 신비체험과 퇴행, 그리고 미적인 직관에 관한 견해가 담  

 긴 중요한 두 번의 편지(첫 편지는 회의 논문에 대한 것임)- 1965년 5월 22일자, 12월    

 18일자- 를 보냈다(The hidden Ground of Love: The Letter of Thomas Merton on    
 Religious Experience and Social Concerns, Select. & Edit., William H. Shannon, pp.  

 492-496 참조). 

252) Robert Giannini, “A Note on Theology and Mystical Experience in Thomas         

 Merton,” Cistercian Studies 12, 1997, p. 226.

253) William H. Shannon, Silent Lamp,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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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의식의 흐름과 분화 분석

  

  1921년 여섯 살이던 머튼은 위암을 앓던 미국 출신 예술가인 어머니, 루스 젠킨스

(Ruth Jenkins)를 잃게 된다. 어머니의 편지를 통해 임종을 알게 된 머튼은 그때의 심

경에 관해 “어린아이의 슬픔이 아닌, 몹시 당혹하고 침통한 어른의 슬픔”(『칠층산』,

27)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후 동생 존 폴은 외가에 보내졌고, 머튼은 화가인 아버지 오

웬 머튼(Owen Merton)의 자유로운 생활방식에 적응해야 했다. 이는 머튼의 성격 형성

에 영향을 끼친 주요 부분으로 여겨진다.

10년 뒤인 1931년 1월 열여섯 살이던 머튼은 또 다시 학교(Oakham School)에서

당시 뇌종양으로 투병 중이셨던 아버지의 죽음을 전보로 알게 되었다. 머튼에게 아버지

는 깊은 신앙인이자 “예외적인 지성적 정직과 성실, 그리고 순결한 이해력을 가진 영혼”

(『칠층산』, 111)으로 기억되었다. 또한 그의 아버지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분으로, 머

튼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던 분이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상실감을 극복하면서 머튼은 이제 오히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

워졌다고 느꼈지만, 이 자유는 종교와는 거리가 먼 욕망이 이끄는 개인적 만족과 쾌락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향했다. 그런 중에도 이후의 진행될 영적 여정과 회심에 동인으로 작

용하게 될, 아버지의 죽음 직후에는 윌리엄 블레이크에 깊이 빠져들면서 불멸의 사랑을,

이후 오캄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는 ‘제랄드 맨리 홉킨스’의 시(詩) 세계를 접하게 되었

다.

의식의 흐름을 좀 더 깊이 파악하기 위해 몇 부분 더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머튼은

이탈리아 여행 전인, 1929년 가을부터 1932년 말까지 오캄에서 살았던 자신의 이 학창

시기에 관해서 “수줍고 착하게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불행한 열네 살짜리 소년을 아주 딴

사람으로 바꾸어놓기에는 충분한 세월”(『칠층산』, 92-93)로 이해하며 평가하고 있다

는 점이다.

다른 부분으로는 14세부터 17세사이의 이 중요한 젊은 청년시기에 머튼의 내적 여정

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윌리엄 샤논의 관점254)이다. 샤논은 제도적인 종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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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튼의 오캄 시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무분별한 충동과 과도한 추구 안에서

도 외로움을 침묵과 고독으로 변화시켰던 방법과 시간을 가졌으며 이러한 종류의 “현실

인식이 후일 관상의 경험과 연결”255)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 예로, 샤논은 학

교 기숙사의 시끄러웠던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머튼이 특별히 좋아했던 브룩 힐(Brook

Hill)로 가는 시골길을 혼자 걸으며 느꼈던 침묵과 고독에 관한 감정이 묘사된, 머튼의

미간행 소설『도버 해협』(The Straits of Dover)에 나오는 다음 글을 제시한다.

나는 브룩 힐의 꼭대기에 혼자 있는 것과 어느 누구와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 … 어

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좋아했다. 나는 어떤 것도 기다리지 않고 혹

은 어떤 것도 찾거나 기대하지 않고 단순히 넓은 계곡을 바라보며, 언덕을 가로지르는

빛의 변화를 살피며, 하늘의 변화를 바라보며 몇 시간씩 앉아 있거나 산책하곤 했다.

(…)

때때로 나는 그 곳에 올라가 책을 읽었다. 한번은 시험 전에 나무 밑 손수레 위에서 베

르길리우스(Virgil)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했다. 그것은 아마도 시험을 통과하는데 도

움을 주겠지만, 대부분의 시간동안 나는 단지 계곡을 바라보았었다. 때로는 종이와 펜을

가지고 한두 시간 동안 나무 아래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대부분 그냥 머물기 위

해 그곳에 갔고, 그 근처를 산책하며 생각에 잠겼다. … 어느 겨울날, 특별히 일요일, 내

가 읽었던 블레이크(Blake)나 셀리(Shelley) 혹은 셰익스피어(Shakespeare)나 페트

라르카(Petrarch)를 생각하며, 혹은 내가 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며

항상 그곳에 올랐다.256)

샤논은 비록 머튼이 “어떤 제도적인 종교에 정착하기를 거부했지만, 그가 인식을 했든

하지 못했든 영혼의 내적 작용들을 느꼈던 것은 분명하게 보인다고 단언하면서, 브룩 힐

(Brook Hill)로 가는 길은 ‘거룩한 길’로 가는 내적 여정의 일부분이 아니었을까?”257)

라는 추측을 던진다.

254) Ibid., pp. 61-63 참조.

255) Ibid., p. 62.

256) Ibid., pp. 62-63.

257) Ibid.,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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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신비체험의 전․후 맥락에서 머튼의 의식의 흐름과 분화에 관

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난 머튼은 로마에 도착하기 전까지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다

소 피곤한 여정을 보내게 되었다. 경비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시작된 여행은 곧 대부에

게 도움을 청해야 했고, 그로 인해 초기에는 도보로 여행을 해야 되었다. 대부의 책망으

로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와 타인의 관계에 대해 처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지만, 앞

으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 신체적 피로감과 우울함, 그리고

치통 등으로 인해 머튼은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나 만족과는 다른 비참한 내적 상

태를 느끼며 로마에 도착하게 된다.

그 당시 머튼에게 로마는 더럽고 낡은 도시이며 퇴색한 신전들이 있는 곳이라는 편견

을 가진 곳이었지만, “모든 진리를 보여주는 도시”(『칠층산』, 111) 이기도 했다. 치통

치료 후 첫 한 주 동안 박물관과 폐허가 된 신전(유적지)을 헤매고 다니면서, 무의식적

으로 옛 성당 벽의 프레스코화로 방향을 바꾼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성 고스마와 다미아

노 성당 제대 뒤쪽에 큰 모자이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은 머튼은, 비잔틴 모자이크가 있

는 같은 시대에 건축된 성당을 모조리 찾아다니게 된다. 하지만 머튼은 의식하지 못한

채 순례자가 되어, 성당 안의 성유물들을 보며, 벽의 예술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생생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체험은 머튼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막연했던 인식이 이제 구

체적인 개념으로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로마에서 처음으로 만난 것”(『칠

층산』, 143)이다. 이후 머튼은 다른 책들을 밀쳐두고, 성경을 읽으면서 초기의 예술

작품에 대한 매료에서 거룩함에로의 갈망으로 동기와 지향이 바뀌게 된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머튼은 “의지의 깊은 움직임이나 개종의 변화는 전혀 없이,

본성을 결박하는 윤리적 부패의 폭군들이 여전히 자신을 억누르고 있음”(『칠층산』,

145)을 자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외적 상황에서 신비체험을 경험하게 된다.

머튼의 영적 여정의 맥락에서 이러한 의식을 흐름을 살펴보면서, 첫 신비체험의 의식

에 드러난 특징적인 면들을 고찰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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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돌아가신 아버지의 현존과 중재의 역할이다. 아버지의 생생한 현존을 의식하면

서, 그 짧은 순간에 비추어졌던 은총의 내적 빛으로 갑자기 자기 영혼의 비참한 어두움

을 깨닫게 된 것이다. 머튼은 처음으로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진지한 갈망과

눈물의 간청기도를 아버지를 통해 하느님께 드렸다고 반추하고 있다. 머튼에게 하느님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숨어계시는 분으로 인식된다.

둘째, 신비체험의 매개로서의 예술의 역할이다. 로마 여행자에서 순례자로 방향을 바

꾸게 된 매개는 모자이크다. 그 후 비잔틴 모자이크 그리고 성유물 등을 통해 머튼은 자

신의 인식 능력 이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술가의 정신과 사랑을 이해하고 파악하게

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이탈리아 여행 전 머튼은 이미 뇌종양으로 투병중인 아버지를 만나

러 병원을 방문했을 때, 그때 아버지가 그린 비잔틴풍의 성인들을 보고 그의 깊은 신앙

을 느꼈던 적이 있었던 점이다. 그 후 머튼은 로마여행에서 자신도 모르게(무의식적으

로) 로마의 모자이크, 비잔틴 모자이크에 매료되어 모조리 찾아다니게 된다. 이러한 그

의 무의식적인 행동과 예술 체험은 아버지와의 깊은 연관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간주된

다.

머튼은 헉슬리(Aldous Huxley)와의 편지(1958. 11. 27)에서 미적이며 자연적인

경험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미적이고 자연적인 경험과 신비적이며 초자연적인 경험을 구별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미적, 자연적 경험을 우리 자신의 내면적 영성의 직관적인 “맛”이라

고 부르고 싶다. 또는 이와 같이 존재의 직관은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실재에 대한 직

관적 인식을 통해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모든 존재와의 “하나”되는

체험일 것이며, 현실의 모든 것 안에 있는 초월적 실재에 대한 자각의 섬광(a flash of

awareness)일 것이다. … 그런데 나는 이 경험을 “자연적”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신

의 은총의 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258)

258) The hidden Ground of Love, select. & edit. William H. Shannon, p. 437[머튼이     

  헉슬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일하게 보존된 편지에 수록된 부분이며, 머튼은 헉슬리의 기  

  사 “인간 정신을 형성하는 약”(Drugs That Shape Men’s Minds)(The Satu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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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은총이라는 용어를 주의해서 사용해야함을 언급하고 있지만, 머튼이 이러한 미적

이고 자연적인 경험에 관한 은총의 작용을 열어두고 있으며 신비체험으로 간주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프린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머튼은 신비체험과 퇴행을

다루면서 자신의 릴케(Rilke)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릴케의 “경험”(An Experience)

이라는 짧은 산문 작품을 전형적인 예로 들며, 신비체험이 아닌 고상한 퇴행적 자아도취

로 보며 그의 무수한 다른 시들도 장엄하지만 진정한 신비적 초월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259)고 평가내리고 있다.

또 다른 점은 처음 모자이크를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은 후 묘사한, 예술품에 대한 머

튼의 표현에 관한 부분260)이다.

이러한 체험 후에 머튼은 성녀 사비나 성당으로 가서, 이제 하느님께 승복하며 무릎을

꿇고 열렬히 기도하며 다시 태어난 기분을 맛봤다. 하지만 이런 체험에도 불구하고 아직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머튼은 자유롭지 못했고, 캠브리지 대학 입학 후에는 여러

방향으로 맹목적인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질풍노도의 시기에 머튼은 극적인 회

심을 체험했고,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여름 수도회 입회를 앞둔 부활 주간에 휴가

차 방문했던, 쿠바 하바나의 성프란치스코 성당에서 다시 신비체험을 하게 된다.

  Evening Post 231, 1958년 10월 18일)에 수록된 인간이 자기초월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약물에 관한 내용과 참된 신비적 체험과 그 특성에 관해 비교하면서 더 깊은 연구의  

  필요성과 답을 제시하고 있다. Cf. pp. 436-439]. 

259) Ibid., p. 496. 

260) 뒤에 다루게 될 실론의 폴로나루와(Polonnaruwa)에서의 신비체험(심미적 체험)에 드러난  

  표현과 유사성이 있다. 예를 들면 머튼은 영적 생명력, 진실, 단순성 등으로 심미적 체험  

  을 표현하는데, 이는 머튼 의식의 지향과 패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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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하바나의 성프란치스코 성당에서의 신비체험

  머튼은 미사 중 쿠바 어린이들의 맑고도 우렁찬 목소리로 외치는 사도신경의 신앙고

백을 들으며 갑자기 강렬한 하느님의 현존을 깊이 체험하게 된다. 다음은 첫 신비체험

후 7년 뒤인 1940년 부활 주간에 가졌던 순례지 쿠바 하바나의 성프란치스코 성당

(Church of St. Francis at Havana)에서의 경험 자료이다.

그러자 방금 제대에서 성체 축성 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성체 축성의 말마디로

써 하느님이 여기 현존하시어 내게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 외침처럼 갑자기 정확하

게, 그리고 더할 수 없이 또렷하게 느꼈다. 이 자각은 무엇인가?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도 나는 거기서 청천벽력 같은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어떠한 볼 수 있는 빛과도

무관한 밝은 빛이었고, 일체의 체험을 무색케 하는 심원한 내밀의 빛이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충격 받은 것은 이 빛이 어떤 의미로는 ‘보통’ 빛이었다는 점이다. 숨조차 쉴 수 없

게 만들었던 이 빛이 환상적이거나 이상한 점이 전혀 없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빛이었

다는 점이다. 이것이야말로 한순간에 극도로 명백하게 된, 깊어진 신앙의 빛이었다.

마치 내가 하느님의 현존을 목격하여 갑자기 눈이 먼 채로 그 눈부신 빛 속에 있는 느

낌이었다. … 그 당시의 자각은 실로 엄청난 것이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비유

나 표상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었다. … 오직 한 순간의 일이었지만 그 놀

라운 환희와 깨끗한 평화와 행복이 몇 시간이나 계속 남아있었기 때문에 나는 잊을 수가

없다.(『칠층산』, 359)

  1.1.3.1. 머튼의 상황

  당시 머튼은 사제성소의 갈망에 관해 덴 월쉬(Dan Walsh) 교수와 상의를 하면서 프

란치스코 수도회로 방향을 정하고 입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작은 과달루페의 성모

성당과 성프란치스코 아시시 성당에서 매일 드리는 미사와 영성체는 머튼을 “눈에 띄도

록 매일 매일 변형시켜”(『칠층산』, 337) 나갔다. 그런 중에도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

상학에 관한 성토마스 아퀴나스의 주해, 마리땡의『형이상학 서론』(Preface to

Metaphysics)등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지적인 추구를 하였으며, 지도자 없이 혼자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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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 달 ‘영신수련’을 하면서, 초연함을 배우며 그리스도 생애의 신비를 다소 깊이 묵상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초연함은 머튼이 쿠바 여행에서나 진리를 위해 그리고 후일

1960년대 평화 운동을 하며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평화의 연대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비록 아직 영적 상태는 갓난아이였지만, 은총으로 영적 자유의 길을 발견하게 된 시기였

다. 머튼은 컬럼비아 대학에서 자신의 영문학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수도회 입회 전 휴

가차 쿠바로 떠나게 된다. 쿠바에서 머튼은 미사 참례를 위해 여러 성당을 다니면서 도

처에서 쿠바인들의 기도하는 모습과 신앙에 자극 받았고, 한편으로 성모 발현을 고대하

기도 했다. 그러던 중 주일에 엘 크리스도(El Cristo)에 있는 어떤 성당에서 영성체를

한 후, 다시 하바나의 성프란치스코 성당으로 미사 참례를 하러 온 머튼은 이곳에서 신

비체험을 하게 된다.

  1.1.3.2. 의식의 흐름과 분화 분석

덴 월쉬 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머튼은 예수회, 프란치스코 수도회, 트라피스트 수도

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자신을 인식해나가지만 아직 외적인 조건이나 규율들에

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자신의 수도성소의 방향을 깨닫는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다. 그 당시 수도성소의 경향성을 후일 반추하면서 머튼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삶은 식물이 햇빛 속에 잎사귀를 펴듯이, 넓고 깊은 고독 속에 잠겨

하느님의 눈길 아래 파묻히는 삶이었다. 그러려면 나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하느님

과의 일치 안에서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규칙이 필요하였다. … 이 모든 사정을 나는

하루아침에 터득하지는 못했다.”(『칠층산』, 329)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입회를 결정하고 준비하면서, 머튼 자신은 자각하지 못했지만 행

복한 마음으로 영성체와 십자가의 길 등을 통해 깊은 내적 평화를 누리게 된다. 영신수

련을 통해 배운 초연함과 아직 초보적 단계의 자유이지만 쿠바 하바나의 거리와 술집을

걸으면서도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체험하게 되었다.

계속되는 성당 순례와 강론, 기도를 통해 머튼은 이곳 쿠바에서 자연과 성사생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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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영적인 기쁨을 풍성히 체험하는 한편 마리땡의 책과 스페인어로 된 아빌라 성녀 데

레사의『자서전』또한 틈틈이 읽었다. 순례 중에 머튼은 멀리 보이는 ‘코블의 성모(Our

Lady of Cobre)’를 향해 사제직 간청 기도를 드리며 자신을 성모님께 봉헌하게 된다.

다음날 머튼은 성모님 발현을 기대하며 대성전에 안치된 작으면서도 명랑한 흑인 성모님

‘카리다드’께 무릎을 꿇고 기도드린다. 그곳을 떠나 산티아고로 돌아와 머튼은 곧 마음에

들려오는 코블의 성모님의 말씀을 느끼고 시를 짓게 된다. 다음의 “코블의 카리다드의

노래(A Song for La Caridad del Cobre)”제목의 시(詩)는 그 후 자신이 많은 시를

쓸 수 있는 토대와 방향을 열어준 새로운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시는 당시 그의

의식이 좀 더 열려 확장된 상태를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코블의 카리다드의 노래(A Song for La Caridad del Cobre)261)

백인 소녀들이 나무처럼 머리를 들어올리고

흑인 소녀들은

거리에서 홍학(紅鶴)들처럼 빗겨간다.

백인 소녀들이 물같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노래 부르고

흑인 소녀들은 진흙같이 조용히 이야기하네.

백인 소녀들이 구름처럼 팔을 벌리고

흑인 소녀들은 날개처럼 눈을 감고 있네.

천사들이 종처럼 숙여 절하고

천사들이 인형처럼 올려다보네.

하늘의 별들이

동그라미를 지어 서 있고

땅에서는 모자이크 조각조각이

새들처럼 일어나 날아가네.

261) Thomas Merton, The Seven Storey Mountain, p. 310(『칠층산』, 357-358). 

     (원문을 기준으로 행을 나누고, 번역문의 표현 몇 부분을 손질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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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바나로 돌아온 머튼은 지성적으로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두 가지를 깨닫게 된다.

“성모 발현을 바라는 것이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된 것과 이러한 경험이 저술에의 길이

아닌 이 세상을 전적으로 무한히 초월하는 새로운 세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 바로

그분에게로 가는 길을 터주는 또 하나의 문을 열어주었다”(『칠층산』, 358)는 점이다.

이러한 깨달음 후에 머튼은 신비체험을 하게 된다.

두 번째 신비체험의 의식에 드러난 특징적인 면들을 고찰해보면, 먼저 미사 중에 신앙

의 빛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깊이 자각한 머튼은, 이 자각에 대해 “일체의 감각적 체험을

무시한 진리의 핵심을 찌른 것이며, 이러한 현존 체험을 통한 만남은 머튼에게 사변적이

거나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이며 체험적인 것으로 지식에 속하면서도 한층 더 사랑에 가

까운 것”(『칠층산』, 359)으로 반추되고 있다. 또한 이 빛은 감각적 갈망이나 욕망에서

정화된 빛이며, 현존하는 ‘진리’를 소유하려는 사랑이자 큰 은총이었음을 고백한다.

머튼은 현존체험을 통해 정화의 빛 속에서, 계속되는 회심(지성적, 도덕적, 종교적 회

심)의 여정으로 나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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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수도원 시기: 루이빌(Louisville)에서의 신비체험

하바나의 성프란치스코 성당에서의 신비체험 후 거의 18년이 지난 1958년 3월 18일,

머튼은 루이빌(Louisville)에서 세 번째 신비체험을 하게 된다. 이 체험은 후에 간행된

Conjectures of a Guilty Bystander(1966년)(『토머스 머튼의 단상』)에 수록되어

있으며, 또 다른 자료로는 The Intimate Merton: His Life from His Journals

(1999)(『토머스 머튼의 시간』)로 그 다음 날인 3월 19일자로 기록된 일기에 머튼은

전날 체험을 다루고 있다.262) 다음은 머튼이 Conjectures of a Guilty Bystander

(1966년)에 기술한 경험 자료이다.

루이빌 상가 중심에 있는 4번가와 월넛 가의 한 모퉁이에서 나는 갑자기 저 모든 사

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깨달음에 압도되었다. 즉 그들은 나의 것이고 나는 그들의 것이

며, 비록 우리가 전혀 낯선 사람들일지라도 서로 이방인이 아닌 것이다. 외딴 곳에 떨어

져 있고 싶은 꿈과 특수한 세계,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상상하면서 가상적 성스런 세계 안

에 안주하는 거짓된 자기 고립의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따로 떨어져 성스럽게 존재

하겠다는 온갖 환상은 꿈이다. 내 성소 혹은 내 수도원 삶의 진정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

라, 완전한 환상으로 수도원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라는 개념이

다. 즉 서원을 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종류의 인간, 가짜 천사들, ‘영적 인간’, 내적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된다는 환상이다. … 다르다는 환상에서 벗어난 이 해방감은 너무 안심

되고 기뻐 큰 소리로 웃을 뻔했다. … “감사합니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과 같고 다른

사람들 속의 한 사람인 것에 감사드립니다.” 16년, 17년 동안이나 수도원 사고에 내재

된 이러한 순진한 환상을 내가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니. 많은 어리석은 짓에 전념하고 많

은 가공할 과오를 저지르는 인류라 하더라도, 하느님 자신이 인류의 한 구성원이 된 것

을 기뻐하신 인류의 일원이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운명이다. 인류의 한 일원 … 나는 내

가 하느님 자신이 육화한 인류의 한 일원인 인간이 되는 엄청난 기쁨을 느낀다. 비록 슬

픔과 어리석음 같은 인간조건이 나를 압도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

닫는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하지만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262) 머튼 사후 간행된 7권의 일기 중, 세 번째 저서인 A Search for Solitude: Persuing the  
   Monk’s True Life(1952-1960), ed. Lawrence S. Cunningham, pp. 181-183에도 실  

   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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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 모두 태양같이 빛나며 걷고 있다는 것을 말할 방법이 없다.

이것으로 고독에 대한 나의 감각과 가치가 변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고독은 다른 걱정과

환상들, 그리고 모든 집단적 존재의 자동성에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명료성과 같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고독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

다. 이제 고독이 그들에게 속해있고, 단지 내 자신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고독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홀로 있는 것이 그들 덕분인 것은 그들과 하나이기

때문이며, 내가 홀로일 때 그들은 ‘그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이방인은 없다!

갑자기 나는 그들 마음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죄나 욕망이나 자기 인식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그들 마음의 깊이를, 그들 실재의 정수를, 하느님의 눈 안에 있는 각 사람들을

알게 된 것 같았다. 만일 그들 모두가 참으로 자신을 그대로 볼 수 있다면. 만약 우리가

서로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전쟁도, 미움도, 잔악함과 탐욕도 없

을텐데 …. 그런데 이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특별한 은총을 통해 믿고 ‘이해

될’ 뿐이다.

다시 le point vierge(나는 이것을 번역할 수 없다) 표현을 여기에서 생각해본다. 우리

존재의 중심에는 죄나 환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무(無)의 지점, 순수한 진리의 지점, 전

적으로 하느님께 속한 섬광 혹은 지점이 있다. 이곳은 결코 우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

으며 하느님은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처리하시며, 우리 마음의 환상이나 우리 의지

의 노력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 무(無)와 절대적 가난의 이 작은 지점은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순수한 영광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의 가난, 우리의 빈곤, 우리의 의존, 우

리의 자녀 됨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 안에 새겨진 그분의 이름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

는 하늘의 빛으로 반짝이는 순수한 다이아몬드와 같다. 이것은 모든 사람 안에 있다. 만

약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무수한 빛과 태양의 광채를 눈앞에서 보게 될

것이며, 이 광채는 모든 어둠과 삶의 끔찍함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 나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없다. 그것은 단지 주어질 뿐이다. 그러나 천국의

문은 어디에나 있다.263)

263) Thomas Merton, Conjectures of a Guilty Bystander, pp. 15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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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머튼의 상황과 세계관

  루이빌에서 신비체험을 했던 1958년은 머튼이 수도원에 입회(1941.12.10.)한지 16

년이 지난 시기였다. 1947년에 장엄서원, 1949년 사제서품을 받고, 1955년부터는 수

련장으로서 수련자들을 지도하며 지속적으로 작품을 간행했다.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자

서전인『칠층산』(1948) 이후 머튼은 『명상의 씨』(1949), The Waters of Siloe

(1949),『십자의 성 요한과 진리의 산길』(1951),『토머스 머튼의 영적 일기- 요나의

표징』(1953),『인간은 섬이 아니다』(1955),『가장 완전한 기도: 시편으로 바치는 기

도』(1956) 등을 썼고, 1958년 당시에는『고독 속의 명상』을 간행했다.

1953년부터 머튼은 ‘성녀 안나의 집’에 머물 수 있는 허락을 받으면서, 그동안 갈망했

던 고독한 장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러한 공간은 머튼 자신, 즉 수도공동체와

수도승 개인 간의 긴장과 갈등, 자신의 성소와 고유한 소명에 대해 거리를 두고 깊이 바

라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관상이 깊어져 갔으며, 조금씩 치

유와 내적 자유로움을 얻게 되었다. 1957년부터 루이빌 신비체험까지 머튼은 인간의 소

명, 자신의 내면의 통합문제, ‘관상적’ 성소와 사회적 책임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자신의 소명문제에 가장 깊이 씨름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머튼은 지혜,

일치, 하나 됨, 통합 등의 필요성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된다.

루이빌에서의 신비체험 전에 머튼은 인상적인 꿈을 체험했고, 러시아 작가 보리스 파

스테르나크(Boris Pasternak)에게 보낸 편지에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 꿈 이야기를

했다. 다음은 The Intimate Merton: His Life from His Journals에 수록된 내용이

다.

… 꿈을 꾸었다. 더글라스턴의 현관에서 나는 어린 유태인 소녀가 매우 깊고 순수한 애

정으로 나를 껴안았다. 소녀는 내게 매달리며 가지 못하게 했고, 나는 어찌해야 할지 몰

랐다. 소녀는 평범했지만 진지했다. 나는 그녀가 성녀 안나와 같은 민족일 거라고 생각

했다. 이름을 묻자 잠언(proverb)이라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아름답고 중요한 뜻을 지

닌 이름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그 이름을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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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놀렸는지도 모른다. 잠에서 깨어나 꿈을 합리화하려고 애썼다. “나는 지혜를 사랑

하고 지혜를 아내로 삼으려 하지 않았는가!” … (1958. 2. 28 일기)

며칠 후 머튼은 일기(1958. 3. 4)에 꿈에서 만난 잠언(proverb)에게 편지를 쓰면서,

잠언과의 만남을 통해 “완전히 잃었다고 여기던 것을 다시 찾고 사랑하게 되었음”을 언급

하고 있다. 또한 잠언에게서 발견되는 순수한 고독과 순수한 사랑, 그리고 고독의 순수

한 경이에 관해 경외와 사랑을 표현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서 다룬 ‘유대인 소녀 잠언

(proverb)의 꿈’과 함께 이후 루이빌에서의 신비체험과 연결이 된다.

  1.2.1.1. 성(聖)과 속(俗) 

  

 『칠층산』의 머튼, 젊은 머튼은 세상을 부정하며 “세속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조금

도 없는”(『칠층산』, 479) 수도승이었다. 또한 머튼이 자신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세상

에서 달아났다는 연구가들의 표현처럼 입회 후에 세상과 수도원의 구분, 즉 성(聖)과 속

(俗)에 관한 경계가 뚜렷하게 그어진다. 이러한 이원론적인 예는 앞서 신비주의 작품에

서 언급했던 (『명상의 씨』)(1949)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머튼의 세상에 대한 편견이

나 수도원에 대한 고정관념과 가치 등 이러한 경직된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세상과의 접

촉과 깊어지는 고독을 통해 조금씩 좁혀져 간다.

바실 페닝턴(M. Basil Pennington)은 루이빌에서의 신비체험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님을 언급하면서, 10년 전(수도원 입회 후 7년)인 1948년 8월경 머튼이 부총장 가브

리엘 소르태(Dom Gabriel Sortais)와 함께 통역 차 루이빌을 공식 방문했을 때, 발단

이 되는 혹은 다소 비슷한 체험을 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나는 세상을 만났고, 그것이

더 이상 그렇게 사악하지 않음을 알았다. 아마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분개했던 것은 그

세상에 투영한 나 자신의 결점이었을 것이다. 이제는 오히려, 나는 모든 것에 깊고 무언

의 깊은 연민을 느끼는 것을 알게 되었다.”264) 이는 세상에 대한 머튼의 변화해가는 시

264) M. Basil Pennington, Thomas Merton, My Brother: His Journey into Freedom,      
   Compassion, and Final Integration, New City Press, 1996, p. 29. 이러한 머튼의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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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 반영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더 깊은 고독을 추구하면서 1952년 말까지

도 머튼의 삶과 세상 삶과의 거리가 더 좁혀지지는 않는다. “내가 추구하는 진정한 완성,

바로 평범한 사람이 되기 위해 고독이 필요하다. … 세상 삶은 비정상적이다. 물론 수도

원의 삶이 평범하다고 할 수는 없다.”(『토머스 머튼의 시간』, 188) 1957년이 지나 머

튼은 하느님 지혜의 필요성과 우주를 봉헌하는 인간의 소명, 이름의 의미, 수도승으로서

의 사회적 불의와 인간 고통에 관심과 책임 등의 문제에 더 깊이 자각하고 몰입해갔다.

1.2.2. 루이빌 신비체험에 관한 다양한 해석

널리 알려진 루이빌 신비체험은 머튼이 떠나온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중요한 전

환점으로 평가된다. 또한 오랜 시간의 관상 생활을 통해 성(聖)과 속(俗)의 이분법적인

사고나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면서 마침내 갑자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깊은 영적회심으

로 간주할 수 있다.

루이빌 신비체험에 관한 몇몇 중요한 관점들을 살펴보면, 먼저 윌리엄 함리스

(William Harmless, S. J.)는 9명의 신비가들을 연구한 자신의 저서 Mystics에서

루이빌 4번가와 월넛에서의 사건이 하느님 체험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신비적인

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함리스는 제르송(Gerson)이 정의한 신비주의, 즉 하느님

과의 일치적 사랑에서 나온 하느님의 경험적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체험은 하

느님과의 직접적인 체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머튼이 그의 동료 인간들과 하나 되는 사랑

의 체험이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볼 때, 어떤 경험을 분명하게 신

비적으로 구분하는 일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지적하면서, 함리스는 하지만 이 체험이 분

명히 현현(epipahany)이었으며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깊은 체험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265) 성공회 사제이며 신비주의 영성가인 신시아 부조(Cynthia Bourgeault)는

루이빌 체험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방식이나 장소에서 이루어졌지만, 이것은 결코 우연

  이빌 첫 방문에 대한 기록은 The Sign of Jonas의 1948년 8월 13일, 14일 일기 부분   

  pp. 114-115 참조. 

265) William Harmless, S. J., Myst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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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길고 지난한 머튼의 관상적 삶의 여정에서 열매를 맺은 신비체험임을 강조하고

있다. 부조는 이 체험을 눈을 멀게 하는 ‘사랑의 현현(顯現)’이자 ‘의식의 영속적인 변형’

으로 보고 있으며, 일치적 봄(Unitive seeing)에 우리 모두 불림 받았음을 제시한다.

여기서 일치적 봄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266) 윌리엄 샤논 또한

이 체험 이전의 내적 여정의 점진적인 과정에 관해 언급했으며, 이 체험을 기점으로 머

튼의 세상으로의 “위대한 귀환”(Great return)이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샤논은 머튼이 다시 “돌아온 세상은 그가 관상적인 시각으로 변화된 세상임”을 밝히고 있

다.267)

바실 페닝턴은 이 체험에 관해 신학적 탐구268)로 접근하는데,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

사와 관련짓고 있다. 페닝턴은 머튼이 수피인 압둘 아지즈(Aziz Ch. Abdul)에게 서한

으로 보낸 자신의 관상적 기도 실천을 언급하고 있다. 관상적 기도의 이러한 개방성은

기도시간 외에 다른 모든 시간에도 흘러 넘쳐, 성령의 활동이 루이빌 4번가와 월넛의 모

퉁이에 있는 머튼에게 그랬던 것처럼 더욱 뚜렷하거나 극적인 경우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페닝턴은 이해와 지혜의 은사의 작용에 주목하며, 성령은 그날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머튼 안에서 활동하고 있었음을 환기시키고 있다. 머튼이 성령의 은

사를 통해 자신이 경험한 것, 하느님의 선하심, 아름다움, 진리가 모든 살아있는 존재,

신의 창조물 전체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적인 차원에서 점점 더 인식했음을 말

하고 있다. 이러한 성령의 이끄심과 체험의 바탕에는 페닝턴 역시 매일 침묵과 개방 속

에서 행했던 머튼의 관상 훈련이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러한 머튼의 상황과 세계관, 루이빌 신비체험에 관한 다양한 해석들을 바탕으로 이

제 루이빌에서의 신비체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신비체험 안에 특별히 발견되는 세 가

266) 신시아 부조,『마음의 기도』, 김지호 역,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17, 222-224쪽.[부  

  조는 일치적 봄은 관상생활을 목표로 보고 있다. 이는 다른 것은 배제하고 하느님만을 원  

  하는 것으로 이해된 “하느님과의 일치”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느님이지 않는 것은 아무것  

  도 없다고 하는 것을 점차로 깨달아가는 것으로 이해된 “하느님과의 일치”이다(신시아 부  

  조, 같은 책, 228-229쪽 참조)].

267) William H. Shannon, Silent Lamp, pp. 178-179.

268) M. Basil Pennington, op. cit., pp. 19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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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요소, 즉 자기이해, 고독의 재발견, 하느님 이해에 초점을 두면서 면밀하게 고찰해보

고자 한다.

  1.2.3. 의식의 흐름과 분화 분석

  1.2.3.1. 자기이해

  머튼은 1958년 3월 18일 수도원 안에서가 아닌, 루이빌 상가중심 한 모퉁이에서 깊

은 영적 깨달음을 체험했다. 이날 루이빌 일정은 새로운 청원자들을 위한 안내서 인쇄와

관련된 일에서 연유269) 했다. 머튼은 갑자기 쇼핑 거리를 지나고 있는 저 사람들 모두

를 사랑하고 있으며, 16년 동안의 수도원의 삶이 거짓된 자기 고립이었으며 환상이었음

을 깨닫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우월감이나 집단 이기주의 등 수도원적 사고에 내

재된 무의식적인 집단적 편견에서 벗어나 자신이 다른 사람과 같은 한 인간임에서 오는

자기 지식의 통찰과 자유로 엄청난 기쁨을 느낀다. 머튼은 이러한 한 인간이 실은 하느

님 자신이 육화한 인류의 한 일원이자 영광스러운 운명이라는 ‘연대’를 자각하게 되었다.

우리의 인간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 안에서 참자아를 발견하며 설명할 수는 없

지만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도 깨닫게 되었다. 이 체험은 머튼에게 그동안의 조금씩 좁

혀져갔던 이분법적 장벽들을 일시에 허물게 하는 것으로, 먼저 수도승으로서 자신의 정

체성에 대한 이해를 변화하게 했다. 또한 이러한 이해의 변화는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핵심 요인이었다.

이 신비체험에 관해, 함리스는 체험 전체를 관통하는 머튼의 신비적 봄을 지적하고 있

다. 그는 신비적 봄을 하느님이 주신 빛 안에서 이 세상을 보는 것으로, 사물의 표면을

뚫는 방식으로 본다는 면에서 돌파의 개념으로 정의 내린다. 머튼의 이 체험이 실제로

내적 경험이나 초자연적 경험 혹은 황홀경이나 무아경 등은 전혀 없지만, 머튼이 평범한

봄(seeing)을 통해 그들의 가장 진실한 정체성과 그들을 “신이 부여한 아름다움을 잊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신의 이미지로 보고 있음”도 언급하고 있다.270)

269) William H. Shannon, Thomas Merton’s Paradise Journey, p.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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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튼은 루이빌 신비체험에 관해 두 번 기록했다. 처음 기록은 1958. 3.19(성요셉 대

축일) 일기에, 두 번째는 7년 후인 1965년 9월 20일 Conjectures of a Guilty

Bystander에 썼다.271) 처음 일기 기록에는 Conjectures 구절에 나오는 고독과 le 

point vierge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 그 부분 대신 Conjectures 구절과 유사한 앞부분에

이어, 여성성에 대해 새롭게 자각하며 지혜이신 성모 마리아와 연결 짓는다. 이러한 여

성성의 체험과 연결해서 꿈에서 만난 잠언에게 짧은 고백의 글을 쓰며, 이어 에드워드

스타이컨(Edward Steichen) 사진집『인간가족(The Family of Man)』을 통해 본

인간의 유대와 인류, 같은 유(類)의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인간의 죄

와 회복, 하느님과 일치하는 지혜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고찰해볼 때 두 기록의 차이점 내지 변화한 부분들을 볼

수 있다. 두 기록에 관해 샤논은 머튼 전기 작가인 마이클 모트(Michael Mott)의 견해

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피력해나간다. 모트는 머튼이 “일기에서는 경험을 더 구체

적으로 포착하고 있는 반면, ‘Conjectures 버전’에서는 자신을 그가 쓰고 있는 대상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다”272)고 설명했다면, 샤논은 다음의 관점으로 해석하

고 있다.

7년 뒤에 쓴 Conjectures 구절은 훨씬 소박한 일기의 확장이자 성찰이었다. …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버전”을 보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우리는 어떤 경험을 겪

고 있는 중이거나 또는 경험 이후에 바로 그것의 중요성을 완전히 알 수는 없다. 그래

서 Conjectures 속의 구절은 이후의 성찰이며 심지어는 일종의 시적인 상상의 나래이기

도 하지만, 또한 그것은 경험에 대한 더 넓은 의미를 끄집어낸 것일 수 있다. 이후에 그

의 삶은, 그 당시엔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경험이 가리킨 방향으로 움직여갔다.

270) William Harmless, S. J., op. cit., p. 32.

271) 토머스 머튼,『토머스 머튼의 시간』, 패트릭 하트․ 조나단 몬탈도 엮음, 류해욱 역, 서울:  

  바오로 딸, 420-421쪽. 다음 인용은 1965년 9월 20일 일기 내용 중 일부 발췌한 것이   

  다.(“오후에 Conjectures of a Guilty Bystander 작업을 했다. … 수없이 다시 써야 한   

  다. 예를 들면 토요일 오후에 깊이 묵상한 내용에 비추어 1958년 3월 18일(3월 19일에   

  기입) 내용을 전개하며 바꾸었다. …”).

272) William H. Shannon, op. cit., pp. 249-250(Michael Mott, The Seven Mountains of  
  Thomas Merton, New York: Houghton Mifflin, 1984, p.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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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루이빌 비전”은 하나의 고립된 경험이 아니었다. 아마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시대 세상의 필요들에 더 관여하기 위해 자신을 투신하게 만드는 경험들의 궤적 위

에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273)

이와 같이 샤논은 Conjectures 구절에 관해, 체험 후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와의 서한

교류, 에큐메니컬 대화, 라틴아메리카와의 접촉, 스즈키와의 교류, 냉전 등 7년 동안 관

상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가 성숙해진 이후의 통찰력을 통해 그 경험을 해석한 것

으로 보고 있다. 이런 관점들을 고찰해볼 때, Conjectures 구절의 신비체험은 계속해서

깊어지고 확장되는 자기이해 및 경험에 대한 숙고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2.3.2. 고독의 재발견

루이빌 신비체험에서 특히 고독에 관한 부분은 처음 일기부분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루이빌에서의 체험 중, 고독을 재발견하게 된 다음 부분을 고찰해보면,

이것으로 고독에 대한 나의 감각과 가치가 변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고독은 다른 걱정과

환상들, 그리고 모든 집단적 존재의 자동성에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명료성과 같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고독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

다. 이제 고독이 그들에게 속해있고, 단지 내 자신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고독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홀로 있는 것이 그들 덕분인 것은 그들과 하나이기

때문이며, 내가 홀로일 때 그들은 ‘그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274)

이는 체험 후 숙고로 간주되며, 이러한 “체험에 대한 숙고는 머튼에게 수도원적 고독

이 신비로운 방법으로 자신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했다.”275) 또

한 이는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한 고독의 책임을 느끼며, 그들과 하나임을 인식하게 만들

273) William H. Shannon, op. cit., p. 250.

274) Thomas Merton, Conjectures of a Guilty Bystander, p. 155.

275) William H. Shannon, op. cit., p.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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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고독은 머튼의 삶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와 위치를 차지한다. 입회했던 1941년부터 선

종한 1968년까지 계속해서 추구하고 고투했던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급기야 생

존의 문제이기도 했던 고독276)이 수도생활뿐만 아니라 진정한 영성에 필수적이기도 하

지만, 머튼의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타고난 기질이나 그의 유년기와 학창시절 외로웠던

삶의 상황이 그를 이러한 고독의 방향으로 움직인 것인지도 모른다.277)

루이빌 신비체험에서의 ‘고독의 재발견’을 고찰하기 위해, 먼저 입회한 1941년부터

1958년 체험 전까지의 고독을 살펴본 후, 1960년에 간행된 “고독에 대한 그의 가장 상

세하고 박식한 연구를 대표하는 Disputed Questions에 수록된 긴 에세이”278), “고독

의 철학을 위한 비망록”(Notes for a Philosophy of Solitude)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머튼의 고독의 흐름과 핵심적인 사상, 그리고 그 변화 내지 방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 “많은 사람들의 추측과는 달리, 적어도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시토회 생활방식

은 고독에 대한 시간이나 여유가 거의 허락되지 않았다. 이것은 머튼에게 오랫동안 문제

가 되어왔으며”279), 입회한 1941년부터 시작된 고독 문제로 카르투시오회로 떠나려는

머튼의 갈등은 1947년 장엄서원 시기까지 간헐적으로 계속되었다. 이 시기에 고독을 향

한 갈등은 글쓰기를 통해 정화, 포기되어진다. 또한 1947년 장엄서원 이후에 “중요한

것은 관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280)라는 말을 통해

볼 때, 장소보다는 하느님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948년-1953년

에는 더 큰 고독과 소명을 위해 수도원을 떠나 카르투시오회 수도승이 되고자 하는 강한

276) “어떤 사람은 강론을 해야 하는 것처럼 나는 고독을 추구한다. 사치가 아닌 필요에 의해  

  고독을 택하는 것이다. 몇 해를 지내면서 고독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더 이상 ‘만  

  족’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하느님이 내게 주신 본래 모습을 지키면서 생존하는  

  것이다.”(1961.1.19. 일기)(토머스 머튼,『토머스 머튼의 시간』, 276쪽 참조); 1965년 8  

  월~ 부터의 은수처의 삶 또한 고독을 생존, 실존적인 문제로 직면하게 했다. 

277) “Solitude” in The Thomas Merton Encyclopedia, William H. Shannon․Christine M.   

  Bochen ․ Patrick F. O’Connell, Orbis Books, 2002, p. 443.

278) “Solitude” in The Thomas Merton Encyclopedia, p. 444. 

279) William Harmless, S. J. op. cit., p. 26.

280) Thomas Merton, The Sign of Jonas, San Diego: Harcourt, 1953,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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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혹으로 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모색한 거대한 소명의 갈등이 표면화된 때였다. 이러

한 갈등들에 관해서는 일기 글인『요나의 표징』(The Sign of Jonas)을 통해 자세하

게 머튼 내면의 흐름이 표현되어있다.

1948년의『칠층산』, 1949년『명상의 씨』의 간행으로 작가로서의 지위가 굳혀졌고,

1951년에는 미국 시민권도 얻게 되었다. 1949년 사제서품이 끝났을 때, 머튼은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신비와 대면하게 되는데, 그것을 ‘고통’이라고

표현했다. 머튼은 “처음으로 혼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은수생활의 근본은 두려움

과 무기력에 이르는 부르심이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281)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또한 고독을 통해 함께 사는 형제들에 대한 마음도 점점 더 관대해지고,

깊어져 갔다.

“초기 시토 수도회 역사에 대한 머튼의 연구는 잊혀진 은수 전통을 알게 했다. 이러한

역사적 선례를 근거로, 그는 혼자 있을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던”282) 노력

들이 1953년에 마침내 이루어졌다. 고독을 향한 머튼의 계속되는 특별한 욕구를 감지한

돔 제임스 폭스(Dom James Fox) 수도원장은 쓰지 않는 숲속의 공구창고에서 일정 시

간 지낼 수 있도록 그에게 허락했던 것이다. ‘성 안나의 집’(St. Anne’s Hermitage)이라

고 이름붙인 은수처에서 머튼은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할 수 있는 새로운 고독의 공간과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고독의 시간들을 통해 1955년에는『인간은 섬이 아니다』(No Man Is an

Island), 1958년에는『고독속의 명상』(Thoughts In Solitude)을 각각 간행하게 되

었다. 서문에서『명상의 씨』후편으로 소개하고 있는『인간은 섬이 아니다』서문에서 이

미 머튼은 루이빌 체험에서와의 연속성에 해당되는 인간이 하나의 유기체이며, 인류의

일원이라는 내용에 관해 자세히 말하고 있다. 또한 사회와 개인의 고독의 필요성283)에

281) Ibid., p. 231.

282) William Harmless, S. J. op. cit., p. 26.

283) 언어에 침묵이 필요하고, 폐에 공기가 필요하고 우리 몸에 음식이 필요하듯이 사회에는   

  고독이 필요하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의 영적고독을 침범하거나 파괴하려는 시도는   

  그 공동체를 영적으로 질식시키며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다(토머스 머튼,『인간은 섬이  

  아니다』(No Man Is an Island), 장은명 역, 서울: 성바오로, 36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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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언급한 다음, 참된 고독은 사랑의 고독임을 정의내리고 있다.『고독속의 명상』은

막스 피카르(Max Picard)의『침묵의 세계』에서 많은 영감을 받고 쓴 책이지만, 곳곳

에 머튼의 원숙해진 내적 고독이 관상으로 나아가는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고 추구한다는 것은 지리적(地理的) 장소를 이리저리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이 어떠한 외부적 환경에 처해 있건 간에 갑자기 그

자신의 불가침의 고독을 인정하고, 항상 고독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에 고독해지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고독은 잠재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 된다.

… 고독한 수도자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에야 비로소 그는 이 가능성이 그의 삶 속에

서 이미 실현되었으며, 자신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게 될 것이다.

그의 고독은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오직 하느님만을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순

수한 희망이었기 때문이다.284)

이 단상을 통해 고독을 추구하는 그의 내면적인 갈등이나 여행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

지만, 머튼이 이제 그의 고독을 지리적 장소나 외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으로 바뀌어

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명의 신비와 그리스도인 고독의 참된 열매이며 목적에 대

해서 책의 마지막에 “신(神)이나 천사가 아닌, 인간이 되는 것 참 인간이 되는 것이야말

로 당신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깨칠 때 다른 이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순수하고 강해진다”285)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이제 고독을 위한 장소를 뛰어넘어 자기 내면이라는 장소로 들어간 머튼에게, 루이빌

체험에서의 깨달음은 이러한 고독의 여정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고독에 대

한 감각과 가치는 변하지 않았지만, 고독의 바탕이 공유되고 지평이 확장되어졌다. 이

체험은 수도 성소나 은수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버려야만 한다고 암시하지 않았고, 수

도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이 체험으로 말미암아 변형되었

다. 즉 진정한 고독은 현존하지 않음과 현존해 있음, 참여하지 않음과 투신, 숨어 있음

과 환대, 사라짐과 도착이 공존하는 곳에 있을 것이다. 쌍방은 새가 두 날개를 필요로

284) 토머스 머튼,『고독속의 명상』, 83-84쪽.

285) 같은 책, 158-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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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듯 서로를 필요로 한다.286) 이후 보여주었던 서신 왕래와 외부사람들과의 적극적인

접촉, 그리고 열정적인 평화운동 등은 모두 이 체험에 원초적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다.

  
  2) 고독에 관한 그의 많은 글들이 일기와 편지, 작품에 흩어져 있다. “이 주제에 대한

가장 지속적인 글은『고독속의 명상』과 Disputed Questions 안의 긴 에세이인, ‘고독

의 철학을 위한 비망록’(Notes for a Philosophy of Solitude)에서 찾을 수 있다. 후

기 글에서 그는 이 에세이를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여러 차례 언급”287)했다.

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전개된다.288) 유희의 폭군(The tyranny of diversion),

위험의 바다(In the sea of perils), 영적 가난(spiritual poverty)으로 구성되어 있

다.

첫째, 유희의 폭군 부분에서 머튼은 인간 모두가 고독하다는 인간 조건과 실존적인 상

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독을 잊거나 회피하기 위해 파스칼이 말한 사회가 제공한

유희나 조직적인 오락인 “유흥(divertissement)”에 몰두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유

희에 의해 인격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자신과 삶의 명백한 부조리를 직면함으로써 믿

음을 실재화 하게 되며 내적 고독의 삶을 추구하게 됨을 말한다. 머튼은 은수자와 그 소

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며, 규명함으로써 첫 부분을 마친다.

․ 자신들의 삶을 고독과 씨름하는데 헌신한 몇몇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소명으로,

교회에서 그의 사회적 기능이나 영적인 역할은 그의 고독의 “골방”에 머물러 있

286) 참조: 짐 포리스트,『지혜로운 삶』, 143쪽.

287) “Solitude” in The Thomas Merton Encyclopedia, p. 444(언급한 부분으로는 Hidden   
  Ground of Love, pp. 624, 642 참조).

288) Thomas Merton, Disputed Questions, A Harvest Book, 1960, pp. 177, 202.

     머튼은 이 글을 시작하면서 먼저, monachos(하느님의 사람, 수도자) 혹은 solitary(은수   

  자)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지만, 중세 수도원에 머물고 있는 수도자의 인위적  

  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을 고의적으로 배제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이는 외적  

  인 것보다는 가장 깊고, 본질적인 것을 다루기 위해 은수자가 수도승(법적으로)일 필요는  

  없음을 말하면서, 그가 평신도이거나 수도원 삶과는 거리가 먼 부류인 헨리 데이비드 소  

  로우(Henry David Thoreau)나 에밀리 디킨슨(Emily Dickenson) 같은 이들일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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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 은수자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닌, 세상을 초월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

다. 다른 사람들과의 우정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닌 더 높고 더 영적인 차원 즉

그리스도 몸의 신비적 차원의 일치를 위해 외향과 유희안에서의 일치의 신화를

포기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그는 사회집단에 만연한 열망과 허구, 관

습을 매개로 하는 이웃과의 즉각적인 일치를 포기한다.

․ 은수자는 초자연적인 일치를 위해 신비스럽고 외견상 부조리해 보이는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그는 자신 안에서 영적이며 단순한 하나 됨을 추구한다. 그것이 발

견되었을 때 역설적이게 분리와 갈등 그리고 분파를 너머 모든 사람의 하나 됨

이 된다. 각자가 하나가 되었을 때, 인류가 다시 한번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

다.

․ 은수자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결정들 중 하나를 내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

다. 유희와 자기기만을 진리의 목소리로 착각하고 자신의 편견이 가지는 모든 권

위를 동원해 이를 증명하려는 이들에게 전적으로 대항하기로 결심한 자이다.

․ 고독으로의 부르심은 사적 종교를 꿈꾸는 열광적인 자기애로의 부르심이 아니다.

그것은 완전한 깨어있음으로의 부르심이다.

․ 그는 하느님과 자신을 소외시키는 유희의 중력과 슬로건 너머 비움과 겸손, 순수

함의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완전하게 헌신된 겸손, 자기주장이 머무를 곳이 없

는 마음의 비움. 그는 일치 안에서 살아야 한다.289)

둘쩨, 위험의 바다 부분에서 머튼은 고독으로의 부르심의 본질은 정확히 무한한 위험

들로 인한 고통임을 강조한다. 이 부분에서는 거짓 은수자에 반해 참된 은수자의 고독의

특징과 식별, 고독한 관상가(은수자)의 사회적 역할, 고독한 삶의 목적 등에 관해 다룬

다. 머튼은 “은수자가 너무나 쉽게 관습적인 사회상들의 가장 정신나간 체계보다 더 끔

찍하고 부조리한 어둠의 동굴이나 환상의 동굴로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때 이

고통은 재난”290)으로 규정짓는다. 고독의 공통 근거에 관한 머튼의 사상을 살펴보면,

289) Thomas Merton, Disputed Questions, pp. 181-185. 

290) Ibid., p.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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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비움을 위해 불림 받은 자로, 그는 이 비움 안에서 자기와

타인의 차이를 근거지울 어떤 점도 발견하지 않는다. 반대로 아마도 혼란스럽지만 그는

모든 이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고독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른 모든 사람

들은 사회적이고 그만 고독한 채로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이들이 고독하다. … 그는

그가 그들의 공통적인 고독의 위험과 고통에 있어서 그들과 하나임을 깨닫는다. 단지 개

인적 차원에서의 고독이 아닌 급진적이고 근원적인 인류의 고독, 그 고독은 그리스도에

의해 나타난 고독이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고독과 신비스럽게 동일시되는 고독이

다.291)

인류 즉 인간의 근본적이고 불가피한 고독의 근원을 바로 그리스도의 고독이자 하느님

의 고독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적 고독으로의 부르심이 오직 그리스도의 육화에 나타난 인간에 대한 하느님 자비의

관점에서만 이해될 수 있으며, 머튼은 고독한 관상가의 사회적 역할에 관해 그의 순수한

고독의 특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야 함을 언급한다. 이를 위해 특히 그리스도 공동체

에서의 그의 역할이 역설적이게도 외적으로 공동체와 분리하여 사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

다. 머튼은 이 부분에 관한 자신의 관점을 다음의 마지막 영적 가난 부분292)에서 말하

고 있다.

10. 외적 고독은 위험할 뿐 아니라 전적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까닭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적 고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내적 고독은 물리적인

고립 없이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진술에는 급작스럽게 그리고 그들의 말에 내포되어 있

는 아이러니를 거의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진술을 하는 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

11. 참으로 공동체 안에서의 고독에는 특별한 아이러니가 있다. 당신이 하느님의 고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당신이 공동체 안에서 산다고 해서 고독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심지어 당신이 다른 이들이 제공하는 위로와 지원에 둘러싸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당신을 낮은 차원에서 묶고 있는 끈들이 하나하나 끊어져 당신이 더 이상 그것에 의해 지

291) Ibid., p. 188.

292) Ibid., pp. 205-206, 9-11.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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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받지 못한다. 즉 더 이상 집단적인 삶의 본능적이고 자동적인 메카니즘에 의해 지지받

지 않게 되는 것이다. … 당신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은 없는지 찾

으려 한다. …

내적 고독과 외적 고독에 관한 머튼의 이러한 관점은, 이 에세이의 출판에 앞서 검열

관들과의 우려와 함께 몇 차례나 다시 쓴 후에야293) 마침내 출판허가를 받게 된 것이

다.

고독으로의 부르심은 동시에 침묵과 가난, 비움의 부르심이며, 고독한 삶의 목적은 관

상임을 머튼은 밝히고 있다. 이러한 그리스도교 은수자의 관상은 이교적인 의미에서의

금욕적인 기술을 통해 얻은 지적이며 비교(秘敎)적인 통찰이 아닌, 자신의 비움을 변화

시키고 고양시켜 완전한 사랑과 충만함의 현존으로 이끄는 신의 자비를 인식하는 것294)

이다.

머튼은 진정한 고독, 그리고 체제순응적인 이들의 사회의 관점에서 은수자의 무용성,

실패자에 대해 말하며 심지어 관상가에게까지 은수자가 경멸받을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해 죽은 자로서의 무(無), 비실재는 고독의 삶을 사는 은수자가

얻게 될 우주적 연민에 대한 대가로 규명하며, 마지막 부분인 영적 가난으로 넘어간다.

293) 당시 머튼은 데레사 렌트포어(Therese Lentfoehr) 수녀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독에 관한  

 이 에세이의 중요성과 위상(1960. 9.12 서한) 그리고 검열 중 삭제된 부분들에 관해 자신  

 의 좌절된 심경을 토로(1960. 5.30 서한)했다. (Road to Joy, pp. 235-236) 

    [검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은 머튼 고독의 여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로 파악된다. “검  

    열에서 동의하지 않았던 부분은 외적 고독, 즉 공동체와의 실제적인 물리적 분리가 시토   

    회 전통에 고독의 소명을 받은 몇몇 사람들을 위한 그것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였  

    다. 시토회는 결국 공동생활 공동체이고, 공동체에 함께 사는 것은 그들 삶의 필수적인 부  

    분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시토회 삶을 머튼은 이해하고 꽤 기꺼이 받아들였지만, 일단 한   

    수도승이 공동체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나면 기본적인 생활방식이 공동생활에 속해있는 동  

    안에도 은수자의 고독한 삶에 대한 소명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었다. 머튼은 이러한 부르  

    심을 느끼는 트라피스트 회원들에게 그러한 고독한 삶에 부름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하느  

    님의 뜻에 따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으로 간주했다. 그래서 머튼은 “이 사람들을 전통  

    적이고 제도적인 소명의 프로크루스테스 침대(Procrustean bed, 무리한 획일화나 미리 고  

    정된 어떤 해석의 틀 등 융통성 없음을 가리킴)에 강제로 올려놓는 것은 잔인하고 부당하  

    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검열관들에게 다소 과했던 이러한 진술은 그의 에세이 “고독의 철  

    학을 위한 방명록”에서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Solitude” in The Thomas Merton       

    Encyclopedia, p. 444)]. 
294) Thomas Merton, Disputed Questions, p.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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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영적 가난 부분에서 머튼은 은수자의 영적인 가난 외에 물질적. 신체적 가난의

실제적인 가난의 조건, 더 나아가 전적인 가난까지 언급하고 있다. 머튼은 진정한 은수

자가 가지는 불확실성, 자신에 대한 무지뿐만 아니라 유일한 실재로서 하지만 파악될 수

없는 실재로서 불확실함과 무(無)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의문을 품고 익숙한

모든 길을 떠나는 확실치 않은 은수자의 내적 고독과 가난한 길에 관해 말한다. 하지만

이 길이 주는 행복과 자유, 위로가 없는 사람의 삶이자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임을 알려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머튼은 이 긴 에세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고독에 관한 자신의 사상과 그

방향을 이끌어내고 있다.

고독, 진정한 은수자(monachos)의 고독, 외로운 자의 고독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 반

대인 자아의 죽음이자 망각이다. 여기에서 자아는 피상적이고 거짓된 사회적 자아를 의미

하며, 이와 달리 비움과 고독 속에서 성숙해가는 진정한 자아인 깊은 자아(deep self)가

있다. 이 깊은 자아는 소유될 수도, 분투를 통한 획득이나 객체가 아닌 ‘나’이다. … 성령을

따르며, 언제나 홀로인 이 내적 ‘나’는 항상 우주적이다. 왜냐하면 이 내적 ‘나’ 안에서 나

자신의 고독이 모든 이들의 고독과 하느님의 고독을 만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 이 ‘나’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자신이시고, 우리는 아버지 안에 사는 그리스도이시다.295)

머튼의 고독에 관한 사상들이 담긴 다소 긴 에세이를 살펴봤는데, 이 글에는

Conjectures 구절 기록(1966년)에서 말한 고독에 대한 머튼의 감각과 가치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고독의 방향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머튼은 “말하고 있는 많은 것

들이 논의되고, 논란이 될 것이다. … 또 가장 말하고 싶은 것, 말하기를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이 이것에 담겨있으며, 다른 모든 것은 단지 이것을 향할 뿐”(1960. 9.12 서한)

임을 데레사 렌트포어(Therese Lentfoehr) 수녀에게 말했다. 고독을 재발견하는 머튼

의 여정은 아시아 순례에도 계속 진행된다.    

295) Ibid., pp. 20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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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3. 하느님 이해

  머튼의 참 자아 추구, 고독 추구, 관상 추구는 궁극적으로 하느님 추구로 달리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컬럼비아 대학시절(1937년 1월), 머튼은 질송의『중세철학의 정신』

(The Spirit of Medieval Philosophy)을 읽으며 하느님에 대해 처음 눈뜨게 되었다.

당시 머튼은 완전히 새롭고 상당히 신뢰할만한 하느님의 “자존성”개념을 통해, 하느님의

존재를 지성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후 겟세마니 수도원에서 머튼은 계속해서 더 깊이 하느님을 추구해갔으며, 이러한

스콜라 철학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초기 작품인『명상이란 무엇인가?』(What Is

Contemplation?),『진리의 산길』(1951)을 간행했다. 스콜라 철학의 하느님은 신앙

의 하느님이기보다는 이성적이며 사변적으로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하게 된다. 앞서 언급

했듯이 머튼은『진리의 산길』저술을 위해 긴장과 고통을 겪었고, 이러한 체계적이며 그

의 지성의 물음에 답하는 스콜라 철학의 하느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이

러한 인식은 자신의 마음이 응답할 수 있는 하느님, 즉 하느님의 직접적인 체험을 추

구296)하게 했다.

『칠층산』마지막에서, 머튼은 자신의 고독 추구에 대한 씨앗과 그 소명 그리고 하느님

자비에 관한 부분을 내면에 들린 하느님의 음성을 통해 언급했었다.『진리의 산길』간행

후 쓴,『토머스 머튼의 영적일기- 요나의 표징』(1953)의 끝부분인 “화재 감시, 1952

년 7월 4일” 산문에서도 머튼은 하느님의 음성을 빌어 자신을 예언자 요나로 상징화하며

끝없이 용서하시며 죄를 모르시는 자비의 하느님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 산문은 신

비가로서의 머튼의 면모, 즉 신비적 관상을 잘 드러내주며 하느님의 현존을 통해 평범하

고 일상적인 시간과 공간의 차원이 어떻게 변형되어지는지를 엿보게 해준다. 이렇게 자

비의 하느님 체험, 고독과 관상, 그리고 지속적인 하느님 추구와 갈망에 대해 머튼은 글

쓰기로 표현하고 다듬어갔으며 이러한 작업은 그의 개인적 체험에 대한 인식 및 하느님

이해를 더 깊게 했다.

296) “God” in The Thomas Merton Encyclopedia, pp. 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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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2월 9일 머튼은 ‘성녀 안나의 집’에서 홀로 머무시는 성령을 의식했고297), 해

를 거듭할수록 모든 것 너머 모든 것 안에 머무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더 깊이 자각해갔

다. 루이빌 신비체험 1년 전인 1957년부터 특히 하느님 지혜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자

각과 인식과 함께 숲에서의 ‘자연관상’을 통한 하느님 인식으로 그 지평이 확장되어간다.

또한 이 시기에 머튼은 인간을 조건 짓는 문화적 인습 및 가치 등에 관해 고민하며 선

(禪)의 지혜에 개방되어 있었고 관상가의 사회적 책임과 자신의 소명에 씨름하고 있었

다.

루이빌 신비체험의 첫 일기 기록을 먼저 살펴보면, Conjectures 버전에는 빠져있는

한 부분은 머튼의 하느님 이해에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은 머

튼이 거리를 지나가는 여자들을 보면서 체험했던 부분에 대한 묘사이다. 머튼은 그날 신

비적 관상을 통해 인간성 안에서의 여성성을 의식하면서,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여

성의 선(善)과 그 내밀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새롭게 자각하게 되었다. 또한 하느님의

모상인 이러한 여성들 안에 있는 근원적인 풍성한 생명력, 지혜와 예지, 그리고 마리아

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인간이라는 존재, 참으로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새

롭게 눈뜨게 되었다. 이러한 여성, 하느님의 여성성에 대한 발견은 머튼 안에 있는 남성

성과 새롭게 자각된 여성성과 화해하며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역으로 이렇

게 통합된 새로운 의식의 탄생 및 지혜, 인간에 대한 가치의 변화는 하느님에 대해서도

더 깊은 이해와 확장된 지평을 갖게 했다. 머튼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곧 이어 기록한,

얼마 전 꿈에서 만났던 잠언에게 “… 그대가 부드러운 손으로 나를 어루만졌기에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 ”298) 쓴 상징적 표현의 편지 글에서 말하고 있다. 계속해서

머튼은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하느님, 우리와 같은 유(類)인 그리스도 더 나아가 그

리스도인 우리 각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간성이 하느님 안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

리 안에 계신 하느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지혜에 대한 희망으로 체험을 마무리하고 있

다.

297) 참조: 토머스 머튼,『토머스 머튼의 시간』, 188-189쪽.

298) 토머스 머튼,『토머스 머튼의 시간』, 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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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빌 체험의 첫 일기 기록에서 머튼이 하느님에 대해 점점 더 전인적인 이해로, 하

느님과 창조물이 분리되었다는 이원론적인 이해에서 비이원론의 방향으로 움직여가

는299)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하느님 이해가 7년 후 Conjectures 버전에서는 신비적

언어인 le point vierge 표현을 통해 말해진다. 이 표현을 통해 머튼은 자신의 하느님

이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드러내며, 신비체험을 적절하게 나타내는 언어와 내용

들로 재구성했다. 앞의 체험 자료 중 다음 일부만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le point vierge(나는 이것을 번역할 수 없다) 표현을 여기에서 생각해본다. 우리

존재의 중심에는 죄나 환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무(無)의 지점, 순수한 진리의 지점, 전

적으로 하느님께 속한 섬광 혹은 지점이 있다. 이곳은 결코 우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

으며 하느님은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처리하시며, 우리 마음의 환상이나 우리 의지

의 노력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 무(無)와 절대적 가난의 이 작은 지점은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순수한 영광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의 가난, 우리의 빈곤, 우리의 의존, 우

리의 자녀 됨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 안에 새겨진 그분의 이름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

는 하늘의 빛으로 반짝이는 순수한 다이아몬드와 같다. 이것은 모든 사람 안에 있다. 만

약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 모든 어둠과 삶의 끔찍함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 나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없다. 그것은 단지 주어질 뿐이다.

그러나 천국의 문은 어디에나 있다.300)

함리스는 처음 일기 버전에서는 신비적 언어가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머튼이

Conjectures 버전에서 이슬람 신비사상의 전문가인 루이 마시뇽(Louis Massignon)에

게서 le point vierge 표현을 차용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301) 머튼이 신비체험에서 언

급한 우리 존재의 중심에 있는 죄나 환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無)의 지점, 순수한 진

리의 지점, 하느님께 속한 섬광, 절대적 가난의 작은 지점을 뜻하는 le point 

vierge(virginal point) 표현은 실제로 풍부한 의미의 다발을 지니는 말이기 때문에 문

자 그대로 번역하기는 쉽지 않다. 10세기 수피 신비가와 순교자 알 할라지(Al-Hallaj)

299) “God” in The Thomas Merton Encyclopedia, p. 184.

300) Thomas Merton, Conjectures of a Guilty Bystander, pp. 155-156.

301) William Harmless, op. cit., pp.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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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폭넓게 글을 쓴 마시뇽은 virginal point는 알 할라지의 말을 인용해 신비가의

내면의 깊이를 뜻하며, le point vierge는 중세그리스도교와 이슬람 신비가에 대한 에세

이 글을 통해 “신이 자신을 드러내는 비밀인 처녀지점”을 가리키고 있다. 함리스는 루이

빌 신비체험 후 머튼이 1959년부터 마시뇽과 서한 교류를 통해 “마시뇽의 이러한 용어

(이슬람 신비가의 용어)가 그의 이전 경험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방법임을 발견했음을 지

적하며, 실제로 마시뇽과 수피 신비주의에 대한 머튼의 독서가 그의 경험에서 신비적인

요소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게 가르쳐주었다고 주장”302)하고 있다. 실제로 1960년부

터 선종 때까지 서신 교류를 했던 파키스탄 수피인 압둘 아지즈에게 머튼은 자신의 기도

방법에 대해 수피 용어(fana)를 적절히 사용해 설명하고 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께 속한 지점 혹은 섬광, 즉 하느님의 작은 이 지점 내지 공간

을 나타내는 이미지는 머튼이 말한 참 자아, 신적 자아(divine self)를 뜻하는 가장 깊

은 영적 의식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식의 관점에서 샤논은 이러한 참 자아는 “우리

자신의 주관성으로서, 결코 어떤 대상이나 물질로써 알려질 수 없으며, … 보통의 인간

의식 수준에서 알 수 있는 실체(entity)가 아니며, 훨씬 깊은 의식의 수준에서만 경험될

수 있는 것”303)으로 말하고 있다. 하나의 환상이나 사라지는 연기로 간주되는 외적 자아

가 사라지게 되면(죽음) 머튼은 참 자아의 출현을 통해 하느님 안의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머튼이 말하는 우리 각자의 정체성이며, 성령에 의해 깨어나

기를 기다리는 자아이다. 이러한 참 자아, 즉 “영적 의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리를 잡

게 되면,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있고, 모든 이들의 참 자아가 하느님 안에 있다

는 것을 의식하는 인식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의 관계는 불가피하게 변화하게 된

다. 우리는 전체 인간가족을 하나로 이해하고 이러한 직관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결

정하게 되는”304) 것이다.

302) William Harmless, op. cit., p. 33.

303) William Shannon, Thomas Merton: an introduction, St. Anthony Messenger Press,  

   2005, p. 90. 

304) Ibid., p. 90.  

    [이러한 참 자아에 대해 샤논 자신은 “하느님과 하나 되기 위해(오히려 늘 우리가 하느님  

  과 하나였던 것을 발견하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개방”으로 설명하며, 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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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빌 체험 전후를 살펴볼 때, 머튼은 당시 자신의 주요 이슈인 지혜를 향한 변화의

여정을 꿈이나 일기, 편지에 상징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지혜(그래서 잊혀져 버린 지혜)를 통해 죄로 인한 하느님과 사람들과의 분리에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사랑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인간이 하

나 되는 지혜의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Conjectures of a Guilty

Bystander의 루이빌 체험 기록의 앞부분(3부, 첫 부분)에서 머튼은 point vierge 용

어를 사용하며, 지혜와 연결 짓고 있다. 앤 카는 point vierge를 숨겨진 지혜로 보며,

“모든 지혜가 모이고 자신을(지혜) 드러내려고 하는” “blind sweet point”를 뜻하는

것305)으로 파악했다. 그녀는 Conjectures of a Guilty Bystander(Conjectures 버

전) 안에서의 point vierge를 지혜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으며, 영혼의 정점은 무(無)

의 중심으로 이곳에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하느님을 만나게 되며,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만 온전히 발견되는, 죄와 환상, 그리고 거짓 자아의 상상과 만행으로부터 자유로운 텅

빈 지점”306)으로 설명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le point vierge를 통한 Conjectures 구절에서의 머튼의 하

느님 이해는 하느님 안에서 발견되는 참 자아 및 하느님 지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 지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여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禪)의 영향으로 더 깊어진 관상의 수준과 믿음, 마시뇽의 영향(더 정확하게는 이슬람

신비사상, 수피 신비주의)에 대한 머튼의 자기 적절화, 그리고 사막 교부들과 그리스도

  너가 “초월에 대한 인간의 개방성”으로 불렀던 것임을 밝히며, 머튼이 The New Man에  

  서 우리 모두 안에 존재하지만, 대부분 사람들 안에 잠들어있는 “신비적 수용성의 백열   

  점”으로 설명했음을 말하고 있다. Thomas Merton: an introduction, pp. 89-90;        

  Thomas Merton, The New Man, p. 208] 

305) Anne E. Carr, A Search for Wisdom and Spirit, pp. 69, 157 각주 31). 

    [앤 카는 이 지점은 “온전히 침묵 안에서 성부께서 새들의 눈을 여시는” 새벽 시간에 들리  

  는 새들의 첫 번째 노랫소리에 의해 표시되며, 지혜는 형언할 수 없는 순수함이자 천국이  

  도처에 있다는 비밀에 대한 지식으로 말한다.; 앤 카 또한 머튼이 point vierge용어를 루이  

  마시뇽(Louis Massignon)에게서 가져왔음을 언급하며, 그녀는 머튼이 The Asian        
  Journal(p. 117)에서는 temps vierge(literally, virginal time)를 쓰고 있음을 지적했다. 머  

  튼은 이 용어에 관해 “관상을 통해 새로운 체험 시간, 우리 자신의 시간이지만 자아에 지  

  배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시간, 연민의 시간이 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306) Ibid.,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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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신비전통의 연구의 결실로 간주된다.

이런 관점들을 고찰해볼 때, Conjectures 버전의 신비체험은 계속해서 깊어지고 확장

되는 자기이해 및 경험에 대한 숙고 그리고 자기 적절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3. 은수생활에서 선종까지의 시기

      : 폴로나루와(Polonnaruwa)에서의 신비체험

  머튼은 루이빌에서의 신비체험 후 10년이 지나 아시아 순례여행 중인 1968년 12월

1일에 지금의 스리랑카인 실론(Ceylon)의 폴로나루와(Polonnaruwa)에서 네 번째 신

비체험(심미적 체험)을 하게 된다. 이 체험에 대해 머튼은 “즉시 혹은 서둘러 쓰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험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려는 노력도 실패했음”307)

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말의 전달이나 기록의 난점들은 불교대학의 발폴라 라울라

(Walpola Rahula)와 얘기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올라 어떤 실마리를 얻게 되었고308),

며칠이 지난 12월 4일에서야 기록하게 된다. 12월 4일에 기록된 이 체험은 사후에 간

행된 아시아 여정과 마지막 방콕 강의 등이 자세히 담긴 The Asian Journal of

Thomas Merton, 마지막 여정이 담긴 일곱 번째 일기작품인 The Other Side of the

Mountain: The End of the Journey(Journal VII: 1967-1968)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다음은 머튼이 The Asian Journal of Thomas Merton에 기술한 경험 자료이

다.

바위를 파서 굴을 만들고, 동굴 옆 왼쪽에는 앉아있는 큰 불상이 있고 오른쪽에는 누워

있는 불상과 아난다 상이 있었다. 아난다 상은 와불 머리 쪽에 서있으며, 동굴 안에는

앉아있는 다른 불상이 있었다. 신부는 “우상숭배”를 피하기 위해 안내서를 읽으며 나무

307) Thomas Merton, The Asian Journal of Thomas Merton, ed. Naomi Burton․Patrick   

   Hart․James Laughlin, A New Directions, 1973, p. 230.

308) Ibid., p. 230[발폴라 라울라(Walpola Rahula)는 머튼에게 “그 상을 조각한 사람들은 보  

   통 사람이 아님”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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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앉는다. 나는 방해받지 않고 맨발로 젖은 풀, 젖은 모래 위에 발을 내딛으며 다

가갔다. 특별한 모습을 한 불상들의 침묵. 커다란 미소들. 거대하면서도 미묘하다. 아무

것도 묻지 않고, 모든 것을 알고, 아무 것도 거절하지 않는 모든 가능성으로 가득 찬 얼

굴. 감정적 체념에서가 아닌 중관(中觀, Madhyamika)에서, 그 누구도 무엇도 의심하

는 일 없이 다른 주장을 내세우는 일도 없이 반박하지 않고, 모든 질문을 관통하여 드러

난 공(空)에서 오는 평화로움의 얼굴. 잘 배치된 자세를 기대했던 공론가(空論家)의 마

음에 그러한 평화, 그러한 침묵은 흠칫 놀라게 만든다. 주변 풍경, 불상, 바위, 나무들이

바위 모양을 따라 조성된 기념비적인 몸체들의 디자인, 선과 모양의 선명함과 자연스러

움, 불상들의 분명한 명료함에서 안도와 감사에 나는 넋을 잃었다. 그리고 분지 저편 쪽

으로 경사져있는 바위로 가면 불상들의 다른 부분을 볼 수 있다.

이 불상들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사물을 보는 습관적이고 반쯤 굳어진 시각(vision)이

거의 강제적으로 깨끗이 씻어졌다. 마치 바위에서 폭발하는 것처럼, 내적인 투명함과 명

료함이 분명해졌다. 누워있는 불상의 기묘한 모습, 미소,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아난다의

슬픈 미소(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다빈치의 모나리자보다 훨씬 더 “권위적인”).

이 모두가 수수께끼도, 어떤 문제도 없으며, 실제로 “신비”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문제

는 풀렸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분명하다. 바위, 모든 물질,

모든 생명은 법신(法身, dhamakaya)으로 가득 차 있다. … 모든 것이 공허하며, 모

든 것이 자비이다.

내 생애 언제 단 한 번의 미적 조명으로 그러한 미적 감각과 영적인 효력을 가진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분명 마하발리푸람(Mahabalipuram)과 폴로나루와에서의 나의 아

시아 순례는 분명해지고 정화되었다. 내 말은 막연히 찾고 있었던 것을 보고 알게 되었

다는 뜻이다. 더 무엇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보았고 표면을 뚫고 들어가

그림자와 가면 너머의 실체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것이 쓰레기(아시아인, 유럽인, 미국

인)로 뒤덮이지 않는 순결한 아시아이다. 아시아는 깨끗하고 순수하며 완전하다. 아시아

는 모든 것을 말하며, 아무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무 것도 필요 없기 때문에 조용

하며 눈에 띄지 않고 발견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발견될 필요가 없다. 아시아를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아시아인들을 포함한 바로 우리들이다.309)

309) Ibid., pp. 23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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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 머튼이 찍은 폴로나루와의 불상(와상과 아난다상)  

  1.3.1. 머튼의 상황과 세계관

  루이빌 신비체험 후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 머튼은 지성인들과의 접촉 및 상당히 광

범위한 서한교류310)(우정의 사도직), 겟세마니 수도원에서의 에큐메니컬 대화 및 회의

를 통해 실제적으로 세상의 일에 연대하며 활동했다. 냉전 및 전쟁문제, 인종문제, 비폭

310) 1960년부터 장기간 지속적으로 서신 교환을 했던 사람은 압둘 아지즈(Abdul Aziz), 다니  

  엘 베리건(Daniel Berrigan), 도나 루이사 구마라스와미(Donna Luisa Coomaraswamy),  

  존 트래이시 엘리스(John Tracy Ellis), 짐 포리스트(James H. Forest), 힐데가르트 구스  

  마이어(Hildegard Goss-Mayr), 에타 굴릭(Etta Gullick), 아브라함 헤셀(Abraham        

  Heschel), 폴 시(Paul Sih), 오경웅 박사(John C. H. Wu) 등이 있다(Cf. William         

  Shannon, Silent Lamp, p.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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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평화운동에 관한 글과 시(詩)들이『가톨릭 노동자』,『공익』등에 실렸으며, 1962

년 4월에는 전쟁과 평화 문제를 다룬 저서 포스트 그리스도교 시대의 평화』(Peace in

the post-Christian)를 탈고하게 되었다. 하지만 탈고 후 돔 가브리엘 아빠스의 지시

로 당시 민감한 이 주제에 관해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 책 또한 40년

이 지난 후에야 간행하게 되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최된 1962년에 머튼은『새

명상의 씨』, 정식으로 은수처 생활을 시작했던 1965년에는 Gandhi on Non-

Violence,『장자의 길』, 1966년에는 Raids on the Unspeakable,『토머스 머튼의

단상』, 1967년에는『신비가와 선의 대가들』(Mystics and Zen Masters), 선종했던

해이자 마지막 신비체험을 했던 1968년에는『선과 맹금』을 간행했다.311)

일기에서 포착되는 그의 주요한 내적 상황으로는, 먼저 1965년 은수처 생활에서 아시

아 순례 전까지 점점 더 깊어지는 머튼의 자연관상적 면모와 그 속에서 체험하는 하느님

현존 의식이 드러난다. 반면 은수처에서의 자유는 그 현실을 직면하게 했기 때문에, 시

간이 지날수록 머튼에게 긴장과 갈등, 그리고 이상적인 ‘수도원적 자아’가 해체되는 아픔

과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할 수 있는 변형의 시간을 체험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은수처의 시간 동안에는 1966년 부활절 무렵에 간호사 M과 사랑에 빠지는(6개월간)

중대한 위기, 1968년이 지나 은수처에 많은 사람들의 방문으로 인한 고독 침해로 새로

운 적합한 은수처를 모색하기 시작한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있다. 마지막으로 내 ․

외적으로 표현되고 목도되는 죽음이다. 1968년 초부터 머튼은 죽음에 관련된 다양한 꿈

들을 꾸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마틴 루터 킹과 케네디 사망, 그리고 키트 고모님의

조난 사망을 겪으면서 비통하면서도 깊은 상실의 아픔을 체험했다. 이러한 불운한 일들

을 통해 “1968년 한 해를 최악의 해”312)로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머튼은 새로운 다양한 가능성에 열린 마음으로 하느님의 뜻과 자신의

311) New Seeds of Contemplation(『새 명상의 씨』)의 Chapter 16. “The Root of War is  

  Fear”(전쟁의 뿌리는 두려움입니다)는『가톨릭 노동자』지에 실렸으며, Raids on the           
  Unspeakable(1966)에는 머튼이 아돌프 아이히만을 다룬 글(“A Devout Meditation in   

  Memory of Adolf Eichmann”)이 담겨있다.

312) Ibid.,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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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를 재차 깊이 숙고하며, 수도원의 쇄신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지혜)의 차원에서의

비전을 갈망하게 되었다. 동양 종교의 신비 사상과 지혜의 차원, 선(禪) 등의 가치에 대

한 머튼의 내적 확신과 개방성은 이제 그가 깊이 뿌리내린 수도원적 헌신에 비추어 아시

아 불교수도원의 수행과 지혜를 직접 보고 비교하며 해석하는 여정에로 이끌기에 충분한

이유를 제공했다.

방콕회의 참석 전 머튼은 방콕, 캘커타(Calcutta), 뉴델리(New Delhi), 히말라야,

마드라스(Madras), 실론(Ceylon) 등을 여행하며 불교 사원과 암자 및 동굴 수행처를

방문하고 다양한 불교 및 티베트 불교 수행자들을 만나 중관 체계(madhyamika

system), 티베트 선(禪)인 족첸(Dzogchen), 힌두교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달라이 라마(Dalai Lama)와의 세 차례의 만남을 통해 티베트 신비주의 및 명상 방법

등에 관해 더 깊이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 후 실론(Ceylon)을 방문

한 머튼은, 실론의 고대 황폐한 도시인 폴로나루와(polonnaruwa)313)에서 중요한 심미

적 신비체험을 하게 된다.

신비체험 분석에 앞서, 살펴본 개괄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중요한 세 가지 이슈, 즉 동

양 신비주의와 선(禪), 수도원 쇄신의 문제, 수도승으로 겪게 되는 정체성 위기를 좀 더

면밀히 고찰해보고자 한다. 동양 신비주의와 선(禪)은 앞서 머튼의 동양 신비주의 형성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신비체험 분석을 위한 몇몇

자료만 보완하고자 한다.   

  1.3.1.1. 동양 신비주의와 선(禪)

  머튼은 은수처 생활부터 아시아 여행 전까지『장자의 길』,『신비가와 선의 대가들』

(Mystics and Zen Masters),『선과 맹금』과 같은 작품들을 통해 동양 신비주의와

선(禪)에 대한 깊은 연구의 결실을 낳았다. 이러한 작품들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오경웅

313) “폴루나루와는 기원 3세기에 싱할라(Sinhalese) 왕들의 거주지였으며, 8세기에서 12세기  

   까지 그들의 수도였다. 힌두교와 불교의 궁전과 절의 폐허들이 있다. 네 개의 거대한 상  

   은 잔존해 온”것이다(“Polonnaruwa” in The Thomas Merton Encyclopedia, p.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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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선(禪)의 권위자인 스즈키와의 만남 및 서신교환이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지칠 줄 모

르는 머튼의 지적 탐구를 들 수 있다. 이에 관해 비서였던 패트릭 하트(Patrick Hart)

수사는 “특히 머튼의 친구이자 도서관 사서로 있었던 켄터키 대학 킹 도서관의 빅터 해

머(Mrs. Victor Hammer)와 보스턴 대학의 브렌든 코놀리(Brendan Connolly, S.

J.)에게서 머튼이 무수히 많은 아시아 책과 자료들을 빌렸으며, 또한 아시아 여행 몇 년

전부터는 오히려 병원 진료 예약을 위해 루이빌에 갈 때마다 그곳 도서관을 이용했

음”314)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머튼은 이 많은 책들을 철저히 연구하고, 풍성한 주해

를 읽고 이해하면서 자신의 세계관 속으로 소화시켜나갔다. 아시아 여행 1년 전 쯤부터

머튼은 미얀마 불교에 관한 윈스턴 킹(Winston L. King)의 저서와 인도 중관학의 학

승인 샨티데바 보살에 관한 도서『샨티데바』(Shantideva)를 읽었으며, 아시아 여행

동안에도 초기 티베트인 연구자이자 이탈리아의 불교학자인 수렌드라나트 주세페 투치

(Surendranath Guiseppe Tucci, 1894-1984), 인도 철학 및 신비사상의 권위자인

다스굽타(Dasguptas, 1885-1952), 인류학자로서 티베트 불교연구의 선구자이자『티

벳사자의 서』초기 영어 번역자로 널리 알려진 에반스 웬츠(Evans-Wentz, 1878–

1965) 및 용수(龍樹)의 중관(中觀)사상에 관한 저명한 연구가인 무르띠(T. R. V.

Murti, 1902- 1986)와 같은 권위자들의 책을 계속 읽고 메모를 해나갔다. The

Asian Journal of Thomas Merton 안에는 이러한 저자들의 책에서 머튼이 발췌한

구절과 인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무르띠의『불교의 중심 철학- 중관 체계

에 대한 연구』(The Central Philosophy of Buddhism)는 머튼의 신비체험 및 그

표현 언어, 그리고 지성적 회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책이다.

이러한 머튼의 아시아에 관한 오랜 관심과 열정에 관해 언급한 페트릭 하트 수사의 회

고에서처럼, 그의 아시아 여정은 하나의 섭리315)로 여겨진다.

314) The Asian Journal of Thomas Merton, pp. xxvi-xxvii.

315) Ibid., p. x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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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2. 수도원 쇄신의 문제

  동양의 종교와 신비주의, 선(禪)의 탐구 그리고 수련장 직책과 은수 생활을 통한 머튼

의 지평과 의식의 확장은 자신의 종교인 그리스도교에 대한 믿음에 더 깊이 뿌리내리며,

이해를 심화시켜나갔다. 이러한 깊어진 이해는 머튼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수도원의 쇄

신과 미래를 고민하며, 통찰이 담긴 많은 글을 쓰도록 했다. 그의 여정을 볼 때, 어떤

면에서 수도원 쇄신의 문제는 머튼 실존의 핵심적인 과제였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만큼,

후기 머튼이 선종 때까지 씨름했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의 은수생활 또한 트라피스

트 수도회 측에서는 엄청난 모험이었으며, 머튼에게는 큰 범주에서 도전과 쇄신의 문제

와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1968년 10월 캘커타에서의

강의와 12월 마지막 방콕회의 강의를 살펴본다면, 그의 아시아 순례여정은 수도원 쇄신

을 모색하기 위한 또 다른 새로운 시도로 여겨진다.

이러한 수도원 쇄신에 관한 머튼의 글은 사후에 간행된 Contemplation in a World

of Action(1971)316), The Monastic Journey(1977)에서 볼 수 있으며,『선과 맹

금』(1968),『마음의 기도: 토머스 머튼의 관상기도』(1969), The Asian Journal

(1973) 부록 IV(“Monastic Experience and East-West Dialogue수도원적 경험과

동서양의 대화”[1968. 10. 캘커타에 보내진 논문])에도 부분적이면서 간접적으로 중요

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316) 책의 구성은 1부 Monastic Renewal에 “The Place of Obedience in Monastic         

  Renewal,” American Benedictine Review, Vol. XVI:3. “Dialogue and Renewal in the  

  Contemplative Life,” Spiritual Life, September 1968. “Openness and Cloister,”      

  Spiritual Life, Spring 1969. “Renewal and Discipline in the Monastic Life,”          

  Cistercian Studies, Vol. V, 1970:1. “Is the World a Problem?,” Commonweal, Vol.  

  84, No. 11. Copyright © 1966 by Commonweal Publications Co., Inc. “The         

  Contemplative and the Atheist,” Schema XIII, January 1970. “Ecumenism and       

  Monastic Renewal,” Journal of Ecumenical Studies, Vol. V, No. 2, 1968.            

  “Contemplation in a World of Action”, “Final Integration: Toward A ‘Monastic      

  Therapy’,” Monastic Studies, No. 6, 1968 등 총 13편의 논문이, 이어 부록에 “The    

  Monk Today,” Latitudes, Vol. 2, Spring 1968 등 두 편이 실려 있으며, 2부 The      

  Case for Eremitism에 다섯 편의 논문, 3부로 이루어져있다(이 책이 1998년            

  University of Notre Dame 간행에는 1부 부록 두 편과 2부 다섯 편의 논문은 생략 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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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러스 V. 스티어(Douglas V. Steere)는『마음의 기도: 토머스 머튼의 관상기

도』의 머리글을 통해 “머튼의 마지막 증언이 된 이 책에는 쇄신에 대한 머튼의 핵심적

의도가 담겨있음”317)을 지적했다. 이 책에서 머튼은 인간의 실존적인 불안과 불안의 뿌

리 등을 자세히 다루면서, 삶의 진실에 대한 우리의 불성실함을 의식하면서 체험하게 되

는 ‘불안, 허무, 밤’ 체험의 중요성 등에 관해 말하고 있다. 또한 모든 영적 성장 안에 수

반되는 이러한 깊은 불안과 밤이 오히려 정화이며 은총임을 강조한다.318) 이러한 관점

에서 머튼은, “수도 생활에서의 ‘불안’의 깊은 뿌리는 하느님과 자신에게 진실하기 위해서

는 익숙하고 확립되어 있는 안전한 규범을 버리고 미지의 대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내적 갈등”319)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머튼은 수도원 쇄신과 개혁의 목적에 관해 다음

과 같이 말한다.

수도승이 단지 옛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일생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노력

이 새로운 수도생활의 형태를 창조하며, 새로운 관상 경험의 영역을 지향하는 통로가

되는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의 소명을 깊게 하고 발전시켜 소명에 충실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길의 모색이야말로 이 세상에 대한 수도승의 주요한 봉사이다. 이

는 이러한 세상에 침묵하고, 경청하며, 질문을 던지며, 세상이 무시하는 선과 악을 모두

겸허하고 용기 있게 폭로하는 것을 말한다.320) 

머튼의 수도원 쇄신에 관해 다음 세 가지 측면, 즉 친교, 관상적 삶의 현대 세계에서

의 적용, 최종적 통합으로 고찰해볼 수 있다.

첫째, 수도원적 삶의 질을 개선하는 쇄신을 위해, 머튼은 수도원 전통 사이의 진지한

‘소통’(communication)과 다른 전통의 관상가들 사이에서 소통을 뛰어넘어선 ‘친교’

(communion)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321) 이러한 관상적 대화 및 친교를 위해 머

317) 토머스 머튼,『마음의 기도: 토머스 머튼의 관상기도』, 이영식 역, 서울: 성바오로, 2011,  

   31쪽.

318) 같은 책, 181쪽, 187쪽.

319) 같은 책, 45쪽.

320) 같은 책, 45쪽(Thomas Merton, Contemplative Prayer, Image Books, 1996, p.        

   xxxiii. 원문을 참조해 좀 더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수도자’를 ‘수도승’으로 ‘성소’를  

   ‘소명’으로 바꾸고, 번역을 조금 손질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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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은 먼저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함을 밝히고 있다. 수도원적 질문을 위해 머튼은 진

정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되어야 하는데, 이는 진실한 자기초월과 깨달음의 영역에서 추

구되어야 하며, 이 궁극적 바탕이 의식의 변화에서 추구되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종교

적 의식의 변화를 통해 여러 종교와의 대화와 상호 교류가 갖는 특별한 가치, ‘신비적’

자기초월을 위한 방법을 준비하는 여러 훈련들이”322) 특히 종교적 경험이라는 영역에서

공유됨을 알게 한다.

당시 머튼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개방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종교적 성숙의 단계에

도달한 그리스도교가 21세기 인류의 운명을 위해 종교와 수도원 전통의 구분과 커다란

문화적 장벽을 넘어 불교, 힌두교 등 다른 전통의 계율과 경험을 배우며 필요시 그것들

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개방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영적 성숙의 실존적

단계에서 실재적이고 의미 있는 만남과 관상적 대화를 위해서 머튼은 먼저 오랫동안 준

비된 사람, 즉 “완전한 진지함으로 그들 자신의 수도원 전통에 들어간 이들, 그리고 그들

자신의 종교 공동체의 과거와 진실하게 대면하는 이들, 그 밖에 다른 공동체들이 속한

전통과 경험의 유산에 관해 열려있는”323) 성숙한 수도승의 필요성에 관해 토로하고 있

다. 여기에서 성숙한 수도승은 “자동화와 관례에서 자유, 외부적인 사회의 지시로부터 솔

직한 해방 그리고 새롭고도 예기치 못한 경험을 금하는 관습, 한계 및 메카니즘에서 해

방되는 것이 요구”324) 된다. 이러한 해방과 의식 변화의 과정을 통해 머튼은 그가 삶과

새로운 경험에 폭넓게 개방적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는 이제 자신의 전통을 충분히 활

용했을 뿐만 아니라 넘어서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도원 쇄신의 과제를 다룬 아시아 순례

321) 이 부분에 관해서는 The Asian Journal of Thomas Merton(1973) 부록 IV “Monastic  

   Experience and East-West Dialogue수도원적 경험과 동서양의 대화”(1968년 10월 캘  

   커타에 보내진 논문) pp. 309-317 참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새로운 의식(意識)” 논문에서, 머튼은 그리스도교의 쇄신에 관해   

   “그리스도인들이 아시아의 종교들에 대해 완전히 개방되어있으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문헌에 나타난 표현대로 그 종교들에 나타난 ‘영적 선과 도덕적 선을 인정하고 보존하며  

   증진시킬’ 준비가 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단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일이 단순  

   하지 않는 것임을 덧붙이고 있다.『선과 맹금』, 27쪽 참조)

322) Ibid., pp. 311-312.

323) Ibid., p. 316.

324) Ibid., p.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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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의 캘커타 강의 논문(1968년 10월)을 통해 머튼은 가장 깊은 수준에서의 소통은

개념적인 지식이나 형성된 진리를 나누는 것을 훨씬 넘어선, 말의 수준을 넘는 ‘친교’

(communion)325)와 그 궁극적 바탕이 되는 ‘의식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관상적 삶이 현대 세계에서 새롭게 변화하고, 재조명되어 적용해야하는 과제에

관한 수도원 쇄신의 측면을 말하고 있다.

“원자력 시대에 관상적 삶, 기도생활, 고독, 침묵, 묵상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까?”라는 물음을 제기하며, 머튼은 활동의 토대가 되는 관상적 삶의 중요성과 현대 수도

원 안에서의 공식적인 관상적 삶에 많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326) 머튼

은 관상적 삶이 “500년 전의 사고 패턴과 너무나 밀접하게 동일화되어, 현대인들에게는

완전히 이상하게 여겨지기 때문”327)에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머튼은 현대 세계에서 “관상과 묵상 훈련, 그리고 기도생활에 있어, 소위 부재감, 영적

고독, 그리고 명백히 ‘믿을 수 없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관상적 삶의 경험을 가장 중요한

초점”328)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이야말로 믿음에 있어 결정적인 발전의 지점

이 될 수 있으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초기

단계와 미성숙한 단계의 믿음으로 퇴행하지 않으려면, 새로운 차원의 묵상과 기도를 통

해 믿음의 위기를 살아내며 경험을 통해 보다 완전히 개인적이며 그리스도교 통합으로

성장해야함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머튼은 묵상 및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삶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고 자유, 조명 및 사랑 안에서 새로운 차원을 탐구

하고 발견하는 것”329)으로 규명하고 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머튼은 “자기이해, 자유,

사랑의 통합과 능력이 깊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줄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말하며, 오히려 이들은 “자신의 강박 관념,

325) Ibid., p. 315. 
326) Thomas Merton, “IV Contemplation in a World of Action” in Contemplation in a    

  World of  Action, Image Books, 1973, pp. 172, 179.

327) Ibid., p. 179.

328) Ibid., p. 177.

329) Ibid., p. 178.



- 156 -

공격성, 자기중심의 야망들, 목적과 수단에 대한 망상, 공론적인 편견과 이상에 대한 전

염(contagion)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것임”을 토로하고 있다.330)

머튼은 현대의 가장 큰 위기들은 이들의 이러한 파우스트적인 탐욕과 행동의 남용에서

오는 비극, 행동에서 물신(物神)을 만들어내는 관상의 감각을 잃어버린 국가들에게서 오

는 것331)으로 진단하고 있다. 아직 관상생활이 여러 부분에서 쇄신되어야 하겠지만, 이

것이 활동, 창조적인 일, 헌신적인 사랑과 양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함께 가는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삶의 새로운 길과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기도와

묵상은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가 아직 상상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 은총 등을 감

지하고 받아들이며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전망을 내린

다.

셋째, 수도승의 신원과 여정에 있어서의 삶을 최종적으로 완성해가는 최종적 통합

(final integration) 부분이다.

이 주제를 다루면서 머튼은 먼저 수도승의 성소 위기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참된 수

도원적 열망을 가진 수도승이 수도원에서 그런 열망들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332)임을 지적한다. 당시 미국에서 가르치고 개업한 페르시아 정신분석학자인, 레자

아라스테(Reza Arasteh, 1927-1992)의 책333)에서 얻게 된 인간성숙과 자기발견을

위한 새롭고도 익숙하지 않은 이론들이 최종적 통합을 위해서는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제시되고 있다.

330) Ibid., pp. 178-179.

331) Ibid., p. 179.

332) Thomas Merton, “XIII Final Integration: Toward a ‘Monastic Therapy’” in          

   Contemplation in a World of Action, Image Books, 1973, p. 220.

333) Reza Arasteh, Final Integration in the Adult Personality, Leiden, E. J. Brill, 1965.

     [이 책은 Toward Final Personality Integration: A Measure For Health, Social       
  Change, And Leadership(Schenkman Publishing Co.) 제명으로 1975년 재간행 되었    

  다. IV부로 이루어진 본서에는 II부 이론을 바탕으로 특히 III부에서 수피 신비가인 루미   

  (Rumi)에 관한 정신-문화적 분석과 전체성 안에서 괴테(Goethe) 재탄생의 정신-문화적   

  분석의 적용, 현대의 젊은이나 청소년의 재교육에 대한 분석을 다룬 구체적인 내용이 수  

  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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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스테의 최종적 통합에 관한 머튼의 연구334)를 살펴보면, 아라스테는 에리히 프롬

(Erich Fromm)의 인본주의적 정신분석과 빅터 프랭클(Victor Frankl)의 로고테라피

(logotherapy), 그리고 실존적 정신요법의 생각들을 더 개발하고 심화시켰을 뿐 아니

라, 특히 페르시아 수피즘의 신비적 전통도 그의 이론 안에 포함시켰는데 바로 이 점이

머튼의 관심을 가장 끌었다. 그의 연구 목적인 최종적 통합은 사회에 적응함으로써 단지

신경증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에 만족하는 정신분석학적 이론은 부적절

하다고 가정하고 있다. 또한 아라스테는 사회에 유용한 역할을 만족스럽게 받아들여서

얻게 된 부분적이고 제한된 “건강”뿐만 아니라 문화간 차원(transcultural level)에서

인간정신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성숙에 관심이 있었다. 그 당시 프로이트에서 유래한 대

부분의 정신요법과는 달리 아라스테는 만약 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가 건강하지 않다면

(자기주장의 경쟁적, 이기적, 탐욕적인 형태 등)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기껏해야 그 사

람이 “병을 치료하기보다는 오히려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돕는다고335) 주장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아라스테는 여러 경우에 정신분

석이 성장과 발전이라는 진정한 변화보다는 오히려 사회에 순응하게 만드는 기술로서의

역기능을 통찰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머튼은 아라스테의 책에서, 실존적 불안을 단순한 신경증 불안과 구분시켜, 그것이 성

장과 발전을 위해 건강한 고통이라는 그의 관점336)에 주목하며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의 실존적 불안에 관한 머튼의 적용은 이를 자세히 다룬 후기 작품『마음의 기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보여진다. 에라스테는 이 실존적인 불안은 “정신이 새로운

초문화적 정체성(new transcultural identity)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필요한 힘을 낳으

며, 이 새로운 인간은 완전히 인격적이며 독창적, 창조적이면서 유일하며 사회적 관습과

편견으로 생긴 한계를 초월하게 된다”337)고 보고 있다.

334) Cf. Thomas Merton, “XIII Final Integration: Toward a ‘Monastic Therapy’” in       

  Contemplation in a World of Action, pp. 222-230.

335) Ibid., p. 222.

336) Ibid., p. 223.

337) Ibid., p. 223. [“아라스테 박사는 이러한 더 높은 차원의 탄생이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으  

  로 보며, 이 탄생에 대해 예외적인 개인 세 명, 페르시아 신비가이자 시인인 루미(R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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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튼은 이러한 관점들을 가진 에라스테의 최종적 통합이 늘 편견과 타협을 내포하고

있는 단순한 사회적 적응을 훨씬 넘어선 초문화적인 성숙의 상태이며, 완전히 태어난

(fully born)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우주적”이며 “보편적 인간”이 됨338)을 알게 되었다.

머튼은 최종적 통합인 통찰의 상태는 개방성, 텅 빔(空), 가난을 포함하는데 이는 라인

강의 신비가들, 십자가의 성 요한, 초기 프란치스칸 뿐만 아니라 수피들, 초기 도교 대

가들과 선불교 선사들이 말하는 것과도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이러한 최종적 통합

은 예외적인 창조성을 위한 잠재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덧붙였다.

머튼은 이같이 최종적 통합을 이룬 사람은 자신이 자란 문화 안에 있는 가장 우수하고

가장 보편적인 것을 간직하면서도, 그 문화를 뛰어넘어 완전히 “포괄적인 자아”

(comprehensive self)339)로 태어나게 된다고 말한다. 이제 그는 불완전한 부분적인

견해로 다른 사람들과 대립하지 않으며, 변증법적 혹은 서로 보완적인 관점으로 통합하

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삶 속에 전망, 자유, 자발성을 가져오게 한다. 머튼은 정확히 이

런 종류의 성숙이 수도승에게 요청되며, 베네딕도 성인이 규칙서 7장에서 언급한, “집중

하고 연구된 노력으로 얻게 되는 다양한 수준의 겸손을 더 이상 실천하지 않고, 성령 안

에서 역동적인 자발성을 가진 자”라는 수도승의 새로운 정체성 내지 새로운 존재유형을

제시340)하며 연결 짓고 있다.

머튼은 아라스테가 최종적 통합의 돌파를 수피즘의 신성한 언어인 파나(Fana), 바카

(Baqa)로 풀어내고 있다고 보았다. 허무, 혹은 붕괴 내지 해체(disintegration)를 뜻

하는 수피즘의 파나는 자아의 죽음이며 진정한 영적 죽음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허무

  괴테(Goethe) 그리고 자신의 환자인 현대인 터크(Turk)의 최종적 통합을 연구했다.”] 

338) Ibid., p. 225. “우주적”(cosmic)이란 용어는 “자신의 단편적인 제한된 자기에서 더 깊고  

  완전한 정체성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깊은 내적 자유 안에서 움직이게 됨”을 뜻  

  한다. 이 용어는『새 명상의 씨』마지막 장에서 머튼은 우주적 춤(cosmic dance)이라는  

  표현을, 1968년 아시아 여행 중 켈커타 강의 결론부분에서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   

  다. “우리가 우주적 인간으로서 충만한 성숙을 향해 가고 있으며, … 현대 세계에서 참으  

  로 우리가 우주적 의식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우주적 의식은 초월적 자  

  유와 비전의 의식일 수도 있고 단순히 광대하게 기계화된 일상의 사소함과 윤리적 상투어  

  (clich”cosmié)들이 흐려진 것 일수도 있다”(Cf. The Asian Journal, p. 317) 같은 의미  

  로 연결 지을 수 있다. 

339) Ibid., p. 226.

340) Ibid., p.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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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죽음이 아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재통합과 새로운 삶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재통

합은 수피들이 부르는 바카이다. 이러한 해체 내지 붕괴와 재통합의 과정은 두려운 내적

고독과 “실존적 유예(猶豫)”(existential moratorium)가 수반되며 분석하거나 지적으

로 생각할 수 없는 위기와 고뇌를 포함한다. 또한 이것은 “모든 존재의 근원과 관련되는

용기있는 행위”로서 고독한 인내가 요구되어진다.341) 이러한 내용을 아래에 다시 정리

해보면,

        파나(Fana)   ………> 실존적 유예(猶豫)   …………>   바카(Baqa)       

   진정한 영적 죽음(붕괴)          어둔 밤        새로운, 더 높은 보편적 차원의 재통합 

       (자아소멸)               (두려운 내적 고독,             (신 안에 완전히 잠김)

   ↗                          고독한 인내)               

도덕적 정화     

마음의 가난

  머튼은 수도원적 전통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해체, 실존적 유예, 더 높은 보편적인

수준에서의 재통합의 패턴은 바로 수도원적 삶이 제공해주는 것이며, 아라스테의 원리를

수도승의 서원342) 중 행동(생활) 양식의 변화(conversatio morum)에 적용해 수도승

이 서원한 실제 목표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는데 도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수도원

쇄신은 “이러한 자신의 부활, 성장, 최종적 성숙 및 통합에 헌신한 수도승들이 성장하도

록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성장을 격려하고 돕는 구조들을 재구성하는 것

을 의미하는”343)것임을 규명하고 있다.

341) Ibid., p. 227.

342) 시토수도회 수사들은 다섯 가지 서원을 한다. 청빈, 정결, 순명, 정주(定住), 행동(생활)양  

  식의 변화이다. 이 다섯 가지 서원은 세상 사람들을 에워싸는 불확실성과 근심걱정과 망  

  상에서 수사들을 구원한다. conversatio morum 또는 conversio morum[행동(생활)양식  

  의 변화]는 더욱 수도자다운 삶을 위한 행동의 변화, 더욱 완전해지려는 노력을 말한다.   

  이 다섯 가지 서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주 서원으로, 정주는 수사를 한 수도 공동체  

  에 묶어놓는다. 수도회 장상이 수사를 다른 공동체로 보내지 않는 한, 수사는 그가 서원한  

  수도원에서 살다 죽는다. 어떤 수사가 한 수도원에서 다른 수도원으로 옮기려면 로마 교  

  황청의 특별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정주 서원을 함으로써 수사는 ‘완전한 수도원’을 찾  

  아 떠돌아다니는 헛된 희망을 포기하게 된다. 이는 믿음의 진정한 행위를 뜻한다(『토머  

  스 머튼의 영적일기- 요나의 표징』, 26-27쪽 참조).

343) Ibid., p. 229(머튼은 그리스도교 수도승으로서, 아라스테 박사의 이 최종적 통합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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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머튼은 “예전에 소수의 특권이었던 이러한 최종적 통합이 지금은 인류 전

체의 필요와 열망이 되었다는” 아라스테의 지적을 언급하면서, 개인이나 공동체의 최종

적 통합의 길은 어떤 경우에 “그리스도교 문화”를 포함한 어떤 다른 문화의 프로그램과

명령들 너머에 놓여있음344)을 강조하고 있다.

머튼의 수도원 쇄신에 관한 부분 중, 분석을 위해 관련된 우선적인 세 가지만 한정해

서 살펴보았다. 누락된 수도승의 신원에 관한 쇄신은 곧 이어질 머튼의 정체성 위기 부

분에 함께 고찰보고자 한다.

  1.3.1.3. 정체성 위기

  수도승의 정체성에 관해 머튼은 후기로 갈수록 관상의 경우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표

현하고 있다. 회심을 통해 전적으로 하느님을 찾는 사람을 뜻하는 수도승은 이제 변화된

더 높여진 의식을 통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감추어진 사랑의 근원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이러한 감추어진 사랑의 근원 안에서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만물과도 하나로 연

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경험하는 것을 뜻한다.”345) 머튼에게 있어 이러한 하나 됨은 은수

생활에서 특히 자연과 다른 종교로 더욱 확장되어갔다. 아시아 순례 중 캘커타에서 가졌

던 비공식 회담에서 머튼은 수도승을 사회의 경계인(marginal person)으로, 삶의 증인

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린다.

내가 정말 수도승에 대해 매우 이상한 유형의 사람, 경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현대

세계의 수도승은 더 이상 사회적 지위가 확립된 사람이 아니다. … 경계인, 수도승, 난

  체 의미를 심리학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적절히 이해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스  

  도인들에게 초문화적 통합은 종말론적이며, 초문화간 수준에서 인간과 사회의 재탄생(부  

  활)은 변화되고 구원된 시간, 하느님 나라의 시간, 성령의 시간, “마지막” 재탄생이다. 이  

  것은 단지 인간역사의 산물인 사회적. 문화적 자아의 해체이며 그리스도 시간 안에, 구원  

  역사 안에서, 구원의 신비 안에서, 성령강림절의 “새 창조”안에서의 그 자아의 재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p. 230 참조).

344) Ibid., p. 231.

345) William Shannon, Silent Lamp, p.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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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죄수 이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현존 안에서 살아가고, 이는 삶의 의미에 관해 질문

하게 한다. 그는 죽음보다 더 깊은 어떤 것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 안에 있는 죽음의 현

실과 고투한다. 수도승이나 경계인, 명상가나 시인의 일은 이 삶에서조차 죽음 너머, 삶

과 죽음의 이분법 너머를 가기에 삶의 증인이 된다.346)

계속해서 머튼은 수도승이 삶의 다른 차원을 추구하며, “사회적 수용이나 그 루틴

(social routine)에 의지하지 않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정착되지 않는 생활을 더 선호하

며, 사회의 가장자리를 감히 추구하는 사람들”347)로 규명하고 있다. 또한 만약 이들이

자신의 소명에 충실할 수 있다면 앞서 언급했던 다른 종교와의 깊은 친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1965년 8월 머튼에게 수도원에서 약 1마일 떨어진 숲속에, 원래 에큐메니칼 대화를

위해 지어졌던 건물이 은수처로 주어졌다. 머튼은 고독의 소명을 위해 트라피스트 수도

회에서 공식적으로 은수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의 내적 고독은 새들과 숲 등 자

연과도 더 밀접하게 공유되어 확장되어간다. 이러한 은수처에서 깊어지는 그의 고독과

그것을 통해 점점 더 개방된 마음과 사랑은 아이러니하게도 1966년 부활절 무렵 루이빌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 M과의 6개월 동안의 사랑에 빠져 사랑과 수도승의 신원 및 고독

에의 소명 간의 가장 혹독한 갈등과 위기를 치러야 했다. 이 시기에 머튼은 은수자로서

의 이상적 자아의 환상에서 깨어나 실제적인 자신과 현실을 대면하게 되었다. “자신의

통합의 약함과 그동안 억압했던 성적 열망의 깊이 모두를 발견했다. 또한 자신이 수도승

과 관상가로서 자신의 소명에 얼마나 깊이 헌신하고 있는지도 재발견했다. 이는 결국 혼

란과 치유, 모두를 통해 자기를 발견하게 된”348), 즉 고독과 자기이해를 재발견하게 된

346) Thomas Merton, “III Thomas Merton’s View Monasticism” in Contemplation in a   
   World of Action, Image Books, 1973, pp. 305-306. 

347) Ibid., p. 308.

348) William Harmless, S. J. op. cit., p. 27. (토머스 머튼,『토머스 머튼의 시간』, 494.    

  460쪽 참조)[Mott, Seven Mountains, pp. 435-454. Learning to Love: Exploring      
  Solitude and Freedom(1966-1967 private journals); The Journals of Thomas        
  Merton, vol. 6, San Francisco, 1997; James A. Wiseman, “Learning to Love and    

  Learning the Price: Thomas Merton and the Challenge of Celibacy”, Merton        

  Annual 12(1999), pp. 85-102 각주 17)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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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면서도 어려운 항해였다.

1968년이 지나 머튼은 많은 사람들의 방문으로 침해받은 은수생활, 특강이나 학회 및

강연회 등 강의 요청으로 인한 은수자로서의 갈등 및 정체성 식별349) 그리고 새로운 은

수처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해 5월에 학회와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떠

나면서, 그곳과 뉴멕시코 등 피정 지도를 위한 방문을 통해 은수처로서의 가능성을 알아

본다. 장소에 대한 이러한 탐색은 아시아 순례여정에도 지속되었다.

  1.3.2. 의식의 흐름과 분화 분석

  

  수련장의 소임에서 벗어나, 1965년 8월부터 시작된 공식적인 1년간의 은수생활 시도

기간(1965. 8.20~1966. 9.8)은 은수처라는 공간을 통해 머튼에게 충만하면서도 다른

한편 현실과 무의식을 대면하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인식의 변화 그리고 은수자

로서의 소명(방향)을 심화시켜나간다. 사실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했던 은수처였지만, 수

도원과 분리된 이 공간에서 홀로 고독과 침묵 속에서 “영구히 사는 은수자의 삶이 예상

보다 더 큰 도전이었음”350)을 머튼은 곧 감지하게 되었다. 다음은 1주일 남짓 생활 후

의 그의 내면기록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진짜 고독의 의미를 체험하고 있다. … 공동체 회원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만나지 않는다. 이제 정말 홀로 있는 존재의 가벼움, 낯설음, 그리고 황량

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수도원과의 유대가 끊어지지 않았을 때와 은수처가 내 삶의 유일

한 부분이었을 때는 너무나 다르다. 이제 모든 것은 이곳에 있고, 고독의 작업이 정말

시작되었음을 느낀다. 나는 그것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기쁘지만 두렵기도 하다.

이는 가볍게 할 선택은 아니며, 하느님이 나를 위해 선택해주셨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은

수처에 머무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고 지지에서 오는 내적 평온

과 정신적 힘이 있다. 그런 것이 없다면 내적으로 고갈될 것이다. 처음에 이런 고갈을

349) Thomas Merton, The Other Side of the Mountain: The End of the Journey, ed.    
   Patrick Hart, p. 68, pp. 81-83(1968년 3월 6일, 4월 18일자 일기).

350) Belden C. Lane, “Merton’s Hermitage: Bachelard, Domestic Space, and Spiritual    

  Transformation,” Spiritus 4(2004), p. 131. 



- 163 -

느꼈고, 지금도 조금씩 있지만 그것은 내가 견뎌야 할 것이다. … 어제, … 수사님들이

일하러 함께 나가는 것을 보고 외로움을 느꼈다.351)

계속해서 머튼은 때로는 피난처 역할도 했던, 숲과 은수처에 머물렀던 지난 시간들과

달리 은수처가 분명한 집이 되었을 때 오히려 그 불안함을 토로한다. “집이 없는 몸이었

기 때문에, 집에 묶이는 것은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352) 이제 낭만과 환상들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머튼은 자신의 무의식(꿈, 주위 자연환경)과 약함 그리고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악의 힘도 체험하게 된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소명을 더 충실히 따르기

위한 성장의 결정적 시점인 것 또한 명확히 인식353)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은

수처에서의 참 고독을 통해 그동안 수도원 초기부터 형성되고 살아냈던 수도원적 자아

(monastic self)는 죽고 새롭고 더 진정한 자아의 탄생으로 이끌어갔다. 투쟁이 따르기

도 했던 은수처에서의 긴 시간의 관상기도와 숲, 동물(특히 사슴) 등을 통한 자연과의

친밀한 관계도 머튼의 영적 삶에 새로운 존재양식으로서의 새로운 토대와 뿌리를 내리게

했던 주요 동인이었다. 은수처 시험 시기에 머튼은 주요 외적인 활동이었던 가톨릭평화

회에서도 나오며, 점차 글과 책을 쓰는 일도 줄였으며 수도회의 조직적인 삶의 양식에서

도 자유로워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분리된 이 작은 공간과 더 단순해진 시간은 실

재를 일깨우는 진리의 섬광, 자연과 사물에 대한 더 민감한 감각, 하느님이 베푸시는 선

(善)과 동료 수도자들과 더 깊이 연결됨을 새롭게 인식하게 했다. 은수자로서의 삶에 뿌

리내리기 시작한 시기에 머튼에게 일어났던 다른 중대한 일은 1966년 4월 수술을 위해

입원한 후에 간호사 M과 사랑에 빠졌던 머튼의 경험이다. 처음에 머튼은 당시 병원 학

생간호사였던 M의 헌신적인 간호를 통해 느꼈던 친밀감을 통해, 여성들의 정서적 필요

를 자각하게 된다. 다음은 머튼이 며칠 뒤『고독속의 명상』일본어판 서문으로 쓴 내용

을 다소 수정한, 고독과 사랑에 관한 기록이다.

351) Thomas Merton, Dancing in the Water of Life, p. 286(1965년 8월 28일자 일기).

352) Belden C. Lane, op. cit., p. 131 재인용(Thomas Merton, Dancing in the Water of   
  Life, p. 287).

353) Thomas Merton, The Intimate Merton, p.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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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자유로의 폭넓은 개방성이 없는 고독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과 고독은 참된 성

숙과 자유의 한 토대이다. 고독을 위한 고독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진정한 고독은 아무

것도, 어떤 사람도 거부하지 않는 사랑의 충만함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끌어안는다. 이

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에 열려있다.354)

은수처에서의 깊어진 고독과 자연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온 새로운 개방성과 친밀함

은 아직은 참된 사랑과 자유가 아닌, 예상치 못한 감정적 욕구에 매몰되어 통제되지 않

는 방향으로 머튼을 몰고 갔다. 이는 그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격정적이면서도 위

태로운 시기였지만 한편으로 머튼은 은수처에서 자신의 감정 및 욕망을 성찰하면서 기록

하고, 건강한 수도승으로서의 자신의 성적 욕망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약함도 받아들이게

된다.

머튼의 M과의 짧은 사랑은 그해 9월 8일에 1년간의 시험기간을 마치고 일생 은수자

로서의 삶을 봉헌하겠다는 서원을 통해 일단락 지어졌지만, 그 후 1967년 12월 말에

가서야 간헐적으로 그의 의식, 무의식(꿈)에 미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이 관계에 관해 벨덴 레인(Belden C. Lane)은 여러 측면, 즉 공간적, 심리적, 영적 변

형의 관점에서 몇몇 해석들을 소개355)하고 있다.

먼저, 남자 수도승의 심한 중년기 위기로 파악하며, 은수처의 강렬한 외로움이 머튼의

감정적 욕구 등을 더 자극했으리라고 보는 당시 수도원장이었던 제임스 폭스(James

Fox)의 상황분석이다. 또 다른 관점으로는 머튼을 연구하는 학자인, 크리스틴 보헨

(Christine Bochen)의 견해이다. 보헨은 입회 전 머튼이 여성들의 세계를 피해 수도원

으로 도주했던,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들이었지만, 후일 그의 삶에서 여성과 풍부한 관계

354) Ibid., p. 276.

355) Belden C. Lane, op. cit., p. 139. (레인 박사의 참조 자료들: Thomas Merton,         

  Learning to Love, pp. 82-83, Christine M. Bochen, “Women,” in The Thomas      
  Merton Encyclopedia, pp. 537-541, Bonnie B. Thurston, “’I Never Had a Sister’:   

  Merton’s Friendships with Women,” Merton Seasonal 17:1(Winter, 1992), pp. 4-8,  

  그 외 The Merton Annual(vol. 14)의 이슈가 머튼의 여성과의 관계에 맞춰져 있음을 제  

  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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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누렸음을 지적했다. 예를 들면, 마리아 루카 토빈(Mary Luke Tobin) 수녀, 로즈마

리 류터(Rosemary R. Ruether)와의 활발한 교류들이다. 마지막으로 머튼이 지혜와

소피아(Sophia)의 여성적 특성의 꿈 이미지들을 점점 더 자신의 영적 삶 안으로 구체화

시키기 시작했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관점 중, 마지막 관점에 초점을 두며 머튼의 의식의 흐

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루이빌 신비체험 전인 1958년 2월 27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당시 머튼은 어린 유대인 소녀의 꿈을 꾸게 되었다. 꿈에서 그 소녀는 머튼을 껴안았고,

이름을 묻자 프라버브(Proverb)라고 말하였는데 아름답고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고 생각

한 머튼과는 달리 소녀는 그 이름을 좋아하지 않은 듯 보였다. 이 짧은 꿈에서 깨어난

머튼은 지혜(wisdom), 그리고 소피아(Sophia)와 연결 짓는다. 꿈에서 만난 이 프라버

브는 머튼 마음속에 계속 간직되고 이어져, 머튼은 3월 18일 루이빌 신비체험에서 거리

에서 보게 되는 여성들에게서 순수함, 아름다움 그리고 생명력의 프라버브들을 만났음을

기록하고 있다.(Conjectures 버전에서는 이 부분은 빠져있음) 또한 이러한 지혜를 지닌

여성성에 대한 자각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되었음도 고백한다.

Proverb는 상징적으로 지혜가 담긴 성서 잠언서를 뜻하기도 한다. 이 프라버브

(Proverb)에 관해서는 하느님의 여성성을 자신 안에서 발견하면서 머튼 안에서 역동적

으로 일어나는 남성성과의 통합의 매개 혹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참 자아356)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머튼의 아니마(anima), 즉 여성성이 깨어나

며 조금씩 진화해가는 아니마의 여정으로도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꿈 이미지들의 의식

화로의 여정은 1959년 4월에 머튼이 빅터 해머(Victor Hammer)의 그림에 매료되어

이후 쓴 산문시 “Hagia Sophia”(하기야 소피아, 거룩한 지혜)와도 연결되어진다. 머튼

은 하느님의 여성원리(여성성)인 Hagia Sophia를 다루면서 지혜에 대한 여러 상징적인

이미지와 내면적 묘사를 통해 우리의 존재이자 본성이기도한 지혜 의식을 일깨우고 있

다. 여기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IV부로 이루어진 이 시의 I부의 인물 및 상

황 설정 등이 후일 간호사 M과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어떤 유사성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356) 참조: 짐 포리스트,『지혜로운 삶』, 141-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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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I부중 일부이다.

     I. 미명, 아침 기도(Dawn, The Hour of Lauds)

…

나는 깨어납니다. 나는 신의 풍요로움의 깊은 곳으로부터 내게 보내진 나의 누이의 목소

리를 듣고 거듭납니다.

내가 병원에서 누워 잠자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봅시다. …

아침 5시 30분에 나지막한 목소리가 나를 내 꿈으로부터 깨울 때 나는 적막한 방에

서 꿈꾸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밤 동안 꿈꿔왔던 온갖 꿈으로부터 깨어나는 인

류와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껏 온 땅에서 분리되고 고립되고 외로웠던 모든 단절된 자아

들 안에서 한분이신 그리스도가 깨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

그것은 병원에 있는 간호사의 목소리를 듣고 한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깨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권태와 어둠으로부터, 무력함과 잠으로부터 깨어나 새로이 현실을 직면

하고 그것이 온화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

그것은 복되신 동정녀에 의해 깨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

간호사의 차가운 손 안에는 모든 생명의 만짐, 영의 만짐이 있습니다. …

그 누가 의식이 없고 보호 없이 침상에 누워있는 잠들어 있는 무력한 이보다 더 미소

하고, 더 가련하겠습니까? … 그가 가장 무력할 때 온화함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일깨

웁니다. 생기가 나게 되고, 온전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그의 손을 잡고 그에게 또

다른 삶, 또 다른 날의 문들을 열어줍니다. … 357)

머튼은 M과의 관계에서 그녀가 자신이 일생동안 추구하고, 찾았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확신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지혜와 마리아, 하와와의 연결점을 찾고 있었다.

머튼과 M과의 관계를 의식화 측면에서 머튼의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과정을 거슬러 올

357) Thomas Merton, The Collected Poems, New Directions, 1977, pp. 36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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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 살펴보았다. 루이빌 체험 전에 자각한 머튼안의 여성성, 프라버브가 내면에서 계속

성장해서 만들어진 이상적인 아니마와 소피아, 마리아를 M에게 투사했을 것으로 보여진

다. 이러한 자신이 설정한 이상적인 M과의 만남을 통해, 머튼은 조금씩 꿈과 허상에서

자신의 현실과 실재 M을 보기 시작한다. M과의 관계를 통한 머튼의 사랑의 시련과 고

통 그리고 포기는 이제 그를 더 자유롭게 만들었으며, 사랑의 능력 또한 더 확장되었다.

은수자로서의 그의 고독은 더 깊어지고 정화되었으며, 이제 머튼은 타인에게, 무엇보다

자신에게 더 정직하고 진실해졌다.

이상화한 자아의 죽음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며, 그의 경험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과 하나 되는 여정으로 나아간다. 또다시 머튼은 자신

이 설정했던 은수자의 페르소나(persona) 즉 “온전한 은수자로서의 이상적 자아”358)에

서 죽고, 하느님의 자비로 참으로 용서 받고 사랑받는 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깊이

자각을 하게 되었다. 벨덴 레인은 머튼에게 “은수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참 자아

를 발견하려는 평생의 오랜 갈망을 실현한 곳”359)으로 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결국 은수처에서의 이 시간들은 고독의 소명을 인간의 사랑으로 대체하려 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깨닫게 되는, (정서적) 회심의 여정이기도 했다.

더 깊은 고독과 기도 그리고 은수자의 삶에로 점점 더 뿌리를 내리게 된 머튼은,

1968년이 지나면서 M과의 사건도 기억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해에 은수처에서의

잦은 방문과 만남 등으로 고독의 소명을 침해받게 된 머튼은 더 큰 보호의 욕구를 느끼

고 새로운 은수처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앞서 언급한 내․외적인 죽음 소

식 등으로 암울한 한 해를 예감하면서도 머튼은 마침 새롭게 선출된 돔 플레비언 원장

신부의 호의와 개방성으로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알래스카 혹은 아시아의 어떤 외딴 곳

으로 새 은수처를 이동할 것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며360) 학회나 피정 때 방문하기 시작

했다. 하지만 새 은수처에 대한 이러한 계획들은 얼마 후 아시아 여정을 통해 바라던 이

상적인 은수처에 대한 생각들을 수정하게 된다. 달라이 라마를 만났던 인도 다람살라 산

358) Thomas Merton, The Intimate Merton, p. 284.

359) Belden C. Lane, op. cit., p. 145.

360) Thomas Merton, The Intimate Merton, pp. 335, 336, 33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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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조차 방해를 받지 않는 장소가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또한 그 여정 중에 겟세

마니 은수처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고, 그곳과 완전히 결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뿐

더러 마지막 거처는 겟세마니 수도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벨덴 레인은 여기에서 머

튼 스스로는 자각하지 못하는 다음의 중요한 일면에 관해 지적하고 있다. “머튼이 가능

한 한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길 원했지만, 또한 그는 자신의 타고난 성격으로 이

러한 것이 지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아직 깨닫지는 못했다. 사라지고

싶은 욕구와 다른 사람에게 쓸모 있고자 하는 욕구 사이의 이러한 긴장은 머튼의 삶 전

체에 걸쳐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다.”361)

이렇게 쉽게 해소되지 않는 내․외적 긴장과 모순들을 간직한 채, 또 한편으로는 새로

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서 머튼은 10월 15일 방콕 회의에 참석하고자 그토록 갈망하던

아시아 순례여정을 출발했다. 다음은 대자비(大慈悲)에 대한 원대한 탐구와 염원이 담

긴, 출발 비행기 안에서의 머튼의 결심이다.

그리스도교 만트라의 큰 운명을 가지고, 몇 년 동안 기다리고 궁금해 하고 시간을 허비

한 후에야 마침내 진정한 여정을 떠나게 되었다. 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또한 대자비(mahakaruna)를 발견하지 않고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362)

이러한 큰 문제와 자비 체험은 폴로나루와에서의 신비체험을 통해 해결되어진다. 캘커

타, 뉴델리, 히말라야의 다람살라, 마드라스, 실론(현 스리랑카), 방콕으로 순례하면서

머튼은 그동안 연구하고 심취했던 선불교뿐만 아니라, 티베트 불교의 선과 수행 및 신비

주의의 의문점에 관해서도 확인하고 질문하며 배워나간다. 연구학자나 작가로서가 아닌

순례자로서, 고대 수도원적 비전과 경험의 원천을 마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더 깨달은

361) Belden C. Lane, op. cit., pp. 143-144.

     [Thomas Merton, The Other Side of the Mountain, p. 142 재인용

      More than anything I want to find a really quiet, isolated place-

       - where no one knows I am(I want to disappear)

       - where I can get down to the thing I really want and need to do

       - from which, if necessary, I can come out to help other …]

362) Thomas Merton, The Asian Journal of Thomas Merton,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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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자가 되기 위해363), 머튼은 이제 실제로 다양한 티베트 수행자들의 수행처를 방문

하고 린포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리스도교 전통 및 자신의 관점을 비교, 수정하면서

통합과 초월로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 방향은 어떤 면에서는 초개인적(supra-

personal)이며, 문화와 종교의 경계 및 한계, 선입견을 초월하는 초문화적 성숙으로의

도약이며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포괄적인 자아 및 초문화적 의식(trans-cultural

consciousness)으로 나아가는 최종적 통합의 길이기도 하다.

머튼이 이러한 여정의 길에서 함께 했던 책은 티베트 총서 3부작 중 하나인 에반스

웬츠의『티벳 밀교 요가』(Tibetan Yoga and Secret Doctrines), 무르띠(T. R. V.

Murti)의『불교의 중심 철학- 중관 체계에 대한 연구』(The Central Philosophy of

Buddhism), 에드워드 콘즈(Edward Conze)의『印度佛敎思想史』(Buddhist Thought

in India) 등이며, 이 중 특별히 무르띠의 저서는 머튼의 전체적인 관점 및 신비체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요소로 보여진다. 대승불교라는 큰 맥락에서 볼 때, 서로 연결되

어 있는 상당한 분량과 심도 있는 이 책들에 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웬츠의『티벳 밀교 요가』는 티벳 밀교 수행법의 핵심 요소들이 아주 자세하게 수록된

7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7권의 책은 위대한 길, 요가의 지혜가 담긴 것으로

제1권 제자의 길: 스승들의 교훈, 제2권 열반의 길: 마하무드라의 요가, 제3권 지식의

길: 육법(六法)의 요가, 제4권 전이의 길: 의식 전이의 요가, 제5권 헌신의 길: 자기 포

기의 요가, 제6권 오지(五智)의 길: 장음 ‘훔’의 요가, 제7권 반야의 길: 공성(空性)의

요가이며, 수행법에 관해 각기 다루고 있다. 마지막 제7권 반야의 길에서는 세 종류의

반야가 제시되며, 세속적 지혜와 낮은 초월적 지혜, 그리고 높은 초월적 지혜가 그것이

다. 이 중 높은 초월적 지혜는 “대승의 가르침을 듣고 숙고하며 명상한 후에 도달하는

반야이며, 이는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공성(空性)이며, 실제로 탄생과 기반도 근원도 없

음을 아는 것”364)을 뜻한다.

『불교의 중심 철학- 중관 체계에 대한 연구』는 인도인 불교학자인 무르띠가 자신의

363) Ibid. pp. 312-313(부록 IV “Monastic Experience and East-West Dialogue”).

364)『티벳 밀교 요가』(Tibetan Yoga and Secret Doctrines), 라마 카지 다와삼둡 영역, 에  

  반스 웬츠 편집, 유기천 역, 서울: 정신세계사, 2001, 4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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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논문을 간행한 저서로, 불교사상에 일대 혁명을 일으킨 중관(中觀)철학에 관해 그

중요한 분야를 모두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서365)이다. 무르띠의 연구 및 저술 목적은 서

구의 불교학계에서 불교나 중관사상을 단순히 허무주의로 보았던 당시, 구 러시아 불교

학자인 체르밧스키(Stcherbatsky)가 자신의 저서인『불교적 열반의 개념』(The Concept

of Buddhist Nirvana)에서 칸트적 중관해석 방법을 통해 열반의 개념에 관해서만 논

의 및 조망했던 부족한 공백을 추가하고 보완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무르띠는

그의 칸트적 중관해석 방법을 그대로 계승해, 중관학의 근본정신을 복구하며 재해석하고

재평가했다.366)

히말라야 여정 중인, 11월 4일 달라이 라마와의 첫 만남에서 21일까지 머튼은 일기에

혹은 일기 사이에 무르띠의『불교의 중심 철학- 중관 체계에 대한 연구』에서 꽤 많은

내용들을 발췌해 인용 혹은 메모를 하고 있다. 첫 만남에서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신비

주의에 관한 머튼의 관심에 마드야미카(Madhyamika, 中觀) 철학과 족첸(dzogchen)

을 제시했고, 중관철학이 서양의 형이상학을 능가한다고 조언했다.

머튼의 저서 The Asian Journal of Thomas Merton에 기록된 내용에는 중관철학

의 변증법, 중관의 목적, 중관태도의 본질 등367)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고찰해볼 때

어떤 측면에서는 머튼이 내․외적인 모순을 해소하고 지성적 정화의 길에서의 시각을(관

점을) 폭발시키는 일대혁명으로서의 지성적 회심의 동인으로 간주되어진다. 이제 신비체

험과의 연관성 측면에서 머튼이 아시아 여정을 통해 숙고했던, The Asian Journal of

Thomas Merton에 기록된 중관철학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들만 살펴보고자 한다.

중관학파는 용수(龍樹, Nāgārjuna)를 시조로 하는 인도 대승불교의 한 학파이다. 용

수는 “『반야경(般若經)』의 공(空, śūnyatā)사상에 입각한 중도를 주장했으며, 그의 공

사상의 근저에는 연기(緣起)를 전제로 하며, 연기하여 생겨나는 일체의 법은 고유한 본

365) 무르띠, The Central Philosophy of Buddhism-A study of the Madhyamika System   
  (Geroge Allen & unwin, London, 1958) (『불교의 중심 철학- 중관 체계에 대한 연    

  구』), 김성철 역, 서울: 경서원, 1995, 12-13쪽. 

366) 같은 책, 6쪽, 13쪽, 15쪽.

367) Thomas Merton, The Asian Journal of Thomas Merton, pp. 102, 104-105, 115-    

  116, 118, 137, 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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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즉 자성이 없으며, 고정적인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공하다”368)고 말한다. 또한 그는

유무(有無) 양변을 떠난, 중도를 붓다의 근본 사상으로 여겼으며, 이러한 중도를 반야바

라밀(般若波羅蜜)이라고 설했다.

무르띠는 연기에 관해 “순간적 사건 계열에 대한 원리로서가 아닌, 사물의 근본적인

상호 의존 관계, 즉 요소인 법의 비실재성(法空)을 의미한다고 보았으며, 중관교학 전체

를 연기에 대한 재해석”으로 규명하고 있다. 또한 이는 “경험적으로는 실체가 있는 것 같

지만” 궁극적으로는 고정 불변하는 실체가 없는 공(空)을 뜻한다.369) 불교 사상사 측면

에서 볼 때 중관학파는 “유아론(有我論)인 아뜨만 사상과 무아(無我)사상 모두에 대한

비판”370)에서 나온 것으로, 중관철학에서 변증법은 매우 중요하다. 이 변증법은 “이성에

내재하는 총체적이고 끝없는 모순을 의식하면서 결과적으로 더 높은 관점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371)이다. 이러한 중관학파의 변증법은 붓다의 사상에서 비롯되어 체계

를 갖춘 것으로 보며, 인간 이성의 모순성을 통찰한 붓다가 침묵으로, 또 “불이(不二,

advaya)의 실재를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모순을 해결했다면, 중관학파는 변증

법을 통해 이성이 이성 그 자체에서 벗어나게”372) 했다.

다음은 중관 변증법의 방법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중관 방법은 정신을 비개념화하고, 경험적이고 선험적인 모든 개념들을 내려놓는 것이

다. 변증법은 정보를 얻는 길이 아니라, 카타르시스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지성의

정화의 길이다. 그것은 개념적 패턴이 부과하는 모든 제한들을 반드시 폐지한다. 그것은

허무주의가 아니며, … 허무주의를 포함한 모든 견해의 거부이다.373)

이러한 중관의 목적은 설득이 아니라, 논쟁 그 자체를 폭발시킴으로써 모든 독단주의

368)『백일법문』상, 퇴옹 성철, 장경각, 2014, 342쪽.

369) 무르띠,『불교의 중심 철학- 중관 체계에 대한 연구』, 37쪽. 

370) 같은 책, 38쪽.

371) T. R. V. Murti, The Central Philosophy of Buddhism- A Study of the Madhyamika  
  System(Geroge Allen & unwin, London, 2nd edition, 1960), p. 126(The Asian        
  Journal of Thomas Merton, p. 102).

372) 같은 책, 39쪽.

373) T. R. V. Murti, op. cit., p. 112(The Asian Journal of Thomas Merton, 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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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근절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공(空)을 통해 정신적 자유에로 나아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空)은 말이나 개념에 가려져 있는 진실한 실재, 본질에 접근하는 길이며, 이 길을 통

해 무명(無明)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지혜, 반야(Prajna)에로 이르게 된다.

『印度佛敎思想史』는 영국의 현대 불교학자인 콘즈가 이전 저서인 Buddhist

Meditation(Allen & Unwin, 1956, 1959) 속편으로 계획했던 책이다. 콘즈는 원시

불교에서부터 부파불교, 대승불교의 사상에 이르기까지, 인도불교 전체에 관해 핵심적인

내용들을 간략하지만 심도 있게 소개하고 있다. 콘즈는 무르띠의 관점에 동감하며, 중관

론자들이 불교의 중심적 전통을 계승했다고 보고 있다.374) 머튼은 밈 차 재배지에서 무

르띠의 책을 다 읽은 후, 콘즈의『印度佛敎思想史』를 읽기 시작한다.

  1.3.2.1 밈 차 재배지에서의 반추 및 칸첸중가(Kanchenjunga)산 꿈

한편 The Asian Journal of Thomas Merton을 통해 보여진, 이 예외적인 여정이

어떤 면에서 각 단계가 그 목적이 되는 순례라기보다는 숨가쁜 일정과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질주하는 듯한 여행자로서의 머튼 이미지가 그려진다. 여정 한 달쯤 뒤 우연히 방

문하게 된 밈(Mim) 차 재배지에서 머튼은 인도에서의 체험을 반추하며, 문득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너무 많이 다녔다. 너무나 많이 ‘어떤 것’을 찾고 있다: 어떤 답과 전

망, ‘다른 무엇’을. 이것은 환상을 낳는다. … ”375) 이러한 자기인식을 통해 머튼은 계

속해서 그동안의 아시아 순례여정의 목적과 의미 등에 대해 다시 숙고하게 된다. 아직

아시아 순례여정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도, 아시아의 진면목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다음

몇몇 중요한 깨달음376)을 얻게 되었다.

374) 에드워드 콘즈,『印度佛敎思想史』(Buddhist Thought in India), 안성두․주민황 역, 서울:  

  민족사, 4쪽, 8쪽.

375) Ibid., p. 148[베네딕도 수도승인 다비드 슈타인들 라스트(David Steindl-Rast)는 머튼의  

  아시아 여정을 다루면서, “매 페이지를 넘길 적마다 갑작스런 죽음의 숨겨진 폭포를 향해  

  돌진하는 급류에 더 깊이 빠져드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DavidSteindl-      

  Rast, “Exposure: Key to Thomas Merton’s Asian Journal?,” Monastic Studies 10    

  (1974), p. 185)].

376) Ibid., pp. 14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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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머튼에게 무엇보다 달라이 라마와 다양한 티베트인, 라마교 승려 등과 만남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고, 이러한 직접적인 불교의 영적 체험의 나눔과 소통을 통해 그리

스도교와의 조화 가능성에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다.

둘째, 인도의 관상수도회 설립 여부에 관한 현실적 판단과 함께 머튼 자신의 이상적인

은수처에 대한 현실적인 식별, 겟세마니 수도원에 대한 애정을 명확히 깨닫게 된 점이

다.

셋째, 아시아에 대한 자신의 환상을 발견하면서, 상황이나 관점을 좀 더 전체적으로

보는 시야를 갖게 되었다. 즉 그의 관상적 시각이 더 깊어지고 지평이 확장되어갔다.

칸첸중가(Kanchenjunga) 봉우리가 보여주는 영원성의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로 아

래 봉우리 숲에서 폭우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산사태로 인해 차 재배지 전체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티베트 국경에 중국군이 주둔하는 정치적 상황을 목도하며 머튼은 현실적

인 대안과 무상(anicca, 無常)을 생각하게 된다. 또한 아시아에 대해 어떠한 판단이나

결정도 유보하며 높은 산 암자에서 수행하는 라마승들의 밤 추위를 걱정하는 연민의 마

음을 가지게 된다.

이날 밤 머튼은 칸첸중가 봉에 대해 인상적인 꿈을 꾸었는데, 아시아 여정에 관해 낮

시간의 반추와 성찰을 통해 깨달은 통찰들이 머튼의 무의식에 영향을 주면서 변화되는

의식에 관해 잘 나타나있다. 다음은 그 꿈의 일부이다.

나는 (칸첸중가)산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산은 순백색으로 깨끗했다. 특히 서쪽 봉우리

가 맑았다. 나는 온통 희게 덮인 능선과 그 형태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었다. 어떤 목소

리를 들었거나 생각이 떠올랐는지 모르겠다. “산의 다른 쪽도 있다.” 반대쪽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일 것이라고 자각하게 되었다. 나는 티베트 쪽에서 바라보았다. …

칸첸중가나 모든 산은 사진에 찍히거나, 엽서에 나오지도 않는 다른 쪽이 있다. 그쪽이

야말로 참으로 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곳이다.377)

머튼은 이 꿈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가 아니

377) Thomas Merton, The Asian Journal of Thomas Merton, pp. 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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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일종의 환상임을 총체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히말라야 여정에서의 칸첸중가 산에 대

한 머튼의 초기 관상의 부분적이며 왜곡된 시각에서 깨어나 본질을 꿰뚫으면서 균형 있

는 관점, 어떤 면에서는 중관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게 된 것이다. 머튼은 다음 날 오후

저녁에 다시 칸첸중가 봉우리들이 드러내는 모습을 바라보며, “모순을 받아들이며 더 이

상 말이 필요치 않으며 덧없는 생각들이 사라지고 맑아질 때 산이 보인다”378)고 말하고

있다. 이어 며칠 뒤 더 깊어진 시각으로 머튼은 칸첸중가 봉우리 옆 낮은 봉우리들의 각

각의 아름다움과 고유성 그리고 능선 끝의 꼭대기가 잘린 이면의 상황까지 전체를 보며

알아차리게 된다.

이 꿈은 아시아 순례 여정 중 머튼의 의식 및 관상적 시각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

중요한 부분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내적 변형은 폴로나루와에서의 신비체험을 이미 내포

하고 있는 전 단계로 보여진다.

11월 26일에서 28일까지 머튼은 지금은 첸나이(Chennai)로 개명한 인도 마드라스

(Madras) 여정을 통해 라가반(V. Raghavan)을 만나 남인도 힌두교에 대해 처음으로

여러 살아있는 체험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성지순례가 큰 은총임을 고백한다. 해안에

위치한 사원 등 유적지인 지금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지인 마하발리푸람

(Mahabalipuram) 여행에 대해 머튼은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인도에서

본 어떤 것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평화롭고, 더 편안하다. 마하발리푸람은 내가 전에

본적이 없는 문화들이 그대로 남아있다.”379)

머튼은 라가반와 미적 체험과 종교적 경험의 차이점 등에 대해서 토론했으며, 이후

11월 29일에서 12월 6일까지 여정으로 실론(Ceylon, 1972년 스리랑카로 개칭)으로

향했다.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Colombo)에 도착한 머튼은 유명한 불교사원이 있는

중부 도시 칸디(Kandy)를 방문하게 된다. 칸디에 있는 동굴 은수처(cave hermit)를

직접보고, 수행자들과 대화를 나눈다. 또한 매우 진보적인 Nanayakkara주교를 만나

불교도와의 대화, 명상수도원, 그리고 당시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378) Ibid., pp. 156-157.

379) Ibid., p.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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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했다. 이제 머튼은 이곳 플로나루와(polonnaruwa)에서 거대한 불상, 앉은 불상,

그리고 특별히 거대한 불상 옆 와상, 비스듬히 누운 불상(reclining Buddha)을 보고

내면에 큰 통찰과 더불어 깊은 내적 체험(정화)을 하게 된다.

특별히 플로나루와에서 머튼의 이 내적 체험, 즉 신비체험은 아시아 여행의 핵심 체험

일 뿐 아니라, 머튼 영성의 중요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오랜 기간 동안의 탐구들, 즉

고뇌하고, 흩어졌던 많은 의문들이 한 순간에 풀리고, 통합되어가는 결정적인 체험의 시

간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체험으로 지금까지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체

험을 하게 된다. 외형적인 아시아 여행을 통해 하느님에게로의 새로운 영적(내면) 여행

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머튼의 신비체험에 관한 체험(1-2)과 반추 부분(3)에

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특별한 모습을 한 불상 얼굴들의 침묵, 큰 미소들, 거대하고 다소 미묘한, 모든 가능성

과 아무것도 묻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는, 감정적인

체념에서 오는 평화가 아닌, 중관(中觀, Madhyamika), 공(空, sunyata)의 평화를

보면서 지금까지의 시각이 갑자기 바뀌는 것을 느낀다. 마치 불상에서 폭발해 나오는

것 같이 분명하고 명료해지는 내적 정화체험을 하게 된다.

② 와불의 미소와 부처의 수제자 아난다(Ananda)의 슬픈 미소 - 단순하면서도 직접적인

감정이 담긴 미소 - 를 통해 머튼은, 어떤 문제도 수수께끼도 문제도 신비도 없음을 나

타내는 것임을 깨닫는다. 또한 바위 등 모든 것이 법신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것들에

게서 공허와 연민(compassion)을 느끼게 된다.

③ 자신의 삶에서 어떤 예술품을 통해서도 이처럼 아름답고 영적인 생명력을 가진 것을

본 적이 없다. 머튼은 마하발리푸람과 폴로나루와를 방문하면서, 자신의 아시아 순례여

정을 통해 막연히 찾고 있었던 실체, 아시아의 진면목을 깨닫게 되었다. 유럽과 미국과

비교해 볼 때, 깨끗하고 순수하며 이미 완전한 아시아의 면모를 발견한 머튼은 그 너머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진면목, 참 자아 발견이라는 통찰에 이르게 된다.

이제 그동안 살펴보았던 머튼의 상황과 의식의 흐름을 토대로 폴로나루와 신비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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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측면에서 좀 더 깊이 고찰해보고자 한다.

머튼의 폴로나루와 신비체험은 피야닷시(Piyadassi)가 자신의 저서380)에서 소개한

P. D. 우스펜스키(Ouspensky)가 스리랑카의 한 사원에서 만났던 불상, 붓다의 얼굴을

보고 갑작스런 깨달음에 대한 내면의 자세한 기록을 떠올리게 한다. 열반에 든, 깨달음

을 얻은 이 붓다의 얼굴은 시대와 종교를 초월해 많은 이들을 의식의 변형, 크고 작은

깨달음에로 이끌고 있다. 머튼의 경우는 긴 내․외적 영적여정(영적탐구)을 통한 의식의

변형 및 자기 수정을 통한 자기 적절화, 회심 그리고 은총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그가

이해한 불교를 통해 체험한 신비체험의 내용이다.

  1.3.2.2. 공(空)과 자비 경험

중관철학의 공(空)에 대한 이해와 함께, 머튼은 챠트롤 린포체(Chatral Rimpoche)

와 ‘족첸(Dzogchen)’에 대해서 깊은 대화와 배움을 가지게 된다. 앞서 달라이 라마와의

첫 만남에서 머튼은 티베트 신비주의의 이해를 위해 중관철학과 탁월한 티베트 학자와

족첸을 소개받았다. 달라이 라마는 서양인들의 환상과 편견을 깰 수 있는 진정한 티베트

신비주의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길로 안내한 것이다. 또한 그는 공(空)을 목적이나 절

대적 진리로 보는 가장 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시켰다.

닝마파 라마승 챠트롤 린포체가 말한 족첸은 티베트 선(禪)으로 공(空)과 자비

(karuna)의 합일 내지 공과 자비의 불가분의 관계를 뜻하며, 법신(dhamakaya, 法身)

과 신을 넘어선 궁극적인 완전한 비움381)의 길이다. 족첸은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직접

380) 피야닷시,『붓다의 옛길』(The Buddha’s Ancient Path), 한경수 역, 서울: 시공사,       

  1996, 36-37쪽(재인용 P. D. Ouspensky, A New Model of the Universe, London:    

  Kegan Paul, 1938, pp. 360-372).

381) Thomas Merton, The Asian Journal of Thomas Merton, p. 143.

     [“족첸(Dzogchen)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계보는 티베트 토속종교인 뵌교와 티베트 불교  

   학파 중 가장 오래된 닝마파에서 발견된다. 뵌교와 닝마파 모두 그들의 가르침을 ‘아홉가  

   지 길(깨달음과 실재에 이르는 아홉 가지 수행의 길)’로 분류하고 있으며, 족첸이 아홉   

   번째이며 최상승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오늘날 티베트 모든 종파 지도자들이 족첸을 가  

   르치기 시작했으며, 한국에도 알려진 닝마파 승려인 뗀진 왕걀 린포체(Tenzin Wangyal  

   Ronpoche)는 족첸 수행의 길에도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지성적 노력이 요구되는 어려운  

   개념들이 내포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뗀진 왕걀 린포체,『티베트의 禪: 족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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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지름길을 제공하며, 여기에서 길은 단지 자각하는 것을 뜻한다. 머튼은 챠트롤 린

포체와 두 시간 이상 족첸과 닝마파 명상과 해탈, 그리고 불교와 그리스도교 교리에 관

해서 비교하는 대화도 나누었다: “법신(法身), … 그리스도의 부활과 수난, 모든 생명체

에 대한 연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동기 등”382) 탁월한 족첸 수행자에게서 이론과 수행

및 그리스도교와의 연관성에 관한 넓고도 깊은 대화는 머튼에게 큰 은총과 함께 밈 차

재배지에서의 성찰, 칸첸중가 봉에 관한 꿈, 폴로나루와에서의 공과 연민에의 깨달음으

로 연결되어진다.

머튼은 모든 것이 법신(法身)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이 비어있으며

모든 것이 자비임을 고백하고 있다. 대승불교의 공(空)사상과 법신(法身)에 관해 살펴보

면, 기존의 소승부파불교에 대한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 대승불교는 붓다 가르침의

근본정신을 회복하고 실천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대승불교는 누구나 믿고, 실

천하며 일체중생이 해탈할 수 있는 새로운 불교 정신을 토대로 한다. 초기대승불교 사상

가들은 붓다의 무아설(無我說)을 한층 더 발전시킨 공(空)사상을 대승불교 실천사상의

토대로 삼았다. 이러한 공(空)사상은 정확히 공관(空觀)사상으로도 표현하는데, 이는 일

체의 모든 존재가 공(空)인 것[一切皆空]을 관찰하며 어떤 것에도 걸림 없고 집착하지

않도록 수행하는 대승불교의 기본정신이며 선정사상이다.383) 이러한 대승불교는 열반을

얻은 붓다에 관해 법신(法身, dharmakaya), 보신(報身, sambhogakaya), 화신(化身

또는 應身), nirmanakaya)의 세 가지의 구별되는 방법 즉 몸으로 구현된다고 보는 삼

신설(三身設)을 대표적인 불신관(佛身觀)으로 보고 있다.

신비체험에서 머튼이 언급한, 법신(法身)은 산스크리트 용어로 “부처의 우주적 몸, 모

든 존재의 본질”384)로 정의되며, 진리 자체(眞如) 내지 깨달음을 말한다. 또한 진리의

   (Wonder of the Natural Mind), 무명거사 역, 광주: 다래헌, 2011, 80-81쪽, 66쪽]

382) Ibid., p. 143. 

383)『선의 역사와 사상』, 鄭性本, 서울: 불교시대사, 2000, 85-88쪽.

384) Thomas Merton, The Asian Journal of Thomas Merton, p. 372.

     [보신은 진리 자체의 몸인 법신에 의지해 얻어진 몸으로, 아미타불과 같이 오랜 수행 끝  

  에 얻어진 공덕신(功德身)을 말한다. 화신 또는 응신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나투시는 변  

  화의 몸으로, 역사적인 붓다의 탄생부터 입멸까지 인간적인 한 생애를 화신불의 시현으로  

  본다. 이 세 가지 몸을 합하면 불신(佛身)이며, 삼신은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성부, 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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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인 법신(法身)은 색도 모양도 없지만 모든 곳에 충만하며, “붓다의 본성이 비이중적,

절대적 또는 궁극적 공(sunyata)과 동일하다는 것”385)을 뜻한다. 폴루나루와의 체험을

다루면서, 조셉 랍은 이러한 법신의 개념이 “중관(中觀)에서는 비영적 만물에 스며드는

영적인 본질이 아니라, 비어있음과 형태 양쪽 모두와 동일함”386)을 지적한다. 그는 머튼

의 법신의 개념 형성에 대한 근거를 에반스 웬츠의『티벳 밀교 요가』중의 ‘제2권 열반

의 길: 마하무드라의 요가’에 두면서 머튼의 체험을 해석하고 있다. 랍은 마하무드라의

열반에 이르는 네 가지 방법(일반수행, 특별수행 각각 두 부분으로 이루어짐) 중 두 가

지 특별수행 방법인 ‘무(無)명상의 요가’(The Yoga of Non-Meditation)를 통해 머튼

이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이 마하무드라의 특별수행 및 열반에 이르

는 무(無)명상 요가에 관한 사항이다.

107. 제2부의 두 번째 부분인 ‘특별수행’은 다시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분리

불가능한 ‘모든 현상과 마음을 하나로(또는 단일성으로) 바꾸는 요가’, 동시

발생의 완전한 마음(또는 마하무드라)에 의해 모든 것이 법신으로 변하는

‘무(無)명상의 요가’387)

…

119. 다음, ‘동시발생의 완전한 마음’(또는 마하무드라)에 의해 모든 것이 법신(法

身)[또는 진리의 몸]으로 바뀌는 무(無)명상의 요가 행법이 있다.

극복해야 할 무명이 사라졌을 때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끝나고, 길은 끝에

이르며 여행도 끝난다. 여행이 끝나면 탐구할 길의 끝 저편에는 어떤 장소도 없

고 수행자는 마하무드라의 최고 혜택인 무주처열반(無住處涅槃)을 얻는다.388)

  성령)와도 비교된다.]

385) Joseph Quinn Raab, “Madhyamika and Dharmakaya: Some Notes on Thomas        

  Merton’s Epiphany at Polonnaruwa,” The Merton Annual 17(2004), p. 199.   

386) Ibid., p. 200. 

387)『티벳 밀교 요가』, 위의 책, 226쪽.

     무(無)명상의 요가는 “요가의 보다 높은 경지로, 여기서는 명상을 통해 일깨워진 초월적   

  의식이 명상을 변형시킨다. 이 직관적 통찰의 경지, 즉 깨달음(涅槃)에 이르게 되면 이제  

  명상이라는 수단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각주 110 참조)

     여기에서 동시발생의 마하무드라는 “‘원초적이고 완전한 마음’이 항존하는 상태를 뜻하며,  

  이 상태를 깨달을 때 해방을 얻는다.”(235쪽, 각주 1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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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무(無)명상 요가는 갑자기 깨달음을 얻게 되는(직관적 통찰의 경지) 요가

(uncultivated yoga)로서 이 깨달음을 통해 열반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대승불교

에서는 영원히 끝나지 않은 진화의 길이 있다. 그래서 열반을 영원을 꿰뚫는 정신적 휴

식처로 간주하며, 완전히 눈뜬 자들에게는 윤회와 열반의 경계가 없다”389)고 설명한다.

또한 위대한 자들(Great Ones)과 보살들은 더 높은 진화의 기회를 포기하고, 일체중생

을 위해 대자비의 길을 걷게 된다.

머튼은 이렇게 만물 안에서 법신을 봄으로써, 본질적인 공(空)에 대한 통찰과 그 너머

에서 일어나는 대자비를 발견하게 된다.

자비(compassion[karuna])는 대승불교의 핵심 정신으로, 불교인들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붓다의 깨달음 후 40년 동안의 가르침도 실제로 자비의 마음의

외적 표현 외에 다름이 아니다. 대승불교에서 카루나(karuna)는 일체중생을 위한 보살

(Boddhisattva)의 자비로, 그들은 고통 받는(dukkha) 모든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이

끌기 위해 기꺼이 세상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한다. 무르띠가 지적한 것처럼, 붓다는 어

떤 실체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본질과 원인에 관해 아는

것 그 자체가 인간을 자유롭게 해주는 지식임390)을 간파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방법으

로 사성제와 팔정도를 제시했고, 이는 붓다의 길이며 시대를 초월해 모든 불교도들의 해

탈의 길인 것이다. 여기에서 무르띠는 이러한 붓다의 사유가 “중관파에서 말하는 공성

(空性)이나 반야(般若)에 대한 생각과 같다”391)고 보았다. 불교의 이 자비, 즉 카루나

(karuna)는 깨달음 후에 흘러나오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비에 대한 머튼의 이해를 보면, 먼저 머튼은 연민(자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개념

에 대해 “죄의 지배가 여전한 듯 보이는 이 우주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392)로

정의 내렸다. 이러한 자비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388) 같은 책, 230-231쪽.

389) 같은 책, 231쪽 각주 120).

390) 무르띠,『불교의 중심철학』, 110-111쪽.

391) 같은 책, 111쪽.

392) 토머스 머튼,『인간은 섬이 아니다』, 3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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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머튼은 악의 문제를 다루면서, 하느님 사랑과 연민을 통한 세

상의 악의 극복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도 없앨 수 있음을 말한다. 여기에서 머튼

은 윤리적인 악 외에 이기심이나 죄로 인한 왜곡된 상태 등의 심리적 악, 그리고 죄의

상처들까지도 치유되어야 함을 언급했다. 관상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면서, 머튼은 점점

더 존재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 모든 사람들안에 숨겨진 사랑의 토대인 하느님과 하나인

것을 인식하게 된다.

『새 명상의 씨』에서는 이러한 연민을 하느님의 뜻과 순명과 함께 관상과 연결시킨

다.393) 자신이 소속된 계층이나 직업, 그리고 인종 및 나라를 넘어 그들의 기쁨과 고통,

생각, 필요와 갈망을 통해 연민을 느끼기를 촉구하며, 이는 우리의 일시적 감정이 아닌

하느님께 순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민은 하느님의 뜻이며,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을 개발하지 않는 사람은 관상의 은총이 주어지지 않음을 분명히 언급

한다. 1960년 초부터 머튼은 반전 및 사회적 이슈, 인종 문제 등에 참여와 연대를 함으

로써 이러한 포괄적인 연민 내지 자비의 구체적인 실천을 시작했다. 깊어진 불교 연구를

통해 머튼은 오경웅 박사의 The Golden Age of Zen의 서문으로 쓴 “한 그리스도인이

본 선(禪)”(A Christian looks at Zen)에서 자비에 관해 언급한다. 머튼은 대승불교

전통에서 카루나 혹은 자비를 “인간상황에 대한 통찰에 내포된 주요한 의미이며, 자비는

이 통찰 자체에 내포된 의미를 역설적으로 반전시키는 것”394)으로 설명하고 있다. 머튼

은 이를 반증해주는 보살의 삶, 즉 고통 받는 모든 중생들을 부처와 동일시하는 자비로

운 사랑에 대해 언급한다.

아시아 여정을 통해 머튼은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사람들, 많은 린포체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개방과 자비를 몸소 체험하였고, 은수처를 모색하던 그에게 “모든 린포체들

은 절대적 고독에 반대하고, ‘연민’(compassion)을 강조했다. 그들은 상당 기간 고독 속

에 머물다 나중에는 세상에 ‘나오는 것’이 좋은 해결책”395) 이라는 조언을 했다. 여정 중

밈 차 재배지에서의 반추를 통해, 머튼은 중관학파의 변증법을 넘어 그들의 상황에 예리

393) Thomas Merton, New Seeds of Contemplation, pp. 76-77.  

394) 토머스 머튼,『선과 맹금』, 장은명 역, 서울: 성바오로, 1998, 53쪽.

395) Thomas Merton, The Asian Journal of Thomas Merton,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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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찰과 함께 그들에게 연민이 깊어져갔다.

폴로나루와에서의 머튼의 공(空)과 자비 체험은 앞서 다루었던 궁극적 비움과 자비의

족첸과 유사하다. 머튼은 지금은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이자 많은 불자들의 순례지인 폴

로나루와 갈 비하라(Gal Vihara) 사원에 있는 좌상, 입상, 열반상을 보면서 점차적으

로 놀라움과 명료함을, 시간이 흐르면서 갑자기 내적인 폭발을 경험하게 된다. 불교의

정수가 담긴 이 뛰어난 작품들, 불상들에 담긴 침묵, 공(空)의 평화, 열린 표정들을 통

해 의식과 인식의 급격한 정화를 통해 갑작스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모든 것이 공

(空)이며, 연민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된 것이다. 머튼의 이러한 내적인 폭발과 깨

달음은 결코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1960년 초부터 동방 종교, 특히 스즈키를

통한 불교와 선(禪)에 대한 그의 연구와 수행들이 아시아 여정에서 티베트 불교와 수행

자들과의 만남과 확장된 대화를 통한 의식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

이다. 은총과 함께, 열반에 드시는 붓다의 미소와 감정을 초탈한 연민의 모습, 그리고

아난다의 슬픈 표정을 통해 머튼은 진정한 단순함을 통한 명료함을 얻게 된다. 지적이고

복잡한 머튼에게 이러한 신적인 단순함은 신비라는 환상을 벗기며,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붓다의 해탈체험과 자비를 볼 수 있게 했다. 이제 머튼은 오랫동안 찾고 있었던 불교의

본질을 체험하게 된 것이다.

한편 머튼의 이러한 경험은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볼 때, 불교 체험을 넘어 그 공(空)

속에서 즉 그리스도의 비움과 연민에서 하느님의 존재와 사랑의 무한한 실재의 빛으로

나아가는 초월적 체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밈 차 재배지에서의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

진 날, 칸첸중가 봉에 대한 꿈을 꾼 후 머튼은 세 개의 문에 대한396) 숙고의 시간을 가

졌다. 비움(emptiness)의 문, 표시(sign, indicator, information)가 없는 문, 원의

(wish)가 없는 문, 이 세 문은 하나의 문이며 머튼에게 이 문은 인간 이성의 근원적인

모순과 한계를 뛰어넘어 직관적으로 실재를 파악하게 하는 문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

도를 뜻한다. 십자가는 죽음(비움)으로 못을 박은 문으로, 이 문은 부활을 통해 (하늘

396) Ibid., pp. 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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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열림이며 계시, 빛의 문으로 변화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머튼은 이렇게 내면화된

불교의 심오한 교의와 중관학파의 변증법을 통해 파스카 신비에로 연결시킴으로써, 초월

에로 승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로너간이 언급한 지양(sublation)과 연결시킬 수

있으며, 오랫동안 머튼이 갈망해왔던 동양과 서양 사상의 통합과 분열된 내면의 통합 내

지 최종적(총체적) 통합을 통한 승화이며, 이는 자신의 모순을 뛰어넘어 참다운 내적 자

유를 얻게 된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따라서 이 체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루어진 비움과 초월의 역동성397) 즉 초월적 의식으로의 변형으로, 신비적인 자기초월의

체험이며 궁극적 실재인 하느님 체험으로 간주되어진다.

머튼은 이러한 초월적 체험에 대해 온전한 자기 포기와 죽기까지 순명하신 “‘그리스도

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398)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초월적 깨달음의 길은 자기 확

인이나 완전한 성취로써의 자기실현의 길과는 구별하고 있다. 이는 철저한 자기 비움의

길이며, 하느님의 자아와는 구별되지만 이제 사랑과 자유에 따라 하느님의 자아와 완전

히 동일시되는 하나의 자아만 존재하는 초월적 자아가 존재하게 되는 것으로 말한다.

1966년 초월적 체험을 다루면서, 머튼은 초월적 체험을 지혜의 조명(illumination

wisdom) (Sapientia, Sophia, Prajna)으로도 정의 내리며, 이 체험을 통해 “존재하

는 모든 것의 실재를 관통하며, 자신의 존재 의미를 파악하며, … 일치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과 완전한 관계를 맺게 됨”399)을 말했다. 이러한 관점은 폴로나

루와 신비체험의 반추에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나의 아시아 순례는 분명해지고 정화되

었다. … 막연히 찾고 있었던 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 표면을 뚫고 들어가

그림자와 가면 너머의 실체를 인식하게 되었다.”

머튼의 비움에서 초월로 변화된 의식, 즉 초월적 초의식(transcendent superconscious

-ness)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생각을 이해하시는’ 영을 말하

397) 토머스 머튼,『선과 맹금』, 96쪽.

398) 같은 책, 96쪽.

399) 같은 책, 92쪽[R. M. Bucke Memorial Society(Montreal), Newsletter-Review Vol. I,  

   No. 2, September, 1966에 처음 발표 후, Zen and the Birds of Appetite(1968)(『선  

   과 맹금』)에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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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영은 하느님과 ‘성부’의 초월적 초의식”400)을 의미한다.

페닝턴은 이 신비체험에 관해 머튼의 “붓다 현존체험”401)으로 표현하며, 폴로나루와

체험에 대해 머튼이 쓴 그 날 머튼이 자신에게 쓴 편지에 관해 회고하고 있다. 머튼은

개인적으로 준비했던 마지막 책이며, 자신의 여정 마지막 몇 해 동안 체험했던 관상기도

에 대해 보다 개인적이며 내밀한 섬광이 담긴, The Climate of Monastic Prayer

(1969)402)에 대해 페닝턴에게 얘기를 했던 것이다. 그 중 페닝턴은 이 책의 마지막 부

분에서 머튼이 말한 다음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기도가 가장 일시적이고 무상한 것을 포함한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침투하여 활기를

불어넣어야만 한다. 기도는 무상한 인간 존재의 가장 저급하게 보이는 측면까지도 경멸

하지 않는다. 기도는 그들 모두들 영성화하고, 신적인 지향을 제시해준다. … 오늘날 그

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것은 관상의 이러한 정신으로 키워진 이 내적 진

리이다.403)

지금까지 머튼의 신비체험을 수도원 입회 전, 수도원 시기, 그리고 은수 생활에서 선

종까지 세 시기로 나누어 의식의 흐름과 변형에 초점을 두면서 고찰해보았다. 각 시기의

신비체험을 통해 머튼은 하느님 현존 의식과 신비적 봄(관상)이 깊어지고 관점 내지 의

식 및 인식의 지평이 점점 더 확장되며 변화되어 갔다. 특히 선종 전 아시아 여정 중의

폴로나루와 체험에서는 그 정점에 도달했으며, 궁극적으로 머튼 내․외적 최종적 통합뿐

만 아니라 이를 뛰어넘어 신비적 자기초월 체험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신비체험 후

진행되었던 머튼의 회심에 대해 (자기초월의 관점에서) 로너간의 회심이론에 비추어 살

펴보고자 한다.

400) 같은 책, 95-96쪽. 

401) M. Basil Pennington, Thomas Merton, my brother, New City Press, 1996, p. 174.

402) 이 책은 Contemplative Prayer 제목으로도 동시에 출간되었으며,『마음의 기도: 토머스  

  머튼의 관상기도』제명으로 번역되었다. 바실 페닝턴은 이 책에 관해 머튼이 “시토 수도  

  회의 남녀 수도자들을 위해 썼던 매우 특별한 책”이었음을 언급하고 있다(M. Basil       

  Pennington, Thomas Merton, my brother, p. 174).

403) The Climate of Monastic Prayer, pp. 153-15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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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삼중의 회심

머튼은 회심에 대해 일생에 단 한번만이 아닌, 수없이 회심하게 되며, “이러한 계속되

는 크고 작은 일련의 ‘회심’과 내면의 변혁들을 통해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이

루어진다”404)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회심은 전 생애에 걸쳐 진행되며, 머튼은 이러한

오랜 시간 동안의 회심 여정을 역동적으로 걸어간 대표적인 이에 속한다. 전적으로 하느

님께서 주도하시는 과정인 회심은 만물 안에서 그 은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끄시며,

책, 그림, 시(詩), 음악, 철학, 스승, 친구, 우정, 자연, 자연경관, 장소 등을 매개로 이

용하신다. 이러한 요소들은 시인이자 문필가인 머튼에게 그 무엇보다도 회심의 도구로

써, 최종적 통합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삶의 근본적 새로운 방향이자 새로운 지평으로의 급전환인 로너간 회심의 세 가지 차

원, 즉 도덕적, 지성적, 종교적 회심을 통해 머튼 회심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4.1. 도덕적 회심

도덕적 회심은 선택과 결정의 기준으로 만족보다는 가치를 선택하게 되며, 참된 선

(善)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처럼 참된 가치와 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인간 상황 안에서

의 인간 실재에 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 잠재력 또한 계속 개발해야만 한다. 이

러한 인간 지식의 한계와 발전을 위해 로너간은 비판들에 귀 기울이며, 지적 발달을 가

로막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편견들, 즉 심층적, 개인적, 집단적, 일반적 편견

의 장애물을 뽑아내어 계속 배우고 정진하기를 강조한다.

수도원 입회 전 첫 신비체험에서, 머튼은 개인적 만족과 방탕함에서 일어난 윤리적 비

참함과 영혼의 황폐를 체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절제한 자유와 욕구를 마음껏

누리지만, 첫 신비체험은 도덕적 회심의 전조 역할을 했다. 1933년 10월부터 시작된

케임브리지 대학 1년간의 방탕한 생활을 통해 머튼은 자신의 쾌락주의의 잘못을 깨닫고,

404) Thomas Merton, Life and Holiness, pp. 15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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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비아 대학에서는 학내 공산주의 활동 및 전쟁 반대 시위 등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선을 선택했다. “… 나는 공산주의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 하여간에 내가 아는 한 이

것은 그때의 내 지성과 의지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윤리적 개종을 향해 떼어놓는 참된

첫걸음이었다.”(『칠층산』, 171) 이러한 머튼의 공산주의로의 전향과 헌신은 현실과

이상 사이의 모순과 여전히 윤리적인 면에서 개선되지 못한 자신의 삶 속에서, 인류의

선(善)이라는 대의명분에서 개인의 선(善)으로 축소하게 된다. 계속해서 1936-1937년

머튼은 외조부모의 죽음과 이후 자신의 죽음의 유혹과 공포라는 극한 체험을 대면하면서

기도와 도덕적 회심에로 나아가게 되었다. 수도원 입회 전의 이러한 초기 도덕적 회심을

바탕으로, 머튼은 수도원에서 그리스도교적 가치를 배우며 심화시켜나갔다.

1958년 루이빌에서의 신비체험 후 머튼의 자신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및 세

상에 대한 연민과 긍정적 재평가는 사회적 불의와 인간 고통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한 자

각과 사회 비판적 의식이 생겨나게 했다. 1955년부터 시작된 수련장 직책을 통해 수련

자들의 교육과 책임을 맡으면서 머튼의 비판적 사상은 내․외적으로 성장해갔다. 이제

머튼은 입회 이전의 추상적이고 약했던 개인적인 선(善)에서, 인류가족의 선(善)과 사랑

을 위해 사회적, 정치적 차원 특히 인종 차별과 평화 문제를 인식하며 구체적으로 연대

와 사회 참여로써 실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도덕적, 정치적 진정성으로의 부르심에 대

한 머튼의 응답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정부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직접적으로 도전하

면서 공개적이고 독립적인 입장”405)을 표명했다. 머튼은 핵문제의 심각성과 축적에 반

대하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교의 가치와 양심 그리고 세상의 도덕적 악 등에 대해 소리

를 높였다. 머튼은 내적 자유 안에서 소위 거침없이 폭로하며, 중단 없이 나아갔다.

1962년 4월, 전쟁과 평화에 관한, 특히 핵무기 및 핵전쟁의 실상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관점과 그의 성숙한 도덕적 양심의 메시지가『포스트 그리스도교 시대의 평화』(Peace

in the Post-Christian Era)로 탈고되었다. 하지만 돔 가브리엘 총아빠스는 간행과

이후 핵전쟁과 평화 등 주제에 관한 글을 쓰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였다.406)

405) Walter E. Conn, The Desiring Self: Rooting Pastoral Counseling and Spiritual       
   Direction in Self-Transcendence, Paulist Press, 1998, p. 125.

406) 토머스 머튼,『머튼의 평화론』(Peace in the Post-Christian Era), 조효제, 왜관: 분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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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튼은 루이빌 체험에서 발견한 인간과 세상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 편견 및 일반적 편

견을 깊이 깨달았으며, 1960년 초의 비판적 도덕적 회심을 통해 수도원과 국가 안에 내

재된 집단적 편견을 뛰어넘어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더 깊어지고 확장된 머

튼의 도덕적 회심은 계속 진행되었으며 평생의 과정으로써, 이 바탕에는 지성적 회심을

통한 비판적 의식의 적절화 과정과 머튼의 깊은 연민이 있었다.

도덕적 회심의 토대가 되며, 로너간의 사상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는 지성적 회심을 통

해 머튼의 지적 정화의 여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4.2. 지성적 회심

머튼의 지성적 회심의 단초는 1937년 2월에 접한 질송(Etienne Gilson)의『중세철

학의 정신』(Spirit of Medieval Philosophy)에서 시작되었다. 머튼은 이 책을 통해

하느님에 대한 전적으로 새로운 개념인, ‘자존성(自存性)’개념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면

서, 그동안 가톨릭 신앙에 대한 거부와 비난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친구 락스(Lax)의 권유로 읽게 된 헉슬리의『목적과 수단』

(Ends and Means)을 통해 회심의 여정을 더 나아가게 했다.『목적과 수단』은 머튼

이 동양 신비주의에 관해 눈뜨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 영적 질서 및 하느님

과의 실제적인 접촉 가능성에 대한 개념도 얻게 되었다.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에 숙고

한 내용들도 담긴 이 책에서 머튼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를 위한 기도와

금욕수행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자신의 세속적 야망에 대해서도 한 걸음 물러서

게 되었다.

이러한 지성적 회심의 여정에서 힌두승 브라마카리와의 만남은,『목적과 수단』의 영

향으로 동양 신비주의에 깊이 매료된 당시 머튼에게 자신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전환을 맞이하게 했다. 힌두승의 강력한 권고로 읽게 된,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서적인

  판사, 11쪽, 17쪽(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무기와 전쟁으로 인한 가장 긴급한 도덕적   

  위기에 관한 깊은 혜안과 예언이 담긴 이 책은 40년 이후에 공식 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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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구스티누스의『고백록』과『그리스도를 본받음(준주성범)』을 통해 머튼은 그리스도

교 신비주의 전통과 그 아름다움에 눈뜨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후

머튼은 규칙적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석사논문(「윌리엄 블레이크의 자연과 예술」)을

준비하면서 블레이크를 통해 신앙의 필요성을, 마리땡의『예술과 스콜라 철학』에서 ‘덕

행’ 개념을 알게 되면서 내적 모순과 어려움을 해소하게 되었다. 1938년 그의 독서 경

향이 점점 더 가톨릭적이 되어갔고 홉킨스의 시와 필기장에 심취해갔다.(『칠층산』,

267) 홉킨스의 영향은 그 해 9월에 하숙집에서 일어난 머튼의 지성적 회심에 결정적인

요소로써, 레이히의『제랄드 맨리 홉킨스의 전기』를 읽던 중, 개종에 대한 홉킨스의 심

경과 목소리는 강렬하게 머튼의 내면을 흔들면서, 급격하게 회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극

적인 회심을 통해 머튼은 1938년 11월 16일에 세례를 받고 가톨릭교회의 일원이 된다.

이후 지속적인 영적독서와 성사생활 및 은총은 사제성소를 결심하게 했고, 약 1년 반 정

도 후에 머튼은 하바나의 성프란치스코 성당에서 신비체험을 하게 된다.

수도원 입회 전 초기 머튼의 지성적 회심의 여정에는 앞서 언급된 중요한 책 외에

1935년 컬럼비아 대학 첫 학기에 만난 마크 반 도렌(Mark Van Doran) 교수와 친구

락스와 동료들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도렌은 영문학을 강의한 시인으로, 머튼

에게 스콜라 철학의 씨앗과 학문적 식별력 그리고 셰익스피어 강의를 통해 지성적 사고

형성의 토대를 형성하는 등 지성적 회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겟세마니 수도원에 입회한 후, 회심은 머튼에게 “하나의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수

도승이며 관상가로서 삶의 방식이 되었다. 시토 수도회 다섯 가지 서원중 conversio

morum은 생활양식의 변화로써, 삶의 회심 또는 내적 변화에 헌신하는 것”407)을 의미

한다. 수도원 시기의 머튼의 지성적 여정은 루이빌 신비체험을 기점으로 상당히 폭넓게

확장되었다.

수도원 시기 초기에서 루이빌 체험 전까지, 이미 신비주의 작품에서 살펴보았듯이 머

튼은 시토회 베르나르도 성인, 성 티에리의 윌리엄(William of St. Thierry) 작품들,

407) “Conversion” in The Thomas Merton Encyclopedia, pp. 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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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베네딕토 수도자에 관한 생애 번역 등을 비롯해서, 십자가의 성 요한, 아빌라의 성

녀 데레사 등에 대한 독서와 연구들은『명상의 씨』,『십자가의 성 요한과 진리의 산

길』작품들을 낳게 했다. 루이빌 체험 후 머튼은 서신 교류의 허락 및 수도원에서의 에

큐메니칼 대화 등으로 독서의 범위가 광범위해져서, 그리스도교 전통과 관상 너머 선

(禪)과 불교 등 세계 여러 종교 및 사회정의, 평화, 환경 등으로 뻗어갔다. 자신의 진정

한 소명에 대한 부단한 탐색과 끊임없는 머튼의 지적 탐구는 비판적인 자기 이해와 함께

더 깊이 하느님에 대해 질문하며 진정한 앎으로 향하게 했다. 이 시기의 지적 여정의 열

매는 여러 방향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직접적으로는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의 참여 및

그의 헌신이다. 즉 머튼은 정확하고, 비판적인 앎과 인식을 통해 도덕적 회심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스즈키를 통한 선(禪)과 불교, 오경웅 박사를 통한 장자 연구 및

도교 신비주의 등을 충분히 체화하고 자기 적절화 과정을 통해, 머튼은 관상에도 적용한

작품들인『새 명상의 씨』,『장자의 길』간행의 결실을 맺었으며, 그 외『고독 속의 명

상』(1958), Disputed Questions(1960), Original Child Bomb(1962), Gandhi

on Non-Violence(1965) 등 다수의 작품을 간행했다.

수도원에서의 이러한 지성적 여정을 바탕으로, 은수생활에서부터 아시아 여정을 통해

머튼의 지성적 회심여정은 완숙해져갔다. 1965년부터 시작된 은수생활에서 머튼은 이제

수련장 직책이나 작품 활동, 그리고 평화운동 등 사회 참여에는 물러섰지만, 그 다음 해

에는 Raids on the Unspeakable, Conjectures of a Guilty Bystander, 1967년

에는 Mystics and Zen Masters 작품을 통해 동방․서구 신비가와 신비주의와 쇄신

문제, 실존주의를 다루며 세계 여러 종교의 형이상학적 인식과 그 본질에 관해 사변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연구했다.(III장. 신비주의 작품 부분 참조) 선종한 해인 1968년에

는 더 깊어진 선(禪) 연구 및 의식의 변화, 공(空)의 지혜: 스즈키 다이세츠와의 대화

등을 수록한 작품『선과 맹금』을 간행하게 된다.

주요 세계 종교(불교, 힌두교, 하시디즘, 유대교) 및 수피 신비주의, 라틴 아메리카 시

인들과 미국, 프랑스 작가들을 포함한 20세기 문학에 대한 지식과 이해, 수도원의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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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의, 평화, 비폭력 이슈 등 다양한 부분들408)에 대해 진정성 있는 끊임없는 탐구들

은 은수생활 안에서 머튼이 궁극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절대적 앎인 하느님을 더 깊이 추

구하게 만들었다. 1968년 초, 머튼은 레자 아라스테의 Final Integration in the

Adult Personality(1965)를 통해 그동안의 지성적 여정이 최종적 통합에로 나아갈 수

있는 통찰과 영감(방향)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사회적 관습, 편견, 문화, 종교 등의 한계

를 초월하여 새롭게 탄생한 초문화적 성숙의 상태이자 포괄적인 자아 개념은 그 동안 걸

어왔고 앞으로도 추구할 머튼의 영적 여정의 방향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머튼이 자신 안에서 아직 해소되지 않는 모순과 내적 긴장 및 새로운 차원의 관상적

성숙과 통합을 위한 실존적 불안을 안은 채 떠난 아시아 여정에서 체험한 지성적 회심의

중요한 요소로는, 먼저 달라이 라마와 챠트롤 린포체과의 대화 및 인도불교의 정수인 중

관(中觀) 철학과 인도 선(禪)인 족첸에 대해 사변적이 아닌 수행차원에서의 실제적인 대

화였다. 또한 무르띠의『불교의 중심 철학- 중관 체계에 대한 연구』는 지성적 회심의

핵심 저서로써, 머튼이 그동안 스즈키를 통해 익힌 불교와 선(禪)을 통해 불이(不二)의

실재를 직관적으로 인식409)했다면, 이 중관학파의 변증법을 통해 자신 안의 오랫동안

갈등을 초래했던 이성의 모순과 한계를 뛰어넘어 지성적 자유와 궁극적인 실재인 진리에

이르는 길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앞서 상술했던 밈 차에서의 성찰

을 통해 칸첸중가 산의 꿈과 숙고로, 이어지는 (칸첸중가 산) 관상적 봄과 묵상을 통해

세 개의 문을 뚫고 궁극적인 하나의 문인 파스카의 문, 영광이며 빛의 문, 진리의 문에

다다르게 된다. 이와 함께 에반스 웬츠의『티벳 밀교 요가』, 에드워드 콘즈(Edward

Conze)의『印度佛敎思想史』도 머튼의 지성적 여정에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웬츠

의 저서는 플로나루와에서의 신비체험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간주된다.

408) William H. Shannon, Silent Lamp, pp. 286-287.

409) 용수의 절대적 실재에 대한 해석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절대>란 ‘절대와 다른 어떤  

  것’, 즉 ‘경험적인 것’에 대응하여 설정된 하나의 실재는 아니다. 사고 형식(vikalpa: 분별)  

  을 통해 보여진 <절대>가 현상(윤회, 세속)이다. 후자가 사고 형식의 덧씌움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절대>이다. [절대와 세속의] 구별은 인식론적인(주관적인) 것이지 존재론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용수는 세속과 절대적 실재 사이에는 조금도 차이가 없다고 선언한  

  다.”(무르띠,『불교의 중심철학- 중관 체계에 대한 연구』(The Central Philosophy of    
  Buddhism), 270-2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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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아시아 여정을 통한 머튼의 지성적 회심은 플로나루와에서의 신비체험 즉 종교

적 회심으로 이어지며, 이는 궁극적 실재에 대한 자기초월체험이다.

1.4.3. 종교적 회심

로너간에게 종교적 회심은 “궁극적 관심에 사로잡힌 상태, 전적이면서 영구한 자기승

복, 초자연적 사랑에 빠지는 것”(MT, 240)이다. 이러한 종교적 회심은 성령을 통해 우

리에게 흘러넘치는 사랑, 즉 은총으로 주어지며, 이를 통해 로너간은 “실존적 의식의 역

류로써”(MT, 240) 사랑에 빠진 존재로 변화하므로 이는 “자기초월의 근거인 동시에 목

적”(MT, 241)이 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종교적 회심으로 거룩한 소명에 대한 운명

적인 수용과 기도에서 단순성과 수동성이 증가되는 변화410)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회심의 여정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는 여정으로, 머튼은

이러한 지속적인 회심의 여정과 그 역동성을 잘 보여준다.『칠층산』을 통해 드러난 젊

은 머튼의 도덕적․지성적 회심 여정은 수도원 입회 후에 진행된 그의 회심을 고려해볼

때 시작 단계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젊은 시기의 회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의 성숙

한 시기의 더 깊은 종교적 체험을 희미하게 하고, 성인기에만 가능한 더 깊은 차원의 회

심을 놓치게 된다”411)고 월터 콘(Walter E. Conn)은 강조한다.

머튼의 종교적 회심 역시 도덕적 회심이나 지성적 회심만큼이나 오랜 시간의 여정을

통해 느리게, 때로는 고통스럽게 진행되었다. 이 긴 여정은 수도원 입회 전 초기 도덕적

회심과 지성적 회심을 통해 1938년 세례를 받으면서 교회의 일원이 된다. 세례 직전까

지도 머튼은 초자연적 생명에 대한 원의는 강했지만, 아직 그의 가톨릭에 대한 연구나

지적 수준에 비해 자신의 영혼 사정에 대한 인식 수준은 많이 미약했으며, 이제 칠층산

의 등반에 시작한다고 의식(『칠층산』, 279)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은총의 빛으로 자

신의 가난함과 비참함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다. 다음은 세례 때의 머튼이 체험했던

410) Cf. Lonergan, Method in Theology, pp. 240-241.

411) Walter E. Conn, op. cit.,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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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 사랑에 대한 고백을 기록한 내용이다.

나는 하느님의 생명이요 인력, 당신의 영원한 자비와 무한한 본성으로 끌어당기시는 하

느님의 인력 안에 들어왔다. 그리고 어디에나 계시고 한계가 없으신 하느님께서 그리스

도와 합일됨으로써 이 어마어마하고 무한한 인력권(사랑, 곧 성령)에 들어온 나를 발견

하시어 사랑하신다. 하느님은 당신의 무한한 심연으로부터 나를 불러내신다.

(『칠층산』, 284)

이러한 초기 종교적 회심을 거치지만, 머튼은 아직 인간적인 성공과 야망에 묶여 있었

다. 이런 중에도 은총과 자비의 손길은 머튼을 사제성소에로 이끌었고, 1941년 12월

10일 겟세마니 수도회에 입회한 후 이제 그리스도교 수도 전통과 가치를 배우며 관상을

심화시켜나갔다. 이후의 여정은 앞서 회심에서 자세히 언급되었다. 이러한 관상과 지성

적 여정 중, 특히 1958년 루이빌 신비체험 후 비판적 도덕적 회심체험에 이른다. 후기

머튼은 아시아 여정에서의 지성적 회심을 바탕으로 폴로나루와에서 이제 은총으로 거대

한 불상들을 돌파해서 참 자아 너머 모든 것에서 공(空)과 하느님 무한한 자비의 현존을

깨닫게 되는 신비적 자기초월의 체험, 즉 종교적 회심을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종교적 회심에 대해 월터 콘은 폴로나루와에서의 체험에 대한 기술이 “선(禪)

에서의 사토리(satori)의 돌파 경험에 대한 머튼의 이해와 상당히 유사함”412)을 지적하

고 있다. 머튼은 The Inner Experience(1959)에서 자신이 끊임없이 추구했던 참 자

아, 즉 내적 자아(內的 自我)에 대해 동양 선의 사토리(satori, 깨달음)413)와 비교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서 머튼은 내적 자아의 개념을 일종의 영적 생명, 우리 안의

412) Ibid., p. 129.

413) 토머스 머튼,『묵상의 능력』(The Inner Experience),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2006,   

   228-229쪽.

      “사토리는 오랜 정화와 시련 끝에 그리고 각고의 영적훈련 끝에 수행자가 체험하게 되는  

   일종의 내적폭발로, 이때 거짓된 외적 자아는 산산조각 나고, ‘원초적 얼굴’[불성(佛性)]  

   만 남게 되는 획기적인 영적 체험을 말하며, 이는 선(禪)의 핵이며 정수”이다. “영적 깨  

   달음(자각) 혹은 신비한 내적 자아실현”으로 여겨진다. 그리스도교의 신비체험과 달리 선  

   (禪)에서는 이를 자연적 현상으로 보며, 반(反)신비적인 선(禪)의 특성상 초자연적 혹은   

   신비적 요소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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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원천이자, 우리의 전 존재를 통과하며 초월하는 실재로

정의내린다. 이러한 내적 자아가 깨어나면 지성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며, 이제 살아있는

의식이 된다고 말한다. 이 내적 자아 역시 사토리처럼 오랜 내․외적 영적 훈련으로 내

적 성숙의 경지에 이르면 불쑥 자기 존재를 드러낸다.414) 평신도 선(禪) 수행자인 차오

피엔(Chao pien)이 공(空)의 상태(무지의 구름 속)에서 갑작스런 천둥소리에 내적 의

식의 문(마음의 샘)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머튼에게는 내적 자아의 깨어남을 통해 예와

아니오, 주체와 객체 등을 초월해서 하느님과 하나임을 깨닫게 된다. 폴로나루와에서 머

튼이 체험한 바위(불상)에서 폭발하는 것 같은 체험부분은, 그로 인해 내적인 정화체험

은 차오 피엔의 사토리 체험과도 유사한 연관성이 보여진다.

종교적 회심을 통해 머튼은 완전한 자기초월인, 사랑에 찬 자비 안에서 자신의 남은

소명의 여정을 수행해나갔다.

  1.5. 자기초월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이해하게 되면서, 자기를 실현하고 또 그 너머 자기를 초월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건강한 자아는 이러한 자기초월의 바탕이자 전제 조건

이다. 그리스도교에서 진정한 자아실현은 자기중심적 삶을 넘어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해

움직이는 자기초월을 의미하며, 이는 복음의 중요한 역설에 해당한다. 이에 관해 빅터

프랭클(Victor Frankle) 또한 Man’s Search for Meaning에서 “인간 존재는 본질적

으로 자기실현보다는 자기초월이다. 자기실현은 가능한 목표가 아니다. 사람이 더 많이

노력할수록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라고”415) 언급하고 있다.

신학적 관점에서 “자기초월의 원동력은 인간 인격 안에 있는 신적 생명이며, 그 실현은

진리와 선, 그리고 사랑이신 하느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정점에 이른다.”416)

414) 같은 책, 226-227쪽.

415) Walter E. Conn, op. cit., p. 72(Victor Frankl, Man’s Search fo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ogotherapy, trans. I. Lasch (2d ed.;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1963[1959]), p. 175 재인용).

416) Ibid.,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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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너간에게 인간이 오류에서의 해방이나 알게 되는 과정을 통해 적절한 자기초월을 발

견하는 것은, 뿌리박힌 타성에서 벗어나 자신이 알고 있을 때 무엇을 아는 지를 정확하

게 알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자기초월은 회심이며, 이 회심은 더 나은 명료함과

발전으로 향하게 한다.417) 이러한 인지적인 자기초월은 숙고를 통해 객관적 가치에 관

해 질문하면서 도덕적 자기초월의 층위(수준)로 넘어가게 되며, 도덕적 자기초월은 최종

적으로 사랑 안에 머무는 존재(being-in-love)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하느

님과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은 우리 의식의 지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취”(MT, 105)이

다. 인간은 인지적 자기초월을 통해 진리에로(지성적 회심), 도덕적 자기초월을 통해 가

치에로(도덕적 회심) 나아가며, 마침내 자기초월의 근거인 목적이며 기반인 사랑에 푹

빠진 존재(종교적 회심)가 된다. 이러한 자기초월을 통해서 진정성을 얻으며, 회심을 체

험하게 된다.

머튼의 자기초월의 여정을 고찰해볼 때, 자기가 중심이 되려는 욕망만큼이나 관계 안

에서 자기를 초월하며 그 너머의 하느님께 도달하려는 자기초월의 역동성이 잘 드러난

다. 청년 머튼, 수도승이며 작가인 머튼, 수련장이며 사회참여와 연대하는 수도승 머튼,

오롯한 은수자로서의 머튼, 순례자로서의 머튼의 내적 여정은 분리와 애착의 욕망, 분화

와 통합의 욕망, 자율과 관계의 욕망 안에서의 모순과 갈등, 긴장 속에서 자기초월로의

고투였다. 그의 폴로나루와에서의 신비체험이자 종교적 회심은 이러한 자기초월의 실현

이 정점에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은 머튼의 자기초월의 여정들 중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천천히 … 나는 나의 삶을 다른 차원에 포함시킨다. … 그리고 연속되는 사건과 경험으

로부터 생겨나는 자유가 있다. 그것들이 내게는 점점 더 나의 경험이 아닌 것처럼 보인

다. 그것들은 점점 더 [전 인류]의 총체적 경험이라는 거대한 패턴 속에 엮어져서 모든

경험을 초월해있는 무언가처럼 느껴진다. 나는 내 자신을 수도자이자 작가인 개인으로,

혹은 수도자이자 작가로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쓰는 한 개인으로 덜 인식하게 된다. 많

은 사람을 대신해 보고 말하는 것이 나의 임무이며, 심지어는 내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

417) Cf. Lonergan, Method in Theology, pp. 23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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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보일 때도 그것은 나의 업무이다.418)

머튼의 자기초월로의 여정은 참 자기, 즉 내적 자기를 찾는 여정이며, 이는 역설적으

로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자기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무화(無化)됨으로써 초월로 도약

하는 전적인 내적 변화를 목표로 한다. 특별히 머튼은 “집단(collectivity)과 대중매체에

의해 형성된 사람들이 초월에 대한 감각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의 타고

난 관상의 능력을 빼앗기는 것임”419)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머튼의 자기초월은 “영적 전통의 과거와의 연속성과 새로움에의 개방의 중요성

을 나타내며”420), “자비의 개방성, 개방의 영성”421)을 지향한다.

지금까지 머튼의 신비체험을 로너간의 초월적 방법을 통해 머튼의 자기이해, 의식의

흐름의 고찰을 통한 자기 적절화(self-appropriation), 그리고 회심 및 자기초월을 통

해 진정성(의식 활동의 객관화)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신비체험 분석을 통해 머튼 신비체험이 갖는 특이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18) Anne E. Carr, A Search for Wisdom and Spirit, p. 72(Conjectures of a Guilty      
  Bystander, p. 245 재인용).

419) William H. Shannon, Thomas Merton’s Paradise Journey, p. 257. 

420) Anne E. Carr, op. cit., p. 140[앤 카(Anne E. Carr)는 머튼이 “창의적인 수용성으로서  

  의 자기초월과 창조의 지혜, 그리스도의 육화. 죽음과 부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불가해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자기초월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  

421) David Steindl-Rast, “Exposure: Key to Thomas Merton’s Asian Journal,” Monastic  
  Studies 10(1974), p.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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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머튼의 신비체험의 특이성 

  지금까지 살펴본 머튼의 신비체험 4개를 볼 때, 각각의 체험들은 구별되는 특징적인

면이 있다. 또한 신비체험들은 머튼의 내적 여정 전체에서 조망해보면 서로 의미 있는

연관성 내지 연속성을 가진다. 1933년 첫 신비체험에서 머튼은 그리스도가 아닌, 깊은

신앙인이었던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생한 현존을 통해 강렬한 하느님 체험을 하게 된다.

회심 체험 후 1938년에 세례를 받고, 1940년 쿠바 하바나의 성 프란치스코 성당에서

가진 두 번째 신비체험에서 머튼은 어린이들의 우렁찬 사도신경을 들으면서 제대에서 축

성되는 성체의 신비를 갑자기 깨닫게 된다. 신앙의 빛으로 조명된 머튼은, 이 빛 안에서

성체를 통한 하느님 현존을 내․외적으로 깊이 체험한다.

1941년 겟세마니의 성모수도회 입회 후, 1958년 루이빌에서의 세 번째 신비체험에서

머튼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갑자기 그들 모두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히며 그들과

하나임을 깨닫게 된다. 오랜 관상기도와 특별한 은총의 빛 안에서 머튼은 육화한 하느님

의 현존을 그들 안에서 발견하고 (신비적인) 일치를 체험하며, 그들(우리) 모두의 존재

중심 안에 있는 하느님 자리(le point vierge)를 파악(믿고 이해)하게 된다. 비록 인간

실존의 상황과 한계들이 압도하고 짓누를지라도, 머튼은 이제 자신 및 인류가족의 실존

적인 의미와 가치에 대해 자각하며 자신만의 고독에서도 탈피하게 된다. 1968년 스리랑

카 폴로나루와에서의 네 번째 신비체험에서 머튼은 불상을 통해, 붓다의 해탈체험에서

파스카의 신비로 관통해 초월에로 향한다. 성령의 활동 안에서 비움과 초월의 역동성,

신비적 자기초월 체험을 통해 머튼은 만물 안에 깃들인 하느님 자비와 초월적 현존을 깨

닫게 된다. 이는 머튼이『새 명상의 씨』마지막 장에서 언급한 온전한 비움을 통해 자유

로우면서도 우주적인 일치, 즉 모든 개념, 매개, 이중성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는 것과

연결이 된다.

머튼은 말로 묘사나 기술이 어려운 네 차례의 신비체험에 관해 자세히 기록했다. 수도

원 입회 전 두 개의 신비체험은 자서전『칠층산』(1948)에 기록한 것으로, 수도승 머튼

이 각각 15년, 8년 전 체험을 반추한 내용이다. 입회 후 세 번째 루이빌 신비체험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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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의 적절한 표현(신비적 표현)을 찾아 재기록 하는 데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마지막 네 번째 폴로나루와 체험 역시 며칠(3일)이 지나서야 기록할 수 있었다. 만약 체

험 일주일 뒤에 머튼이 선종하지 않았다면, 이 신비체험의 기록 또한 머튼에게는 일정시

간의 반추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폴로나루와 신

비체험에 대한 해석의 지평은 좀 더 폭넓게 열려있다.

머튼의 신비체험은 삶 안에서, 삶의 한 과정으로서의 신비주의를 나타내며, 신비적 관

상(관상 체험)을 통해 그가 어떻게 하느님 현존을 의식하며 그 변형된 의식으로 그 지평

을 확장해 나가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머튼의 신비적 관상에는 후기로 갈수록

자연관상적 측면들이 점점 더 많이 드러나며, 루이빌과 폴로나루와에서의 신비체험에서

는 체험 전의 꿈(무의식)의 작용 내지 역할이 주목되어진다. 머튼이 꿈속에서 의식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관점들을 기록(글쓰기)을 통해 의식화함으로써, 더 나아가 관상기도 안

에서 깨닫고 변형되는 체험들을 통해 의식이 확장되면서 신비체험이 일어나고 통합으로

나아간다.

그리스도교 전통 신비여정의 관점에서 볼 때, 앞서 살펴본 머튼 신비체험의 특징을 바

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2.1. 그리스도교 전통 신비여정의 틀 확장

  

  교회 신비가들의 신비여정인 정화, 조명, 일치의 길이라는 전통적 틀에 비추어볼 때,

머튼의 신비체험은 다소 어려움에 봉착한다. 각 신비체험 안에는 두 가지 혹은 세 단계,

정화․조명․일치가 함께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치의 경우도 그 깊이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일치의 경우 하느님과의 합일보다는 신비적 관상(관상 체험)을

통해 (하느님을) 더 깊이 생생하게 의식한다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

만 이러한 사실에도 머튼 신비 여정의 바탕에는 십자가의 성 요한이나 아빌라의 성녀 데

레사가 걸어간 신비여정의 요소(감각과 영의 어둔 밤)나 방향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볼 때, 4개의 각기 다른 신비체험은 연속성을 가지면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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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통해 머튼의 궁극적이며 유일한 갈망인 하느님과의 더 깊은 일치에로 지향하고 있

다. 또한 전통적인 신비여정을 적절하게 수용하며 자신의 영적 여정과 변화하는 경험을

통해 새롭게 질문하고 탐구하며 계속해서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며 모색해나갔다는 점에서

그리스도교 전통 신비여정의 틀을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전형적이지 않은 수도승이자 창의적인 작가(예술가)로서의 머튼의 신비체험은 모두 수

도원 안에서가 아닌, 바깥에서 일어났다. 더구나 정주서원을 한 트라피스트 수도승으로

서 마지막 신비체험은 맨 발로 만났던 스리랑카의 바위로 만든 불상 앞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어떤 면에서 모세를 연상케 하는 장면으로, 머튼은 모험이신 무지의 하느님(미지의

하느님)을 향해 또다시 자신을 벗으며(비우며) 하느님을 체험한다. 이같이 머튼 신비체

험의 장소인 하숙방, 하바나의 성 프란치스코 성당, 루이빌, 그리고 폴로나루와 모두는

당시 머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씨름했던 실존적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이

다. 머튼의 신비체험은 그의 수도원적 환경에서 볼 때, 로버트 지안니니(Robert

Giannini)의 견해처럼 “순수하게 지적이고 추상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존재론적”422)이라

고 볼 수 있다. 이는 관상에 선(禪)과 불교 및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뿐만 아니라 머튼이

후기 작품 Contemplative Prayer에서 이러한 개념들을 사용해서, 예를 들면 전율(실

존적인 불안)의 경험이라는 새로운 틀에서 신비전통의 어둔 밤(감각과 영의 어둔 밤의

정화)을 탐구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변형한 점423)을 들 수 있다. 그 외 아라스테의 관점

과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이처럼 그리스도교 전통 신비여정의 틀로써 머튼의 신비체험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고전적 틀이 현대의 실존적이며 지성적인 수도승의 내면 체험을 적절하

게 해석하기에는 부족함과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로너간의 초월적 방법론은 이러한

점들을 해소해 준다.  

 

422) Robert Giannini, op. cit., p. 228.

423) Anne E. Carr, op. cit., pp. 130,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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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심미적 체험

  미적 체험은 머튼 회심과 신비체험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첫 신비

체험 전 머튼은 로마 여행에서 성당 벽의 모자이크를 보고 큰 충격을 받는다. 이를 계기

로 머튼은 특히 비잔틴 모자이크와 성유물, 조각품 등 예술의 만남을 통해 성당 안에 현

존하시는 물리적인 형상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인식하며 얼마 뒤 신비체험을 갖게 된

다. 일종의 큰 내적 전환을 가져온 모자이크 예술에 대한 머튼의 표현은 폴로나루와 신

비체험에서의 불상에 대한 표현과도 유사성을 가지며, 폴로나루와 신비체험에서 머튼은

반추를 통해 미적 조명, 미적 감각과 영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샤

논은 이러한 폴로나루와 신비체험에 관해 “신비체험에 가까운 놀라운 심미적 체험”424)으

로 평가한다.

머튼의 창작, 미적 감수성 및 예술적인 재능은 양부모 모두 화가였던 배경과 천부적인

재능 및 기질에 기인하는 것 같다. 예술가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림에도 자질이 있었던

머튼은 컬럼비아 대학에서(1937년) 연감(yearbook) 편집장뿐만 아니라 Columbia

Jester의 미술편집인으로도 활동했었다.

로너간은 Method in Theology를 통해 의미 부분에서 예술을 다루면서 철학자이자

미학자인 수잔 랭거(Susanne K. Langer)의 저서 Feeling and Form(1953)에서 그

개념들을 많이 차용했다. 그녀에게 예술적 인식은 “‘감정을 통해’ 수행되는 일종의 추론이

아니며, … 언어에 의거함이 없이 현실과의 접촉을 꾀하는 특수한 재능이 아니며, 그것

은 창작된 시각적․시적․음악적, 기타 미적(美的) 인상이 단일한 심벌, 즉 예술 작품이

가져오는 인상을 매체로 하는 인식행위”425)로 정의된다. 직관을 통한 이러한 예술적 인

식 및 예술적 통찰의 과정에 대해 그녀는 이성적으로 간주하며, 신비적으로 보지는 않는

다. 그녀에게 직관은 로크가 ‘자연의 빛’이라고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술적 인

식은 관상을 통해 커지고 깊어지며, 이는 인간 통찰의 소산이자 수단이기도 하다.426)

424) William H. Shannon, Silent Lamp, p. 277.

425) 수잔 K. 랭거,『예술이란 무엇인가』(Problems of Art, 1957), 박용숙 역, 서울: 문예출  

  판사, 2009,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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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간 삶에 있어 지적 수준보다도 더 깊은 곳에까지 영향을 주는 예술에 관해, 수

잔 랭거는 “자기를 아는 일, 바꾸어 말하면 생명과 정신의 모든 국면에 대해 갖는 통찰

은 예술적 상상력에서 생기며”427), 이것이 예술이 갖는 인식적 가치라고 말한다.

모자이크에서 머튼은 “영적 생명력과 진실성, 내적 힘이 충만한 예술”(『칠층산』,

142)을 체험하면서 한편으로는 과장이나 꾸밈, 속임수가 전혀 없는 영적 목적을 위해

제작된 이 단순하면서도 장엄한 예술품에 매혹되었다. 머튼의 이러한 예술적 인식은 그

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물리적인 현존에 대한 통찰로 이어지게 된다. 예술 속에 표현된

하느님을 향하는 인간의 초월성을 통해 머튼은 내적 평화와 거룩함을 접하며, 자신에 대

해서도 알아가게 된 것이다. 이후 머튼의 예술적 인식들은 관상이 깊어지면서 점점 더

증대했고, 시(詩)로 표현되거나 자연관상에로 확장해갔다. 특히 은수생활 후의 숲에서

머튼의 자연 관상에 대한 꽤 많은 단상(일기, 기록)들은 회화적이며 미적인 감수성이 상

당히 풍부하게 드러난다. 로너간의 의식의 분화 종류에서 볼 때, 머튼은 종교적으로 분

화된 의식일 뿐만 아니라 예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분화된 의식의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여행에서 칸첸중가 봉의 관상의 과정을 거치며, 머튼은 마하발리푸람

(Mahabalipuram)의 경관과 바닷가에 위치한 사원 등의 고요함과 맑음, 그리고 아름다

움을 통해 일종의 정화를 체험하게 된다. 며칠 뒤 폴로나루와에서의 미적 조명을 통해

불교 예술품(불상들)에서 깊은 심미적 체험 및 영적 체험(신비체험)을 하게 된다. 가톨

릭 예술품(모자이크)에서처럼 머튼은 불상들에게서 영적 생명력과 자연스러움, 그리고

단순한 진실의 아름다움을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동시에 공(空)에서

의 깊은 평화와 어떤 가능성(열반과 자비, 초월과 사랑)도 깨닫게 된다. 이러한 미적 조

명을 통한 심미적 체험은 머튼의 시각과 (예술적 인식을 포함한)인식을 정화시키며, 환

상에서 벗어나 궁극적 실재를 향해 초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리차드 빌라데서(Richard Viladesau)는 신학적 미학을 다루면서, 로너간의 회심이론

426) 같은 책, 92-95쪽.

427) 같은 책,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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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지성적 회심 및 도덕적 회심과 함께 “미학적 회심(aesthetic conversion)”428)

의 언급 가능성에 대해 개진하고 있다. 그는 여기에서 “미학적으로 회심된 주체가 지향

하는 ‘아름다움’은 우리 존재의 인격적 차원, 가슴의 가장 깊숙한 욕망과 일치하는

것”429)으로 미학적 회심에 대해 정의 내린다. 이러한 미학적 회심은 종교적 회심으로 소

환되며, 이는 실제로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무엇이 궁극적인 아름다움이며 욕망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 성취는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고430)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머튼의 심미적 체험에 빌라데서의 미학적 회심 개념을 대응시키기에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431), 어떤 면에서는 그가 말한 종교적 회심에서의 미학

적 차원, 즉 심미적 체험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2.3. 지속적인 의식의 변형

  네 차례의 신비체험을 고찰해볼 때, 머튼이 체험한 하느님에 대한 표현은 이전의 신비

가들과는 구별되는 점들이 있다. 이는 루이빌 신비체험 이후 관상 수도승으로서 그의 관

상적 삶의 비전이 수도원 너머로 확장되었고, 선(禪)의 주된 영향과 함께 세계 여러 종

교의 관상 전통과 수행들도 개방적으로 받아들인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禪)

이 가지는 체험적 깨달음의 영향으로 머튼의 관상에 대한 변화된 관점들은『새 명상의

씨』와 The Inner Experience에 나타난다. 이제 머튼에게 관상은 우리 존재, 모든 존

재의 ‘원천’에 대한 깨달음이자 직관적 인식이며 이는 새로운 수준의 의식으로 우리를 변

형시킨다. 즉 관상은 머튼에게 의식의 근본적인 변화로써, 이미 하느님과 하나인 우

리432)가 이를 깨닫도록 이끌며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의 자유라는 새로운(미지의) 영역

428) 리차드 빌라데서,『신학적 미학: 상상력, 아름다움, 그리고 예술 속의 하나님』           

  (Theological Aesthetics: God in Imagination, Beauty, and Art), 손호현 역, 서울: 한국  

  신학연구소, 2001, 375쪽.  
429) 같은 책, 375쪽.

430) 같은 책, 375쪽.

431) 빌라데서는 이 미학적 회심이 도란(Robert M. Doran)의 심리적 회심(psychic conversion)   

  과 유사함을 언급하고 있다(리차드 빌라데서,『신학적 미학: 상상력, 아름다움, 그리고 예  

  술 속의 하나님』, 515쪽 각주 116) 참조). 

432) “1967년 12월 겟세마니에서 가졌던 여성 관상공동체 장상들 피정에서, 머튼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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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데려간다.

머튼에게 루이빌 체험에서의 하느님은 힌두학자인 친구 아미야 차크라바르티(Amiya

Chakravarty)에게 말한 설명할 수 없는 “숨겨진 사랑의 근원(the hidden ground of

Love)”433)으로, 모든 것과 하나 되게 한다. 또한 이슬람 신비사상가인 루이 마시뇽

(Louis Massignon)에게서 차용한 le point vierge의 표현을 통해, 하느님은 우리 존

재 중심에 무(無)와 순수한 진리의 지점으로, 절대적 가난과 (하느님께 속한) 섬광으로

계시며 이는 우리의 의존 및 우리의 자녀 됨을 드러낸다. 인류가족(하나 됨)의 인식은

머튼이 고립된 자신의 고독을 깨닫고 그곳에서 나와 타인의 고독에 대한 책임을 알게 했

다.

관상을 통한 하느님 실재를 경험하는 것은 머튼에게 하느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참

자아를 알게 되는 것과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깊은 침묵 안에서 고독 추구와 참

자아로의 계속되는 머튼의 영적 여정은 하느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발견하

게 된다. 사회 참여 및 연대하는 투신의 여정에서 머튼에게 하느님은 세상(역사)에 현존

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으로 의식되며, 은수자이며 순례자로서의 마지막 여정에서의 하느

님은 종교나 문화 등 모든 인간적인 경계와 장벽을 뛰어넘는 비움과 초월의 초월적 신

비434), 그리고 만물에 현존하시는 자비로 표현된다. 이러한 하느님 추구의 관상 여정에

는 특히 머튼의 끊임없는 영적. 지적 탐구를 향한 개방성과 참 자아 발견의 내적 여정이

함께 수반되었음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다. 특히 새로운 초문화적 의식과 정체

성 그리고 포괄적인 자아에로 나아가게 한 아라스테의 최종적 통합과 중관철학의 변증법

(무르띠의 The Central Philosophy of Buddhism)은 머튼의 최종적 성숙과 통합에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때  

  머튼은 ‘우리는 그들에게 이미 그들이 하느님과 일치되어 있다고 말해야 한다. 관상기도는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이렇게 가까이 계신다!’고 응답했      

  다.”(“Contemplation” in The Thomas Merton Encyclopedia, p. 81)

433) The Hidden Ground of Love, p. 115(1967. 4.13. 서한).

434) 랍(Joseph Quinn Rabb)은 폴로나루와 신비체험을 삼위일체의 (신비로서의) 하느님 관상  

  으로 보고 있으며, 그는 실제로 “가장 높은 신비인, 이 삼위일체의 관상은 시토수도회 삶  

  의 초점”임을 설명한다(Cf. The Merton Annual vol. 23(2010), Ed. David Belcastro․   
  Gray Matthews, pp. 1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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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점들은 고스란히 폴로나루와 신비체험의 바탕이 되고 있다.

신비체험을 의식의 차원에서 볼 때, 머튼은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수도승에서 인류 가

족을 향한 의식(루이빌 체험)으로, 자연 및 만물과 함께 하는 생태학적 의식(은수 생활)

으로, 이후 초문화적 의식(더 넓은 의미의 인류 영적가족)에서 초월적 의식, 우주적 의

식으로 계속적으로 변형되어진다. 이러한 의식의 변형과 같이 머튼은 루이빌 체험을 통

해 자신의 거짓 자아에 눈뜨게 되면서, 수도승의 이상적 자아, 그 후 은수자로서의 이상

적 자아의 환상에서 벗어나 점점 내적 자유를 얻게 된다. 머튼의 참 자아 여정은 이제

최종적 통합을 통해 문화를 뛰어넘는 포괄적 자아로, 궁극적으로는 비움을 통해 자아를

완전히 잃어버리면서 하느님 안에서 참 자아를 얻게 된다.

관상의 여정을 통해 하느님과의 일치를 점점 더 깊이 깨닫고 계속 변형(확장)되어지는

의식의 더 높은 상태(영적 깨달음의 수준), 즉 깊은 수준의 하느님 현존 의식, 신비적

의식이 머튼이 인식하고 체험한 하느님, 신비체험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음은 신비체험 후 이러한 의식의 변화 및 지평의 확장 차원에서의 개략적인 변화 과

정을 표로 만든 것으로, 신비체험과 삼중의 회심과의 상관성 및 역동성, 그리고 자아의

변형도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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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신비체험 후 의식의 변화 및 지평의 확장 과정 

  

지금까지 머튼의 신비체험 분석과 그 신비체험이 갖는 특이성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전통 신비가와 달리 여러 요소들이 포함된 그의 신비체험은 정화․조명․일치의 틀에 맞

추어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로너간의 초월적 방법을 통한 접근은 의식의 차원

에서 그의 의식 및 경험 자료들을 통해 내적 여정의 스펙트럼을 면밀히 살피고, 신비체

험을 분석할 수 있었다. 머튼이 현대인들의 “잃어버린 기술”435)로 표현한, (그의) 관상

에는 전통적인 신비적 관상에 선(禪) 및 세계 종교의 관상 전통, 문학, 실존철학, 예술

등 다른 요소들이 포함되어있다. 전형적인 신비가들의 절정체험(peak experience)과는

달리, 머튼의 신비체험은 “보다 광범위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평범하고 일상 안에서 하느

435) Thomas Merton, Mystics and Zen Masters, Farrar, Straus and Giroux, 1967, p.    

  204.

의식의  

 변화

 인류가족을 향한

 일치(하나 됨) 의식

만물과 함께 하는

 생태학적 의식
  초문화적 의식 

초월적․우주적 

의식(초의식)

 시기
 루이빌 신비체험 후
  (1958. 3.18~) 

   은수 생활

   (1965~) 
  아시아 여정 
 (1968.10.15~)

 폴로나루와 
 신비체험 후
(1968.12.1~)

편견의 
극복

 세상에 대한 개인적 
 편견, 수도원 ․ 국가
 간 ․ 종교 등의 집단
 적 편견에서 벗어남

 심층적 편견에서 

 벗어남

 (M과의 관계)

  영적인류가족 

삼중의 
회심

  지성적 회심

   ․ 도덕적 회심
  정서적 회심

계속되는 지성적
회심[무르띠의 중관
철학, 최종적 통합..]

 종교적 회심

자아의 
변형

  수도원적 자아
  은수자로서의 

  이상적 자아

 포괄적인 자아
 (comprehensive
  self)

 초월적 자아

정체성
 수도승, 수련장/ 사회

 참여 ․ 연대하는 머튼
  은수자 머튼    순례자 머튼

 자기
 초월

                   ……>              ……>            …………> 
                   ↗                   ↗    
                자기초월            자기초월        자기초월로의 여정
                                                          (진정성으로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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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현존을 발견(의식)하는 것”436)으로, 이는 현대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

을 제시한다. 또한 모든 창조물과 모든 문화, 모든 종교 안에서도 작용하시는 성령의 활

동과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려는 머튼의 개방성437)과 소명, 그리고 진리에 대한 끊임

없는 탐구와 창조적 수용 정신을 통해 충만하고 초월적인 새로운 자유로 안내한다. 다음

은 폴로나루와 신비체험 며칠 후에 가졌던, 머튼의 마지막 방콕 강의 일부이다.

불교, 힌두교, 그리고 이러한 위대한 동양 전통에 개방된 태도를 취함으로써 우리 전통

이 지닌 가능성을 더 많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있어 동양이 우리보다 훨씬

깊은 탐구를 해왔기 때문이다. 아시아 자연기술과 은총, 그리고 구현되어온 여러 요소들

과 그리스도교 복음의 자유의 결합은 결국 우리에게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완

전하고도 초월적인 자유를 준다.438)

이제 앞서 살펴보았던 머튼의 신비주의와 신비주의 작품들, 그리고 신비체험들을 바탕

으로 머튼 신비주의의 특징과 그 실천적 함의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436) William Harmless, S. J. Mystics, p. 36.

437) 머튼은 “관상과 대화”(Contemplation and Dialogue)에서 다른 종교 사람들에게 하느님  

  의 초자연적 계시와 초자연적인 신비적 은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한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등의 위대한 예언자나 종교가들이 진실하고 초자연적인 의미에서 신비가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한다(Ibid., p. 207 참조).

438) The Asian Journal of Thomas Merton, p.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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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토머스 머튼의 신비주의 특징과 그 실천적 함의

  1. 머튼의 신비주의 특징

  1.1. 머튼의 신비주의의 특징적 요소

  1.1.1. 내적 자아

  내적 자아(inner self)는 머튼 신비주의를 특징짓는 핵심 개념으로, 관상을 통해 깨어

나는 하느님 모상으로서의 우리 각자 본연의 자아이다. 이러한 내적 자아에 관해 머튼은

초기작품 What is Contemplation?(1948)을 1959년에 대폭적으로 개정한 The

Inner Experience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명상의 씨』(1949)에서 다룬 관상 및 참

자아와 거짓 자아 부분이 피상적이며 학문적인 경향을 띠었다면, The Inner

Experience에서는 “그리스도교 관상 경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양 사상의 요소들을 소

개하여”439) 특히 선(禪)의 깨달음과의 비교를 통해 머튼은 내적 자아의 개념을 통해 보

다 폭넓은 전망에서 구체적이며 실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삶의 전인성과 통합성의 차

원에서 관상에 관해 보다 포괄적인 관점을 제시한 이 작품(The Inner Experience)에

서, 머튼은 내적 자아에 관해 다음 몇 가지로 정의한다.

① 우리 안에 있는 일부로서가 아닌, 실존적인 차원에서 전부이자 그 자체로 존재

하는 내적 자아는 가장 높고, 가장 인격적인 우리의 영적생명이다. 우리의 전 존

재 안에 있으며, 우리의 전 존재를 초월한다.

② 내적 자아가 깨어나면 지성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며, 살아있는 의식이 된다.

… 영적 체험은 오직 내적 자아를 통해 깊이와 실체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

운 어떤 것을 얻게 된다.

③ 내적 자아는 어느 누구도, 심지어 마귀라도 속이거나 조작할 수 없는 자아이다.

신적 자유 외에 어떤 유혹에도 반응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완전히 평화로울 때

439) The Thomas Merton Encyclopedia, p.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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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 모습을 드러내는 야생동물과 같다. … 내적 자아의 자발성 및 자유로운

특성으로 인해 불쑥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영적 수련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침묵, 겸손, 초탈, 마음의 순결, 무관심을 닦는 일이 전부이

다.440)

내적 자아에 관해 머튼은 일본 선(禪)에서의 영적 깨달음인, “내적 의식의 문이 활짝

열리는”441) 사토리(satori)의 자연적 폭발 과정에 비유하면서도 그리스도교의 신비체험

과는 구별하고 있다. 변형의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선(禪)에서 사토리를 통한 신비한

내적 자아실현 후에 “내적 자아를 넘어서려는 노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 반면, 그리스도

교에서 내적 자아는 하느님 인식으로 나아가는 디딤돌”442)로 간주한다. 이는 참 자아인

내적 자아를 발견한 후, 내적 자아(깊은 영적의식) 너머 무지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 하

느님을 대면해야하기443) 때문이다. 따라서 머튼은 그리스도교 신비체험은 이러한 내적

자아가 깨어나면, 그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는 초자연적인 믿음의

강화로써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머튼은 이 내적 자아(inner self)가

아우구스티누스의『고백록』에서 표현된 가장 깊은 자아(inmost self), 존 타울러

(John Tauler)의 영혼의 토대(ground of the soul)와 같은 의미이며,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성 요한이 말한 사랑의 어두운 지식인 믿음의 어둔 밤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적

자아가 깨어나는 체험이 가능하지 않음444)을 강조한다.

440) Thomas Merton, The Inner Experience: Notes on Contemplation, Ed. & Intro.      

  William H. Shannon, HarperSanFrancisco, 2003, pp. 7-8, 5.

     [이 작품에서 머튼은 내적 자아를 inner self로, 이에 관한 설명을 위해 inmost self(가장  

  깊은 자아)를 쓰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구별해서 나타내었다. 참  

  자아(true self)를 뜻하는 이 용어는 머튼 삶과 영적 여정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  

  며,『새 명상의 씨』)에서 머튼은 inner self나 inmost self 뿐만 아니라 hidden self(숨겨  

  진 자아), creative, mysterious inner self(창조적이며 신비한 내적 자아)로 나타내며, 그  

  외 real self, deepest, most hidden self(Conjectures of a Guilty Bystander, pp. 134,  

  166)로도 표현하고 있다. William H. Shannon, Thomas Merton: an introduction, p. 89  

  참조]

441) Ibid., p. 10.

442) Ibid., p. 11.

443) Ibid., p. 11.

444) Ibid.,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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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튼은 내적 자아를 일깨우는데 깊은 관련성을 가지는 사회 및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

서도 언급하며, 선(禪)과 동양 종교의 실례를 통해 이를 다루고 있다.

먼저 내적 자아는 더 깊고 영적인 관점에서 습관적인 인식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단순

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이웃과 세상을 보게 한다. 외적 자아가 타인을 경제적이며 기술의

관점에서 객체로 본다면, 내적 자아는 이러한 타인에 대해 나를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보완해주는 ‘다른 자아’로 생각한다.445) 머튼은 “우리 각자 안의 내적 자아는 그리스도의

영이며, 이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자신”446)이라고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

도인은 성령의 유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내적 자아는 사랑을

통해 깨어나며, 이 사랑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포

함447)됨을 강조한다. 여기에서의 사랑은 이타심으로 정화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로 다른 사람의 선(善)을 추구하며, 진리로 이끈다.

머튼은 아시아의 다양한 종교의 목표에 관해, “이러한 관상적 실존의 배후 신학과 철

학이 무엇이든 무엇보다 일치에 대한 추구, 즉 가장 깊은 자아(inmost self)가 절대자

와 일치 상태로 돌아가는 것”448)이라 말한다. 힌두교의 박티 요가(bhakti yoga)를 혼

인 신비주의(bridal mysticism)와 연관시키고,『바가바드 기타(Bhagavad Gita)』를

통해 요가를 가장 깊은 자아(inmost self)의 관상적 인식 혹은 오히려 내적 자아에서

나오는 ‘무지’(unknowing)안에서의 평화로 간주한다. 또한 요기(yogi)를 내적 자아

(inner self)를 발견한 사람으로 여기며, 최고의 요기 파탄잘리(Patanjali)의 라자 요

가(raja yoga)에서의 과정 및 목표(purusha[순수의식]→ samadhi[삼매])를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 위 디오니시우스, 십자가 성 요한으로 이어지는 신비신학(능동적인 관상

[푸루샤]→ 주입 혹은 수동적인 관상[초자연적 형태의 사마디])과의 유사성을 언급한다.

동양 종교, 특히 인도에서 관상이 그들에게 특권계급에서의 독점이 아닌 보편화된 현상

임을 지적하며, 머튼은 동양 종교의 영적 체험의 초자연적이며 신비적인 관상의 가능성

445) Ibid., pp. 19-20, 22.

446) Ibid., p. 22.

447) Ibid., p. 24.

448) Ibid.,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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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해 마리땡과 가리구 라그랑즈(Garrigou-Lagrange) 신부 등의 입장을 빌어 인정

하고 있다.449) 머튼의 이러한 동양 종교의 관상의 깊이와 풍요로움에 대한 개방적 관점

들은 아시아 여정에서의 캘커타와 방콕 회의 강의에 고스란히 반영450)되어 있다.

머튼에게 영적 체험은 외적이며 이기적이고 환상적 자아에서 벗어나, 가장 깊은 자아

인 내적 자아에 현존하시는 성령의 작용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을

뜻한다.451) 또한 여기에서 관상은 “현실과 진리를 초월적으로 경험하는 의식, 생명, 창

의성, 자유로써, 무(無)와 죄의 어둠을 관통하는 신적 섬광, … 우리 안의 그리스도가

깨어나는 것이며, …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안에서 성부는 성자와 하나가 되시

는”452) 것이다.

깊은 영적 의식인 내적 자아의 깨어남은 루이빌에서의 신비체험에서 드러나며, 그 후

사회와 세상에 참여와 연대 그리고 끊임없는 회심을 통해 내적 자아는 더 일깨워졌다.

이러한 영적 여정 안에서 머튼은 자신이 설정한 이상적인 자아상들이 해체되어 갔고, 특

히 은수 생활의 고독과의 고투 및 번민의 시간들을 통해 하느님 안에서 참 자아를 발견

하며 내적으로 자유로운 한 인간이 되어간다. 아시아 여정에서 진행되었던 통합의 여정

은 폴로나루와 신비체험에서 머튼의 전 존재 안에 있는 내적 자아의 깨어남과 초월을 볼

수 있다. 이는 그의 습관적인 인식이나 편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이웃

과 세상(아시아인 및 동양 종교 등)을, 궁극적으로는 새롭게 하느님 체험(자비와 사랑)

과 자기 인식으로 이끌었다.

449) Ibid., p. 32.

450) Thomas Merton, The Asian Journal, pp. 316, 343 참조. 
451) Thomas Merton, The Inner Experience: Notes on Contemplation, p. 47.

452) Ibid.,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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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고독

  머튼의 영적 여정 혹은 많은 작품들안에는 그 전체를 관통하는 그의 특별하면서도 고

유한 어떤 면에서는 부단한 하나의 갈망(desire)이 발견된다. 그것은 바로 고독을 향한

열망이다. 머튼에게는 이 고독이 진리를 드러내는 장소일 뿐 아니라, 하느님과 가장 깊

이 만나는 곳이 된다.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머튼은 영적 여정의 단계를 거치면서 용

감히 자신의 전 존재를 투신하며 그 고독(고독의 소명)을 살아냈으며 하느님을 추구했

다. 공동생활 속에서 장상에 대한 순명과 고독의 소명사이의 오랜 대립과 갈등 속에서

도 머튼은 부단한 투쟁적인 노력을 통해 마침내 시토회원으로서는 드물게 은수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453) 머튼이 1958년 루이빌에서의 신비체험에서 고독을

재발견했다면, 1965년부터 시작된 은수자의 삶은 하나의 분기점으로써 은수처라는 용

광로 속에서 자신의 고독에 잔재했던 불순물들을 추출하고 분리하는 고통과 시련을 통

해, 하느님의 고독과 닮아가는 질적 성장과 함께 변형이 이루어진 시기로 볼 수 있다.

머튼은『명상의 씨』(1949)에서 고독에 관해 짧지만 핵심적인 단상으로 그의 관점을

나타냈다. 짧은 지면이지만 진정한 고독(truest solitude)의 개념, 내적 고독과 외적

고독 등을 말하며, 내적 고독에 이르는 방법(내․외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소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머튼은 진정한 고독이란 “우리 영혼의 중심에 열려있는 심연이

며, 이 내적 고독의 심연은 어떤 피조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굶주림으로 창조되었

음”454)을 말한다. 또한 이 고독안에서 가장 깊은 활동이 시작되며, 움직임 없는 행동,

모호함 속에서의 비전(vision) 그리고 모든 욕망을 초월해 그 한계를 무한까지 확장한

충만 등을 발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에서 머튼은 고독의 목적이 그 무엇보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가는데 있음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

다.455)

453) 시토회 수도회 특징 중 하나는 “공동생활과 고독사이의 균형임”을 고려해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다(앙드레 루프,『사랑의 학교』, 이미림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7, 143쪽 참조).

454) Thomas Merton, Seeds of Contemplation, p. 59.

455) Ibid., pp. 59,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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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고독에 관한 머튼의 수도원적이며 다분히 이론적인 초기 관점은『인간은 섬이

아니다』에서 다른 사람 및 사회와의 관계 차원으로 확장해서 고독의 가치를 좀 더 구

체적이면서 폭넓게 다루고 있으며, 이를 소명과 관련짓는다. 머튼은 비밀과 고독이 온

전한 개인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하며, 이를 “인격의 본질자체에 속한 가치들”456)로 간주

한다. 여기에서 다른 사람의 비밀과 고독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참된 사랑이 요구된다.

이러한 내적 고독의 심오한 가치에 대한 존중이 깨어진 기원을 머튼은 원죄로 보며, 인

간의 오만함과 앎에 대한 빗나간 욕구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존

중을 잃어버렸음457)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영적 고독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도 요

청되며, 충분한 고독이 제공되지 않을 때 거짓 고독을 추구할 위험에 관해 언급한다.

성 안나의 집에서 부분적인 은수 생활을 하며 수련장 직책을 시작했던 이 시기

(1955)에, 머튼은 이 작품을 통해 거짓 고독과 진정한 고독, 진정한 은수자와 거짓 은

수자의 구별, 그리고 고독의 소명을 수행하는 진정한 은수자의 사회적 역할에 관해 말

함으로써 앞으로 은수자로서 걸어갈 자신의 고독 사상에 대한 중심적이며 개괄적인 큰

그림을 그렸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거짓 고독이 자기중심적이며 다른 사람과 분

리, 고립시킨다면, 진정한 고독은 사랑의 고독이며 머튼은 어떤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

이 사랑을 고독과 동일시하고 있다.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며 사

랑이 자신의 고독을 파괴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사랑이 곧 그의 고독이기 때

문이다”458) 하느님 안에서 우리의 근원적인 가난함,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는 우리의 생명과 그분의 자유의 의미를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독이

라고 머튼은 결론짓는다. 또한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 내지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외적

고독의 조건들을 초월해 내적 고독에 머무를 수 있음을 단언했다.

비슷한 시기에 썼지만, 이후에 간행된『고독 속의 명상』(1958)에서 머튼은 그 책의

2부에서 고독에 관해 보다 더 집중적으로 말했다. 막스 피카르(Max Picard)의『침묵

의 세계』에서 받은 영감이 반영된 이 작품에서, 머튼은 고독의 실재성, 은수자의 삶과

456) 토머스 머튼,『인간은 섬이 아니다』, 361쪽.

457) 같은 책, 362-363쪽.

458) 같은 책, 3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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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고독의 참된 열매 및 목적으로서의 휴머니즘(참된 인간) 등을 다루고 있다. 먼저

고독의 실재성에 대해 우리가 처해진 “어떤 외부적 환경과 관계없이 어느 순간 갑자기

자신의 불가침의 고독을 인식하게 되고, 항상 고독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을 깨닫는

그 때부터 고독은 잠재적인 것이 아닌 실제적이 됨”459)을 설명하면서 머튼은 인간의 실

존적 고독과 인간 조건을 말하고 있다. 또한 관상 속에서 깊어진 고독의 단상들에는 자

신의 실존적인 고독 체험이 어느 정도 녹아져 있으며, 육화된 그리스도를 통해 그 무엇

보다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이야말로 소명의 신비이며 그리스도인의 고독이 갖는 참된 목

적이자 열매라는 관점을 가진다. 인간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1958년 루이빌에서의 신

비체험과도 연결된다.

머튼은 고독한 삶의 참된 일치는 어떠한 분리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잃어버리면서 모두가 되기 위해 개체임을 잊어버린다고460) 말한다. 침

묵 속에서 존재의 바탕, 즉 사랑에 자신을 일치시키면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독의 진정한 바탕이 보편적인 사랑이라는 점이 바

로 고독의 역설이며, 머튼에게는 진정한 고독이 어떠한 개체도 없기 때문에 나눠지지

않는 사랑의 일치이다. 여기에서 머튼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이면서 홀로인 하나의 고독

(One solitude)이 있음”461)을 이끌어낸다. 인간이 존재의 바탕이며, 고독의 바탕인 사

랑의 부재는 분리와 단절 및 소외를 가져오며, 우리의 바탕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근본

적인 인간의 고독이 없다면 불가능함”462)을 강조한다. 또한 사랑과 고독의 문제에 관해

서는 말이 아닌 의식의 수준에서 살아갈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임을 덧붙였다. 머튼은

현대 서구인들의 고독과 침묵의 부재로 인한 병폐, 과학기술 시대의 삶의 여러 영역에

서 발생되는 파괴적인 방향성에 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 일상적 삶

459) Thomas Merton, Thoughts in Solitude, Farrar, Straus and Giroux, 1958, p. 77.

460) “Love and Solitude” in Love and Living, Thomas Merton, Ed. Naomi Burton        

  Stone& Brother Patrick Hart, 1979, p. 16(원래 Thoughts in Solitude의 일본어 번역  

  본 서문으로 쓴 이 글은, 수정을 거쳐 “Love and Solitude”제명으로 실렸다. pp.         

  15-24 참조).

461) Ibid., p. 17.

462) Ibid., p. 18.



- 212 -

과 별개이거나 물러나는 것이 아닌, 일상적 삶의 바탕으로서의 고독의 가치와 본질을

머튼은 제시하고 있다.463) 이러한 고독은 인간적인 활동의 바탕으로, 참된 친교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연민으로 이끌어간다.

머튼의 고독에 관해 보완된 보다 풍부하며 완성된 작품으로는, 몇몇 부분 검열464)로

불가피하게 내용 수정작업을 한 Disputed Questions(1960)에 실린 에세이 “Notes

for a Philosophy of Solitude”465)(고독의 철학을 위한 비망록)로 볼 수 있다. 이 에

세이에 관해 샤논은 머튼의 고독에 관한 “가장 분명하고 가장 성숙한 글”466)로 평가하

며, 머튼 또한 “가장 말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이며, 어쩌면 내가 말할 필요가 있는 유

일한 것”467)이라고 오경웅과의 서한을 통해 말하고 있다.

머튼은 이 에세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먼저 사회 및 삶의 부조리와 모순으로 인

한 실존적 상황에 처한 인간의 실존적 고독이 가지는 딜레마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다.

고독을 회피하기 위한 대표적인 장치들, 즉 많은 일과 조직, 유흥과 조직적인 오락, 집

단주의의 열광적인 위안거리, 자기 충족적인 환상의 즐거움 등을 거부하며 이러한 유희

463) Ibid., p. 23.

464) 검열로는 은수자의 외적 고독, 즉 공동체와의 실제적인 물리적 분리 필요성에 대한 머튼  

  의 관점으로 인한 마찰 부분을 앞서 다루었다.(Disputed Questions, p. 191 참조) 그 외  

  머튼은 은수자에게 하느님의 뜻이 직접 전달된다는 글(관점)이 검열에 걸려 충돌하게 된  

  다. 이에 머튼은 “하느님의 뜻의 ‘직접성’을 ‘신비와 불확실함’으로 수정하며, 이 불확실을  

  다루면서 지도자와 장상들의 지도를 받아야 함을 첨가하게 되었다.”(Cf. William H.       

  Shannon, Thomas Merton’s Paradise Journey, p. 107, Disputed Questions, p. 191) 

465) 에세이 초고는 1955년(5월 파리) 프랑스 저널 Temoignages에 Dans le desert de Dieu  

  제목으로, 또한 이탈리아어(Nel deserto)로도 처음 간행되었다. 그 후 1960년 머튼은 간  

  행을 위한 검열 중에 먼저 사적으로 빅터 해머(Victor Hammer)를 통해 Solitary Life 제  

  목으로, 150부(한정판) 간행했다. Solitary Life는 1977년 Patric Hart 수사에 의해 The  
  Monastic Journey에 수록된다. 그와 함께 Solitary Life가 검열을 통과하지 못하는 동안  

  세 차례나 수정하면서 새로운 생각들이 첨가되었고, 초고에서 은수자의 삶을 변호하는 의  

  도를 넘어 수도자가 아닌 은수자들(평신도 및 소로우, 에밀리 디킨슨 등)에게까지 고독의  

  지평을 넓혀 글을 재조정했다. 그 과정에서 제목 또한 수정하여 Disputed Questions에   

  “Notes for a Philosophy of Solitude”로 수록되었다(The Thomas Merton             
  Encyclopedia, pp. 442-443, William H. Shannon, Thomas Merton’s Paradise         
  Journey, pp. 98-99).   

466) William H. Shannon, Thomas Merton’s Paradise Journey, p. 97. 

467) Ibid., p. 17.

     [Hidden Ground of Love, Ed. William H. Shannon, p. 624(1962.12.4. 서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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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폭군(The tyranny of diversion)을 직면하고 이를 뛰어넘을 고독이라야 머튼은

우리가 자신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며 진정한 고독의 여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신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468)을 말한다. 은수자의 부르심이 헌신된 겸손과 마음의

비움을 토대로 한 하느님의 현존에 “완전히 깨어있는 부르심임”469)을 강조하며, 자칫

자기 소외나 기만의 개인주의나 자기애로 흐를 거짓 고독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

다.

거짓 고독은 머튼이 진정한 은수자가 당면할 위험의 바다(In the sea of perils)에

서 직면해야 할 우선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자신이 속한 국가나 공동체 및 조직을 떠

나 은수자는 더 근원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회와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더 깊고 신비

적인 차원에서 사람들과 연결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공통된 본질적인 인

류의 고독을 공유하며, 이 고독이 그리스도의 고독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고

독과 신비스럽게 동일시된 고독임”470)을 말하고 있다. 머튼은 여기에서 고독이 하느님

의 신비로의 통로이며, 모든 이들과 공유되고 있는 은수자의 고독안에서 이들의 사랑과

겸손의 힘은 다른 이들을 신비로 이끌어간다471)고 덧붙였다. 세상의 허위와 거짓의 바

이러스로부터 교회와 사람들을 (자신의) 고독을 통해 지키는 은수자의 기도 내지 증언

은 독특하면서도 신비스러운 사회적 역할을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머튼은 “기도생활에서

조차 덜 생산적인”472) 은수자의 영적 가난(spiritual poverty)의 현실을 밝히면서 은

수자의 정체성을 좀 더 깊숙하게 접근한다. 하느님의 사람인 은수자(monachos)는 하

느님에게서 고독의 초대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받아들인 자이지만 수도자보다 더 가난한

기도생활을 할 수도 있는 전적으로 가난한 자이다. 또한 은수자는 폭풍과 메마른 분투,

그리고 여러 의문 및 의심 속에서 단 하나의 확신, “파악될 수 없는 존재로서 불확실함

과 무(無)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받게 된 자이며,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세상이

468) Thomas Merton, Disputed Questions, pp. 178-182.

469) Ibid., p. 184.

470) Ibid., p. 188.

471) Ibid., p. 189.

472) Ibid.,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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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없는 평화를 가지며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473) 이러한 은수자

는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수행하며, 그의 고독은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만나는 모든 이

들과 하나가 되게 한다.

결론적으로 머튼은 은수자의 고독과 진정한 자아,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에 관해 말

하면서 이 에세이를 마무리하고 있다. 은수자의 고독은 자아의 죽음이자 망각이며, 여

기에서의 자아란 피상적이고 거짓된 사회적 자아를 말한다.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집단

의 개인이 물려받은 유산인 편견, 바리새적인 자기 염려, 거짓 헌신 등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자아는 비움을 통해 소멸된다. 반면 비움과 고독안에서 완전하게 성숙해지는 진

정한 자아가 있다. 고독하며 사랑인, 영적인 깊은(deep) ‘나’는 단지 존재할 뿐이며 우

주적이다. 가장 깊은(inmost) ‘나’안에서 나 자신의 고독은 모든 이들의 고독과 하느님

의 고독을 만나게 된다. 이 ‘나’는 결국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자신임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살고 있음474)을 머튼은 강조한다.

고독에 관한 머튼의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그의 삶과 영적 단계의 맥락에서

중점적인 관점들이 확장되기도 하며 더 깊어져간다. 무엇보다도 머튼은 고독에서도 진

정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진정한 고독은 참된 자기 인식으로 가는 길이며, 자신

뿐만 아니라 이웃, 하느님과의 고독과 만나며 더 나아가 일치에로 나아가는 사랑의 바

탕이자 사랑 그 자체이다. 또한 이는 참된 인간으로 이끌며, 자신의 고유성 내지 정체

성을 발견하게 한다. 머튼은 은수자에게 고독의 목적인 관상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비움

을 통한 사랑과 충만함으로서의 신의 자비를 인식하는 것으로 규명하고 있다.

머튼의 이러한 관점들은 1965년 온전히 은수자로 생활하면서 실존적 고독과 진정한

고독을 넘나들며 고독의 혹독한 정화의 과정(M과의 사건도 포함된다)을 겪게 된다. 이

후 1968년 아시아 여정을 통해 티베트 수행자들의 수행처 방문과 린포체 및 달라이 라

마와의 대화를 통해 머튼은 자신의 고독의 관점과 방향(새로운 은수처 모색)에 대해 다

473) Ibid., pp. 196, 201-202. 

474) Ibid., pp. 20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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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숙고하게 된다. 루이빌 신비체험에서 머튼이 자신의 변화된 고독의 관점을 추가해서

표현했다면, 폴로나루와 신비체험에서는 고독에 대한 언급이 표면적으로는 없지만 내포

되어 있으며 (고독의 목적인) 관상의 여정을 통해 비워진 머튼이 하느님 자비를 깊이

인식(체험)한 것으로 보인다.

  1.1.3. 신비적 관상 

  

  머튼에게 관상은 하느님을 추구하는 고독에서 시작해서, 관상 여정에서 깨어나는 “내

적 자아가 이제 매개물 없이 신성화된 자신의 주관(subjectivity)을 통해 하느님을 알게

되고”475) 변형된 새로운 의식으로 그분의 현존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상은 궁극

적으로 세계안의 모든 것과의 통교로 이끌며, 고독에서 연대 및 자비로 나아가게 한다.

초기 작품 What is Contemplation?(1948)에서 머튼은 관상의 종류(능동적 관상,

수동적 관상), 신비적 관상, 정적주의의 위험 등에 관해 개괄적으로 짧게 다루었다. 11

년이 지나 초기 골격을 토대로 크게 개정한 The Inner Experience(1959)에서 머튼은

관상의 종류 및 신비적 관상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관상에 관해 동양 종교 사상이 어느 정도 수용된 이 저서에서, 머튼은 관상에 관해 초기

그리스 교부들의 구분을 토대로 자연 관상(theoria physike)과 신비적 관상

(theologia) 또는 순수 관상으로 나누고 있다. 능동적 관상의 원형으로 보는 자연적 관

상이나 수동적 관상인 신비적 관상 모두 마음의 순결을 전제로 한다. 다음 표476)는

The Inner Experience에서 머튼이 설명한 관상의 종류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 및 차이

점을 나타낸 것이다.

475) The Inner Experience: Notes on Contemplation, p. 69.

476) Ibid., pp. 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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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자연 관상과 신비적 관상의 특성 및 차이점

  [표 1]에서, 머튼의 신비적 관상에 대한 관점477)은 부정 신비주의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십자가의 성 요한의 견해는 그 토대를 이룬다. 하지

477) 여기에서 머튼은 주부적 혹은 신비적 관상의 가장 순수한 의미에 관해, “영은 궁극적으로  

 는 하느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갑자기 이러한 사실을 깊게 전적으로 받  

 아들이면서 생각, 개념적 매개 및 영적 이미지 등과 같은 영적 장애물을 없애버리게 된다.  

 이제 이러한 장애물이 치워진 신비적 어둠 속에서 하느님의 터치를 감지하며, 이때 직관은  

 마지막으로 도약해 자신을 초월함으로써 영은 하느님의 초월적 현존에 자신을 희생하고 내  

 어주는 황홀경에 이르게 된다. 무지(unknowing)의 마지막 황홀경에서 주체로서의 우리 영  

 과 객체로서의 하느님과의 간격이 마침내 아주 가까워지고 신비적 사랑의 포옹에서 우리와  

 하느님이 하나임을 알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Ibid., p. 70).

  자연 관상(natural contemplation)     신비적 관상(mystical theology)

· 계시의 상징과 자연 속에 반영된 

  하느님의 모습을 통해 하느님을 

  직관.

 [오랜 금욕수행을 통해 외적 사물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는 환상과

  passion(강렬한 욕구)에서 영혼이 

  해방되어 마음이 완전히 정화된 

  상태를 전제]

·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며, 동시에 자신의 본질로 보게

  된다. 

 (이는 하느님이 주시는 신비적 은총임)

· 관상가의 준비와 노력이 수반됨.

  (전례, 성경말씀 등)

· 개념이라는 매개 없이, 모든 생각을 

  초월하여 하느님과의 직접적이며 

  준체험적인(quasi-experiential) 접촉

  으로 이루어짐.

  (하느님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의미함)

· 한 본성안의 세 위격으로서의 하느님,

  즉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는 준체험적

  지식으로 최고의 신비이다.

· 영적 노력, 지적 정교함이나 학습으로

  서가 아닌 사랑으로 가능함.

  (1요한 4, 7-8, 13-14)

·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과의 

  접촉은 무지의 어둠 속에서 이루어짐.

  (* 매개 없이 이루어지지만, 있다고 해도

   이는 사랑에서 비롯된 우리 전 존재의

   성향 내지 기질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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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초기 단계에서부터 걸었던 동일한(전통적) 신비가의 길에서, 이 시점의 머튼은 동양

종교 사상의 수용으로 인해 상당히 구체적이면서 체험적으로 관상을 조망하며 설명해나

간다. 관상적 조명의 길에서의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의 씨름, 내적․관상적 의식의 깨

어남 등이 그것이다.

머튼은 말로 전달하기는 힘들지만, 신비적 관상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변형된 신비

가의 내적 자아는 객관적 형상의 매개 없이 성령으로 하느님을 알게 된다고 말한다. 머

튼의 관상 여정을 고찰해볼 때, 자연 관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

요한 의미로 간주된다. 이는 신비적 관상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로서의 자연 관상이라기

보다는 신비적 관상의 바탕이자 주요 동인으로서 작용하는 불가분의 관계로 보이기 때문

이다.(그의 자연 관상의 면모가 잘 표현된 작품들, 특별히 일기 글들은 하느님 신비로

이끌어간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폴로나루와 신비체험 전 칸첸중가 봉에 대한 연속적

인 자연 관상을 통해 잘 드러난다.

수련장 직책을 수행했던 시기(1955-1965) 중이었던 1961년 머튼은 겟세마니 수도

원에서 갓 서품을 받은 새 사제들을 위한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에 대한 강의 중, 자연 관

상을 다루면서 “오늘날 수도승들의 영적인 성장이 없어져 버린 이유 중 하나로 자연 관

상의 결여”478)를 들었다. 이러한 자연 관상을 통해 신비적 관상으로의 성숙한 발달이 준

비된다고 말한다. 머튼은 이 강의에서 자연 관상의 위대한 박사인 성 막시무스(St.

Maximus)의 견해를 통해 자연 관상의 의미 및 비전 그리고 그 위험과 한계들에 대해

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머튼은 “성 막시무스에 관해 에바그리우스, 위 디오니시우스의

사상들을 사용했지만 그것들을 수정했으며 그들을 뛰어넘었다”479)고 평가하고 있다.

자연, 창조물, 역사 그리고 성경 안에서 하느님을 관상하며 계시를 받아들이는 자연

478) Thomas Merton,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Mysticism, ed. Patrick F. O’Connell,  

  Cistercian Publications, 2008, pp. 121-122.

479) Ibid., pp. 123-124. 

     [성 막시무스(St. Maximus): 7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비잔틴 신비주의 아버지. 655년 사  

   망. 막시무스는 가장 위대한 그리스 교부들 중 한 분으로서, 그리스도교 틀 안에서 플라  

   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결합한다. 그는 모든 그리스 교부들 중에서 가장 폭넓고 가장 균  

   형있는 우주관을 가지고 있다. p. 1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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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은 “여러 형태를 가진 지혜(multiformis sapientia)로써, 창조주와 구원자로서의

하느님의 지혜와 영광을 깨닫는 영지(gnosis)”480)로 정의된다. 이는 “전체로써 창조와

피조물, 그리고 말씀(logos)의 내적인 일관성을 인식하는 것이며, 피조물 안에 드러난

창조주의 사랑스러운 현존에 대한 이해와 파악”481)이다. 현대 기술과 과도한 생산은 자

연에 대한 지혜로운 의식의 부재로 양적인 착취와 조작을 통해 창조물을 훼손하며 파괴

를 나아가고 있음을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머튼은 자연 관상이 자연 및 우주를 그

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고 영적으로 만들기 위해 인간이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으

로482) 간주한다.

머튼은 자연 관상의 비전은 “본질적으로 지혜(sophianic)이며, 관상을 통해 자신 안에

숨겨진 지혜의 빛과 사물 안에 숨겨진 하느님의 지혜가 만남”483)으로써 하느님의 신성

한 지혜, 창조적인 지혜가 자신 안에 현존하며 활동하게 된다. 이때 눈부시게 빛나는 명

쾌함(resplendent clarity)을 자신 안에 가져온다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머튼은

먼저 사물들을 사용하는 우리의 사랑과 지식의 정화를 통해, 그리고 조명을 통해 하느님

의 뜻과 일치될 때 하느님은 우리에게 정치적인 삶, 예술, 영적인 삶과 기도 안에서 자

신의 어떤 창조적인 주도권을 부여 하신다484)고 설명한다. 자연 관상의 위험과 한계들

을 다루면서, 머튼은 자연 관상이 아직 순수 관상(신비적 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각이

아직 완전히 정화되지 않아 “그 감각이 여전히 지배할 때 자연 관상이 왜곡됨”485)을 (성

막시무스의 견해를 통해) 지적하고 있다.

패트릭 오코넬(Patrick F. O’Connell)은 이러한 자연 관상이 에바그리우스와 막시무

스에게서 순수한 지성의 인식, 천사의 영역에서 끝나는데 반해 머튼은 무엇보다도 신적

현현으로서의 자연 세계에 초점이 있음을 비교해서 주목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점이 머

480) Ibid., p. 122.

481) Ibid., p. xxxi.

482) Ibid., p. 125.

483) Ibid., p. 126.

484) Ibid., p. 126.

485) Ibid., p. 135. (또한 머튼은 “우리가 유혹의 시기일 때는 자연 관상을 포기하고, 뉘우침  

  과 단순기도로 돌아갈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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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의 자연 관상의 비전, 즉 단순한 통찰에서가 아닌 개인적 변형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세계 안에 하느님의 활동적인 현존의 (창조적인) 지혜에 기인하기 때문으로 본다.486)

1965년부터 은수처에서 온전히 생활하게 된 머튼은 자연 속에서 하느님 현존체험을

거듭하면서 자연 관상 및 현존의식은 더 깊어졌다. 숲 속에서 새, 동물과 함께 지내고,

별들을 보면서 새로운 친교를 형성함으로써 한층 더 주의 깊은 시각(vision)과 직관이

발달해갔기 때문이다. 함리스(William Harmless, S. J.)는 머튼이 후기에 존 하워드

그리핀(John Howard Griffin)과 같은 전문 사진작가 친구들의 격려로 시작했던 사진

작업, 즉 카메라가 자연 관상의 새로운 매개로써 관상적인 훈련에 도움을 줬으리라고 보

고 있다.487) 이러한 자연 관상과 함께 머튼의 신비적 관상은 하느님의 부재와 침묵,

그리고 고독과 비움이라는 긴 어두움의 시간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예기치 않게 체

험되며 하느님 현존을 인식한다. 이러한 신비적 관상 체험은 자신의 고독에서 나와 이웃

의 고독에 책임을 지며, 이웃과의 일치와 연대로 이끌어간다. 이러한 참 인간으로의 길

은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과의 더 깊은 일치를 추구하고 모색하게 하며 계속해서 신비적

관상의 길로 이끌어갔다. 이러한 여정에서 마지막 아시아 여행에서 만난 폴로나루와 신

비체험은 머튼에게 무(無)와 초월로서의 하느님 현존을 깨닫게 하는 신비적 관상으로 이

끈다.

  1.1.4. 선(禪) 

선(禪)은 유구한 동양 정신문화의 역사와 전통에서 성장해왔으며, 깨달음으로 이끄는

경이로운 지혜의 유산이다. 이러한 선(禪)은 그 여정을 통해 본래 자기(本來面目, 참된

자기)를 자각하며, 이미 자신이 완전한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 이 여정은 세상의 지식

세계와는 역행하여, 그동안 쌓아둔 지식, 관념 및 탐·진·치(貪瞋癡, 탐욕․성냄․어리석

486) Ibid., p. xxxi.

487) William Harmless, S. J. Myst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 27.

    [밈차 재배지에서 머튼은 칸첸중가 봉에 대한 꿈을 꾸고 난 후(1968. 11. 19) 기록에는 꿈  

  외에 자신이 찍은 (칸첸중가) 산 사진, 즉 카메라에 대한 단상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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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를 하나씩 비워가며 궁극적으로는 수행해서 얻은 경지까지도 모두 버리는 텅 빈 상

태, 그 과정을 통해488) 자신의 본성과 참된 실존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선(禪)의 이

러한 본질과 여정을 통한 목적은 머튼이 추구한 참 자아와 관상 여정과도 유사성을 발견

할 수 있다.

머튼이『진리의 산길』(1951)에서 십자가의 성 요한의 신비주의를 다루면서, 특히 자

신의 저술 방식과 한계로 인해 상당한 고충을 겪었던 상황적 배경을 앞서 언급했었다.

머튼은 일반인 독자들에게 경험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스콜라 철학에서 벗어나 자신

의 언어로 전달할 필요성과 경험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였다. 또한 시대적 상황에서 볼

때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시대의 도래로 당시 미국인들이 종교와 아시아에 대한 관심,

특히 동양 종교에 대한 관심이 1950년대에 들어 급격히 고조되면서 선(禪) 붐이 일어났

다. 아베 마사오(阿部正雄, Masao Abe)는 자신의 유학시절(1955-1957)을 떠올리며,

그 당시 선 붐이 이미 활발했음을 회고했다. 이 시기(2년간)에 아베 마사오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열렸던 스즈키의 선(禪) 강의를 그의 조교로 일하면서 들었고, 많은 참석자 중

에는 에리히 프롬도 있었다489)고 언급한다. 이렇게 철학, 심리학(정신분석), 여러 종교,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禪)과 대화 및 교류하면서, 선(禪)은 지속적으로 확산되었

고 계층을 뛰어넘어 흡수되고 적용되어갔다. 머튼 또한 1959년 사막교부들과 선사(Zen

Master)들의 지혜에 대해 스즈키와의 대화를 희망하면서, 자신의 필사본을 보냈다. 이

필사본은 4세기 사막교부들의 말씀을 발췌한 작품인 The Wisdom of the

488) 참조: 혜거 스님,『좌선의(坐禪儀)』, 양평군: 책으로여는세상, 2014, 203쪽, 207쪽.

489) 西谷啓治 외,『현대와 禪』, 김호귀 역, 서울: 불교시대사, 1994, 230-232쪽. 

    “스즈키 박사는 1955-1956년에 ‘선불교의 철학과 종교’를 1956-1957년에는 ‘화엄과     

 선’ 제목의 강의를 했다. 이 강의는 일반인에게도 개방되어, 학생보다는 청강자가 더 많을  

 정도였다. 그 중에는 예술가, 천문학자, 심리학자, 엔지니어, 그 외 중년의 가정주부들도    

 적지 않았다. 한편 1957년 가을부터 1958년 봄에 걸쳐 히사마쓰 박사가 하버드 대학과 기  

 타 지역에서 ‘선과 문화’에 관한 강의를 했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석했다.”(같은 책,    

 243-244쪽 참조)

    [선(禪)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프롬은 1957년 멕시코에서 스즈키 박사를 초대하여 ‘선   

 (禪)과 정신분석’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의 주요 논문 세편은 이후 에리히 프  

  롬, 스즈키 다이세쓰, 리처드 데 마르티노(Richard De Martino)의 공저 Zen Buddhism and     
  Psychoanalysis(1960)(『선(禪)과 정신분석(精神分析)』)로 간행된다(같은 책, 239-240쪽   

  참조)]. 



- 221 -

Desert(1960)로써, 머튼은 간행 작업을 하면서 사막교부들과 일본 선사(禪師)들의 가

르침과 유사한 점을 발견하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몇몇 우려로 인해 당시 아

빠스에게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머튼과 스즈키의 대화는 1961년 New Direction지에

“Wisdom in Emptiness”(공의 지혜) 제목으로 발표되어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

다.490) 이 글은 이후 1968년『선과 맹금』491) 2부에 실리게 된다. 1963년에는 베네

딕도 수도회 에일레드 그라함(Aelred Graham) 신부가 Zen Catholicism(『선(禪)가

톨릭』)을 간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기도에 좌선을 도입492)했으며, 머튼은 1967년

에 Mystics and Zen Masters(『신비가와 선의 대가들』)를 간행했다.

머튼은 The Inner Experience(1959)에서 이미 내적 자아의 발견으로서 선(禪)의

깨달음 과정을 도입해서, 그리스도교 신비체험과 비교했었다. 머튼은 선(禪)에서의 깨달

음에 관해 “예와 아니오, 주체와 객체, 자아와 비자아를 초월하게 되며, … 이러한 완전

히 변형된 깨달음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과 하나임을 자각하게 된다.”493)고

설명한다. 여기에서 머튼은 선(禪)에서는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일깨워진 내적 자아를

넘어서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었다. 이 점에 있어 본 연구자는 이 시기

머튼의 선(禪) 이해가 아직은 협소하며, 이는 “깨달은 후에도 결코 거기에 머무르지 않

고 계속 전진하는”494) 선(禪)의 중요한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 부분은

1967년 “D. T. Suzuki: The Man and His Work”(스즈끼 다이세쓰: 인간과 저서)

논문에서 머튼은 스즈키의 새롭게 간행되는 저서를 통해 드러나는 “선의 무한한 새로움

을 발견했음”495)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그의 선(禪) 이해가 더 깊어지고 관점이 좀 더

490) The Thomas Merton Encyclopedia, pp. 548-549; 西谷啓治 외,『현대와 禪』, 242쪽. 

491)『선과 맹금』(Zen and the Birds of Appetite) 1부에는 머튼이 주로 65년대 이후 선    

  (禪)에 관해 쓴 8편의 글과 R. M. Bucke Memorial Society(Montreal)에서 간행하는     

  Newsletter Review에 실린 논문 두 편이 수록되어있다. 

492) 西谷啓治 외,『현대와 禪』, 243쪽. 

493) The Inner Experience: Notes on Contemplation, p. 9.

494) 西谷啓治 외,『현대와 禪』, 61쪽. 

     다마카 고우시로우(玉城康四郞) 교수는 “선과 현대사조”논문을 통해 선(禪)의 성격(특성)  

  을 다음 세 가지로 말한다. 1. 자기구명(自己究明)의 철저함, 2. 깨달음의 전기(轉機), 3.   

  끝없는 개발(같은 책, 58-63쪽 참조).

495) Thomas Merton,『선과 맹금』, 84쪽.

    [논문은 일본 오타니 대학(Otani Uni.)의 동양불교학회(the Eastern Buddhist Society)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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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게 확장된 것으로 간주된다.

1961년에 간행된『새 명상의 씨』에서는 관상에 선(禪)의 개념이나 의미를 수용해 새

롭게 설명하고 있다. 이제 머튼은 관상을 하느님에 대한 깨달음이며, … 갑자기 새로운

수준의 의식에로 우리를 일깨우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작품의 마지막 장 “다함께 춤을

(The General Dance)”의 끝부분에는 특히 온전한 비움을 통한 관상의 일상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선(禪)적인 표현이 내포된 우주적인 의식 차원(우주적 일치)으로까지 확장

해서 그 경험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선불교 연구의 권위자인 뒤물랭(Heinrich

Dumoulin) 신부는 수기(手記)들을 통해 선(禪)의 깨달음을 조사하면서 이를 “우주적

경험이며, 말로는 모두 설명하기 힘든 일종의 도(道)”496)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수행자

들이 무(無) 공안을 통해 “갑자기 마음이 돌파되면서 자기를 포괄하거나 확장시키는 실

재의 우주적 통일성이 경험되는”497), 어떤 점에 있어 우주적 의식의 경험에 견주고 있

다. 선(禪) 수행자는 이러한 우주적 차원의 경험을 통해 해방(자유)을 느끼며 이제 모두

가 무(無)로 바뀌게 된다. 이처럼 관상(비움, General Dance)과 선(禪)[무(無), 우주

적 의식 경험]과의 상당한 유사성을 볼 수 있다.

1965년 8월경부터 시작된 온전한 은수생활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에서는

다른 종교전통에 대한 개방성으로 머튼은 좀 더 자유롭게 선(禪) 및 동양 종교를 연구하

게 됐다. 1967년에 Mystics and Zen Masters(『신비가와 선의 대가들』), 그 다음

해인 1968년에는『선과 맹금』을 간행하면서 그리스도교 너머로 더 확장된 지평을 보여

주며 문화 및 종교를 뛰어넘는 선(禪)에 깊이 천착하게 된다. 머튼은 현대사회의 위기

및 수도원 쇄신 그리고 자신의 영성을 위해 그 무엇보다도 관상과 밀접한 선(禪)의 가치

와 중요성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Mystics and Zen Masters(『신비가와 선의 대가

들』) 작품에서의 머튼의 선(禪) 이해와 신비주의에 관해서는 이미 다소 자세히 다루었

고, 여기서 머튼은 제너 교수가 Matter and Spirit(『물질과 정신』)에서 언급한 선

  발행하는 The Eastern Buddhist (n. s.) 2, no. 1(August 1967)에서 처음 간행되었고,   

  그 후 1968년『선과 맹금』)에 실린다(The Thomas Merton Encyclopedia, p. 548].

496) 하인리히 두몰린,『禪과 깨달음』, 박희준 역, 서울: 고려원, 1988, 208쪽. 

497) 같은 책, 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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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禪), 즉 물질의 외부 세계에서 정신의 내면세계로의 단순한 물러남 보다는, 물질과 정

신 사이의 이중적 분리 너머 순수한 공(空)안에서의 주관과 객관의 대립을 해소함으로써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으로 선(禪)을 이해하고 있다. 이 때 선의 깨달음은 시공을 초월한

존재의 온전히 깨어있는 초의식적 행위로 파악한다. 이렇듯 머튼은 관상 경험에서 선

(禪)과의 상호관련을 맺으면서 관상도 확장, 심화되어 갔다.

선(禪)에 관한 여러 발표들을 모아 간행한 마지막 작품인『선과 맹금』중에는 “The

Study of Zen” 주제의 원숙한 이해와 통찰들이 담긴 선(禪) 이해가 포함되어 있다. 또

한 스즈키 및 선(禪) 철학자 니시다 기타로(Kitaro Nishida, 1870-1945), 일본 예술

에 드러난 선(禪), 열반(Nirvana), 오경웅의 The Golden Age of Zen(1967)의 서문

으로 쓴 “A Christian Looks at Zen”(한 그리스도인이 본 선[禪]) 외에 새로운 의식

(New Consciousness)과 초월적 체험(Transcendent Experience) 두 편의 중요한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머튼은 레비-스트로스(Lévi-Strauss)의 구조주의와 비교하면서 선(禪)은 “특정한 형

태나 특정한 체계에 따라 조직되지 않는 의식(意識), 문화와 종교와 형태를 초월한 의식

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문화적, 구조적 종교의 한계를 뚫고 나아갈 때 ‘영적인 탄생’ 또

는 지적인 각성에 따라 공(空)에 이르는 것”498)으로 이해하고 있다. 모든 구조물과 형태

를 초월하는 선(禪)의 이러한 이해는 이후 방콕 회의 마지막 강의에서의 수도승의 정체

성을 규명499)할 때에도 연결된다. 머튼은 선(禪) 의식을 거울에 비교하며, 무집착 혹은

무심의 상태로서 부처의 지혜로 비유한다. 이 선(禪) 의식을 마음의 순수함과 대비시킨

이전 관점을 수정하면서, 머튼은 그리스도교 체험에서 에크하르트의 가난, 즉 마음의 순

수성을 초월하며 “자신 안에 하느님이 일하실 장소조차 갖지 못한”(『선과 맹금』, 21

498) 토머스 머튼,『선과 맹금』, 13쪽, 17쪽.

    [이 글은 처음에 Cimarron Review(Oklahoma state university), 1968년 6월에 실렸다.]

499) 머튼은 수도승이 “근본적으로 세계와 세계 구조에 대해 비평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  

  이며, (인간) 의식의 변화 내지 완전한 내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 강조점을 두고 있  

  다. 또한 공산주의와 티베트 승들의 사례를 통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구조에 기대하  

  는 시대는 이제 지났으며, 각자 갈 길을 걸어가야 함을 제시한다(Thomas Merton, The   
  Asian Journal of Thomas Merton, pp. 329-330,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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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이 완전한 가난이야말로 선(禪) 의식(무아[無我])에 더 적절하다고 말한다. 에크하

르트는 우리의 자아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순수한 가난의 상태에서만 비로소 하느님

이 활동하시고 우리는 참된 본성 내지 참된 자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500) 때문이

다.

머튼은 그리스도교와 선(禪)과의 비교가 거의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유사점들을 모색

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와 조화 및 보완이 가능함을 확언하고 있다.

머튼은 먼저, 그리스도교와 불교 모두 철저한 의식의 변화를 위해 평범한 일상의 인간

의 한계 및 실존상황을 소재로 하는 점에서 유사성을 이끌어낸다. 불난 집의 설법(법화

경)과 십자가의 말씀은 우리 자아(ego-identity)와 경험적 실존의 부분으로서의 고통

내지 한계상황을 통해 선(禪)에서는 큰 죽음으로, 그리스도교에서는 파스카 신비를 통해

각각 불교 신자와 그리스도인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실례로 들고 있

다.501) 설법과 말씀의 바탕은 궁극적으로 부처의 자비와 하느님의 사랑과 연민을 나타

낸다. 이러한 변화는 선(禪)이 “(부처의) 자기 비움과 깨달음으로, 그리스도교에서는 그

리스도의 자기 비움(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영광(부활, 승천)에 들어가며”(『선과 맹

금』, 97쪽), 이는 “형이상학적이거나 신비적인 자기초월의 체험”(『선과 맹금』, 91쪽)

에 속한다. 여기에서 머튼은 이제 그리스도교 초월체험을 통해 개별적 자아가 아닌 이

Self를 선(禪)에서는 공(空)에 해당되며, 선(禪)과 그리스도교 초월체험의 “주요한 차이

점은 전자가 실존적이며 존재론적이라면 후자는 신학적이며 인격적이라는 점”(『선과 맹

금』, 97쪽)에서 구별하고 있다.502)

또한 철저한 체험적 깨달음인 선(禪) 체험이 계시 종교인 그리스도교과 상반되지 않는

것은 가톨릭 교의의 본질도 본래 “모든 개념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와의 일치라는 ‘살아있

는 체험’”(『선과 맹금』, 54쪽)에서 출발한 것임을 명시한다. 이러한 점은 계시가 단순

한 교리 차원이 아닌, 성령을 통해 하느님을 경험하도록 부르시는 하느님의 자기계

시503)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경험이라는 차원에서 선(禪)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500) 참조:『선과 맹금』, 20쪽.

501) 참조: 같은 책, 67-68쪽.

502) 참조: 같은 책,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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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머튼은 “지금 여기, 바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자신이 존재

한다는 존재론적 근거에 대한 인식”(『선과 맹금』, 63쪽)이며 형이상학적 직관인 선

(禪)이 초자연적 선교와 양립될 수 있으며, 어떤 면에서 선(禪)은 초자연적 선교의 길을

닦아준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 둘이 서로 훌륭히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선(禪)이 그리

스도교 신앙과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와 완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다”(『선과 맹금』, 63

쪽)고 말한다.

선(禪)은 지금까지 살펴본 머튼의 관상 여정에 영향을 미치며,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

으로 수용한 선(禪) 이해와 체험들은 그가 아시아 여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보고, 대화함

으로써 폴로나루와 신비체험의 (의식) 안에서 오랫동안 추구했던 물음의 답을 얻으며 은

총의 열매를 맺는 동인이 되었다.

지금까지 머튼 신비주의의 특징적 요소들인, 고독, 내적 자아, 선(禪), 신비적 관상에

관해 고찰해보았다. 이는 물러남을 통해 고독과 침묵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계속적으

로 의식하며 깨닫는 것, 관상을 통해 깨어나는 내적 자아, 선(禪)은 유기적으로 상호 밀

접한 관계를 이루면서 머튼의 신비체험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이러한 주요 요소들 및

신비체험을 볼 때 머튼은 먼저 언어를 통해 그 실재에 이르렀음504)을 그의 작품들을 통

해 알 수 있다.

이제 머튼 신비주의의 특징을 이루는 인간중심적, 지성적, 실천적 신비주의 세 가지

측면에 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503) William Shannon, Thomas Merton: an Introduction, p. 117.    

504) Thomas Merton, Thoughts in Solitude, p. 119.



- 226 -

  1.2. 머튼의 신비주의 특징

  1.2.1. 인간중심적 신비주의

  인간중심적 신비주의는 머튼 신비주의의 한 축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으로, 머튼이 “인

간의 변형과 ‘새로운 인간’(New Man)이 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505) 것을 말한다.

새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육화한 그리스도 안에서, 관상을 통한 변형 및 하느님 현

존 의식, 잃어버린 하느님과의 사랑(일치)을 다시 회복하는 내면의 긴 여정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머튼은 관상을 “그리스도의 삶 안에 깊이 관여하는, 즉 하느님과 인간의 본질

적인 일치(hypostatic union)에 영적으로 동참하는”506) 것으로 정의 내린다.

육화의 신비를 통해, 또한 시편과 고독 속에서 머튼은 인간의 참 정체성을 인식하며,

참 인간의 길을 통해 신적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deification) 인간의 신비에 대해 깊이

자각하게 된다. 머튼의 다음 글은 인간의 소명의 신비를 잘 드러낸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인간인 채로 신적인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당신의 외

아드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 주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소명의 신비이

다. 우리가 천사나 신이 되기 위해 인간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신비가 아니라, 인간으

로서 나의 가슴에서 나오는 사랑이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될 수 있고,

인간으로서 나의 눈물이 하느님의 눈물로 떨어질 수 있음이 바로 신비이다. 나의 눈물은

육화된 당신 아드님의 마음에 깃들인 성령의 움직임에서 솟아오르기에 하느님의 눈물이

기도한 것이다.507)

머튼은 이러한 인간이 신비적 삶을 살 수 있는 토대이며, 실존적 인간 조건 안에서 그

리스도의 신비체를 이루는 하나의 유기체의 부분이며 인류공동체의 일원으로 이해한다.

이 점은『인간은 섬이 아니다』(1955)의 서문(‘인간은 섬이 아니다’)과 앞서 다루었던

505) Harvey D. Egan, What Are They Saying About Mysticism?, p. 53.

506) Ibid., p. 54(Thomas Merton, The Inner Experience: Notes on Contemplation, p. 42  

  재인용).

507) Thoughts in Solitude, pp. 129-130(『고독속의 명상』, 158-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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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빌에서의 신비체험508)에서 특히 잘 나타난다. 전자에서 머튼은 인간이 되어가는 과

정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 내지 의미를 추구하는 의식이 점차 확대되는 여정으로 보고 있

다. 공동의 운명 속에 놓여있는 인간 실존조건 안에서도 머튼은 각 개인이 개별적 인간

으로서 자신의 삶과 자신을 찾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 자아, 내적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을 뜻한다. 삶의 문제들에 대한 쉽고

빠른 해결책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게으름, 불안, 그리고 절망 등의 장애물을 숙고하면서

머튼은 자신의 발견이 곧 구원의 문제임을 설명한다. 아울러 개인적 차원을 뛰어넘어 사

회적, 시대적 차원에서의 통합 안에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통합된 모습 안

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책임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이러한 파악과 책임

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참사랑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루이빌 신

비체험의 첫 기록에서 머튼은 에드워드 스타이컨(Edward Steichen)의 사진집『인간가

족』(The Family of Man)에 나오는 여러 상황과 갖가지 모습들의 인간사가 담긴 수

많은 사람들(68개국 503점의 희로애락, 생로병사 등의 사진)을 그리스도로 보는 관상적

시각이 포함되어있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머튼은 인간이 인류로써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각 개인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라는 인간의 참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루이빌 신비체험 후 인간과 세상에 대한 사랑과 책임 및 변화된 시각으로, 머튼은 인

간 존재의 신비에 반하는 현대 세계의 비인간화에 대해 예리하게 진단하며 경고한다.

먼저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잘못으로 머튼은 경제적 개인주의로 인한 자기 소외와 대중

기술사회의 인간경시 문화에서 기인하는 휴머니즘의 기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의 휴머니즘은 위험한 환상임을 피력한다.509) 세계를 정복하고 달에까지 갈 수 있

는 우리이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은 잃어버리는 현실에서, 머튼은 “우리 영혼을 발견하기

508) Thomas Merton, Conjectures of a Guilty Bystander, pp. 154-155.

    “많은 어리석은 짓에 전념하고 많은 가공할 과오를 저지르는 인류라 하더라도, 하느님 자  

 신이 인류의 한 구성원이 된 것을 기뻐하신 인류의 일원이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운명이   

 다. 인류의 한 일원 … 나는 내가 하느님 자신이 육화한 인류의 한 일원인 인간이 되는 엄  

 청난 기쁨을 느낀다. 비록 슬픔과 어리석음 같은 인간조건이 나를 압도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다.”

509) Thomas Merton, Disputed Questions, p.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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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자신의 고독 속으로 들어가 우리 자신과 사는 것을 배워야 하며 이는 휴머니즘의

시작임”510)을 제시한다. 하느님의 모상인 이웃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

가 인간을 아는 것은 실재로 불가능함을 재차 강조한다. 또한 무엇보다 머튼은 그리스도

교적 휴머니즘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인식 및 깨달음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교황 요

한 23세의 회칙「어머니와 교사」를 통해 기술 시대의 인간조건과 변질된 노동으로 인

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세속화된 사회와 세상의 관점에 대항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사회 정의, 정치적인 질서와 공정한 무역 관행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고찰되어야 하며 머튼은 기본적인 인간의 가치를 보호하고 회복

하는 것을 현대 그리스도인의 과제로 제시한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은

총과 영성이 인간의 삶에 어떠한 실질적인 의미도 갖지 못할 것이라고511) 경고한다. 특

별히 머튼은 과학기술의 양면성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꿰뚫어보며, 인간의 가치와 존엄

성을 위협하며 핵전쟁과 같은 세계 평화를 깨뜨리는 전쟁의 씨앗임을 간파하고 관심과

책임을 촉구했다. 머튼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거짓되며 텅 빈 휴머니즘”512)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을 위해, 그 고귀함과 참 자유, 창조성을 위해 투쟁했던

러시아 시인이자 작가인 파스테르나크(Pasternak)를 높이 평가했다.

그리스도교 휴머니즘에 직․간접적인 참여와 연구를 통해 머튼은 “교부들이 ‘세상’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세상은 하느님이 창조하시

고 육화된 말씀이 깃든 우주, 신비적 그리스도의 현존과 활동으로 성화된 우주, 그리고

인간이 새로운 종말론적 창조에 변형될 운명에 처한 우주를 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

부들은 세상에서 가장 깊고도 자발적인 기쁨을 가졌었다.”513) 그리스도교 정신의 순수

한 원천으로서의 교부들의 휴머니즘 연구를 통해 머튼은 진정한 그리스도교 휴머니즘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린다.

510) Ibid., p. xi.

511) 참조: 토머스 머튼,『삶과 거룩함』(Life and Holiness, 1963), 남재희 역, 생활성서사,   

  2002, 130-131쪽. 

512) Disputed Questions, p. 31.

513) Thomas Merton, Mystics and Zen Masters, 1967,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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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그리스도교 휴머니즘은 육화의 신학을 완전히 꽃피우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 인간의 합일(union)의 신비에 기인하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에 뿌리를

둔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휴머니즘은 스토아 휴머니즘이나 교황의 교서로 공식화되는 학

문적(Academy) 휴머니즘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교 휴머니즘은 하느님의 아들로

서,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고 다시 태어나며 변형되는 인간의 존엄과 의무를 완전히

실현하는 것이다.514)

참된 그리스도교 휴머니즘의 핵심 요소로 머튼은 용서의 역동성과 자비로운 사랑을 말

하며, 이는 완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변형시킬 수 있는 신적 힘515)으로 규명

하고 있다. 이러한 그리스도교 휴머니즘의 바탕 위에서 머튼은 인종과 문화, 종교의 경

계를 뛰어넘어 세속적 휴머니즘, 마르크스주의, 다양한 문화 및 종교 등에 개방하며 대

화의 필요성을 촉구하며 인류 및 하느님과 하나 되는 지혜를 모색해나갔다.

머튼의 인간중심적 신비주의는 인간에게 깊이 내재되어 있는 인종 차별과 편견, 전쟁

및 핵무기, 기술과 과학 문명에 만연한 도구적 이성 및 유물론적 사고 등의 비인간화를

폭로하며 그 무엇보다 인간 의식의 변화를 통한 참 인간이신 예수그리스도의 삶에 초점

을 두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무(無)를 통한 사랑의 길로써, 머튼에게는

수도승 생활에서의 전통 및 생활을 통한 공적인 전례와 기도, 독서와 연구를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글쓰기 소명(작품 집필) 안에서 일어났던 거짓 자아와 야망, 그리고 실존적

두려움, M과의 사건 등을 직면해 오랜 내적 투쟁과 성장, 소명의 확실성이 파열되는 고

통과 죽음을 통해 오직 하느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며 은수자로서의 소명을 새롭게 봉

헌하며 걸어감으로써 유형의 구조(수도회)나 경계를 성숙시키며 뛰어넘는 진정한 인간이

되어가는 그 사랑의 길을 살아갔다. 이러한 신비주의는 “어떤 기술로서가 아니라 그리스

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소명이며, 즉 사랑의 하느님과 분화된 일치(differentiated

unity) 안에서 살아가는 ‘초월적 자아’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이 되는”516) 것이다.

514) Ibid., pp. 114-115.

515) Thomas Merton, Love and Living, p. 145(The Thomas Merton Encyclopedia, p.    

  2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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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지성적 신비주의

  

  앎에 대한 부단한 갈망과 추구에 대한 머튼의 지성적 여정은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

가게 된다. 케임브리지 대학, 컬럼비아 대학에서 접했던 다양한 분야의 독서와 강의, 즉

스콜라 철학 및 사상들, 쟈끄 마리땡(Jacque Maritain), 질송, 셰익스피어와 영문학

강의,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 제랄드 맨리 홉킨즈(G. M. Hopkins), 올더

스 헉슬리(Aldous Huxley), 프로이트, 동양 종교 등을 통해 시적이며 문학적, 철학적,

종교적인 부분에서 지성적 바탕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이 시기에 만났던 마크 반 도렌

(Mark Van Doran) 영문학 교수, 친구 락스(Lax)와 동료들, 힌두승 브라마카리가 머

튼의 지성적 형성에 미친 영향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머튼의 지성적 특성과 성향은

트라피스트 수도승 생활과 작품 활동을 통해 심화되고 정제되어 갔으며, 루이빌 신비체

험 후에는 좀 더 폭넓고 방대한 서신 교류와 독서 및 관계를 통해 선(禪) 및 도교, 현대

사상, 실존주의 철학, 현대 사회문제 등 확장되어가는 관심과 연구 안에서도 궁극적으로

는 하느님에 대한 앎에로 초점이 모아졌다.

머튼은『진리의 산길』에서 십자가의 성 요한의 신비주의에 관해 스콜라 철학의 사변

적인 방식으로 설명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 관상체험을 서술하기 위해 스콜라 용어를

꽤 창의적으로 사용했지만, 머튼은 자신에게는 적합하지 않음을 자각한 후 경험을 전달

할 다른 방식의 언어를 찾게 되었다. 로버트 훼리시 신부(Robert Faricy, S. J.)는 이

러한 상황에서 선(禪)과 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는 머튼의 후기 관상기도 신학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훼리시 신부는 선(禪)및 에크하르트 신학(언어) 안에서 머튼이 자신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관상 기도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도록 도움 받았다고517) 언급하면서, “머튼

의 관상기도신학에 관해 사람들이 이러한 지성적 전통 대신 마음 전통(heart

tradition)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종종 오해를 받고 있다”518)고 지적한다. 그

516) Harvey D. Egan, What Are They Saying About Mysticism?, p. 60.

517) Ibid., pp. 139, 143.

518) Ibid.,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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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머튼 삶의 마지막 시기에는 특히 머튼의 관상신학에서 감정을 느낄 여지가 많지 않음

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머튼 사후 곧 간행된, 관상에 관한 그의 마지막 생각이

담긴 작품인『마음의 기도』(1969)를 살펴볼 때 그의 이러한 견해는 타당한 것으로 간

주된다. 이런 관점에서 연구자는 훼리시 신부와 같은 견해를 가지며, 영성신학, 특히 관

상기도 신학에서 대부분의 가르멜 작가들이 마음의 신비주의(mysticism of the heart)

인 점에 반해, 후기 머튼은 위 디오니시우스, 에크하르트와 같은 지성주의자들의 전통,

지성 신비주의(Mysticism of the Mind)를 대표하고 있다519)고 본다.

가르멜 전통에서 관상기도를 친밀한 우정, 동료애 안에서 예수그리스도와의 의식적인

일치(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에 있다면, 에크하르트는 하느님을 나 자신보다 더 내게 가

까이 계신 분으로 여기며 정체성 안에서의 합일 즉 하나 되는 체험으로 말할 수 있다.

십자가의 성 요한처럼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도 토마스학파의 신학적이며 철학적 언어를

사용하지만, 에크하르트는 특별히 기도 안에서의 하느님 체험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분

석하기보다는 설명하기 위해 쓰고 있다. 그의 모델은 정체성 안에서 친밀한 합일이다.

하느님과 일치하는, 정말 하느님과 하나 되는 체험에서 하느님과 친밀한 합일로써, 자신

을 하느님과 하나로서 체험한다.520)

에크하르트에게 하느님은 순수한 존재(pure being[esse]), 더 정확하게 순수한 이해

(intelligere)이시고, ‘하느님은 그가 이해하기 때문에 존재한다’521)고 파악한다. 그에게

하느님은 창조물(존재)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는 존재가 없다. 에크하르트는

“자신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하느님의 모상 안에 있으며, 이러한 지성은 그에게

519) Robert Faricy, S. J., “Merton and Mysticism of the Mind,” The Merton Annual     

  Vol. 11(1998), ed. George A. Kilcourse, Jr, p. 138.

     한편 훼리시 신부는 “칼 라너를 포함해 영성신학 분야에 글을 쓰는 많은 예수회원뿐만 아  

  니라, 십자가의 성 요한을 포함한 아빌라의 데레사, 리지외의 데레사 등 다수의 가르멜 관  

  상작가들은 마음의 신비주의(mysticism of the heart)인 주의주의적 전통(voluntarist     

  tradition)을 대표한다”고 본다(Ibid., pp. 138-139).

520) Ibid., p. 139.

521) Ibid., p. 140(Parisian Questions and Prologues, ed. A. Mauer, Toronto: PIMS,      

  1974, p. 4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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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토대이자 은총의 자리로 여겨진다. 따라서 에크하르트에게 하느님과의 합일은 무

엇보다 자신의 이해 수준에 있다”522)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하느님에 대한 지식은 이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너머에 있고, 하느님 또한 완전히 다른 분이기 때문에 어두운

지식(무지)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에크하르트에게 하느님 경험은 완전히 부정

적(apophatic)인 것이 된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느님에 대해 형이상학적으로, 존재

론적으로 말했다면 에크하르트는 하느님을 경험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523)

머튼은 The Inner Experience(1959)의 “Five text on Contemplative Prayer”

장(chapter)에서 에크하르트의 문헌을 통해 그의 풍부하고 생명력 있는 신비주의를 짧

고 핵심적으로 다루었다. 에크하르트가 말한 신적 불꽃, 즉 영혼의 중심점이 하느님과의

접촉점이며 이는 살아있는 역동적인 행위자(agent)로 머튼은 언급한다. 이 행위자는 누

구에게나 있는 것으로써 영혼 안의 그리스도를 닮은 부분이며, 우리의 가장 깊은 자아

(inmost self)를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다음은 머튼이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에 관해

다룬 부분이다.

아버지는 이 고귀한 행위자(그 무엇)를 통하여 자신의 유일한 아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 이렇듯 하느님은, 영혼과 하느님의 일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다.

그분 자신이 지성의 영역을 초월할 만큼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행위자는 천국보다

, 천사들보다 더 멀리 다다른다. … 우리는 멀리 다다르기를 원하지만, 이해하거나 갈망

해야 할 모든 것은 여전히 하느님이 아니며 다만 사고와 갈망이 끝나는 곳, 그 어둠 속

에서 하느님이 빛을 발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524)

1961년 스즈키 다이세쓰와 머튼과의 대화(“Wisdom in Emptiness: A Dialogue”)

에서 스즈키는 공(空)을 설명하면서, 에크하르트의 참된 가난, 즉 완전한 가난과 연결시

켜 해석해나갔다. 이후 Conjectures of a Guilty Bystander(1966)에서 부분적이긴

522) Ibid., p. 140. 

523) Ibid., p. 141.

524) The Inner Experience: Notes on Contemplation, p. 84(Meister Eckahar: A Modern      
  Translation, Raymond B. Blakney, New York, 1957, p.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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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머튼은 에크하르트에 관해 그의 강론과 종교적 체험, 그리고 신의 탄생에 대한

설교를 언급하며 그에게 상당히 깊은 공명을 받으며 매료되었음이 보여진다.525)『선과

맹금』(1968)에 실린 “The Study of Zen”(1968년 6월)에서 머튼은 선(禪) 연구를

통해, 선(禪)에 대한 좀 더 충실하고 참된 표현 및 선(禪)의 요소를 에크하르트에게서

찾으며 그 유사점들을 통해 선(禪)을 정의한다.

선(禪)은 에크하르트와 같은 지성적 신비주의 라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526) 에크

하르트가 말한 초탈, 즉 하느님에게로 가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이

미지, 감정 등 모든 것에서 떠나는 것은 십자가 성 요한의 무(nada)이며, 선(禪) 명상

에서는 개념 없이 부정적(apophatic)이며, 어두운(dark), 그리고 모든 것을 떠나보내

는 텅 빈(empty) 무(無)와 상통하다. 즉 “선 수행자는 공안(公案) 혹은 그냥 앉아있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느님이라 부르는 궁극적 실재, 참 마음, 공(空)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다. 이것을 비개념적으로 하며, 영적인 불꽃이나 그 궁극적 실재의 현시(顯示)가 있을

지라도 가능한 한 이를 무시하고 내버려둔다.”527) 이미 지성적 전통에 있었던 머튼은 이

러한 선(禪)의 언어가 자신의 체험을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부정적(apophatic) 방식

으로써 유익함과 익숙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머튼과 에크하르트의 관련성을 살펴볼 때, 머튼은 The Inner Experience에서 에크

하르트와 함께 십자가의 성 요한과 뤼스부룩(John Ruusbroeck),『무지의 구름』을 다

루었고, Conjectures of a Guilty Bystander에서도 14세기 라인강 지역의 신비가인

타울러(John Tauler), 뤼스부룩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선(禪)의 연구 및 선

(禪) 의식과 관련해서 머튼은 에크하르트보다 더 적절한 신비가를 찾을 수 없음을 알았

다. 오래전 브라마카리 힌두승을 통해 그리스도교 신비주의를 인식하게 된 것처럼, 머튼

은 스즈키를 통해 선(禪)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신비가 에크하르트

525) Thomas Merton, Conjectures of a Guilty Bystander, pp. 47-48, 184-185.

     또한 1966년 부활대축일에 머튼은 “병원 생활에서 자신을 구해주었던 것”이 에크하르트  

  에 관한 독서였음을 고백한다(The Intimate Merton, ed. Patrick Hart & Jonathan      

  Montaldo, p. 276). 

526) Robert Faricy, S. J., op. cit., p. 141.

527) Ibid.,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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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재발견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선(禪) 그리고 스즈키 및 선(禪)을 통한 에

크하르트의 재발견은 머튼 자신이 말했던, “문화적, 구조적 종교(또는 비종교)의 한계를

뚫고 나아갈 때 이르게 되는 ‘영적인 탄생’ 또는 지성적 각성에 따라 단순한 공(空)에 이

르면서”528) 자유와 통합의 성숙에로 나아가는 토대가 되었다고 보여진다.

에크하르트와 같이, 머튼에게 관상은 정체성의 경험 안에서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다. 이는 하느님 안에서만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참 자아를 의미하며, 참

자아는 그리스도와 정체성의 합일 안에 있는 나이다. 여기에서 머튼은 분화된 일치, 즉

하느님과 관상가가 하나가 되지만 둘은 분명히 구별됨을 말한다.

머튼에게 하느님에 대한 부단한 추구는 역설적이게도 알게 되면 알수록, 더 모르는

(unknowing) 앎의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 제한되지 않는 절대적 앎인 하느님은 전적인

어둠을 통해 알게 되며, 머튼에게 이 어둔 밤은 모든 창조된 실재 너머, 그것들을 뒤에

둔 채 하느님 앞에서의 내면의 깊은 불안(두려움), 고뇌, 고독(desolation), 허무, 무

(無)이다. 이러한 어둔 밤에서 정화와 은총의 체험을 통해 자신의 앎의 범주와 이해 너

머에 있는 하느님을 알게 된다. Contemplative Prayer에서 다루어진 머튼의 이 어둔

밤에 관해, 훼리시 신부는 이는 “가르멜 전통이 아니며 특히 십자가의 성 요한의 가르침

과도 전혀 다르며, 가르멜회의 어둔 밤은 본질적으로 고요 중의 어둠이지, 고독이나 두

려움 혹은 고통 안에서의 어둠이 아니라고”529) 지적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머튼의

어둔 밤에 대해 앤 카는 “머튼이 근대성의 ‘실존적 불안’을 ‘실존적 전율(두려움)’ 또는

‘수도원적 전율(두려움)’로 해석하면서 자신의 전통인 교부들과 신비가들에게서 새로운

자양분을 찾는다고 말한다. 실존주의 철학자들, 특히 키에르케고르, 하이데거, 샤르트르,

카뮈를 통해 생생히 불러일으킨 공포, 전율(dread)의 경험은 머튼이 신비전통의 ‘어둔

밤’을 해석하는 새로운 틀로 보았다. 그녀는 이것은 하느님과 자신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기도의 깊이 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운 투쟁에 대한 훌륭한 다시 읽기이며 현대적인 해석

528) 토머스 머튼,『선과 맹금』, 17쪽.

529) Robert Faricy, S. J., op. cit., p. 144.

    “훼리시 신부는 고독과 고통은 어둔 밤에 올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것들이 그 일부(어둔 밤)  

 는 아님”을 분명히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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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530) 평가했다.

머튼의 신비주의에서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성적 신비주의는 지성적 전통계열을

일관되게 고수하기보다는 혼합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사랑 및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

고 있지만, 그의 후기 관상에서는 실제로 정서나 사랑이 동반되는 감정적인 영향보다는

모든 창조된 실재 너머, 그것들을 뒤에 둔 채 내면의 깊은 불안, 허무, 무(無)에 대한

체험(정화)을 통해 하느님이 있는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부정적(apophatic)이며, 부정적

(negative) 측면이 두드러진다. 선(禪)과 공통점이 많은 에크하르트의 라인을 따르는

머튼의 지성적 신비주의에는 라인강 지역의 신비가인 타울러, 뤼스부룩 뿐만 아니라 선

(禪), 티베트불교 수행, 인도 중관 철학 등과 같은 비그리스도교 명상 및 지성적(철학

적) 요소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복합적 요소의 특성으로 인해 머튼의 지성적

신비주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상당한 지성적 접근이 수반되지 않으면

많은 부분 피상적이거나(그리스도교 측면에서 해석) 그의 의도의 핵심을 놓치게 되기 때

문이다. 한편 이 점은 머튼이 신비가로서보다는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531) 이유 중 하나

이기도 하다. 아울러 훼리시 신부는 이러한 “관상기도 신학을 포함한 머튼의 영성신학은

때때로 이것이 영성이기 때문에 가톨릭 조직신학자들에게, 그리고 지성적 전통에 있기

때문에 영성 신학자들에게 과소평가됨”532)을 언급했다.

530) Anne E. Carr, A Search for Wisdom and Spirit, pp. 138-139.

531) 린다 파슨(Rinda Parson)은 “예일대학은 ‘머튼- 현대철학가 과정이 있다. 그들은 머튼이  

  가톨릭 사제이며 수도승이라는 것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머튼을 “신  

  비가로서보다는 깊이 있는, 관상적 철학가이며 그리스도교 휴머니스트인 천재”로 평가한  

  다.(Robert Giannini, “A Note on Theology and Mystical Experience in Thomas      

  Merton,” p. 225, p. 228 각주 11) 참조[Linda Parson, “Comments on Mann’s Article  

  about Merton,” Newsletter-Review 6, The R. M. Bucke Memorial Society (Spring,  

  1973), p. 23 재인용]. 

532) Robert Faricy, S. J., op. cit.,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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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실천적 신비주의

  루이빌에서의 신비체험(1958년)은 머튼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관점의 변화, 고독에

대한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면서 이후 그가 새로운 시각으로 이웃과 세상의 삶에 책임감

을 느끼며 깊숙이 연대하게 된 근본 동인이라 할 수 있다. 관상가로서의 머튼에게 드러

난 이러한 실천적 면모의 씨앗은 실제로 훨씬 이전, 성 보나벤투라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1941년 당시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성소 식별 중이었던

머튼은, 마침 대학에 초빙된 카트린느 드 휴크(Catherine de Hueck)의 강연을 듣고

그녀가 하고 있는 할렘의 ‘우정의 집’(Friendship House)533)에서 얼마간 봉사를 하게

되었다. 그때 머튼은 빈민가의 비참과 퇴폐 및 끔찍한 가난 등 인종차별을 적나라하게

목도하면서, 할렘을 “뉴욕시와 도심지에서 돈을 벌며 사는 부자들에 대한 하느님의 고발

이자, … 사회 전반에 대한 하느님의 평가”(『칠층산』, 433)로 보았다. 삶과 사회가 망

가진 이러한 상황 안에서도 신앙과 그녀의 성덕의 빛이 함께 공존함을 머튼은 발견한다.

머튼에게 관상의 실천적인 측면은 크게 루이빌 신비체험 후부터 은수처 생활 전까지와

아시아 여정에서의 활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자가 사회 불의 및 인종차별 등의 사

회적 이슈, 반전 및 평화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연대했다면, 아시아 여정에서는 현대 수

도원의 쇄신과 예언직 수행, 세계 여러 종교 체험 및 수행과의 대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그의 실천적 지향(방향)은 루이빌 체험과 폴로나루와 신비체험에서도 (구

별되어) 영향을 미쳤음을 고려해볼 수 있다.

서신을 통해 수도원 밖 및 교회 너머 사람들과 폭넓은 대화와 친교로 개방을 시작한

머튼은 The Catholic Worker(「가톨릭 노동자」)지 발행인이자 반전 및 진정한 가치

를 위해 진리의 길을 무저항 불복종(비폭력)으로 걸어가는 도로시 데이(Dorothy Day,

1897-1980)를 격려하며, 기고 에세이인 “The Root of War Is Fear”(전쟁의 뿌리는

두려움이다)를 통해 그리스도 신자들의 책무가 전쟁을 완전히 폐지하는 일임534)을 강조

533) 우정의 집(Friendship House)은 창설자 카트린느 드 휴크(Catherine de Hueck)를 주축  

  으로 한 가톨릭 평신도공동체로써, 사회 정의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실천했다.

534) 참조: 짐 포리스트,『지혜로운 삶』, 144쪽, 158-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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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냉전 체제로 인한 미국의 군비 확장(핵무기), 인종차별 등

은 당시 머튼이 당면했던 시대적, 사회적 상황이었으며, 머튼은 그 무엇보다 간디의 비

폭력(Satyagraha)과 내적 변화를 시대의 위기와 사회정의 및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양

심에 가장 긴급한 (평화의) 대안으로 보았다. 따라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연대

하며, 정치 활동가들의 묵상모임535) 등을 이끌면서 머튼은 저항과 투신에로 나아갔다.

이러한 머튼의 평화를 향한 행보 중에는 앞서 언급되었던, 1962년 4월 전쟁과 평화

문제를 다룬 작품 『포스트 그리스도교 시대의 평화』(Peace in the Post-Christian)

원고를 완성했으며, 이는 사목헌장「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에 일부 반

영536) 되었다. 1963년 4월에 요한 바오로 23세 교황은 회칙「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를 발표하여 인간의 존엄성 및 인권존중과 함께 무기 축소, 핵무기 개발금지,

참된 평화실현을 촉구하였다. 이 시기에 머튼은 연대하며 행동하는 삶과 관련해서 Life

and Holiness(1963), Original Child Bomb(1962), Gandhi on Non-Violence

(1965) 등의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그 외 Raids on the Unspeakable(1966)에서는

유대인 대학살의 아돌프 아이히만을 다룬 짧은 에세이(“A Devout Meditation in

     [머튼은『명상의 씨』(1949)에서 동일 제목으로 짧게 다루었던 내용을 토대로 보완해    

  The Catholic Worker(「가톨릭 노동자」)(1961년 10월)에 싣는다. 이후 수정 보완된 글  

  을 『새 명상의 씨』(1961)에 실었다.] 

535) 도로시 데이와「가톨릭 노동자」, Fellowship of Reconciliation(“화해의 단체”), 다니엘  

  베리건 신부(Daniel Berrigan, S. J.)와 그가 창설한 Catholic Peace Fellowship(“가톨릭  

  평화 우애회”) 등은 당시 사회정의와 평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한 사람 및 단체이다. 머튼  

  은 1964년 “저항의 영적 뿌리들”주제로 정치 활동가들을 위한 묵상회를 이끌었고 그들에  

  게 큰 영향을 미쳤다. 묵상회에는 톰 코넬(Tom Cornell), 짐 포리스트(Jim Forest), 뮈스  

  테(A. J. Muste), 존 하워드 요더 등이 참석했고, 다음은 그 영향에 관한 존 하워드 그리  

  핀(John Howard Griffin)의 회고이다. 

     “많은 활동가들, 즉 거리에 있던 우리 같은 사람들은 … 머튼의 소명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겼다. 아주 많은 활동가들이 사라져갈 때, 머튼의 소명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했   

  다. … 머튼은 실재에 닻을 내렸고, 우리는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균형과 실재감을 유지  

  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 절망의 때가 찾아왔을 때, 아무 것도 성취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을 때, 비방과 위협을 당하고 포기하라는 유혹을 받았을 때, 루이스(Louis) 신  

  부나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를 구출해 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었다.”[케네스  

  리치,『사회적 하나님』(The Social God), 신현기 역, 서울: 청림출판, 2009, 82-83쪽    

  (Twomey, Thomas Merton: Prophet in the Belly of a Paradox, p. 84 재인용)] 

536) 참조:「기쁨과 희망」77항-82항.[원고 사본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의제 중 현대 세계에  

  서 교회의 역할, 즉 교회의 사회적 사명에 관한 문헌을 다룰 신학자와 주교들에게도 전해  

  졌다(『지혜로운 삶』, 170쪽; 토머스 머튼,『머튼의 평화론』, 23-2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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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 of Adolf Eichmann”), Conjectures of a Guilty Bystander(1966)에서는

인종차별, 폭력 및 비폭력, 평화, 세상에 관한 단상들이 담겨있다.

머튼의 신비주의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나 십자가의 성 요한의 신비주의를 비교해보

면,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나 십자가의 성 요한의 신비주의가 하느님 앞에서의 개인의

변형에 좀 더 초점을 두었다면, 머튼은 사회적 행동과 사회적 변화를 위한 신비주의(관

상)의 중요성을 깊이 파악하고 강조했다”537)는 점에서 그들과 뚜렷한 차별성이 발견된

다. 이는 신비가를 형성하는 시대적이며, 사회적인 요소(맥락)와의 밀접한 상관성을 드

러내며, 머튼은 진정한 사회적 활동과 그 변화를 위한 토대로서 개인의 변형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하지는 않았다.

실천주의의 거짓 영성을 엄하게 비난하면서도, 머튼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

는 갈망이 자기기만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538)했다. 또한 활동하는 현대 세계

에서의 행동의 토대로서의 기도의 중요성 및 기도가 수반되지 않는 활동가의 위험에 대

해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기도와) 행동의 관계는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기도로) 그 자신의 자기이해, 자유,

통합, 사랑의 능력이 깊어지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

거나 시도하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집착, 공격성, 자기중심적인 야망들, 목적과 수단에 대한 망상, 공론적인 편견과 이상을

전염시키는 역할밖에 하지 못할 것이다. 현대 세계에서 인간이 자신의 파우스트적인

(Faustian) 불화와 오해로 인해 힘과 행동을 오용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적인 것은

없다.539)

수도승으로서 머튼의 인간과 세상에 대한 모든 활동은 그의 관상적 비전과 소명에 깊

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하느님과 하나 됨에,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과 하나임을 깨닫게

537) Harvey D. Egan, S. J., Christian Mysticism: The Future of a Tradition, Wipf and   

  Stock Publishers, 1998, p. 216. 

538) Ibid., p. 235.

539) Thomas Merton, Contemplation in a World of Action, pp. 160-161.



- 239 -

하는 관상은 머튼에게 이웃과의 연민과 연대로 일치하며, “하느님이 치유하고 용서하는

죄 많고 고통 받는 세계와 강하게 동일시”540)하게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머튼에게 관상

가는 “인간이 현재 처한 상황의 실체(logos)에 가장 잘 조율되고, 그 신비에 잠기고, 그

가장 깊은 고통을 잘 알며, 가장 실행 가능한 희망에 민감한 사람이다.”541) 여기에서 순

수한 관상가와 구별해서 머튼은 가난한 사람, 절망적인 사람, 삶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

들을 위한 (봉사) 활동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며 하느님과 일치하는 숨겨진 혹은 잠재

적 관상가(hidden, or masked contemplatives)를 언급한다. 비록 이들의 성격과 기

질에 맞는 활동적 삶으로의 소명이 전적인 관상과는 다르지만 이들이 “순명, 형제애, 자

기희생, 그리고 그들이 일하고 고통 받는 모든 것 안에서 숨겨진 하느님 뜻에 의탁함으

로 매우 순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고, 자신들이 자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하느님과

가깝다”542)고 말한다. 자신의 관상 상태를 의식하지 못하는, 누구보다 자신에게 관상이

숨겨져 있는, 잠재적 관상가들에 대해 머튼은 이들의 관상적 직관과 순수성, 생명력이

진정한 신비적 삶에 열려있으며, 참된 신비가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관상에서의

“하느님 자신의 감추어짐과 모호함에 참여하는 것”543)이기 때문이다. 잠재적 관상가들을

함께 다루면서, 머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비적 삶으로 불림 받았음을 주장”544)한

다.

관상을 통해 환상을 꿰뚫고 실재를 보게 되면서, 머튼은 점점 더 진정한 내적 자유를

얻게 되며 자신의 내적 진실에 따라 선(善)을 향해 나아간다. 이때 수도원은 머튼이 이

러한 자유를 내면화하고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로 작용했다. 이 내적 자유는 머튼

이 진실을 “‘자유롭게,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en parresia)’”545) 말할 수 있는 파레시

540) Harvey D. Egan, S. J., op. cit., p. 235.

541) Thomas Merton, The Inner Experience, p. 148.

542) Ibid., p. 64(The hidden, or masked contemplatives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pp. 63-66  

  참조). 

543) Harvey D. Egan, S. J., op. cit., p. 237.

544) Ibid., p. 237(Cf. Thomas Merton, “Is Mysticism Normal?,” Commonweal 51         
  (1949-50), p. 98).

545) 이연학, “‘스승이요 어머니인 교회- 한국사회의 폭력, 한국교회의 사목’에 대한 논평”,    

 『한국그리스도사상』제20집, 화성: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2012, 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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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parrhesia)를 실천하게 했다. 파레시아(parrhesia)는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 자신이

믿는 진실을 말하는 용기”546)를 뜻하며, 파레시아가 특히 중요했던 고대 그리스에 그 기

원을 둔다. 큰 용기와 생명의 위험까지 담보해야 하는 파레시아는 예수와 초대교회를 지

탱했던 엄청난 힘의 원천이며, 오늘날 회복해야 될 중요한 덕목이다. 머튼은 이러한 비

판적 기능을 갖는 진실 말하기인 파레시아를 직접적으로 혹은 작품을 통해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소명을 수행해냈다.

이 내적 자유와 내적 진실을 통해 머튼은 자신이 속한 수도회나 교회의 권위를 뛰어넘

는 자유의 길을 걸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머튼은 더 깊이 그곳에 속하게 된다. 이 점은

아시아 여정에서 좀 더 분명히 드러난다.

은수 생활의 고독과 침묵의 시련과 정화시기를 거친 후의 머튼의 아시아 여행은, 그의

이전 사회적 역할보다 좀 더 깊은 차원과 그 지평이 확장되었다. 하비 이건(Harvey D.

Egan, S. J.)은 머튼의 1968년 아시아 여행을 “동양적인 정화, 조명, 변형의 특별한

장소를 추구한 겸손한 순례”547)로 보고 있으며, 머튼 연구가인 엘레나 말리츠(Elena

Malits) 또한 머튼이 이미 이 여행을 영성적으로 만들었음을 지적했다고 부언하고 있

546) 나카야마 겐,『현자와 목자: 푸코와 파레시아』, 전혜리 역, 서울: 그린비, 2016, 600쪽. 

     (고대 그리스적 맥락에서 파레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의 ‘자기  

  와 자기가 관계 맺는 방식’, 그리고 ‘자기와 타자가 관계 맺는 방식’을 드러낸다. … ‘파레  

  시아’는 자기가 진실이라 믿는 바를 발언하는 실천이라는 점에서 진실과의 관계 맺기이고,  

  그 진실이 타자의 분노를 야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타자에게 직언한다는 점에서  

  타자와의 긴밀한 관계 맺기이며, 자신이 믿는 바를 말하기 위해 심할 경우 자신의 목숨   

  까지도 담보로 삼는다는 점에서 자기 자신과의 긴밀한 관계 맺기이기도 하다.”) 

     참조: Thomas Merton, “Free Speech[Parrhesia]” in The New Man, 1961, pp.       

  71-98.  

547) Harvey D. Egan, S. J., p. 239[이건이 언급한 엘레나 말리츠(Elena Malits)의 내용은   

  The Solitary Explorer: Thomas Merton’s Transforming Journey, pp. 113-119. esp.  

  p. 113 참조].

     머튼의 아시아 여행의 지향 내지 목적에 관해서는 켈커타 강의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나는 겟세마니 수도원을 떠나 이곳에 연구학자나 작가(우연히 그렇게 되기는 하였으나)  

  로서가 아니라 순례자로 온 것이다. 다른 수도원적 전통에 대한 ‘사실’이나 정보만을 얻   

  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수도원적 비전과 경험의 원천을 마시기 위해 왔다. 나는 종  

  교와 수도원적 삶에 대하여 (양적으로) 많이 배우려는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더 나은,  

  더 깨달은 수도승이 되고자 한다.”[The Asian Journal(1973) 부록 IV “Monastic        

  Experience and East-West Dialogue(1968. 10. 캘커타에 보내진 논문), pp. 3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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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행 중에도 많은 동양 신비 고전들을 틈틈이 읽고, 질문하며 기도했던 여정의 이시

기에 특히 수도승으로서의 예언적 역할과 활동이 부각되며, 동양의 신비주의 및 수행자,

학자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문화 및 인종, 종교 등의 차이와 경계를 넘어 자유와 초

월성의 영역으로 나아간다.

1968년 10월, 켈커타 강의에서 머튼은 수도원의 쇄신 과제를 위해 수도원 전통 사이

의 진지한 대화(소통)와 친교(communion)의 필요성을, 이를 위한 전제 조건과 방향에

대해 명료하게 제시한다. 이러한 작업은 의식의 변화를 토대로 진실한 자아초월과 깨달

음의 영역에서 추구되어야 함548)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이러한 친교가 서로 다른 전통

과 계율, 종교를 가진 관상가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덧붙였다. 강의 결론에서 머튼

은 다음과 같이 현대 수도자의 특별한 역할을 촉구하며, 의식의 성장과도 관련짓고 있

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기 속에서,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서 찾게 된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성인들과 관상가들을 통해 뼈아프게 축적해온 영적 유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중대한 위험에 처해있다. 관상 경험을 살아있도록 보존하고, 현대 과학기술 시대의

인간에게 내적 깊이의 통합을 회복시키기 위해 길을 열어 보이는 것은 현대세계에서 수

도자의 특별한 임무(the peculiar office)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깊이와 통합의 이

내적 초월적인 자유 요소가 중요한데 이는 우리가 보편적 인간이라는 충만한 성숙을 향

해 성장해감에 있어 손상되지 않은 채 지켜져야만 한다. 우리는 현대 세계에서 진실로

우주적 의식(universal consciousness)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549)

머튼의 수도승 소명과 예언직 수행은 폴로나루와 신비체험을 통해 더 명확하고 심화되

어졌다.

방콕 회의(12월 9일-10일) 강의(“Marxism and Monastic Perspective”)에서, 머

튼은 먼저, 변화하는 현대 세계 안에서 마르크스주의자와 수도승, 그리고 불교와의 비교

548) 참조: The Asian Journal(1973) 부록 IV “Monastic Experience and East-West       

  Dialogue(1968. 10. 캘커타에 보내진 논문), p. 316.

549) Ibid., p.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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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수도승의 정체성을 규명한다. 머튼은 수도승은 “근본적으로 현대 세계와 그 구

조에 대해 비평적인 태도를 내리는 사람이다. 또한 완전한 자각을 … 추구하는 사람으

로, 사회의 중심에 살고 있으며 비범한 지식을 습득했다기보다는 해방의 비밀을 이해하

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든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존재의 근원을 경험하고 있는

자”550) 로 본다. 변화의 관점에서는 수도승과 마르크스주의자를 동격으로 볼 수 있지만,

수도승이 인간 의식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면, 마르크스주의자는 경제 하부 구조의 변화

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런 측면에서 불교 또한 궁

극적으로 인간 의식의 변형을 추구하고 있음을 부연 설명한다.

이어 수도원 공동체와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공산주의를 비교하면서, 머튼은 마르

쿠제(Herbert Marcuse, 1898-1979)551)의 사상을 소개한다. 머튼은 마르쿠제를 수

도원적 사상가로 평가하고, 그의 주요 저서인 “『일차원적 인간: 선진산업사회의 이데올

로기 연구』(One Dimensional Man, 1964)를 알아보기를 강하게 권고하며, 또한 이

강의가 현 시점에서 마르쿠제의 사상이 가지는 수도원적인 함의”552)로도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르쿠제의 가장 중요한 저서 중 하나인『일차원적 인간』은 “당대의 숨 막히는 획일

성을 돌아보며 새로운 방식의 지배와 사회 통제에 대한 매우 설득력 있는 분석을 제

시”553)하고 있다. 그는 1960년대의 미국을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효율성만을 중시하

는 도구적 합리성의 지배, 맹목적 이데올로기의 조작, 문화산업이 양산하는 오락물을 통

550) The Asian Journal(1973) 부록 VII “Marxism and Monastic Perspective,” pp. 329,   

  333.

551) 허버트 마르쿠제(Herbert Marcuse, 1898-1979)는 “비판이론을 체계화했던 프랑크푸르  

  트 학파(the Frankfurt School)의 중심적 이론가이자, 신좌파의 대표적 사상가로서 68학  

  생 운동의 이론적 지도자였다. 마르쿠제는 1965년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  

  에고 캠퍼스의 특별교수로 부임했었다. 당시 미국의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은 마르쿠제의   

 『일차원적 인간』(1964)을 이론적 기반으로 삼아 급진적인 학생운동을 전개했다.”(손철   

  성,『허버트 마르쿠제』, 살림, 2005, 3-4쪽, 76쪽) 머튼이 강연했던 1968년의 시대적 상  

  황은 프랑스에서는 68혁명(5월 혁명),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반대와 반전운동 등 전 세계  

  적으로 권위주의적 낡은 체제, 누적된 사회문제와 인식에 혁명적 변화와 전환을 도모하던  

  시기였다. 

552) Ibid., pp. 334, 327.    

553) H. 마르쿠제,『일차원적 인간』, 박병진 역, 서울: 한마음사, 2009,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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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동적 대중의식이 지배하는 사회로 주목했다. 이 책에서 마르쿠제는 선진 산업사회

처럼 비판적 사유능력이 마비된 사회를 ‘일차원적 사회’로, 이러한 사회에 상응하는 순응

적인(비판이 마비된) 인간을 ‘일차원적 인간’으로 규정한다.554) 그는 만인의 자유와 행

복이 실현되는 비판적이며 추상적 사고의 세계인 ‘이차원적 사회’를 건설하려면 우선적으

로 ‘위대한 거부(Great Refusal)’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마르쿠제는 체제 내부

에서 배제되고 주변화된 아웃사이더인 가난한 자, 실업자, 학대받고 있는 유색인종, 학

생, 낙후된 나라의 농민, 슬럼가의 경계인을 새롭게 주목한다. 이들은 새로운 혁명적 잠

재력의 주체들로, 전면적인 의식 및 욕구의 조작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변혁

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했다.555) 머튼도 자신에 관해 (종종)어떤 면에

서 아웃사이더, 경계인으로 규명했으며, 1968년 켈커타에서의 비공식 담화에서 수도승

(자신)에 대해 “현대 세계에서 수도승은 더 이상 사회에서 확립된 위치에서 정착한 사람

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인이다. … 그는 근본적인 인간 경험을 심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으

로 사회의 주변부로 물러선 주변인”556)으로 표현하고 있다.

머튼은 마르쿠제의 이론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고도로 조직화된 기술 사회, 소

위 경영사회에서는 미국이나 소비에트 연방 모두 결국 어떠한 형태로건 전체주의가 될

수밖에 없음”557)을 강조한다. 또한 마르쿠제가 발언한 소외를 다루면서, 머튼은 그의 통

찰을 통해 수도원 삶에서의 소외도 조명하면서, 그들을 일면 “완전한 소외”558)의 부류로

재평가한다.

마지막으로 머튼은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위기를 겪었던 티베트 수도승의 사례를 통해

554) 임경석, “마르쿠제의 유토피아적 인간해방”,『시민인문학』28,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5, p. 206. 

555) 임경석, “마르쿠제의 유토피아적 인간해방”, p. 210.    

556) The Asian Journal, 부록 III “Thomas Merton’s View of Monasticism,” p. 305.

557) Ibid., p. 334.

558) Ibid., p. 336.

     “수도원적인 삶에서 소외를 감안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 많은 수도승과 수녀, 다른 수

     많은 종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쓰라린 진실을 직면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삶  

  은 굴복하지 말아야 했던 것들로부터 합법적으로 굴복하고, 수도회에서 그들에게 허용해  

  야 하는 모든 가능성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완전한 소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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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믿고 있는 (수도원이라는 외적)구조에 기대 혹은 의지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

났음을 강조한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지? 라는 숙고의 물음을 던지며, 변화하는

시대의 징표와 미래를 준비하기를 촉구한다.

방콕 회의 강의에서, 머튼은 수도원, 더 정확히 수도승들의 미래 전망과 쇄신은 외적

건물인 수도원, 규율 등을 넘어서는 각 개인의 완전한 내적 변화,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이웃 종교, 즉 불교, 힌두교 및 위대한 동양 전통과의 대화와 개방에 두고 있다. 여

기에 그리스도 전통이 지닌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아시아 자연기술과 은총 및 구현되어온 다른 요소들과의 그리스도 복음의 자유와 결합

은 충만하고도 초월적인 자유를 가져다주는 것임”559)을 확신했다.

루이빌 신비체험을 통해 머튼은 이전의 성과 속, 인간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넘어

이웃과 사회에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또 다른 그리스도인 그들에게 실천적인 활동과 돌

봄으로 하느님의 현존, 즉 사랑을 구체화했다. 이러한 활동과 관상의 시간 이후, 더 깊

은 고독의 은수 생활에서의 침묵과 고독의 시련은 머튼을 정화와 통합에로 이끌며 방콕

회의와 새로운 은수처 모색을 위한 아시아 여행이라는 더 심화된 차원의 활동 국면을 맞

이하게 했다.

균형있는 관상과 활동의 아시아 여정에서, 머튼은 또 다른 변형의 시간을 거치면서 폴

로나루와 신비체험을 통해 문화와 종교의 틀과 인식의 경계를 초월해 만물 안에 깃들인

하느님의 현존과 자비를 체험한다. 이러한 신비체험은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며, 그의 활

동 및 선종 직전의 방콕 회의에서의 예언직 수행 등을 구체적으로 체현해갈 수 있었던

토대였다.

지금까지 고찰한 머튼 신비주의의 특징을 이루는 세 가지 측면인, 인간중심적 신비주

의, 지성적 신비주의, 실천적 신비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보면, 인간의 변형과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인간중심적 신비주의에는 육화하신 그리스도, 무

엇보다 참 인간이신 예수그리스도의 삶과 불가분의 갖는다. 머튼에게 인간은 신비적 삶

559) Ibid., p.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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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 수 있는 토대이며,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이루는 하나의 유기체의 부분이다.

머튼의 지성적 회심, 부단한 지적 탐구와 물음 안에서 이루어진 지성적 신비주의는 십

자가 성 요한의 사변적 신비주의에서 점차 좀 더 체험적인 선(禪) 및 에크하르트의 지성

신비주의를 따른다. 에크하르트와 같이, 머튼에게 관상은 정체성의 경험 안에서 하느님

과 하나 되는 것이며, 이는 하느님 안에서만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참 자아,

내적 자아를 말한다. 여기에서 분화된 일치, 하느님과 하나가 되지만 둘은 분명히 구별

되는 합일이다. 훼리시 신부와 앤 카의 평가에서처럼, 머튼의 지성적 신비주의에는 십자

가 성 요한의 어둔 밤의 틀에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주개념(공포, 전율[dread])을 차용

해 실존적 불안(전율), 수도원적 전율로 대치시킴으로써 영적 여정을 현대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이외 지성적 신비주의에는 선(禪), 티베트불교 등의 비그리스도교 명

상 및 철학적 요소들도 함께 포함되어있어 복합적 요소를 가진다.

관상 수도승으로서 머튼이 사회와 세상에 깊이 참여 연대하며 저항했던 실천적 신비주

의의 뿌리는 깊은 침묵과 고독에서 일구어진 관상과 신비체험에 있다. 트라피스트 수도

회 입회 전의 헉슬리의『목적과 수단』에서의 반전(反戰), 컬럼비아 대학 시절 짧은 시

기동안의 공산주의에로의 전향과 활동, 할렘의 “우정의 집”에서의 봉사를 통해 이미 활동

의 씨앗은 뿌려져 있었다.

루이빌 신비체험에서의 이웃과 하나임을 자각한 머튼은 인종차별 반대와 평화를 위한

투신과 관상에로 나아갔으며, 실천주의의 거짓 영성과 기도가 수반되지 않는 과도한 행

동주의를 경고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나 십자가의 성 요한의 신비주의와 달리, 머튼

은 사회적 행동과 사회적 변화를 위한 신비주의(관상)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했다. 특별

히 머튼은 잠재적 관상가들의 존재와 활동 및 그들의 신비적 면모들을 통찰하며, 관상과

활동에 관한 균형 있는 시각을 견지한다. 진실을 비판적으로 자유롭고 담대하게 말하는,

파레시아(parrhesia)는 그의 외적 활동의 원천이었으며, 이는 예언직 수행에도 큰 힘으

로 작용했다. 폴로나루와 신비체험에서의 비움과 초월의식은 방콕 회의의 강의에서 수도

승의 정체성과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예언직을 수행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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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머튼의 신비주의의 실천적 함의 

  현대 그리스도영성에서 신비주의의 중요성을 많은 작품을 통해 알리고, 또 트라피스트

수도승으로서 자신의 삶을 이웃과 세상에 온전히 헌신하며 그 신비와 소명의 길을 걸어

간 머튼은 미국 영성작가로서 뿐만 아니라, 현대 및 미래신비주의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 다음에서 그의 신비주의가 갖는 실천적 함의에 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1. 부정신비주의 전통의 회복 및 인간 삶 안에서의 신비주의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전통에서 볼 때, 머튼은 부정신비주의 전통 특히 십자가의 성 요

한의 신비적 요소인 어두움, 무(無) 등을 통해 소개함으로써 그 전통의 풍부함과 깊이,

그리고 생기를 회복시켰으며560) 현대 인간 삶 안에서의 신비주의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머튼은 영적 삶에서의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 변증법을 깨닫게

되었으며, 글쓰기와 고독(소명)의 추구를 통해 새로운 자기이해 및 수정을 하면서, 자신

의 하느님 추구 방법을 모색해갔다. 그의 인격의 개성과 개방성은 수도원 전통에서 뿐만

아니라, 자연 및 하느님이 부여한 세상의 풍요로움과 진정한 인간적인 아름다움 및 가치

등 모든 자원을 놓치지 않고 사용할 줄 알았다. 이런 측면은 머튼의 부정신비주의에 긍

정신비주의가 잘 어우러져 그의 변형의 여정에 서로 보완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머튼 삶의 여정을 살펴볼 때, 그에게서 이러한 상반된 것들이 공존하면서 일

면 모순같이 보이지만 통합으로의 여정으로 나아가고 있다.

소명, 특별히 개인소명은 그의 영적(신비) 여정 전체를 이끌어간 핵심 이슈이다. 머튼

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개인소명을 통해,

각자 자신만의 고유하고 새로운 길과 새로운 거룩함561)으로 나아가기를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머튼은 완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 성인들의 모델 및 정형화(고정관

념화)된 이미지, 그리고 이상들이 각 사람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실현될 수 없음562)을

560) Harvey D. Egan, S. J., Christian Mysticism: The Future of a Tradition, pp. 215,    

  244.

561) 참조: Thomas Meton,『삶과 거룩함』(Life and Holiness), 남재희 역, 34쪽.

562) 참조: 같은 책,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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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한다. 이는 하느님과의 일치(신비주의)의 여정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머튼이 특별히 강조하는 개인소명의 깊은 의미와 위대함이 있다. 이에 머튼은

“하나의 … 통일된 기준을 각자 삶에서 실현함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들과

한계 안에서 그 부르심과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함으로써”563) 완전함 내지 일치가 가능

함을 말한다. 이 과정은 로너간이 말한 인지적이고 실존적인 자기 적절화 작업이 요구된

다. 머튼은 영적 삶에 대해 이러한 공식화되거나 객관적인 규범의 비현실성과 한계를 지

적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실제 적용 과정에서 소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트라피스트 관상 수도승으로서 머튼은 거짓 신비주의 특히 루이빌 신비체험 후 거짓

행동주의를 반대하면서, 관상과 사회활동 사이를 연결시켰다. 머튼은 개인적 의식의 변

형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변형의 필요성과 그 불가분의 관계를 깊이 파악

했다. 이러한 이해는 관상의 일상적, 잠재적 차원을 강조하며 그 자신 이웃과 세상을 위

해 사회이슈와 활동들에 연대해 투신함으로써 “관상(신비주의)과 진정한 인간 삶과의 생

생한 관계를 보여주었다.”564) 이는 관상의 사회적 차원을 실천에 옮긴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참여는 이전의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나 십자가의 성 요한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점이다. 머튼은 20세기 격동의 시기 미국 활동가들에게 그리스도교 영성과 신비주의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들과 연대하며 자신의 고유한 소명으로 현대 사회의 주된 사안과 요

청들에 관해 설득력 있는 많은 작품을 썼다. 소명의 여정은 이후 은수자의 삶, 아시아

여행을 통해 계속 추구되며, 심화, 확장되어간다.

다음 내용은 머튼의 하느님 추구, 즉 신비주의 관점 내지 방향을 나타낸다.

하느님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 특정 수행방법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자기 부

정과 기도 그리고 선행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고요하고 평정하게 질서를 이룸으로써 우

리가 그분을 찾는다기보다는, 우리를 더 간절히 찾아 헤매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결국

찾아내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소유하시도록’ 해드리는 데 있다.565)

563) 같은 책, 35쪽.

564) Harvey D. Egan, S. J., op. cit., p. 259.

565)『삶과 거룩함』, 35-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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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튼의 신비주의는 이러한 방법이나 기술의 문제로써가 아닌, 자신의 삶 전체를 하느

님과 이웃 및 세상을 위한 지속적인 방향 전환(회심)과 투신으로 바꾸는 사람이 걸어가

는 삶의 양식566)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소명으로 시대의 징표를 읽

고 살아감으로써 주어지는 은총이며, 전통적인 신비주의를 바탕으로 머튼은 신비주의의

정형화된 틀과 지평을 확장시켰다.

  2.2. 관상의 보편화 및 ‘어둔 밤’의 현대적 해석

  격동하는 내․외적 위기의 시대를 살아갔던 수도승 머튼은 관상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

키고, 수도원 전통이자 기도생활의 가장 높은 단계인 관상을 널리 보급시킨, “관상의 보

편화”567)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글렌 힌슨(E. Glenn Hinson)은 이러한 관상의 보편

화는 교회의 기도생활에 있어 머튼의 특별한 공헌일 뿐만 아니라 독창성 즉, “자신의 타

고난 재능과 풍부한 지성 및 인성으로 관상전통 전체를 흡수하여, 심오한 새로운 통합을

창조해 그의 수도원 동료들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인 인류에게까지 (관상을) 말할 수

있었다”568) 의 근거로 평가했다.

가톨릭 관상전통을 충실하게 반영한『명상의 씨』(1949) 간행 후, 머튼은『십자가의

성 요한과 진리의 산길』(1951) 집필의 고충과 독자들의 반응을 통해 사변적인 스콜라

철학 방식의 글쓰기에서 벗어났다. 그 후 대폭 개정된『새 명상의 씨』(1961)에서는 더

폭넓은 독자를 염두에 두면서 그의 관상이해에 이미 선(禪)적인 요소와 체험의 관점에서

자신의 언어로 표현했다. 선(禪) 및 동양 종교의 진가를 올바로 파악하고 수용했던 머튼

은, 이들의 수행 방법과 체험 연구가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인

식했다.569)

566) Harvey D. Egan, What Are They Saying About Mysticism?, p. 60.

567) E. Glenn Hinson, “The Catholicizing of Contemplation: Thomas Merton’s Place in  

  the Church’s Prayer Life,” Perspectives in Religious Studies 1 no. 1 (Spring 1974),  

  p. 70. 

568) Ibid., p. 70.

569) 참조:『선과 맹금』,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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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에 출간된 마지막 관상 작품인『마음의 기도』Contemplative Prayer(1969)에

서 머튼은 수도자들을 위해 (수도원) 기도의 본질을 다루고 있다. 이 저서에서도 명시적

으로 독자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관심을 요청한다. 초기 수도원 기도의 형태인 마음의

기도의 의미, 수도원 쇄신과 개혁, 마음의 기도에서 묵상의 목적, 관상(15장) 등을 다루

면서 머튼은 “ 기도생활 전체를 관상에로 지향”570)시키기를 촉구한다. 특히 16장에서

머튼은 현대 실존철학의 개념인 ‘불안’을 차용해서 영적 여정(정화)을 자세하고도 깊게

설명하고 해석해나간다. 전통 영적 여정에 대한 해석을 시대상황에 맞게 “현대 실존철학

(키에르케고르, 까뮤, 샤르트르, 야스퍼스, 우나무노[Unamuno], 하이데거, 마르셀 등)

의 틀과 언어로 바꾸어 놓은 데에 머튼의 독창성”571)이 있다 하겠다.

그리스도교 부정신학 전통의 신비가들처럼, 머튼에게 하느님은 비움(空, Emptiness)

혹은 무(無, Nothingness)로 표현된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같은 이러한 비움과

무는 어떤 방법이나 기술이 아닌 은총으로, 어두움을 통해 이루어진다. 머튼에게 어두

움, 즉 불안, 두려움, 갈등, 공허, 건조함 등의 내적 위기를 동반하는 영적 죽음은 정화

이며 은총으로써 하느님과의 일치를 준비하는 관상의 내적 환경이다. 이 어두움(영적 어

둔 밤) 안에서 하느님과의 합일이 이루어진다. 이때 관상가는 사랑이신 하느님의 현존,

즉 “선물로서의 하느님 자신, 모든 것(All)인 하느님, 그리고 다 쓸 수 없는 무

(inexhaustible nothingness)인 무(Nothingness)로 축소하신 하느님”572)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머튼에게 관상기도는 우리가 하느님을 찾는 길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발견한 분(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분)을 깨닫고 그 안에서 쉬는 것573)이다. 이는 하느님이 모든 존재의

바탕이자 중심이라는 자각과 하느님께 전적인 승복(surrender)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

에서 머튼에게 관상은 우리 각자에게 새로운 정체성 및 유일성, 그리고 타인과의 상호

570) 토머스 머튼,『마음의 기도』, 211쪽.

571) Harvey D. Egan, S. J., Christian Mysticism: The Future of a Tradition, p. 224.

572) Ibid., p. 226.(Thomas Merton, Emblems of a Season of Fury, New Directions,      

  1963, p. 66 재인용)

573) Thomas Merton, op. cit.,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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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을 깨닫게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이웃 사랑과 하나 됨을 지향하게 한다. 관상기

도 여정에서 묵상은 자신의 무(無)와 무력함을 깨닫고 어두움과 무(無)를 통해 참 자아

에로의 여정으로 나아가게 하며, 회심도 함께 수반된다.

관상(기도)에 대한 많은 글에 비해, 머튼은 “정교한 기도 방법론이 없었다. ‘가장 순수

한’ 기도로서 형식 없는 기도를 고려하는데 카시아노(Cassian)을 따랐다. 이렇게 형식

없는 기도 방식을 선택하면서, … 정적주의를 반박했다. 하지만 기도에 있어서 단순성에

대한 머튼의 관심은 자신이 기도를 하는 방법을 배웠던 사람들, 즉 사막 교부들, 성 베

르나르도, 십자가의 성 요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그리고 정적주의자들로부터 경계를

그었다.”574) 이는 머튼 기도의 특이성이자 차별성으로 간주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많은 현대인들의 내적 위기와 절박한 관상의 갈망을 읽은 머튼

은 그의 관상적 소명으로 응답함으로써, 폭넓게 관상을 전하며 사회적 이슈들에 활동의

토대로서의 관상의 메시지를 나누었다. 머튼은 자신의 관상 및 그 체험(결실)을 다른 사

람에게 전하고 공동으로 소유함으로써,『칠층산』과『새 명상의 씨』에서 언급했던575)

자신의 관상 소명을 가장 숭고하게 완성시킬 수 있었다.

  2.3. 동양 신비주의의 개방을 통한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심화

  머튼의 신비주의에는 그리스도교 신비전통 외에 다른 요소들이 많이 내포되어있다. 그

의 부단한 앎의 갈망과 진리 추구는 모든 것에 열려 있었고, 또한 인간이 축적한 많은

지혜들과 자원의 가치를 파악하고 사용할 줄 알았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동양 종교

및 동양 신비주의, 특히 선(禪)의 진가를 올바로 인식하고 관상에 수용한 점을 들 수 있

다. 동양 종교(동양 신비주의)와의 중요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머튼은 그들의 기도 방

법, 그 종교적 체험 및 초월적 지혜를 배우는 과제는 미래 서구 그리스도교의 심화 더

나아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여겼다. 또한 모든 진정한 인간 삶에 내재된 신비적

574) E. Glenn Hinson, op. cit., p. 81. 

575) 참조: 토머스 머튼,『칠층산』, 520-522쪽;『새 명상의 씨』, 286-293쪽(특히 2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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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간과하지 않았다.

컬럼비아 대학 시절 힌두승 브라마카리를 통해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준주성범』)를 인식하게 된 것처럼, 머튼은 오경웅을 통해 초기 도교 신비

주의와 장자를, 스즈키를 통해 선(禪)을, 그리고 선을 통해 에크하르트를 재발견하게 된

다. 이는 그에게 자신 및 그리스도교 사상 및 신비주의를 더욱 심화시키고 그 지평을 확

장시키게 된 동인이다.

계시가 아니라 의식이며 말의 형식이나 언어를 뛰어넘는 선(禪)은 머튼의 관상에서 특

히 깨달음의 측면과 의식의 변형과 밀접히 연결된다. 1961년 머튼은 스즈키와의 대화

“Wisdom in Emptiness: A Dialogue”(공의 지혜: 대화)에서, 스즈키는 공(空)을 천

진함, 가난함(空의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보면서 선사(禪師)들을 에크하르트의 ‘가장 참

된 가난’과 연결한다. 1967년 간행된 오경웅의 The Golden Age of Zen 서문에 쓴 글

(“A Christian Looks at Zen”, 1966)에서 머튼은 선과 그리스도교 신앙 및 신비주의

와의 완전한 조화의 가능성을 확신하며, 스즈키가 에크하르트를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의

대표자로 한정하는 위험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머튼 역시 이후 선(禪)에 관한

그의 글들에서 에크하르트를 주로 기술하는 것을 보면, 스즈키의 뛰어난 통찰력 외에 일

면 “선(禪)에 대한 머튼의 해석이 스즈키에게 너무 많이 의지했다”576)는 평가에도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다.

한편 머튼은 선(禪)과 그리스도교 모두 철저한 의식의 변화를 지향한다는 점과 종교적

경험의 영역에서 큰 유사성과 (신앙의) 유비가 존재한다고 여겼다.

머튼에게 참된 신비적 체험인 초월적 체험은 심리적인 전의식(前意識)이나 무의식으로

퇴행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 의식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의식 단계인 초의식의 문제577)

이다. 자신 초월을 통해 자기 너머에 계신 인격적인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때 초월

적 자아는 하느님의 자아(신적 자아)와 구별되지만 하나(분화된 합일)가 된다. 머튼은

“그리스도 전통에서 이 ‘체험’의 초점은, 분리되고 제한된 시간적 자아로서 개별적 자아

576) Harvey D. Egan, What Are They Saying About Mysticism?, p. 63.

577)『선과 맹금』,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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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가 아니라, 이 자아 ‘안에 존재하는 그리스도 혹은 성령 안에서 발견됨”578)을 말

한다. 또한 모든 초월적 체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의 변화로써, 비움(십

자가의 못 박히심)과 초월(부활과 승천)의 역동성579)을 말한다. 이는 불교 의식에서의

부처의 자기 비움(空)과 깨달음(涅槃)에 해당되며, 모든 고등 종교 전통에서의 자기 비

움과 자기 무화(無化)의 길인 초월적 깨달음의 길580)이다. 자아실현 혹은 완전한 성취

의 길과는 다른 이러한 초월적 체험은 지혜의 조명이라고도 부른다.

“칼 융은 서구인들이 동양 종교를 적절화하는 데에 필수적인 무의식적인 토대가 결여

되어있다는 점을 경고한다.”581) 이는 머튼에게 선(禪) 의식의 무의식적 토대인 역사적,

전통적인 불교 신앙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582) 문제 제기를 해볼 수 있는 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머튼에게 이러한 초의식, 즉 “신비적 의식은 항상 인간과 하느님과의 일치, 자신과의

일치, 다른 사람들과의 일치, 모든 하느님의 창조물과의 일치”583)에로 나아가게 했다.

또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동양 종교에 대한 개방은 머튼이 동양 신비주의, 특히 선

(禪) 및 힌두교 경험과 계율 등을 통해 수도생활의 질적 향상과 수도원 쇄신을 모색하는

과제를 좀 더 자유롭게 수행하게 했다. 아시아 여행에서 가졌던 캘커타 강의에서는 이

점들을 다루면서 머튼은 21세기 인류의 운명을 위해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머튼은 베드 그리피츠(Bede Griffiths, O. S. B)나 라너, 윌리엄 존스턴과 같이 동

양 종교를 단순히 자연 종교로만 보지 않았다. 이는 “그리스도의 은총이 그들에게도 활

발히 작용하며, 진정한 인간 삶을 살아가는 결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은 세계의 위

대한 비그리스도교 종교들의 초자연적 은총의 차원을 강조하고 있음”584)을 그 누구보다

도 일찍 파악했던 것이다.

578) 같은 책, 95쪽.

579) 같은 책, 96쪽.

580) 같은 책, 97쪽.

581) Harvey D. Egan, S. J., Christian Mysticism: the future of a tradition, p. 257.

582) Ibid., p. 257.

583) Ibid., p. 224.

584) Ibid., p.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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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머튼의 창조적 개방성을 바탕으로 한 동양 신비주의의 수용은 자신의 통합 및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의 심화, 세계 여러 종교 특히 선(禪) 및 불교간 대화의 초석을 마

련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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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결 론: 비판적 평가 및 전망

본 논문에서는 지성, 의지, 감정의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했던 기존의 형이상학적 방식

에서 탈피해, 로너간의 초월적 방법을 통해 주체의 (경험)자료와 의식 자료로 접근함으

로써 머튼의 핵심적인 4개의 신비체험을 분석하였다.

로너간의 이러한 인간 이해의 새로운 접근법은 인간 의식의 과정들을 추상적인 방식보

다는 “실존적이며 역동적인 일치 안에서 봄으로써, 영성 작가들의 구체적인 움직임에 훨

씬 더 가깝게”585) 접근할 수 있다. 로너간에게서 특히 강조되는 인간 주체성(human

subjectivity)과 의식(consciousness)은 그의 중추적인 개념으로, 그는 우리 자신의 경

험이 대상이 되어 의식에서 관찰함으로써 자기 적절화(self-appropriation)를 통한 자

기 지식(self-knowledge)의 변화, 더 나아가 자기초월(지성적, 도덕적)로 우리의 경험

을 근본적으로 하느님께로 정향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머튼의 신비주의를 이루는 뿌리인 체험, 수행, 사상을 고찰하기 위해,

먼저 ‘신비주의’ 용어에 대한 변천사 및 신비체험 용어와의 구별 점을 개략적으로 살펴보

면서, 버나드 맥긴의 관점을 조금 자세히 제시했다. 이는 머튼의 신비주의를 좀 더 큰

구도에서 보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성 요한의 신비주의를 다룬

머튼의 The Ascent to Truth(1951)의 머리글, ‘인간 삶에서 신비주의(Mysticism in

Man’s Life)’를 통해, 향후 전개될 그의 신비주의의 이론적 토대와 방향을 살펴보았다.

머튼의 신비사상을 형성하는 부정신학과 동양 신비주의를 살펴보면서, 에크하르트

(Eckart), 십자가의 성 요한과 스즈키 다이세쓰(D. T. Suzuki)의 사상이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머튼의 신비사상에는 긍정신학과 스즈키를 통한 선(禪)

외 장자, 수피 전통 및 티베트 불교 등의 요소들도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마리땡의 사상 및 영문학과 대학원 시절 지대한 영향을 준 윌리엄 블레이크 특유의 신비

주의 요소를 살펴보면서 그의 동양 신비주의, 특히 선(禪)적 요소와의 큰 유사성이 머튼

585) Raymond Moloney S. J., “Conversion and Spirituality: Bernard Lonergan(1904-     

  1984),” The Way, 43/4 (October 2004),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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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 사상 형성 여정에서 영향을 준 요소로 파악되었다.

100권이 넘는 머튼의 저서 중 다섯 편(1949-1967년)의 핵심적인 신비주의 작품을

연대기 순으로 고찰하면서, 그의 관상 이해의 변화 및 신비주의 형성 방향과 특성에 대

해 점검해볼 수 있었다. 이 중 어떤 작품은 신비체험 후의 결실이며, 또 다른 작품들은

그 동인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머튼이 루이빌 신비체험 후 3년이 지나『새 명상의

씨』(1961)를 간행하게 되었고,『장자의 길』(1965)과 Mystics and Zen Masters

(1967,『신비가와 선의 대가들』) 두 작품은 머튼의 폴로나루와 신비체험에 간접적인

동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이 세 작품은 머튼의 자기 적절화와 자기 지식 과정을 잘 알

수 있는 저서이며, 이전 The Ascent to Truth(1951년,『진리의 산길』)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루이빌 신비체험 후의『새 명상의 씨』(1961)에서는 이미 선(禪)의 요소들이 머튼의

관상 이해(표현)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전『진리의 산길』(1951)의 추상적이며 사변적

인 경향들이 체험적으로 바뀌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마지막 장 “The General

Dance”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관상에 초대받았음을 일깨우며 단순한 깨달음, 내적인 전

환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장자의 길』(1965)에서 머튼은 장자 수용과 신비인 도(道)를 통해 동양 신비주의의

가치를 깨달으며, 초월과 좀 더 큰 내적 자유의 길로 안내받는다. 또한 그 길로 독자를

안내한다. 머튼은 동양신비주의와의 뚜렷한 차이를 인지하면서도 장자 및 동양신비주의

와의 만남은 그의 지평을 확장시켰다. 이 만남은 먼저 머튼에게 현실적으로 수도원에서

의 갈등을 해소시켰으며, 자기 지식(self-knowledge)(장자의 ‘쓸모없음’과 수도승의 소

명을 연결)의 변화를 가져왔다. 둘째, 좀 더 통합적인, 즉 만물이 하나인 관점을 가지게

되며, 관상 경험을 좀 더 명료하고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머튼이 발견

하게 되었다. 셋째, 모든 생명과 진리의 숨겨진 ‘어머니’인 도(道)의 개념(“설명할 수 없

는 사랑의 숨겨진 근원”)이 머튼의 하느님에 대한 표현(인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Mystics and Zen Masters(1967)(『신비가와 선의 대가들』)에서 머튼은 그 지평

이 열리고 확대되면서 동․서양의 여러 종교 전통 및 신비주의를 경험의 차원에서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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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연결점을 찾고 대화를 모색해나간다. 본 논문에서는 작품 안에서 머튼의 선(禪)

이해와 신비주의, 영국 신비가들 및 러시아 신비가들에 한정해서 보았고, 영국 신비가들

에 대한 놀즈(David Knowles) 교수의 지적을 통해 머튼의 신비주의 연구에 대한 관

점586)을 살펴봤다.

작품을 통해 고찰한 머튼의 신비주의에는 수도원 전통, 동․서양의 여러 종교전통 및

신비주의, 실존주의 등 다양한 요소들이 내포되어 형성되었음을 보았으며, 그 중 특히

십자가의 성 요한의 부정신학, 도가 사상 및 선(禪)은 지속적이면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

쳤음을 볼 수 있었다.

머튼의 핵심적인 4개의 신비체험은 이론적 분화가 아닌 내면성에 따르는 의식의 분화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는 경험 자료와 의식의 흐름 및 (의식의 층)분화를 통해 머

튼의 의식의 변화 및 그 역동성을 관찰하는 것이다.

먼저, 4개의 신비체험을 통해 머튼 신비체험의 특이성을 이끌어냈다. 그의 각각의 신

비체험은 하느님과의 합일을 통한 황홀경이나 무아경, 절정 체험(peak experience)이

나 대양의 감정(oceanic feeling)과는 구별되는 수도원 밖 평범한 일상 안에서 강한 하

느님 현존을 의식하면서 갑자기 일어났다. 하지만 머튼의 이러한 신비체험들의 이면에는

선(禪) 수행자 차오 피엔(Chao-Pien)처럼, 오랜 시간의 점진적인 관상기도와 고투로

내적 성숙의 경지가 이미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러한 바탕에서 그의 신비체험은 (영적)

깨달음을 통한 의식의 변화로 나타난다. 아버지의 현존을 통한 강렬한 하느님 체험, 성

체 안에 계신 하느님의 현존 자각, 다른 사람들 안에 육화하신 하느님의 현존을 깨닫는

일치체험, 붓다의 해탈 체험을 통한 초월적 깨달음(체험) 및 심미적 체험은 이를 드러낸

다. 머튼 신비체험의 각 과정들은 로너간의 열망의 원리에 비추어볼 때, 알고자 하는 순

586) 머튼은 먼저 규칙이 없는 것이 위대한 규칙인 신비주의에 있어서 놀즈 교수의 이러한 단  

  일 세트기준(a single set standard)을 고집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지?  과연 누가 완벽  

  한 정확성으로 신비가를 측정하며, 그의 정도를 정할 수 있을지? 등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신비가를 분석하는데 너무 많은 정확성과 너무 많은 선입견이 있으면, 감정이입에 의해  

  우리가 그들의 경험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M&M, 149)는 자신의 신비주   

  의 연구의 관점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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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갈망에서 선(善)과 가치를 향한 갈망과 실천으로, 이는 최종적으로 자기초월을 통

해 궁극적 가치인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갈망이 움직여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머튼의 신비체험 안에는 그의 오랫동안의 가장 긴급한 실존적인 문제들이 고스

란히 내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깨달음과 통찰로 해소되며 자기초월로 나아간다. 선

(禪)과 불교 및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뿐만 아니라 앤 카(Anne E. Carr)의 해석을 빌

려 그의 후기 작품『마음의 기도』에서 전율(실존적인 불안, dread)의 경험이라는 새로

운 틀에서 신비전통의 어둔 밤(감각과 영의 어둔 밤의 정화)을 탐구하고 창의적으로 재

해석한 점에 관해 그리스도교 전통 신비여정의 틀을 확장한 것으로 제시했다.587) 이는

신비 여정의 길을 현대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접근하고 적용(해석)할 수 있는 방

향을 모색할 수 있는 안내자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머튼 신비체험에 드러나는 심미적 체험 부분들을 고찰하면서, 수잔 랭거(Susanne K.

Langer)의 예술적 인식과 관점을 통해 관상과 예술적 인식 및 통찰력과의 밀접한 관련

성을 살펴봤다. 머튼의 타고난 예술적 성향 외에도 관상이 깊어지면서 예술적 인식과 자

연 관상, 미적 감수성 등 예술적으로도 그의 의식이 분화되어갔고, 이는 폴로나루와에서

의 신비체험에서 미적 조명을 통한 심미적 체험이 궁극적 실재를 향한 초월로의 한 동인

으로 작용했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특별히 리차드 빌라데서(Richard Viladesau)의 신

학적 미학을 다루면서, 언급했던 미학적 회심(aesthetic conversion)의 가능성을 소개

했다.

머튼의 하느님 표현에 대해 이전 신비가들과의 구별 점을 고찰하면서, 그의 관상에

선(禪)의 주된 영향과 아라스테 박사의 최종적 통합, 세계 여러 종교의 관상 전통과 수

행들에 대한 개방이 요인임을 살펴봤다. 하느님에 대한 머튼의 표현은 루이빌 신비체험

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숨겨진 사랑의 근원(the hidden ground of Love)”으로 나

타나며, 모든 것과 하나 되게 하시며, 이슬람 신비사상가인 루이 마시뇽(Louis

Massignon)에게서 차용한 le point vierge[하느님은 우리 존재 중심에 무(無)와 순수

587) 최종적 통합부분을 다루면서 아라스테 박사(Dr. Reza Arasteh)의 실존적 불안에 대한 관  

  점을 머튼이 적용(자기 적절화)한 것임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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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진리의 지점으로, 절대적 가난과 (하느님께 속한) 섬광]로 표현된다. 그 후 사회 참

여 및 연대하는 투신의 여정에서는 머튼에게 세상(역사)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느

님으로, 순례자로서의 마지막 여정에서는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신비로서의 하느

님, 만물에 현존하시는 자비의 하느님을 의식하며 변화해가는 그의 하느님 이해를 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 머튼의 하느님 추구의 관상 여정은 참 자아 발견의 내적 여정과 함께

이루어진다.

신비체험 후 머튼의 의식의 변화 및 지평의 확장을 고찰하면서 자기초월로의 여정, 즉

진정성으로 나아감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신비체험과 삼중의 회심과의 밀접한 연관성과

역동성을 볼 수 있었다. 루이빌에서의 신비체험 후 머튼의 의식은 인류가족을 향한 일치

(하나 됨)의 의식, 만물과 함께하는 생태학적 의식(은수 생활), 초문화적 의식(영적 인

류가족), 초월적 의식. 우주적 의식에로 변화되어 감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머튼은 성

(聖)과 속(俗)에 대한 경계, 즉 세상에 대한 개인적 편견과 수도원, 국가 간, 종교 등의

집단적 편견에서 벗어나면서 인류가족의 선(善), 인종차별, 전쟁과 평화문제(핵) 등 사

회참여 및 연대에 투신하게 된다. 이는 선(善)과 가치를 위한 도덕적 자기초월로 60년

대 초 비판적 도덕적 회심을 말한다. 레자 아라스테 박사의 Final Integration in the

Adult Personality(1965)를 통한 머튼의 최종적 통합의 자기 적절화 과정 외에 무르

띠의『불교의 중심 철학- 중관 체계에 대한 연구』는 지성적 회심의 핵심 저서로써, 머

튼이 그동안 스즈키를 통해 익힌 불교와 선(禪)을 바탕으로 이 중관학파의 변증법은 자

신 안의 오랫동안의 이성의 모순을 뛰어넘어 지성적 자유와 진리에 이르는 길의 역할을

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머튼의 지성적 회심은 폴로나루와에서의 신비체험 즉 종교적

회심으로 이어지며, 이는 궁극적 실재에 대한 자기초월 체험이었다.

신비체험 분석과 그 특이성을 통해, 머튼의 신비체험은 관상의 여정을 통해 하느님의

현존을 점점 더 깊이 깨닫고 의식이 계속 변형(확장)되어지는 의식의 더 높은 상태(영적

깨달음의 수준), 즉 깊은 수준의 하느님 현존 의식, 신비적 의식으로 규정했다. 이는 오

랫동안의 부단한 갈망과 영적 탐구 및 기도, 그리고 하느님 은총의 결실로써, 맥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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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서 보았듯이 궁극적으로 하느님을 얻기 위한 일생의 노력 과정 안의 일부로 보여지

며 지속적인 변형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었다.

머튼에게 작가로서의 글쓰기 소명은 관상 소명만큼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불가

분의 관계를 가진다. 글쓰기라는 매개를 통해 머튼의 관상은 심화되어졌으며, 이러한 심

화된 관상적 체험을 표현하는 글쓰기 작업을 통해 의식(앎)이 더 명료화되며, 다음 경험

을 가능케 했다. 즉 글쓰기는 앎과 의식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머튼은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알고, 감정을 처리했으며 사고를 체계화하고 수도승이 되는 것을 배웠

던”588)것이다.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신비체험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특성(ineffability), 즉 말로

표현하거나 기술이 어려운 점을 인정했지만, 머튼은 그 체험에 관해 오랜 시간동안 적절

한 표현을 찾는 일(특히 루이빌 신비체험, le point vierge)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 또

한 하느님을 추구하는 그의 소명의 주요 부분이기도 했지만, 언어를 통해 “먼저 실재에

이르지 못한다면 침묵 안에 있는 이 실재를 그 자체로 발견하지 못한다”589)는 머튼의

관점도 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그의 신비체험을 볼 때, 먼저 언어를 통해 그

실재에 이르렀음을 작품 안에서 보여진다. 1966년에 발표된 “Transcendent

Experience(초월적 체험)”[Zen and the Birds of appetite(1968)에 수록]과 폴로나

루와에서의 신비체험은 그 예에 해당되며, 신비체험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전 단계의 요

소로 간주되었던 꿈[유대인 소녀 잠언(proverb)의 꿈, 칸첸중가(Kanchenjunga) 봉의

꿈] 역시, 기록을 통한 의식화 작업이 주목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가『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De doctrina Christiana)』에서 “결국

신은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님을 암시했듯이”590), 머튼 및 철학자, 우리들이

갖는(표현하려는) 이러한 지성적인 긴장과 갈등은 언어가 갖는 본질적인 한계 내지 장애

588) Haynes, Carter J. “A Hermeneutic Reappraisal of Thomas Merton’s Approach to   

  Spiritual Development,” Doctoral Dissertation, Fielding Graduate University, 2012,  

  p. 51.

589) Thomas Merton, Thoughts in Solitude, p. 119(『고독속의 명상』, 147쪽).

590) L. 콜라코프스키,『베르그송』, 고승규 역, 서울: 지성의 샘, 2005,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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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여진다. 언어가 갖는 이러한 한계에도, 의식의 여러 측면에서 분화된(종교적, 예술

적, 내면적) 신비가 머튼은 자신의 재능인 직관의 능력과 언어적 감수성, 미적 감각을

다른 사람의 삶을 영적으로 일깨우기 위해 언어를 사용함으로써591) 소명을 수행해갔다.

한편 “아우구스티누스, 파스칼,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글과 같은 선상에 있는, 머튼이

자주 쓰는 일기 스타일의 글쓰기는 독특한 미국 신학적 문학 장르”592)를 개척했다.

머튼 신비주의의 특징을 고찰하면서, 먼저 신비주의를 이루는 특징적 요소인 내적 자

아, 고독, 신비적 관상, 선(禪)을 살펴보았다.

내적 자아는 동양 사상 및 선(禪)의 깨달음이 수용된 가장 깊은 자아이자 가장 깊은

영적 의식을 뜻하며, 루이빌 신비체험과 폴로나루와 신비체험에 관해 관상을 통한 내적

자아의 깨어남과 초월로 보았다. 머튼은 이를 이미 합일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관상 기

도를 통해 (하느님을) 깨닫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특별히 머튼의 중단 없는 고유한

갈망이자 하느님과 가장 깊이 만나는 곳인(하느님 신비로의) 고독, 신비적 관상과 그 바

탕이자 신비체험의 주요 동인으로서의 자연관상의 역할, 그리고 선(禪)의 요소들은 유기

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면서 머튼의 신비체험을 가능하게 했다. 한편 머튼의

신비적 표현으로는 le point vierge(point of nothingness), dread(전율 내지 깊은 불

안: 어둔 밤)를 들 수 있다.

머튼 신비주의의 특징을 이루는 세 가지 측면인 인간중심적 신비주의, 지성적 신비주

의, 실천적 신비주의의 고찰을 통해 구별되는 몇 가지 특성들을 이끌어냈다.

머튼은 인간 존재의 신비를 깊이 통찰하고, 그 무엇보다 진정한 인간이 되어야하는 인

간 소명의 신비를 강조한다. 이는 인간의 변형과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그의 인간중심적 신비주의를 말한다. 여기서 새로운 인간은 사랑의 하느님과 분화된 일

치(differentiated unity) 안에서 살아가는 ‘초월적 자아’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이 되

는 것을 뜻한다.

591) 참조: 같은 책, 62쪽.

592) Harvey D. Egan, S. J., Christian Mysticism: The Future of a Tradition, p.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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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적 신비주의에서는 특히 후기 머튼이 선(禪)과 에크하르트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가르멜 작가들이 걸어간 마음의 신비주의(mysticism of the heart)가 아니라 지성 신

비주의(Mysticism of the Mind) 계열임을 밝혔다. 또한 머튼 신비주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성적 신비주의에는 지성적 전통계열 외에 다른 요소, 선(禪), 티베트불교 수

행, 인도 중관 철학 등과 같은 비그리스도교 명상 및 지성적(철학적) 요소들도 함께 포

함되어 있어 혼합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실천적 신비주의에서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나 십자가의 성 요한의 개인적 변형의 신비주의와 달리 머튼에게서는 이를 바탕으로 관

상의 사회적 변형 차원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활동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며 하느님과 일치하는 잠재적 관상가에 대한 머튼의 개방적

인 관점, 비판적 기능을 갖는 진실 말하기인 파레시아(parrhesia) 등을 살펴보면서 머

튼 실천신비주의의 뿌리는 깊은 침묵과 고독에서 일구어진 그의 관상과 신비체험에 있음

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마지막으로 이러한 머튼 신비주의가 갖는 실천적 함의 세 가지를 제시

했다. 부정신비주의 전통의 회복 및 인간 삶 안에서의 신비주의, 관상의 보편화 및 신비

전통의 ‘어둔 밤’의 현대적인 해석, 동양 신비주의 수용을 통한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심

화가 그것이다.

로너간과 머튼은 동시대를 살아간 수도자로 신비와 통찰의 의미 및 그 중요성을 그 누

구보다도 꿰뚫었다. 로너간의 초월적 방법은 우리에게 머튼의 신비체험뿐만 아니라, 우

리 각자의 종교체험 및 우리의 앎을 알도록 초대한다. 이는 그의 초월적 금언에 대한 근

본적인 충실성과 우리의 회심이 전제된다.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머튼은 그 무엇보다도 (초월적인 금언

에 충실하며)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 탐구하고 투신하며 자기 적절화를 통해 자기초월

과 진정성으로 나아간 신비가의 모범이다. 머튼의 신비체험은 신비주의 전통의 지평을

심화하고 확장시켰을 뿐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관상 소명을 향한 진리 추구, 창조적 긴

장과 갈등, 예언적인 시각과 개방의 정신으로 미래 신비주의를 잇는 다리와 지표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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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내지 소명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진정성을 추구하며, 하느님과의 일치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각자 자신의 고유한 길을 모색하도록 그 지혜와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머튼은 자신의 신비체험을 아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시

간들은 신비체험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자기 지식(인식)의 시간을 말

한다. 로너간이 아퀴나스를 연구했을 때의 통찰처럼, 연구 과정을 통해 본 연구자는 머

튼의 마음과 신비체험을 이해하기 위해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

다.

본 논문은 회심의 여정 중에 있는 연구자의 지평 안에서의 제한적인 앎이 담긴 작은

연구이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머튼의 신비 시(詩), 자연관상 부분이 가지는 현대

적 함의 등에 관해서도 계속될 연구 과제 내지 방향으로 남겨둔다.



- 263 -

참고 문헌

1. 1차 자료

토머스 머튼의 저서 및 논문

 

Merton, Thomas. The Seven Storey Mountain. New York: Harcourt, 1948. 

      . Seeds of Contemplation. New York: New Directions, 1949.

      . The Ascent to Truth. New York: Harcourt, Brace, 1951.

      . The Sign of Jonas. New York: Harcourt, Brace, 1953.

      . No Man is an Island. New York: Harcourt, Brace, 1955.

      . The Secular Journal of Thomas Journal.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59.

      . The Wisdom of the Desert: Sayings from the Desert Fathers of the 

Fourth Century. London: Hollis and Carter, 1960.

      . The New Man.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61.

      . The Waters of Siloe. New York: Image Books, 1962.

      . Life and Holiness. New York: Herder, 1963.

      . Seeds of Destruction.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64.

      . The Way of Chuang Tzu. New York: New Directions, 1965.

      . Raids on the Unspeakable. New York: New Directions, 1966.

      . Mystics and Zen Masters.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67.

      . Faith and Violence: Christian Teaching and Christian Practice. 

Notre Dame, In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68.

      . Zen and the Birds of Appetite. New York: New Directions, 1968. 

      . New Seeds of Contemplation. New York: New Directions, 1972.

      . The Asian Journal of Thomas Merton. ed. Naomi Burton, Patrick 



- 264 -

Hart and James Laughlin. New York: New Directions, 1973.

      . Contemplation in a World of Action. New York: Image Books, 1973.

      . Cistercian Life. Spencer: Cistercian Book Services, 1974

      . What is Contemplation?. Templegate Publishers, 1978

      . Introductions East and West: the Foreign Prefaces of Thomas 

Merton. ed. Robert E. Daggy. Greensboro, N. C.: Unicorn Press,  

Inc, 1981.

      . Disputed Questions. San Diego: A Harvest Book, 1985.

      . The Hidden Ground of Love. ed. William H. Shannon.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85.

      . Thomas Merton in Alaska: Prelude to the Asian Journal. New York:  

New Directions, 1989.

      . The School of Charity: the Letters of Thomas Merton on Religious 

Renewal and Spiritual Direction. ed. Patrick Hart.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90. 

      . The Monastic Journey. ed. Patric Hart. Kalamazoo, MI.: Cistercian 

Publications, 1992.

      . Basic Principles of Monastic Spirituality. Springfield, IL: Templegate 

Publishers, 1996.

      . Contemplative Prayer. New York: Image Books, 1996.

      . A Search for Solitude: Pursuing the Monk’s True Life(The Journals 

of Thomas Merton, vol. 3, 1952-1960). San Francisco, Calif.: 

HarperSanFrancisco, 1996.

      . Learning to Love: Exploring Solitude and Freedom(The Journals of  

Thomas Merton, vol. 6, 1966-1967). ed. Christine M. Bochen, San 

Francisco, Calif.: HarperSanFrancisco, 1998.

      . The Intimate Merton: His Life From His Journals. ed. Patrick Hart 

and Jonathan Montaldo. San Francisco, Calif.: HarperSanFrancisco, 

1999. 



- 265 -

      . The Inner Experience: Notes on Contemplation. ed. William H. 

Shannon. New York: Harper Collins, 2003.

      .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Mysticism. ed. Patrick F. O’Connell, 

Kalamazoo, Mich: Cistercian Publications, 2008.

      . Conjectures of a Guilty Bystander. New York: Image Books, 2009. 

      . On Christian Contemplation. ed. Paul M. Pearson. New York: New 

Directions, 2012.

      . On Eastern Meditation. ed. Bonnie Bowman Thurston. New York: 

New Directions, 2012. 

      . Spiritual Direction and Meditation. Mansfield Centre, CT.: Martino 

Publishing, 2013.

      . “Final Integration: Toward a ‘Monastic Therapy’.” Monastic Studies 

6(1968): 87-99.

토머스 머튼.『칠층산』. 정진석 역. 서울: 성바오로, 1976.

      .『명상의 씨』. 조철웅 역. 서울: 가톨릭출판사, 1979.

      .『명상이란 무엇인가』. 오무수 역. 서울: 가톨릭출판사, 1986.

      .『양심, 자유 그리고 침묵』. 위미숙 역. 서울: 자유문화사, 1987.

      .『장자의 길』. 황남주 역. 서울: 고려원미디어, 1991.

      .『신비주의와 선의 대가들』. 이영주 역. 서울: 고려원미디어, 1994.

      .『침묵 속에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 오무수 옮김, 서울: 분도출판사, 

1994. 

      .『선과 맹금』. 장은명 역. 서울: 성바오로, 1998.

      .『영적 지도와 묵상』. 김규돈 역. 서울: 성바오로, 1998. 

      .『고독속의 명상』. 조나단 몬탈도 엮음. 장은명 옮김. 서울: 성바오로, 

2002.

      .『삶과 거룩함』. 남재희 역. 서울: 생활성서, 2002.

      .『침묵 속에 만남』. 조나산 몬탈도 엮음. 장은명 옮김. 서울: 성바오로, 

2002.



- 266 -

      .『새 명상의 씨』. 오지영 옮김.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5.

      .『머튼의 평화론』. 조효제 역. 서울: 분도출판사, 2006.

      .『토머스 머튼의 묵상의 능력』. 윤종석 옮김. 서울: 두란노, 2006. 

      .『십자가의 성 요한과 진리의 산길』. 서한규 역. 서울: 바오로딸, 2009.

      .『토머스 머튼의 영적 일기: 요나의 표징』. 오지영 역. 서울: 바오로딸, 

2009. 

      .『토머스 머튼의 시간: 일기로 읽는 토머스 머튼의 전기』. 패트릭 하트, 

조나단 몬탈도 엮음. 류해욱 옮김. 서울: 바오로딸, 2010. 

      .『마음의 기도』. 이영식 옮김. 서울: 성바오로, 2011.

      .『인간은 섬이 아니다: 토머스 머튼의 사랑에 이르는 길』. 장은명 옮김.   

         서울: 성바오로, 2011.

      .『토머스 머튼이 길어낸 사막의 지혜: 4세기 사막 교부들의 말씀』. 안소  

         근 옮김. 서울: 바오로 딸, 2011.

      .『토머스 머튼의 단상: 통회하는 한 방관자의 생각』. 김해경 역. 서울: 바

오로딸, 2013.

버나드 로너간의 저서

Lonergan, Bernard J. F. A Second Collection. ed. William F. J. Ryan and 

Bernard J. Tyrrel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4.

      . Insight: A Study of Human Understanding. San Franciso: Harper & 

Row, 1978.

      . A Third Collection: Papers by Bernard J. F. Lonergan, S. J. ed. 

Frederick E. Crowe. London: Geoffrey Chapman, 1985.

      . Collection: Collected works of Bernard Lonergan. ed. Frederick E. 

Crowe and Robert M. Dora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88.

      . Method in Theology.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0.



- 267 -

버나드 로너간.『신학 방법』. 김인숙, 이순희, 정현아 옮김.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2.

2. 2차 자료

토머스 머튼 관련저서

Bailey, Raymond. Thomas Merton on Mysticism. New York: Image Books,  

         1976.

Bamburger, John Eudes. Thomas Merton: Prophet of Renewal. Kalamazoo, 

Mich: Cistercian Publications, 2005.

Carr, Anne E. A Search for Wisdom and Spirit: Thomas Merton’s Theology  

of the Self. Notre Dame, In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8.

Conn, Walter E. The Desiring Self: Rooting Pastoral Counseling and 

Spiritual Direction in Self-Transcendence. New York: Paulist 

Press, 1998. 

Cunningham, Lawrence S. Thomas Merton and the Monastic Vision. Grand 

Rapids, Mich.: W.B. Eerdmans Pub., 1999. 

      . Thomas Merton: Spiritual Master. New York: Paulist Press, 1992.

Dekar, Paul R. Thomas Merton: Twentieth-Century Wisdom for Twentieth-  

First-Century Living. Eugene, Oregon: Cascade Books, 2011.

Dupre, Louis and James A. Wiseman. Light From Light: An Anthology of 

Christian Mysticism. New York: Paulist Press, 2001.

Egan, Harvey D. What Are They Saying About Mysticism?. New York:  

Paulist Press, 1982.

      . Christian Mysticism: the Future of a Tradition. Eugene, Oregon: 

Wipf and Stock Publishers, 1998.



- 268 -

Fanning, Steven. Mystics of the Christian Tradition. New York: Routledge, 

2001.

Forest, James H. Living with Wisdom: A Life of Thomas Merton. 

Maryknoll, N. Y.: Orbis Books, 1991.

Harmless, William. Mys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Higgins, John J. Thomas Merton on Prayer. New York: Image Books, 1971.

Huxley, Aldos. Ends and Means. London: Chatto & Windus, 1980. 

Inchausti, Robert. Thomas Merton’s American Prophec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8.

McGinn, Bernard. The Foundations of Mysticism. New York: Crossroad,  

1991. 

      . The Growth of Mysticism. New York: Crossroad, 1994. 

      . The Flowering of Mysticism. New York: Crossroad, 1998. 

      . The Essential Writings of Christian Mysticism. New York: The 

Modern Library, 2006.

Mott, Michael. The Seven Mountains of Thomas Merton. Boston: Houghton 

Mifflin com., 1984. 

Nouwen, Henri J. Pray to Live-Thomas Merton: A Contemplative Critic.  

Notre Dame, Indiana: Fides Publishers, 1972.

O’Connell, Patrick F. The Vision of Thomas Merton. Notre Dame: Ave 

Maria Press, 2003.

Pearson, Paul M., Danny Sullivan and Ian Thomson. A Mind Awake in the 

Dark. Abergavenny: Three Peaks Press, 2002.

Pennington, M. Basil. Thomas Merton, My Brother: His Journey to Freedom, 

Compassion, and Final Integration. London: New City Press, 1996. 

Pramuk, Christopher. Sophia: The Hidden Christ of Thomas Merton.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09. 

Rice, Edward. The Man in the Sycamore Tree: the Good Times and Hard 

Life of Thomas Merton. Garden City, N. Y.: Doubleday, 1970.



- 269 -

Robert Waldron. The Wounded Heart of Thomas Merton. New York: 

Paulist Press, 2011.

Shannon, William H. Silent Lamp. New York: Crossroad, 1992.

      . Thomas Merton’s Paradise Journey. Cincinnati, Ohio: St. Anthony    

         Messenger Press, 2000.

      . Thomas Merton: an Introduction. Cincinnati, Ohio: St. Anthony       

         Messenger Press, 2005.

Thurston, Bonnie Bowman. Merton & Buddhism: Wisdom, Emptiness, and 

Everyday Mind. Louisville, KY: Fons Vitae, 2007.

Zaehner, R. C. Mysticism: Sacred and Profane: an Inquiry into some 

Varieties of Praeternatural Experienc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1. 

Forest, James H.『지혜로운 삶』. 심정순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1994.

McGinn, Bernard.『기독교 신비주의』. 방성규, 엄성옥 옮김. 서울: 은성출판사, 2000.

Nouwen, Henri J.『기도의 사람 토머스 머튼』. 김기석 옮김. 서울: 청림출판, 

2008. 

Shannon, William H.『토머스 머튼: 생애와 작품』. 오방식 역. 서울: 은성출판사, 

2005.

      .『고요한 등불』. 오방식 역. 서울: 은성출판사, 2008.

      .『깨달음의 기도』. 최대형 옮김. 서울: 은성출판사, 2010. 

토머스 머튼 관련논문

Bamberger, John Eudes. “Thomas Merton, Our Brother.” Cistercian Studies 

13, no. 4 (1978): 390-395.

Dutcher-Walls, Tim. “Thomas Merton: Model of Integration.” Spiritual Life 

41, no. 4 (Winter 1995): 207-213.

Giannini, Robert. “A Note on Theology and Mystical Experience in Thomas 



- 270 -

Merton.” Cistercian Studies 12 no. 3 (1977): 225-231.

      . “Religious Experience: Merton’s Understanding of the Encounter    

         with God.” Cistercian Studies 14 no. 4 (1979): 407-414.

Hart, Patrick. “Thomas Merton Remembered: Twenty Years After.” Living  

          Prayer 21, no. 6 (1988): 5-8.

Hawker, Brian H. “Twice Twenty Seven Plus Ten.” Cistercian Studies      

         Quarterly 14 no. 2 (1979): 190-192.

Healey, Charles J. “Thomas Merton: Spiritual Director.” Cistercian Studies  

         11 no. 3 (1976): 228-245.

Hinson, E. Glenn. “The Catholicizing of Contemplation: Thomas Merton’s    

         Place in the Church’s Prayer Life.” Perspectives in Religious      

         Studies 1, no. 1 (Spring 1974): 69-88.

Kinzie, Charles E. “The One Mountain of Thomas Merton: The Dharma of  

         Polonnaruwa.” Living Prayer 21, no. 2 (1988): 18-26.

Leonard, Bill J. “Thomas Merton, Spiritual Identity, and Religious Dialogue:  

         The Walls of New Freedom.” Perspectives in Religious Studies    

         38, no. 2 (Summer 2011): 195-213. 

MacCormick, Chalmers. “The Zen Catholicism of Thomas Merton.” Journal  

         of Ecumenical Studies 9 (Fall 1972): 802-818.

Steindl-Rast, David. “Exposure: Key to Thomas Merton’s Asian Journal?.”  

         Monastic Studies 10 (Spring 1974): 181-204. 

Tam, Ekman P. C. “Massage to the Wounded World: Unmask the True     

         Self- Zen and Merton.” Religious Studies and Theology 17 no. 1  

         (Jun. 1988): 71-84.

Teahan, John F. “Meditation and Prayer in Merton’s Spirituality.” American  

         Benedictine Review 30, no. 2 (1979): 107-133.

      . “A Dark and Empty Way: Thomas Merton and the Apophatic 

Tradition.” The Journal of Religion 58, no. 3 (Jul., 1978): 263-287.

Weakland, Rembert G. “Thomas Merton’s Bangkok Lecture of December 



- 271 -

1968.” Buddhist-Christian Studies 28 (2008): 91-99.

Zaehner, R. C. “Can Mysticism Be Christian?.” New Blackfriars 46, no. 532 

(October 1964): 21-31.

토머스 머튼 관련 박사논문

Bailey, Raymond Hamby. “The Evolution of Mystical Thought of Thomas  

Merton.” PhD diss.,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73. 

Brown, Hunter. “Some Implication of Thomas Merton’s Thought For 

Theology of the Laity.” PhD diss., University of St. Michael’s 

College, Toronto, 1979. 

Cosgrove, Edward C. “Contemplation for Education: Its Value Showen in 

the Life, Education, and Writing of Thomas Merton.” PhD diss., 

Loyola University of Chicago, 1973.

Giannini, Robert E. “Mysticism and Social Ethics: Thomas Merton Seen in 

the Light of Paul Tillich’s Theology.” PhD diss., University of St. 

Andrews, 1976.

Haynes, Carter J. “A Hermeneutic Reappraisal of Thomas Merton’s 

Approach to Spiritual Development.” PhD diss., Fielding Graduate 

University, 2012.

Kang, Kun Ki. “Thomas Merton and Buddhism: A Comparative Study of the 

Spiritual Thought of Thomas Merton and that of National Teacher 

Bojo.” PhD diss., New York University, 1979.

Malits, Elena. “Journey into the Unknown: Thomas Merton’s Continuing  

Conversion.” PhD diss., Fordham University, 1974.

Manning, Emily D. “Whispers of Conversion Between Thomas Merton and 

Sallie Mafague on God, Self, and the World: Considering Engaged 

Sprituality Today.” PhD diss., Duquesne University, 2013.

Park, Pyong-Gwan. “The Vernacular, Mystical Theology of Jan Van 



- 272 -

Ruusbroec: Exploring Sources, Contexts and Theological 

Practices.” PhD diss., Boston College, 2008.

Quinn, Mark Anthony. “Thomas Merton’s Understanding of God.” PhD diss., 

Marquette University, 1982.

Rabb, Joseph Quinn. “Openness and Fidelity: Thomas Merton’s Dialogue

        with D. T. Suzuki, and Self-Transcendence.” PhD diss., University 

of St. Michael’s College, Toronto. 2000. 

Reese, Daniel Bryan. “The Feast of Wisdom: Thomas Merton’s Vision and 

Practice of a Sapiential Education.” PhD diss.,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1995.

Schmittle, Mark Sax. “Thomas Merton: Mystic or Mystique An Alternative 

View of a Would-Be Mystic, Reformer, Zen Master.” PhD diss., 

University of the West, 2018.

Tam, Ekman Pui-Chuen. “The Influence of Zen-Taoism on Thomas 

Merton’s View of Contemplation.” PhD diss., St. Paul University/ 

University of Ottawa, 2001.

Teahan, John Francis. “The Mysticism of Thomas Merton: Contemplation 

as A Way Of Life.” PhD diss., Princeton University, 1976.

Vaden, Matthew Brett. “The False and True Self: A Christian Perspective.” 

PhD diss.,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2015. 

버나드 로너간 관련저서

Fallon, Timothy P. and Riley, Philip Boo. Religion and Culture: Essays in   

      Honor of Bernard Lonergan, S. J.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7.

Flanagan, Joseph. Quest for Self-Knowledge: An Essay in Lonergan’s       

         Philosophy.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7. 

Liddy, Richard M. Transforming Light: Intellectual Conversion in the Early  



- 273 -

Lonergan. Collegeville, Minn.: The Liturgical Press, 1993.

김인숙.『버나드 로너간과 영성신학 방법론』.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5. 

변희선.『신학 수행법 입문』. 서울: 문학과 현실사, 2014. 

조지프 플래너건.『자기 앎의 탐구: 로너건 사상에 대한 하나의 시도』. 김재영, 

이숙희 옮김. 파주: 서광사, 2014.

버나드 로너간 관련논문

Helminiak, Daniel A. “Spirituality as an Explanatory and Normative         

      Science: Applying Lonergan’s Analysis of Intentional Consciousness  

      to Relate Psychology and Theology.” HeyJ LII (2011): 596-627.

Joyce, Kevin Patrick. “Beyond Perennialism and Constructivism: Lonergan’s  

      ‘Interiority Analysis’ as a New Method for Cross-Cultural Studies  

      in Mysticism.” Dialogue & Alliance, 8 no. 1 (Spring/Summer 1994):  

      75-89.

Marasigan, Vicente. “Patterns in One Religious Experience.” LANDAS       

      11 (1997): 91-98.

McGinn, Bernard. “Mystical Consciousness: A Modest Proposal.” Spiritus    

      8 (2008): 44-63.

Moloney, Raymond. “Conversion and Spirit: Bernard Lonergan(1904-1984).”  

      The Way(43/4, 2004): 123-134.

Price III, James Robertson. “Lonergan and the Foundation of a              

      Contemporary Mystical Theology.” in Lonergan Workshop V. ed.   

      Frederick Lawrence. Boston: Scholars Press, 1985, 163-195. 

Rosenberg, Randall S. “Lonergan on the Transcendent Orientation of Art.”  

      REN 61.3 (Spring 2009): 141-151.

Shannon, David T. “Methodology in the Thought of Bernard Lonergan.”     

      Perspective 14 no. 2 (Fall 1973): 95-105.



- 274 -

Wilkins, Jeremy D. “What ‘Will’ Won’t Do: Faculty Psychology,              

      Intentionality Analysis, and the Metaphysics of Interiority.” HeyJ   

      LVII (2016): 473-491.

단행본

고계영.『칼 라너 신비신학의 관점에서 비추어본 아씨시 프란치스코의 신비체 

험』. 서울: 프란치스코출판사, 2014.

김성민.『종교체험』. 서울: 동명사, 2001.

      .『분석심리학과 기독교 신비주의』. 서울: 학지사, 2012.

방효익.『날개 하나로는 날 수 없다』. 서울: 성바오로, 1998. 

      .『영성사』. 서울: 바오로딸, 2007. 

손철성.『허버트 마르쿠제: 마르크스와 프로이트를 결합시키다』. 서울: 살림, 

2005.

심종혁.『영신수련의 신학적 이해』. 서울: 이냐시오영성연구소, 2009.

      .『영성생활이란 무엇인가?』. 서울: 이냐시오영성연구소, 2011.

      .『영성을 이해하는 다양한 틀』. 서울: 이냐시오영성연구소, 2011.

      .『영적 각성과 성장의 여정』. 서울: 이냐시오영성연구소, 2018.

      .『기도 생활에서의 성령의 역할』. 서울: 이냐시오영성연구소, 2018.

      .『기도생활의 여정』. 서울: 이냐시오영성연구소, 2020.

      .『영성생활의 통합』. 서울: 이냐시오영성연구소, 2020.

이재성.『신비가(神祕家) 프란치스코』. 고계영 역. 서울: 프란치스칸사상연구소, 2002.

장홍훈.『친교』. 연기군: 대전가톨릭대학교, 2010. 

풍우란.『중국철학사 상』. 박성규 역. 서울: 까치글방, 1999.

許奉和.『William Blake의 神秘主義』. 서울: 螢雪出版社, 1986.

Aumann, Jordan.『영성신학』. 이홍근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1994.

      .『가톨릭 전통과 그리스도교 영성』. 이홍근, 이영희 옮김. 왜관: 분도출판

사, 1998. 



- 275 -

Bernard, Charles Andre.『영성신학』. 정제천, 박일 옮김.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7.

Borchert, Bruno.『초월적 세계를 향한 관념의 역사』. 강주헌 역. 서울: 예문, 1999. 

Bourgeault, Cynthia.『마음의 길: 향심기도와 깨어나기』. 김지호 역. 고양: 한국

기독교연구소, 2017.

Bouyer, Louis.『영성 생활 입문』. 정대식 옮김. 서울: 가톨릭출판사, 1992.

Dionysius.『위 디오니시우스 전집』. 엄성옥 옮김. 서울: 은성출판사, 2007.

Divarkar, Parmananda R.『내적 인식의 여정』. 심종혁 옮김. 서울: 이냐시오영

성연구소, 1994.

Eliade, Mircea.『종교형태론』. 이은봉 옮김. 서울: 한길사, 1996.  

      .『성과 속』. 이은봉 옮김. 서울: 한길사, 1998. 

Ellul, Jacques.『기술의 역사』. 박광덕 옮김. 파주: 한울, 1996.

      .『쟈크 엘룰 사상입문 :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김점옥 옮김. 솔로몬, 2002. 

Ellwood, Robert S.『신비주의와 종교』. 서창원 옮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

판부, 1994.

Faricy, Robert L.『관상과 식별』. 심종혁 옮김. 서울: 성서와 함께, 1996.  

Huxley, Aldous.『영원의 철학』. 조옥경 옮김. 파주: 김영사, 2014.

Inge, William Ralph.『독일신비주의 선집: 에크하르트, 타울러, 수소, 루이스브뤼

크』. 안소근 옮김. 남양주: 누멘, 2010.

Johnston, William.『신비신학』. 이봉우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07.

James, William.『종교체험의 여러 모습들』. 김성민, 정지련 옮김. 서울: 대한기

독교서회, 1997.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김재영 역. 서울: 한길사, 1999.

Langer, Susanne K.『예술이란 무엇인가』. 박용숙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2016.

Leeuw, Gerardus van der.『종교현상학 입문』. 손봉호, 길희성 옮김. 칠곡: 분

도출판사, 2003. 

Louf, Andre.『사랑의 학교: 시토회가 걷는 길』. 이미림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1987.

Louth, Andrew.『서양 신비사상의 기원』. 배성옥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01.

Lubac, Henri de.『그리스도교 신비사상과 인간』. 곽진상 옮김. 화성: 수원가톨

릭대학교출판부, 2014. 



- 276 -

Marcuse, Herbert.『일차원적 인간』. 박병진 옮김. 서울: 한마음사, 2009. 

McIntosh, Mark A.『신비주의 신학』. 정연복 옮김. 서울: 다산글방, 2000.

Otto, Rudolf.『성스러움의 의미』. 길희성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1987. 

Stace. Walter T.『신비사상』. 강건기, 정륜 공역. 서울: 동쪽나라, 1995. 

Underhill, Evelyn.『실천적 신비주의』. 최대형 역. 서울: 은성출판사, 2003.  

      .『신비주의의 본질』. 안소근 역. 남양주: 누멘, 2009. 

      .『예수그리스도의 신비주의』. 배덕만 역. 남양주: 누멘, 2009.

Viladesau, Richard.『신학적 미학: 상상력, 아름다움, 그리고 예술속의 하나님』.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선(禪) 관련 저서

김승혜, 서종범, 길희성.『선불교와 그리스도교』. 서울: 바오로딸, 1996.

김승혜, 이강수, 김낙필.『도교와 그리스도교』. 서울: 바오로딸, 2003.

서명원 S. J.『가야산 호랑이의 체취를 맡았다』.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4.

鄭性本.『선의 역사와 사상』. 서울: 불교시대사, 2000.

혜거 스님.『좌선의』. 양평군: 책으로여는세상, 2014.

가도와키 가키치.『禪과 聖書』. 김윤주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1985.

니시다 기타로.『善의 연구』. 서석연 역. 서울: 범우사, 1990.

뗀진 왕걀 린포체.『티베트의 禪(족첸)』. 무명거사 옮김. 광주: 다래헌, 2011. 

라마 카지 다와삼둡.『티벳 밀교 요가』. 에반스 웬츠 편집, 유기천 옮김. 서울: 

정신세계사, 2001.

무르띠.『佛敎의 中心哲學: 중관 체계에 대한 연구』. 김성철 옮김. 서울: 경서원, 

1999.

西谷啓治.『현대와 禪』. 김호귀 옮김. 서울: 불교시대사, 1994.

스즈키 다이세쓰.『가르침과 배움의 현상학: 선문답』. 서명석, 김종구 옮김. 서울: 

경서원, 1998.

      .『엑크하르트와 禪』. 강영계 옮김. 서울: 주류(主流), 1982.

      .『禪이란 무엇인가』. 신현숙 역. 서울: 을유문화사, 1984.



- 277 -

아날라요.『자비와 空』. 이성동, 윤희조 옮김. 서울: 민족사, 2018.

아베 마사오.『선과 현대신학』. 변선환 엮음. 서울: 대원정사, 1996.

아베 마사오, 히사마쯔 신이찌.『선과 현대철학』. 변선환 엮음. 서울: 대원정사, 

1996.

우징숑(吳經熊).『禪의 황금시대』. 류시화 역. 경서원, 1986. 

      .『동서의 피안』. 김익진 옮김.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3.

에노미야 라쌀,『선도』. 이남영, 정은순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07. 

에드워드 콘즈.『印度佛敎思想史』. 안성두, 주민황 역. 서울: 民族史, 1990. 

윌리엄 존스턴.『禪과 기독교 신비주의』. 이원석 옮김. 서울: 대원정사, 1993.

      .『사랑의 내적인 눈』. 유철 옮김. 서울: 새남, 1994.

      .『그리스도의 참선』. 김규돈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1996.

켄첸 빨덴 셰랍 린포체, 켄뽀 체왕 된걀 린포체.『깨달음을 얻는 티베트 수행 요

결』. 서울: 운주사, 2016. 

피야닷시.『붓다의 옛길』. 한경수 옮김. 서울: 시공사, 1996.

하인리히 두몰린.『禪과 깨달음』. 박희준 옮김. 서울: 고려원, 1988.

한스 발덴펠스.『불교의 空과 하나님』. 김승철 옮김. 서울: 대원정사, 1993. 

교회 문헌

교황청 봉헌생활회와 사도생활단 성.「교회 안의 형제 수도자들의 정체성과 사    

 명」.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6.

교황청 신앙교리성.「그리스도교 명상」,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9.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Documenta Concilii Vaticani II). 서울: 한국천주  

         교중앙협의회, 2017.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여자 관상 생활에 관한 교황령.「하느님 얼굴 찾기」     

 (Vultum Dei Quaerere).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7.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한국가톨릭대사전』8.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2001. 



- 278 -

연속간행물

강건기. “토마스 머튼과 지눌사상에 있어서 ‘하나’의 의미.”「한국동서철학연구회

논문집」제5호 (1988): 57-74.

곽승룡. “부정신학: 동방 그리스도교 신학을 중심으로.”「가톨릭 신학과 사상」제

66호 (2010. 겨울): 113-145. 

구요비. “십자가의 성 요한의 신비 체험에 나타난 미학.”「가톨릭 신학과 사상」

제46호 (2003. 겨울): 80-119. 

박병관. “얀 반 뤼스브룩의 신비신학의 형성.”「종교연구」제60집 (2010): 227-254.

      . “시스네로스의『영적 삶의 수련서』와 이냐시오의『영신수련』: 이냐시오

의 ‘선택’ 개념의 기원탐구를 통한 문헌적 원천문제에 대한 재고.”「신학

전망」제188호 (2015. 봄): 2-39.

박종대. “자크 마리탱의 교육철학사상에 관한 연구.”「서강인문논총」제14권      

      (2001): 165-203.

변희선. “편견에 대한 연구: 버나드 로너간의 관점.”「신학과 철학」제2호 

(2000): 115-128.

심종혁. “이냐시오 로욜라의「영적일기」에 나타난 신비주의적 특성.”「신학과 철

학」제2호 (2000): 7-39.

      .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와 영성.”「가톨릭신학과 사상」제46호 

(2003. 겨울): 7-39.

李廷鎬. “Blake와 신비주의.”「英學論集」12 (1988.12.30): 64-95. 

전광식. “Theologia Negativa: 부정신학의 역사와 의미.”「石堂論叢」45집       

      (2009. 11): 33-71.

전달수. “神祕體驗과 神祕現像에 대한 고찰.”「현대가톨릭사상」13 (1995): 3-29.

정현아. “버나드 로너간의 ‘더 높은 관점’(a higher viewpoint)에 비추어본 성 아  

      빌라의 데레사의 기도신학.”「종교연구」38(2005. 3): 155-178. 

조규홍. “위-디오니시오스의 신비신학: 플로티노스의 신비사상과 비교 및 오늘날 

종교적 체험을 위한 의미 모색.”「가톨릭 신학과 사상」제66호 (2010. 

겨울): 81-112. 



- 279 -

한정관. “神祕體驗과 그 表現에 대한 考察.”「가톨릭신학과 사상」(89, 6): 

138-160.

한찬희. “마리탱 인격 이론에 비추어 본 인격과 지식의 관계.”「도덕교육연       

      구」제28권 2호 (2016. 8): 125-147. 

인터넷 자료

The Thomas Merton Center at Bellarimine University. Accessed Desember. 

10. 2020. http://merton.org. 

https://lonerganresource.com

사전

Shannon, William H., Christine M. Bochen and Partick F. O'Connell. The 

Thomas Merton Encyclopedia. Maryknoll, N.Y.: Orbis Books, 2002. 

  

http://merton.org
https://lonerganresource.com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 연구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II. 로너간의 초월적 방법
	1. 인간의식 작용의 역동성
	1.1. 로너간의 지향적 의식이론
	1.2. 의식의 변화
	1.2.1. 자기 지식(self-knowledge)
	1.2.2. 자기 적절화(self-appropriation)
	1.2.3. 의식의 분화

	1.3. 종교 경험과 경험의 패턴
	1.3.1. 종교 경험
	1.3.2. 경험의 패턴

	1.4. 삼중의 회심

	2. 자기초월(self-transcendence)

	III. 토머스 머튼의 신비주의 형성과 작품
	1. 머튼의 신비주의 형성
	1.1. 신비주의 및 신비체험 정의
	1.2. 신비주의 측면에서 바라본 머튼의 생애와 형성
	1.2.1. 머튼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1.2.1.1. 대학시절에서 수도원 입회 전
	1.2.1.2. 트라피스트 수도승에서 아시아 순례까지

	1.2.2. 머튼의 신비주의 형성
	1.2.2.1. 그리스도교 부정신학
	1.2.2.2. 동양 신비주의



	2. 머튼의 신비주의 작품
	2.1. Seeds of Contemplation(명상의 씨)
	2.2. The Ascent to Truth(십자가의 성 요한과 진리의 산길)
	2.3. New Seeds of Contemplation(새 명상의 씨)
	2.4. The Way of Chuang Tzu(장자의 길)
	2.5. Mystics and Zen Masters(신비가와 선의 대가들) 


	IV. 토머스 머튼의 신비체험 분석
	1. 머튼의 신비체험 분석
	1.1. 수도원 입회 전
	1.1.1. 머튼의 상황과 세계관
	1.1.2. 종교적 회심 전 첫 신비체험
	1.1.3. 하바나의 성프란치스코 성당에서의 신비체험

	1.2. 수도원 시기: 루이빌에서의 신비체험
	1.2.1. 머튼의 상황과 세계관
	1.2.2. 루이빌 신비체험에 관한 다양한 해석
	1.2.3. 의식의 흐름과 분화 분석
	1.2.3.1. 자기이해
	1.2.3.2. 고독의 재발견
	1.2.3.3. 하느님 이해


	1.3. 은수생활에서 선종까지의 시기: 폴로나루와에서의 신비체험
	1.3.1. 머튼의 상황과 세계관
	1.3.1.1. 동양신비주의와 선(禪)
	1.3.1.2. 수도원 쇄신의 문제
	1.3.1.3. 정체성 위기

	1.3.2. 의식의 흐름과 분화 분석
	1.3.2.1. 밈 차 재배지에서의 반추 및 칸첸중가산 꿈
	1.3.2.2. 공(空)과 자비 경험


	1.4. 삼중의 회심
	1.4.1. 도덕적 회심
	1.4.2. 지성적 회심
	1.4.3. 종교적 회심

	1.5. 자기초월

	2. 머튼의 신비체험의 특이성
	2.1. 그리스도교 전통 신비여정의 틀 확장
	2.2. 심미적 체험
	2.3. 지속적인 의식의 변형


	V. 토머스 머튼의 신비주의 특징과 그 실천적 함의
	1. 머튼의 신비주의 특징
	1.1. 머튼의 신비주의의 특징적 요소
	1.1.1. 내적 자아
	1.1.2. 고독
	1.1.3. 신비적 관상
	1.1.4. 선(禪)

	1.2. 머튼의 신비주의 특징
	1.2.1. 인간중심적 신비주의
	1.2.2. 지성적 신비주의
	1.2.3. 실천적 신비주의


	2. 머튼의 신비주의의 실천적 함의
	2.1. 부정신비주의 전통의 회복 및 인간 삶 안에서의 신비주의
	2.2. 관상의 보편화 및 '어둔 밤'의 현대적 해석
	2.3. 동양 신비주의의 개방을 통한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심화


	VI. 결 론
	참고 문헌


<startpage>19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선행 연구 3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0
II. 로너간의 초월적 방법 15
 1. 인간의식 작용의 역동성 18
  1.1. 로너간의 지향적 의식이론 18
  1.2. 의식의 변화 23
   1.2.1. 자기 지식(self-knowledge) 23
   1.2.2. 자기 적절화(self-appropriation) 25
   1.2.3. 의식의 분화 28
  1.3. 종교 경험과 경험의 패턴 31
   1.3.1. 종교 경험 31
   1.3.2. 경험의 패턴 34
  1.4. 삼중의 회심 38
 2. 자기초월(self-transcendence) 42
III. 토머스 머튼의 신비주의 형성과 작품 46
 1. 머튼의 신비주의 형성 46
  1.1. 신비주의 및 신비체험 정의 46
  1.2. 신비주의 측면에서 바라본 머튼의 생애와 형성 52
   1.2.1. 머튼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52
    1.2.1.1. 대학시절에서 수도원 입회 전 53
    1.2.1.2. 트라피스트 수도승에서 아시아 순례까지 57
   1.2.2. 머튼의 신비주의 형성 62
    1.2.2.1. 그리스도교 부정신학 62
    1.2.2.2. 동양 신비주의 65
 2. 머튼의 신비주의 작품 72
  2.1. Seeds of Contemplation(명상의 씨) 72
  2.2. The Ascent to Truth(십자가의 성 요한과 진리의 산길) 76
  2.3. New Seeds of Contemplation(새 명상의 씨) 87
  2.4. The Way of Chuang Tzu(장자의 길) 93
  2.5. Mystics and Zen Masters(신비가와 선의 대가들)  100
IV. 토머스 머튼의 신비체험 분석 112
 1. 머튼의 신비체험 분석 112
  1.1. 수도원 입회 전 112
   1.1.1. 머튼의 상황과 세계관 112
   1.1.2. 종교적 회심 전 첫 신비체험 113
   1.1.3. 하바나의 성프란치스코 성당에서의 신비체험 120
  1.2. 수도원 시기: 루이빌에서의 신비체험 124
   1.2.1. 머튼의 상황과 세계관 126
   1.2.2. 루이빌 신비체험에 관한 다양한 해석 128
   1.2.3. 의식의 흐름과 분화 분석 130
    1.2.3.1. 자기이해 130
    1.2.3.2. 고독의 재발견 132
    1.2.3.3. 하느님 이해 141
  1.3. 은수생활에서 선종까지의 시기: 폴로나루와에서의 신비체험 146
   1.3.1. 머튼의 상황과 세계관 148
    1.3.1.1. 동양신비주의와 선(禪) 150
    1.3.1.2. 수도원 쇄신의 문제 152
    1.3.1.3. 정체성 위기 160
   1.3.2. 의식의 흐름과 분화 분석 162
    1.3.2.1. 밈 차 재배지에서의 반추 및 칸첸중가산 꿈 172
    1.3.2.2. 공(空)과 자비 경험 176
  1.4. 삼중의 회심 184
   1.4.1. 도덕적 회심 184
   1.4.2. 지성적 회심 186
   1.4.3. 종교적 회심 190
  1.5. 자기초월 192
 2. 머튼의 신비체험의 특이성 195
  2.1. 그리스도교 전통 신비여정의 틀 확장 196
  2.2. 심미적 체험 198
  2.3. 지속적인 의식의 변형 200
V. 토머스 머튼의 신비주의 특징과 그 실천적 함의 205
 1. 머튼의 신비주의 특징 205
  1.1. 머튼의 신비주의의 특징적 요소 205
   1.1.1. 내적 자아 205
   1.1.2. 고독 209
   1.1.3. 신비적 관상 215
   1.1.4. 선(禪) 219
  1.2. 머튼의 신비주의 특징 226
   1.2.1. 인간중심적 신비주의 226
   1.2.2. 지성적 신비주의 230
   1.2.3. 실천적 신비주의 236
 2. 머튼의 신비주의의 실천적 함의 246
  2.1. 부정신비주의 전통의 회복 및 인간 삶 안에서의 신비주의 246
  2.2. 관상의 보편화 및 '어둔 밤'의 현대적 해석 248
  2.3. 동양 신비주의의 개방을 통한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심화 250
VI. 결 론 254
참고 문헌 263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