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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인류의 문명은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삶의 환경의 모습은 더 행복해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문명이 인간의 정신, 즉 마음의 산물이고 마음은 육체뿐만 아니라 사회 및 자연환
경과 연결되어 서로 상호작용하며 변화되어 간다는 점에서 오늘날 인간의 마음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고 보기 어렵다. 이 논문은 불행한 현상들의 근원으로서의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의 모든 다양한 마음이 
생성되어 나오는 두뇌 인지 메커니즘을 통해 본연의 마음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마음의 전
체적 변화 패러다임과 그 원인을 밝혔다.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자유롭고 평온한 인간 본연의 처음 마음은 인지 근
원지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내부 인지 공간의 진화에 따라 중간 마음을 거쳐, 극단적으로 내부 인지 공간 안에 갇힌 
자폐상태가 되어 감각 기억에 극단적으로 강하게 구속되고(극단적 집착) 내적으로만 사고(극단적 번뇌)하는 끝 마음
으로 변화할 수 있다. 오늘날 지나친 문명 발달을 포함한 인간, 사회, 자연환경의 부정적인 변화의 모습들은 모두 이
런 마음의 변화과정의 산물로 해석된다. 이 논문은 본연의 처음 마음, 변화되고 있는 중간 마음, 극단적인 모습의 끝 
마음의 특징들을 기술하고 현재 개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변화해가고 있는지를 논의하며, 마지막으로 
두뇌 인지 메카니즘을 통해 인간의 본연의 첫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 마음의 근원, 마음의 변화 패러다임과 원인, 자폐스펙트럼장애, 주의 통제, 마음 수련 

Abstract  Even though civilization is developing at a fast rate, human beings and their living environments do 
not look happy. Given that the civilization comes from the human mind, which is changing in interaction with 
human body, society, and nature, it is hard to think that the human mind is changing in the desirable 
direction. This paper described a whole changing paradigm of the human mind and its causes through the 
cognitive mechanism in the brain from which all the diverse minds are formed. According to the cognitive 
mechanism, the human mind can change from the first free and peaceful mind through the middle mind to the 
last obsessive and anguish mind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one of the factors in the origin of the 
human mind. Today's unfavorable changes in human beings, society, and the natural environment including the 
excessiv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are the results of the undesirable changes of the human mind. This paper 
specified the respective characteristics of the first, middle, and the last mind and discussed where individuals' 
minds are and where they are going. Lastly, this paper suggested the specific ways to return to the first 
original mind based on the cognitive mechanism. 

Key Words : origin of the human mind, mind-changing paradigm and cause, autism spectrum disorder (ASD), 
attention control, mi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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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농경의 시작과 더불어 움트기 시작한 인류문명의 발

달은 도시의 형성과 경제 발달, 산업 명, 과학의 발 을 

거쳐 오늘날 역사상 최고의 단계에 이르 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즉각 인 정보 공유, 여러 나라의 수많

은 인공 성과 활발한 우주개발 사업, 인공지능 로 의 

상용화, 고층 건물의 축조로 공간 활용의 극 화, 다양

한 장치와 컴퓨터를 활용한 신체  장애 극복 등으로 인

류의 문명은 더 한층 지속 인 발달을 측하게 한다.

이런 고도로 화려한 인류 문명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개인과 사회 , 자연  삶의 환경은 행복해 보이지 않는

다. 정치, 경제, 학문, 교육, 술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서는 끝없는 경쟁과 갈등  립으로 사회는  더 불

안하고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은 

생존 자체를 해 는 더 나은 부나 권력, 혹은 명 를 

얻기 해 과도한 노동과 스트 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우울증, 폭력, 살인, 게임 독, 자살 등 개인  사회 불안 

정서는 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8세 

이상 성인 6명  1명 꼴인 577만명이 우울증 등 20여개

의 정신질환을 겪었으며, 우울증 등 기분장애의 평생 유

병률이 년에 비해 약 68% 증가했다[43]. 학교폭력의 

경우 조사자의 57.3%는 등생 때 학교폭력 가해경험을 

해 본 것으로 조사되었다[41]. 최근 들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살인', 돈이나 불화로 인한 친구  가족 살

인 등이 더욱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 인터넷 이용자  약 

11%가 독자이며[21], 하루 평균 42.6명이 자살로 목숨

을 잃는다[39].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인류의 삶의 터 인 지구의 

자연환경이 지나치게 오염되고 괴되어 그 모습이 속

도로 변하고 있어 인류의 생존 자체를 하고 있다는 

이다. 환경 문가들은 량생산과 량소비를 유발하

는 자본주의 문명으로 인해 인류는 이상기온 상과 그

로 인한 물과 식량의 고갈, 아울러 오존층의 괴와 천연

림의 감소로 인한 산소의 부족과 같은 문제에 부딪  심

각한 기에 처할 것이라고 오래 부터 경고하고 있다. 

2013년 5월 세계에서 가장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하와이

에서도 더 이상 되돌리기 힘든 기후 변화의 분기 으로 

여겨지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400ppm을 넘어선 지경에 

이르 다[11]. 

인류 문명을 인간의 정신(마음)의 산물이라고 볼 때 

오늘날 고도의 문명 발달과 개인, 사회  환경  폐해의 

양면성은 문명발달을 이끌어 온 인간의 마음 진화의 방

향을 의심  한다. 인간의 마음은 육체  삶의 환경과도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며 변화한다[5]. 따라서 인간의 잘못

된 마음은 육체의 건강과 삶의 환경을 해할 수 있고, 다

시 병든 육체와 환경은 인간의 마음을 더 괴하고 피폐

시킬 수 있다. 인간사회에 폐단이 생기고 인류의 생존에 

인 자연환경이 기에 처하게 된 것도 결국 인간

의 마음 때문이다[10][26]. 오늘날 인간의 정신 , 육체 , 

그리고 사회  자연환경의 변화의 방향을 고려해 볼 때 

인간의 마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다면 인간 마음의 본연의 모습은 무엇이고 어

떻게 변화해가고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 논문은 

인간의 심층 이고 다양한 마음 상들이 형성되어 나오

는 두뇌 인지 메커니즘[33][35][36]을 통해 이 질문에 

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두뇌 인지 메커니즘은 인간의 다

양한 정신세계가 무엇(인지 근원지)으로부터 왜, 그리고 

어떻게 형성되어 나오는지를 ‘ 체 으로’ 보여  수 있

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처음 어디에서 시작되어 마지

막 어디로 변화해 가는지 마음의 체 인 변화 패러다

임과 그 원인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먼  인지 메

커니즘을 통해 마음의 체  변화 패러다임과 그 원인

을 살펴본 후, 올바른 마음으로의 변화를 한 방법을 모

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두뇌 인지 메커니즘

인간의 심층 이고 다양한 마음 상들의 원인과 그 

변화과정을 체 으로 보여  수 있는 두뇌 인지 메커

니즘은 ‘인간의 능력에 한 통합모델’[37]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이 모델은 삼계층이론(Three-Stratum 

Theory)[5], 마음 통합이론(the united model of the 

mind)[8], 발달이론(the developmental theory)[6][7], 삼

원이론(Triarchic Theory)[40], 그리고 다 지능이론

(Multiple Intelligence Theory)[17] 등과 같은 지능과 능

력에 한 주요 모델이나 이론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인

지 요소들 - 동기, 지능, 능력, 주의집 , 기억, 인지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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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의 상호 련성을 토 로 도출되었다. 재[33][35], 

학습장애[36], 자폐장애[34] 등의 특수한 인지 상들의 

원인과 각각의 상들이 보이는 다양한 특성이나 증상들

의 상호 련성이 이 통합 모델에서 제시하는 두뇌 인지 

메커니즘을 통해 설명되고 있다.

두뇌 인지 메커니즘에 따르면 인지 근원은 인간의 심

층 이고 다양한 마음 상들이 생성되어 나오는 곳으로 

하나의 인지 시동체(cognitive activator)와 두 개의 인지 

공간(mental spaces), 즉, 청각인지공간과 시각인지공간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 시동체는 인지 활동을 시작하

는 주체로서 자극을 감각하고 지식형성에 한 호기심

(감각 , 지  욕구본능)과 더불어 지식을 형성할 수 있

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즉, 인지 시동체는 자극(stimuli)

을 감각하고 그 자극들 사이에서 계를 찾아 서로 연결

하려는 욕구 본능 인 내재  동기(intrinsic motivation)

와 능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그 동기에 따라 

스스로 환경의 자극을 감각하고 그 자극들을 서로 연결

하여 인지 구조를 형성한다[31]. 련성를 통해 두뇌 속

에서 서로 연결된 감각 자극들을 ‘지식(knowledge)’으로 

정의하고, 지식을 형성하는 능력은 ‘지능(g: general 

intelligence)’으로 정의되었다. 

인간이 지식 형성을 해 사고하는 과정에는 ‘주의(집

)'가 필수 이다. 주의가 없으면 자극을 감각하거나 기

억할 수 없으며 그 기억을 서로 연결하여 지식을 형성하

는 사고활동도 불가능하다. 즉, 주의와 사고는 함께 가는 

것으로 주의가 없는 곳에 사고가 없으며 사고가 없는 곳

에 주의도 없다. 를 들어, 우리가 하나의 사물에 주의를 

돌리지 않으면 볼 수 없고 보지 않으면 기억할 수도 없다. 

외부 공간에 주의를 기울이면(이하 외  주의) 그 공간의 

사물들이 감각되고 그 자극의 상이 내부 인지공간으로 

들어와 기억되고  그 기억은 다시 주의를 끌어(이하 내

 주의)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 기억은 사고 활동을 통

해 서로 연결된다. 이 듯 주의집 과 감각 기억은 인간

의 모든 지  활동  인지발달에 필수 인 기  요소이

다[2][9][12][18][27][44]. 

인지 시동체와 더불어 인지 근원지의 두 실체  나머

지 하나인 인지 공간은 감각된 자극이 장되고, 처리되

며 서로 연결되어 지식이 형성되는 장소이다. 인지공간

은 발달단계에 따라 성장하고 그 크기는 반 인 지  

발달을 제약한다. 인지공간이 성장함에 따라 자극이 더 

강하게 그 안으로 유입되어 머무르기 때문에 감각에 더

욱 민감해지고, 자극이 더 강하고 오랫동안 인지공간에 

머물게 되며, 그로 인해 더 많은 주의집 이 인지공간으

로 향하여 그 곳에서의 인지 활동(내  인지 활동)이 더

욱 용이해지고 강해진다. 즉, 주의가 많이 집 되면 감각

반응과 기억뿐만 아니라 사고 활동도 강해진다. 2세 이

의 아이는 외부 사물에 한 표상이 형성되지 않아 앞

에서 사라지면 그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

다[30]. 그러나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사물이 앞에서 

사라져도 기억을 하고 사물을 분별할 수 있고 선호의 마

음도 형성되며, 더 나이가 들면, 말을 하게 되고, 을 읽

고 쓸 수 있으며, 복잡한 수 계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사고가 발달하게 된다[17][30]. 이는 아이가 성장하면

서 두뇌 인지공간도 함께 성장하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

게 내  주의집 의 비율도 차 증가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인지공간이 커질수록 단기기억과 처리 용량, 스

킴(scheme)의 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지  역량도 증

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작업 기억 용량의 증가가 내  사

고의 발달을 가능하게 한다[6][29]. 

2.2 마음의 정의

마음은 철학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매

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그 실체를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24]. 이 논문에서는 마음과 정신을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용어를 혼용한다. 인지 메커니즘에 의하면, 인

간의 마음은 욕구본능을 지닌 인지 시동체(유 )가 주의

(注意)를 통해 감각자극(환경)을 만났을 때 시발하는 일

련의 인지 상으로 생성되고 변화되고 소멸되는 속성을 

지닌다. 인지 상은 자극을 감각하고 인식하며 최종

으로 그들 사이의 계를 찾아 지식을 형성하는 활동뿐

만 아니라 각각의 인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기억, 반응

과 응 등의 다양한 인지 활동이 포함된다. 인간의 마음

은 최종 으로 인지 시동체가 인지 공간에서 련성에 

따라 감각 자극들을 서로 연결한 인지 는 지식 구조로 

나타나는데, 이는 두뇌 속 신경세포들이 시넵스

(synapse)에 의해 서로 연결된 신경회로로써[22], 빛과 

소리의 살아 있는 에 지 는 기(氣)의 구조물이다. 

인지 메커니즘에서 볼 때, 두뇌 인지 구조물인 지식은 

인지 시동체의 인지 작용의 산물로, 환경의 감각 자극에 

주의가 끌리면 인지 시동체는 본능 으로 감각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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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가 활성화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과정에서 형

성된다. 이는 견물생심(見物生心)의 이치이다. 따라서 주

의는 인지 활동의 선행자로 내부의 인지 시동체와 주의

는환경의 감각 자극을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하며 감각 

자극에 주어지는 주의의 양에 따라 인지 시동체의 욕구 

본능의 활성화 강도도 달라진다. 주의의 양이 으면 흐

릿하게 감각되고 자극 감각이 약하면 인지 시동체의 욕

구본능도 약하게 활성화되며 반 로 주의의 양이 많으면 

감각도 더 민해지고 그 만큼 인지 시동체의 욕구 본능

도 더 강하게 활성화된다. 를 들어, 좋아하는 특정 음식

의 맛에 민할수록 그것을 더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3. 인지 근원지의 진화에 따른 마음의 

   변화

인지 메커니즘에 따르면 마음을 드러내는 주체는 인

지 시동체이다. 하지만 인지 공간의 크기가 인지 시동체

의 주의와 감각 활동에 향을 미쳐 다양한 마음을 형성

하도록 하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의 원인은 인지 시동체 

자체의 수 뿐만 아니라 인지 공간의 크기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3.1 인지 시동체의 진화

인지 근원지의 인지 시동체는 본성 으로 감각 , 지

 욕구본능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인지 시동체

가 진화한다는 의미는 세계의 보다 수  높은 상에 

하여 욕구본능과 능력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

지 시동체의 수 이 높을수록  더 심층  상에 한 호

기심을 보이고 그에 한 지식을 형성한다[33]. 이 논문

에서는 세계 상의 심층  구조를 크게 세 단계로 보고 

그에 따라 인지 시동체의 수 을 나 고 있다(그림 1). 첫 

단계(I)는 피상  수 (surface level)으로 이 단계의 지

 호기심과 능력을 지닌 사람은 세계에 존재하는 피상

 상들 사이의 계(relationships)를 찾아 이들을 서

로 연결하는 피상  지식을 형성하려는 수 의 호기심과 

능력이 더 크다. 이는 피상 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을 

찰하여 있는 그 로 기술하는 상  탐구에 해당한다

[38]. 두 번째 단계(II)는 심층  수 (deep level)으로 이 

단계에 속한 사람은 ‘피상  상들이 무엇으로부터, 왜, 

어떻게 생성되어 나오는지’의 계성[38]에 더 높은 호기

심과 능력을 보이는 사람이다. 마지막 단계는 지  호기

심과 능력이 최고 수 의 단계(III)로 가장 심층 인 근원

 단계(original level)이다. 이 단계에 속한 사람은 인간

으로서 가장 높은 지  수 (  재, 천재)을 지닌 사람

으로 피상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다양한 상들이 형

성되어 나오는 가장 심층 인, 즉 근원  계성(우주 만

물은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그리고 왜 형성되는가?)에 더 

높은 호기심을 보이고 마침내 그 계성을 찾아 피상

인 세계와 그 근원의 세계가 서로 연결된 가장 거시 인 

지식을 형성하게 되며 근원  계성을 통해 다양한 개

체의 심층 이고 피상 인 세계를 단순하고 체 으로 

이해하게 된다[33]. 

[Fig. 1] The evolutionary stages of cognitive 
activator 

한편, 인간의 지  능력이나 지식수 은 그 자체가 좋

고 나쁨 는 바람직하거나 그 지 않다는 단과는 무

하다. 지  수 이 높거나 지식수 이 높다고 그 사람

의 마음이 좋거나 바람직하고 그 반 여서 그 사람의 마

음이 나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 할 수는 없기 때문

이다. 그 다면 지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인간의 바람

직하지 못한 마음은 인지 근원지의 인지 시동체의 진화

가 아닌 인지 공간 즉, 소리 공간과 빛 공간의 진화와 

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3.2 인지 공간의 진화

앞에서 언 한 로 인지 공간은 자극이 머물고(기억) 

계를 찾기 해 자극이 처리되는 장소이다. 인지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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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커짐에 따라 자극에 한 감각반응이 더 민해지고 

감각된 기억이 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그 기억으로 인해 

더 많은 주의가 내부 인지공간으로 향하게 되어 내  주

의가 증가하는 반면 외부 세계(외부 인지 공간)에 한 

외  주의는 상 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 논문의 목 상 인지공간의 크기 단계를 크게 3단계

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한다(그림 2). 이는 단계별로 인간의 처음 마음, 간 마

음, 끝 마음이 된다. 1단계는 인지공간이 가장 작은 단계

로 외부 인지공간(외부세계)과 내부 인지공간으로 향하

는 주의의 비율이 외부7:내부3 정도인 경우이고, 3단계는 

그와는 정반 로 외부3:내부7 정도의 비율을 보이는 경

우이다. 2단계는 그 사이에 치한 단계로 외부:내부의 

주의 비율이 6:4, 5:5, 4:6 등 다양한 조합을 나타내는 경

우라고 할 수 있다(그림 4). 좀 더 분명한 마음의 진화의 

양상을 살펴보기 해 서로 조를 보이는 1단계와 3단

계의 마음의 특성을 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간 단

계인 2단계의 마음의 특성을 살펴본다. 

[Fig. 2] The evolutionary stages of mental space

1단계: 외부 인지공간으로 주의가 쏠린 경우

이 단계는 내부 인지 공간의 크기가 세 단계  가장 

작은 단계로, 감각 기억이 약하여 감각 기억 자극에 주의

가 약하게 끌린다. 따라서 인지 시동체는 감각 자극에 약

하게 반응하고 본능  욕구도 약해 그 자극에 얽매이지 

않으며, 욕구 충족을 한 내부 인지 공간에서 사고활동

도 약해 인지공간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는다. 여기서 감

각 자극에 주의가 강하게 끌리지 않아 감각 , 지  호기

심을 지닌 인지 시동체가 그 자극에 오래 얽매이지 않는 

마음 상태를 ‘자유(自由)로움’으로 정의하고, 인지 시동체

의 욕구본능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집착이 없어 약한

(약한 주의집 ) 내  인지활동으로 두뇌 인지 공간이 약

하게 활성화된 상태를 ‘평온(平溫)함’으로 정의한다. 평온

은 감각 자극으로 주의가 많이 끌려가지 않아 부분의 

주의가 인지 시동체(‘나’)와 함께 머물며, 그의 욕구 본능

도 크게 활성화되지 않아 인지공간이 낮은 수 에서 활

성화된 상태로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 분노와 슬픔 등과 

같이 잔잔한 물결이 이는 호수에 비유될 수 있다(그림 3). 

즉 평온은 내  인지 활동의 내용과 상 없이 인지공간

의 활성화 강도와 련되므로 내 으로 무슨 생각을 하

든 강한 주의집 을 하지 않는 사고활동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 속한 사람은 주의와 인지 시동체가 크게 분

열되거나 본래의 자리에서 멀리 이탈하지 않고 큰 하나

로써(온 마음) 머물 수 있다. 때문에 마음 의식이 뚜렷해 

순간순간 자신의 마음과 몸, 그리고 주변 환경의 미묘한 

상태 변화를 체 으로 잘 알아차리고, 분열되지 않는 

강력한 하나의 제 정신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특별한 통

제(갈등) 없이 자신의 의지 로 쉽게 마음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들은 부분의 주의가 실제 세계가 존재하는 

외부 인지공간으로 향하기 때문에 자유롭고 평온한 가운

데 끊임없이 변화하며 살아있는 실제 세계와 항상 온 마

음으로 함께 하고, 있는 그 로 보고 받아들이고 기억하

며, 변화에 쉽게 응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감각 

자극에 주의나 마음(의식)이 얽매이지 않아 인지 시동체

가 새로운 감각 자극으로 자유롭게 이동하여 그들을 보

고 그들 사이의 계성을 찾아 연결하여 지식을 형성하

게 되므로 세계를 빠르게 체 으로 조망하고 체의 

본 모습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외  사고 활동

과 그를 통해 형성된 지식이나 깨달음은 다시 마음을 자

유롭고 평온하게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한편, 이들은 상 으로 내  주의가 약해 주의집

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인지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몰

입  인지 활동이 약하다. 이들은 기억에 오래 집 하지 

못하여 기억 사이의 계성을 찾기 한 사고 활동도 용

이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내  인지활동을 통해 주로 이

루어지는 언어  학습, 조작, 상상 등과 같은 인지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고 결국 이런 인지활동을 선호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어 그들의 마음은 결국 평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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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ttention distribution and energy 
activation in the first mind 

이 단계에서 보여주는 가장 극단 인 마음은 내부 인

지공간이 몹시 작아 부분의 주의가 외부 인지공간으로 

향하여 오직 외부의 사물들만 바라보고 상 으로 내  

주의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내부 인지공간에서 자극을 

감각할 수도 없어 내  사고가 거의 불가능한 어린아이

의 마음에 해당될 것이다. 앞에서 사라지면 그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2세 이 의 어린아이의 

경우가 그 다[30]. 그 아이에게는 내  표상형성도 상

속성도 나타나지 않는다. 어린 아이일수록 마음이 깨

끗하고 단순하며 자유롭고 평안한 이유이다. 그러나 이 

상태의 마음을 인간 본래의 처음 마음으로 보기는 어렵

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마음이란 내  표상이 형성되어 

내  사고가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성인(약 18세)

이 될 때까지 인지 공간이 첫 단계 수  이내로 성장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 단계의 마음의 특징들은 역사 으로 다양한 분야

에서 추구해온 인간의 최고의 마음상태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철학자 니체는 실을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

로 보는 풍요로운 마음(mindfulness)을 최고의 마음상태

로 보고, 헤겔과 엘  랑어는 단편  세계 에서 체

으로 보는 마음을 강조한다[24]. 조(觀照)와  마음 챙김 

한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 종교에서 

궁극 으로 추구하는 마음에 해당한다. 망상이 없이 

재에 머물면서 있는 그 로 보는 진여의 마음

[19][23][28], 오직 진리만을 구하거나 깨닫거나 믿어 자

유롭게 되는 진리  마음, 공(空)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부처의 마음, 수의 마음, 가난한 마음, 복된 마음, 구원

된 마음, 안식(安息)이나 ‘내려놓음’ 등의 마음상태가 이 

단계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3단계: 내부 인지공간으로 주의가 쏠린 경우

이 단계는 내부 인지 공간의 크기가 세 단계  가장 

큰 경우로, 자극에 한 감각 반응  기억, 그리고 내  

주의집   내  사고 활동이 몹시 강해진다. 이 단계에 

속한 사람은 극단 으로 강해진 주의집 과 기억으로 감

각 자극에 오래 얽매이게 되고 본능  욕구가 강하게 활

성화되어 내부 인지 공간에서 집 으로 사고하여 인지

공간을 강하게 활성화시킨다. 여기서 인지 시동체가 감

각 자극에 강하게 얽매이는 인지 상은 ‘구속(拘束)’ 

는 ‘집착(執着)’의 마음(의식)으로 정의되고, 집착으로 인

지 시동체가 내부 인지 공간에서 집 으로 감각하고 

사고하는 강한 내  인지활동으로 내부 인지 공간이 강

하게 활성화된 상태를 ‘번뇌(燔腦)’로 정의한다(주로 부

정  마음을 지칭하는 불교의 번뇌(煩惱)와 다름). 즉, 집

착이란 감각 자극에 주의가 강하게 끌려 감각 , 지  호

기심을 지닌 인지 시동체가 그 자극에 오래 묶여 자유롭

지 상태를 말하고, 번뇌는 인지 공간을 강하게 활성화시

키는 평온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내부 인지 공

간이 이 수 으로 진화한 사람은 감각 자극에 몹시 집착

하고 분열되며 번뇌하는 마음의 특성을 보인다(그림 4). 

이 단계에 속한 사람들  감각이 극단 으로 민한 

사람들은 오히려 감각을 회피하려는 행동을 하는 수가 

있다. 보통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범 의 자극까

지도 감지하게 되어 조 만 방심하면 수많은 자극들에 

주의가 이리 리 끌려 다니느라 매우 지치고 분주해진

다. 이런 사람들은 주의와 인지 시동체가 여러 개로 분열

되기 때문에, 마음 의식 한 다수로 분열되고 빈약해져 

순간순간 자신의 마음과 몸, 그리고 주변 환경의 미묘한 

변화 상태를 체 으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수의 ‘나’

가 난립하여 극단 으로 서로 립하고 갈등하는 혼란 

상태가 되어 하나 된 마음으로 자신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없는 통제 불능의 상태, 즉 진정한 주인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컨 , 정신분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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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ttention distribution and energy 
activation in the last mind  

한 이 단계의 사람은 기억에 강하게 얽매여 실과 

상상을 혼돈할 정도로 과거와 미래에 한 자신의 기억 

속을 헤맨다. 강한 기억은 외부 인지활동에 부정 인 

향을 미쳐 자신의 머릿속 기억과 동일한 상황을 고집하

게 하며, 새로운 주변 사물이나 상황으로 주의가 확장되

어 체성에 이르는 것을 방해한다(극단  동일성, 고착

성, 부분성). 

이들은 집 인 내  인지활동으로 지  수 이 높

을수록 더 많은 지식을 형성하려는 지  욕구가 더 강하

여 인지 공간의 제한 인 감각 자극과 지식을 변경하거

나 조작하여 새로운 감각 자극과 지식을 창조한다. 따라

서 지  능력이 더 높을수록 높은 수 의 창의  사고활

동에 ( , 소설, 기하학, 수학, 음악, 미술, 스포츠, 발명, 

만들기 등)에 극단 으로 더욱 집착 할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살아 있는 외부의 실제 세계와 

함께 하면서 그것을 있는 그 로 받아들이기보다, 그것

을 왜곡하거나 조작 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한편 이들은 지나치게 은 외  주의로 인해 외부세

계와의 소통(상호작용  의사소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외부 세계를 체 으로 보지 못하고 특정 사물만을 제

한 으로 보거나 사물의 극히 일부분에 집착하게 된다. 

따라서 외부 세계에 해 무지가 발생하고 변화에 한 

응력과 응력이 부족하고 이로부터 도피하여 자신만

의 세계(내부 인지공간)에 강하게 집착하게 된다. 

이런 마음의 특징들은 외부와 소통하기 어렵고 부분

에 집착하고 소한 분야에 심을 보이는 증 자폐스

펙트럼장애(severe autistic spectrum disorder)[1]를 지

닌 사람들의 특징과 유사하다. 그들은 상황보다 특정 사

물에 한 조각 정보를 받아들이며, 숲을 보지 못하고 나

무만 보는 부분집 을 하는 인지  특징을 보인다[16]. 

인지 메커니즘에 따르면, 자폐장애를 지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지  능력이 높으면 수  높은 창의성을 보이

고 형 인 고  자폐증상들(의사소통결함, 상호작용

결함, 반복  행동  제한  심 등)을 거의 보이지 않

거나 매우 약해 정상 으로 보일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

도 토마스 제퍼슨, 드골, 아인슈타인, 칸트, 조지 오웰, 베

토벤, 모차르트, 미 란젤로 등 역사 으로 한 사람

( 재)들 에는 자폐성 때문에 뛰어난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한 사람들이 많다[13][14][15]. 

2단계: 간 단계 

이 단계는 내부 인지 공간의 크기가 세 단계  간 

단계로, 1단계보다는 더 진화하고 3단계보다는 덜 진화

한 상태이다. 이 단계에 속한 사람은 1단계에 속한 사람

보다 감각 자극에 주의가 더 강하게 끌려 감각반응이 더 

강해지고 그 기억도 더 강하다. 강해진 주의집 과 기억

으로 인해 인지 시동체의 마음(의식)도 그 감각 자극에 

오래 얽매이게 되고 본능  욕구가 더 강하게 활성화된

다. 따라서 이들은 감각 자극에 집착하고 번뇌하고, 다양

한 이들은 환경의 자극에 주의는 더 얽매이고 분할되며 

마음은 더 강하게 출 이고 분주해지며 인지 시동체(‘나’)

의 욕구가 더 강하게 활성화됨에 따라 인지 공간의 기체

의 활성화 정도도 더 강해진다(그림 5). 그러나 3단계에

서와는 달리 이 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

지만 아직 진정한 ‘나’가 비교  강해서 다수의 분열된 

‘나’들의 갈등을 통제할 수 있다. 

이 단계에 속한 사람은 1단계보다 더 많은 주의가 내

부 인지공간으로 향하게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 인지 공간의 실제 세계로부터  멀어져 가고, 외

부 세계를 있는 그 로 보고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진리

성이 약해지며 변화에 한 응이나 응력도  느

려져 변화를 싫어하고 동일성을 더 고집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감각 자극에 주의나 마음(의식)이 더 강하게 얽매

이게 되어 감각 , 지  호기심을 지닌 인지 시동체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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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감각 자극으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세계를 빠르게 체 으로 조망하지 못하고 그에 

한 지식의 확장도 느려져 체의 본 모습을 깨닫는 것

이 어렵게 된다. 

[Fig. 5] Attention distribution and energy 
activation in the middle mind   

반면, 이들은 상 으로 강한 내  주의집 으로 인

지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내  사고 활동이 더 활발해 

지식 형성을 한 사고 활동이 더 용이해진다. 이런 이유

로 내  사고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는 언어  학습, 조작, 

상상 등과 같은 인지활동을 수행이 용이해져 외부세계의 

실제 감각 자극을 언어로 표 하고 조작 는 왜곡하거

나, 새로운 자극이나 지식을 만드는 창의 이고 비진리

 번뇌를 하게 한다. 따라서 이들은 집착과 번뇌가 증가

하여 자유롭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이 단계의 마음의 특징은 체성과 극단  부분성의 

간 모습, 자유롭고 열린 마음과 극단 으로 집착하고 

폐쇄된 마음의 간 상태, 그리고 평온과 극단  번뇌의 

간 모습을 보여 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형성되는 마

음은 첫 마음이나 끝 마음에 비해 정체가 모호하여 속기 

쉬울 수 있다. 그러나 일단 1단계의 마음을 벗어나 자폐

 마음의 극단을 향해 진화해가는 도 의 마음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인지 시동체의 지  수 이 더 높을수록 

높은 지  능력으로 자폐 수 을 더 완화시킬 수 있기 때

문에[32][35] 이 단계의 많은 사람들이 외견상으로는 1단

계에 속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선천 으로 1단계 마

음과 3단계 마음을 지닌 사람이 소수라고 볼 때 다수가 

2단계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및 논의

이 논문은 인간의 심층 이고 다양한 마음들이 형성

되어 나오는 인지 근원지의 구성요소인 인지 시동체와 

기체 인지 공간의 진화에 따른 마음의 진화를 기술했다. 

인간의 마음은 크게 3단계를 거쳐 변화할 수 있다. 첫 마

음은 인간의 두뇌의 인지 근원지의 기체공간의 크기가 1

단계로 가장 작은 단계일 때 형성되는 마음으로, 자유와 

평온, 진리성, 재성, 풍요성, 융통성, 응성, 체성, 깨

달음( 체 세계의 본질을 앎) 등이 특징이다. 간 마음

과 끝 마음은 기체 공간이 1단계를 넘어 각각 2, 3단계로 

진화했을 때 형성되는 마음으로, 정도는 다르지만 집착

과 번뇌, 비진리성(조작성, 왜곡성, 창조성), 비 재성(과

거와 미래), 빈곤성, 부분성, 체 세계의 속성에 한 무

지 등의 특징을 지닌 자폐  마음의 특징을 보인다. 따라

서 인간의 마음은 첫 마음에서 출발하여 간 마음을 거

쳐, 외부 실제 세계에 해 극단 으로 무지하지만 극단

 내  사고를 통해 집착  창의성을 보일 수 있는 극단

 자폐장애의 끝 마음까지 변화할 수 있으며 그 원인은 

두뇌 인지 근원지의 기체 공간의 진화 때문이다.

인지공간의 크기에 의한 분류와 더불어 인지 시동체

의 3단계를 고려해 볼 때, 크게 아홉 가지 부류의 마음을 

지닌 사람들로 구별할 수 있다(2단계와 3단계에서 소리

공간과 빛 공간 두 개의 인지 공간 크기의 서로 다른 상

태까지는 고려하지 않음). 먼  1단계 인지공간의 첫 마

음 가진 사람들은 인지 시동체의 호기심과 능력의 수

에 따라 다시 1, 2, 3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은  호기

심과 능력의 수 이 각각 1, 2, 3단계로 서로 다른 사람들

이다(그림 6). 

이들은 공통 으로 외부의 실제 세계와 거의 항상 함

께 하고, 외부 실이나 자신의 내부 마음에 크게 집착하

지 않고 자유롭고 평안한 마음으로 평범한 일상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들  인지 시동체가 1단계

인지 시은 주로 상의 피상  지식에, 2단계인 사람은 

상의 심층  지식에, 그리고 3단계인 사람은 다양한 물

질 상들의 근원지에 더 호기심을 보이고 그 지식을 형

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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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tages of the mind origin for the first 
mind group

[Fig. 7] Stages of the mind origin for the middle
mind group

두 번째 세 부류는 간 마음을 지니고 인지 시동체의 

지  호기심과 능력이 1, 2, 3단계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림 7). 이들은 모두 공통 으로 반부와 후반부에 

따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외  사고 우  는 내  사

고 우 를 보이기 때문에 일부의 외부 실제 세계 는 내

부 인지 공간 안의 비 실 인 세계에  더 강하게 집

착할 수 있다. 이들은 사회 으로 극단 인 문제(살인, 

폭력, 도)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비교  시야가 넓어 

지  능력이 더 높을수록 사회  수 에서 극 인 활

동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 으로 가장 속기 쉬운 

부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인지 시동체가 1단계인 사

람은 지  호기심이 주로 피상 인 세계에 집착하게 되

는데 사물의 감각(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이

나 소유, 지식 형성에 집착하거나 ‘ 실  창조(정치, 경

제, 발명, 개발)’  ‘비 실  창조(소설, 화, 수학, 음

악, 미술, 스포츠)’에 집착하고 번뇌하여 화려한 업 을 

이  사회 으로 성공할 수 있다. 립과 경쟁을 통해 부, 

권력, 명 를 성취하는 집요하고, 자기 심 이며 자기 

확신이 강한 입신양명의 출세 지향 인 부분의 정치인, 

재벌, 술인, 학자, 종교인 등이 이에 속할 수 있다.

인지 시동체가 2단계인 간마음의 사람은 심층  지

 호기심으로 인간을 포함한 자연 만물의 심층  구조

에 강하게 집착하여 그 구조와 원리를 스스로 발견(과학)

하거나 그에 한 이론나 그에(철학)을 형성할 것이다. 

역사 으로 제한  사물이나 상만을 탐구하여 고도의 

지  발 을 이룬 부분의 유명한 인문  자연 분야의 

과학자  철학자들이 이 단계에 속할 것이다. 인지 시동

체가 3단계에 이면 세계의 근원  상호 계성에 한 호

기심으로 집착과 번뇌를 통해 그에 한 이론  지식(철

학, 종교)을 형성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의 끝마음을 지니고 지  호기심과 

능력의 수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다(그림 8). 이들은 모

두 두뇌의 내부 인지공간에서 자신만의 세계와 부분의 

시간을 함께 하기 때문에 자유롭고 평안한 마음으로부터 

동떨어져 있어 늘 불행한 마음을 지니고 평범한 일상  

삶을 살 수 없다. 인지 시동체가 1단계인 사람은 지  호

기심이 주로 피상 인 상계만 머무르게 되는데 제한

인 특정 사물이나 상에 한 극단 인 감각이나 소유 

욕구를 보이거나 비 실 이고 공상 인 창작활동에 몰

두할 수 있다. 외부와 상호작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자신

의 세계에만 갇  지내는 심한 정신분열증이나 자폐증환

자들이 여기에 속할 수 있다. 

한편 인지 시동체가 2단계인 사람은 앞서 언 한 로 

피상 인 상계를 심층  구조를 통해 이해하려는 심층

 지  호기심으로 과학이나 철학  지식을 형성하지만 

그 범 가 극히 제한 이고 부분 이다. 사회  상호작

용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속 이고 고립

된 내 인 사고 활동(교리공부, 명상동안)을 통해 깨달음

을 얻고 그 내용에 집착하여 학 이고 미신 이며 일

방 이고 평범하지 않는 이상한 방식으로 교화하고 훈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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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종교  사회 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종교지도

자들이 이에 속할 수 있다. 인지 시동체가 3단계인 사람

은 다양한 자연 만물과 인간의 마음 상들을 그 상들

이 생겨 나오는 근원지를 통해 이해하려는 지 호기심에 

극단 으로 집착하여 그에 한 이론  지식(철학 는 

종교)을 형성할 것이다. 

[Fig. 8] Stages of the mind origin for the last 
         mind group 

 오늘날 인류의 지나친 문명의 발달과  더 악화되

고 있는 인간 사회와 자연의 병폐들은 모두 첫마음으로

부터 멀어져가는 간 마음과 끝 마음의 자폐  마음에

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세계 체를 있는 그

로 보고 그 참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감각 , 지  집착

으로 물질과 지식을 더 많이 감각하고 소유하기 해 지

나치게 새로운 자극과 지식을 발견하고 창조하여 지나치

게 문명을 발 시키며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괴하고 

있으며 그런 환경은 다시 인간의 정신  육체  건강을 

괴하는 악순환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사실 자폐장애는 오늘날 가장 격하게 증가하고 있

는 장애유형에 속한다[43].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폐스펙

트럼장애 유병률이 한국의 경우 2.64%로 미국, 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두 배가 넘는 수치로 나타나기도 했다

[20]. 언어  학습활동과 창의성과 상상력 등 내  사고

활동을 지나치게 경쟁 으로 고무하고 있는 사회에

서 사람들은 더 많이 생각해내고 학습하고 노동한다. 피

상  상에 한 집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욕, 권력욕,

명 욕뿐만 아니라 속한 지식과 문명의 창조로 이어지

는 지  집착성을 탓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화려한 지

업 을 남기는 것이 오히려 미덕으로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번뇌의 인지 활동은  실제 세계의 

체성과 진리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망각하게 하

여, 자유와 평온으로부터  더 멀어져 더 불행해지도

록 만든다. 뿐만 아니라 이는 내부 인지공간의 성장을 

한 진화  압력으로 작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신  장애를 앓게 되고 기존의 장애가 더 심화될 것이

다[34]. 그로 인해 사회 으로는 반목과 립과 경쟁이 

심화되고 폭력, 자살, 살인 등 사회 질서 유지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더 증가하게 되며, 지나친 물질 문명추구

와 지나친 정신 문명 추구의 양극화로 이어져 사회  갈

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5. 제언

인간은 시간과 장소를 월하여 오직 본연의 처음 마

음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처음 마음

은 감각  지  활동에 있어 집착과 번뇌가 없는 자유롭

고 평온한 마음이며, 세계를 체 이고 있는 그 로 보

고 그 참 모습을 깨닫는 지혜로운 마음이다. 인간이 처음 

마음으로 산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자연의 건강

을 해롭게 하는 일은 없어 모두가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간의 본연의 마음으로의 치유  삶

의 필요성은 주의통제, 진리성, 체성 등과 같은 교육  

효율성 차원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회 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우울증, 자살, 폭력 등과 같은 정서 순화의 교

육  측면에서도 극 으로 강조 될 필요가 있다. 인지 

메커니즘에 따라 주의 통제(注意 統制)를 통해 처음 마음

을 회복할 수 있는 두 가지 구체 인 방법을 제안한다. 

하나는 ‘감각자극 차단법’으로서 인지 시동체가 환경(감

각자극)을 만났을 때 감각 , 지  욕구본능이 활성화되

는데,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상에만 집 하여 기타

의 감각자극을 차단함으로써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방법

이다.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상에만 주의 집 하여 

흐트러진 주의와 마음(의식)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다

양한 형태의 감각 차단법이 존재할 수 있는데 종교계의 

기도나 명상 등이 표 인 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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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메커니즘에 따르면 외부의  실제 세계를 있는 그 로 

체 으로 보는 명상이나 기도가 이로우므로 외부의 특

정 사물이나 내면에 집 하는 방식은 제한 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다른 한 방법은 ‘욕구본능 차단법’으로 감각 , 지  

욕구본능을 가진 인지 시동체 자체의 활성화를 막는 방

법이다. 이는 특정 지식( 계로 연결된 자극)을 배워 그

것을 사실이라고 믿거나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이 방법은 주의분산이나 마음의식의 분산이 아  

없고 인지공간의 활성화도 일어나지 않아 마음이 스스로 

평온을 유지하는 원리이다. 감각 자극 차단법이 자극을 

차단하여 인지 시동체가 감각 , 지  욕구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물리 으로 환경을 통제하는 감각 수 의 방법

인 반면, 욕구본능 차단법은 자극뿐만이 아니라 그 자극

들의 계성(진리)을 포함한 지식을 믿거나 깨달음으로

써 더 이상의 욕구본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지  수

의 방법이다. 믿음과 깨달음의 상이 되는 지식의 진

여부는 상 없이, 그 지식으로 인해 마음이 평온해진

다면 효과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믿음

과 신앙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컨데 어떤 사람은 신의 

존재와  자신과의 계를 믿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

고, 어떤 사람은 공(空)과 인간과의 계를 깨달음으로써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당산 나

무를 신성시한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다. 즉 믿음이나 깨달음은 집착을 없애주어 마음을 자

유롭고 평온하게 해 다. 

한편 욕구본능 차단법의 믿음과 깨달음을 해서는 

다양한 자극들을 차단하고 하나의 진리에만 집 해야  

한다는 에서 이 방법에는 감각자극 차단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인지 메커니즘에 따르면, 집 차단법이지속

인 내  사고를 통한 믿음과 깨달음은 지양되어야 한

다. 따라서 사람의 말이나 책을 통해 지식을 얻고 기억하

고 오직 그 지식에만 주의와 마음의식을 두어야 하는 내

 사고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믿음이나 내  기도나 

명상을 통해 깨달음( , 화두법)을 추구하는 종교  방식

은 이롭지 못하다. 믿음은 사람의 말이나 책을 통해 지식

을 얻고 기억하고 오직 그 지식에만 주의와 마음의식을 

두어야 하는 내  인지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화두법 

등과 같은 깨달음의 방법 한 그 다. 그러므로 외부의 

실제 세계를 있는 그 로 그리고 체 으로 보는 기도

나 명상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더 심오한 진리를 깨달

아야 한다. 

이 두 방법을 실천하기 한 실 인 방안은 자연

인 환경 속에서의 단순한 삶( , 농  사회)이 최선으로 

보인다. 자연은 볼 것과 들을 것과 맛보고 냄새 맡고 몸

으로 느낄 수 있는 인간을 포함한 살아 있는 다양한 자연

 자극 형상들과 그들 사이의 계성(진리)으로 가득한 

생명의 세계이자 살아 있는 진리의 세계이다. 한 조용

하고 낮은 수 의 자극 강도가 유지되어 자극 차단이나 

깨달음을 한 특별한 행 를 할 필요가 없이 그  자연

을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참 모습을 알 수 있어 

자연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최고의 명상(자연 명상)이자 

깨달음으로 가는 최고의 길이라 할 수 있다. 

자연은 마음의 평온을 한 삶의 환경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인간의 몸은 마음과 서로 연결되어 있어 몸이 건강

하지 못하면 마음도 평온할 수 없고, 마음이 평온하지 못

하면 한 몸도 건강할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의 몸은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25]. 자연은 인간의 육체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시고 호흡할 것들

이 풍성하게 끝없이 샘솟는 살아 있는 거 한 생명체이

다. 자연 안에서의 삶은 깨끗한 물, 공기, 먹거리 등을 공

받을 수 있어 육체  건강을 유지하게 해 다. 자연  

삶은 한 정신  노동보다 육체  노동을 더 요구한다. 

육체  노동은 간 마음과 끝 마음을 지닌 사람들에게 

번뇌를 없애주고 온 마음으로 순간순간 외부 세계에 주

의를 기울이게 하기 때문에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생활

명상이나 기도이다. 즉 생명의 자연은 인간의 정신 , 육

체  건강에 필수 이며 첫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

한 길이다. 그러므로 개인 으로 자유롭고 평온한 마음을 

회복하기 해서는 란하고 시끄러운 자극들로 가득하

고 복잡한 도시 문명 심 사회를 벗어나 조용하고 한

한 자연 인 삶의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명 심 인 삶의 환경은 육체  건강에 필수 조건

인 공기와 물, 먹거리가 오염될 뿐만 아니라 인지 공간이 

1단계에 머물러 있어 스스로 처음 마음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의도 인 집착과 번뇌를 하도록 만든다. 그

런 환경에서는 문명을 끝없이 발 시켜나가야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명창조를 해 의식 으로 계

속 집착하고 번뇌해야 한다. 마음이 환경과 서로 상호작

용하면서 변화한다는 에서 볼 때, 생존을 한 지나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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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고(집착과 번뇌)를 하게 만드는 문명 심  삶의 

환경이 곧 인지 공간의 지나친 진화를 통해 처음 인간의 

본연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궁극 인 원인이라

고 볼 수 있다. 즉, 문명 심 사회의 지나친 내  인지 

활동이 인지 공간의 진화를 낳고 그 진화로 인해 인간은 

문명 창조에 더 집착하게 된다. 

인간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해 필요한 수 의 물질 , 비물질  문명이 필요할 뿐이

다. 지나치게 문명 심 인 사회  가치는 새로운 창조

를 한 내  사고를 심화시켜 인간을 더욱 불행하게 만

들고 사회  갈등과 충돌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은 속히 괴되고 기후도 변하게 되어 마침내 

인류의 행복뿐만 아니라 존립 자체의 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 늦기 에 자원을 낭비하고 인간의 마음을 혹하

여 집착하고 번뇌하게 하는 지나친 고도의 화려한 인류 

문명을 재조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몸과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자연 심  문명사회를 조

성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지도력의 출 이 시 히 요

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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