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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인간의 존재론적 가치 및 인간의 본성을 추구하는 심리학은 정신분석과 행동주의 심리학을 거쳐 인본주의
심리학으로 전개된 20세기였다. 금세기 후반에 와서 이런 바탕 위에 자아초월 심리학(transpersonal psychology)이 제4의 힘으로 인간의 본질을 추구하는 심리학으로 대두되었다.
자아초월 심리학 및 자아초월 정신치료자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개념은 인성 가운데 영성(spirituality)을
인정하고 인격발달과 더불어 영성의 개발을 주장하는 학자들로 자아 통합에서 더 나아가 자아를 벗어난 경
지를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이론 및 치료자들 중 한사람인 Wilber는 인성 및 인간성 속에 있는 영성을 개발하여 삼라만상에
골고루 내재(immanent)한 신성(deity)을 감지하는 것이 인격 발달의 궁극적 목표라고 주장하면서 자아 초
월적 과정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동양의 선불교 개념 중에 곽암선사가 전해준 심우도와 이를 해설해 놓은 심우송이 있는
데 이는 잃어버린 소를 찾아 나서는 한 인간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그 내용은 잃어버린 인간의 본성을 찾
아내려는 심리학자들의 자세와 은유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으며 Wilber가 말한 의식의 기본구조의 발달과정
과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바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심우송의 은유적 의미를 의식의 기본구조와 상호
비교 검토하였으며 서양의 과학적 추구로 이루어진 인격 발달과 영성개발의 이론적 근거가 동양의 고전적
지혜 가운데 내재해 있었음을 고찰해 보고저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연구재료는 심우송에 관한 것은 성림의 나를 찾는 법문과 심우도 그리고 이희익의 심우도, 깨달음에 이르
는 열 가지 시리즈 및 Suzuki의 선불교편람(Manual of Zen Buddhism)을 중심으로 하였고 의식의 기본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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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것은 Wilber의 발생학적 발달(Ontogenic development)：두 가지 기본양상(Two fundamental patterns)과
발달의 스펙트럼(The Spectrum of development)을 참고로 택하였다. 방법은 이들 논문을 가지고 문헌중심으
로 상호비교 검토하는 문헌해석학적 방법을 택하였다.

결 과：
심우송의 열 가지 구절과 의식의 기본구조들의 각 발달단계를 상호 비교 검토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절, 소를 찾아 나서는 심우의 노래는 생리적 감각수준의 의식에 해당되고, 둘째 구절, 소발자국을
찾은 견적의 노래는 공상적 감정수준의 의식, 셋째 구절, 소를 찾아낸 견우의 노래는 표상적 수준의 의식, 넷
째 구절, 소를 붙잡은 득우의 노래는 규칙 역할 수준의 의식, 다섯번째 구절, 소를 길들이는 목우의 노래는
형식적 성찰수준의 의식, 여섯번째 소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기우귀가의 노래는 논리적 통찰수준의 의식, 일
곱번째 소는 잊어버리고 소 찾는 사람만 남은 망우존인의 노래는 영적·현묘한 수준의 의식, 여덟번째, 사람
과 소 모두 없어진 인우구망의 노래는 근원적 수준의 의식, 그리고 아홉번째, 본연으로 돌아온 반본환원의
노래는 궁극적 수준의 의식에 해당되며 이 내용은 열번째 저자에 들어가 도움의 손길을 펴는 입전수수의 노
래와 연결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결 론：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보아 심우송의 각 구절은 인간 본성 중에 영성을 인정하는 자아 초월 심리학이 추구
하는 의식의 발달과정과 은유적으로 상호 연관성이 있음을 고찰하였다. 정신치료자 뿐만 아니라 인성개발과
관련되는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앞으로 인간의 본성이나 정신병리현상을 연구할 때 그 대상관계를 생물
정신 사회적 모형에서부터 자아 초월적 차원을 더한 생물정신 사회적 및 영적 모형(Biopsychosocial-spiritual model)에서 추구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결론짓는 바이다.

중심 단어：자아초월 심리학·자아초월 정신치료자·영성·심우송·생물정신사회적-영적모형.

서

론

이 말한 정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아초월 심리학은 최적의 심리적 건강과 행복을 추

자아초월 심리학(Transpersonal psychology)은 정

구하는데 관심을 두고 이 관심의 중심점은 의식에다 역

신분석(Psychoanalysis)과 행동주의(Behaviorism) 및

점을 둔다. 정신치료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자아초월적

인본주의 심리학(Humanitarian psychology)에 뒤이

정신치료는 전통적인 정신치료 영역과 테크닉을 포함

어 서구 심리학의 제4의 추세로 대두하게 되었다고 Su-

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자아초월 치료가 적

tich,1) Walsh와 Vaughan2) 및 Wilber3) 등이 이미 십

절한 경우에 이르면 이들 전통적인 영역과 테크닉이 추

수년 전부터 언급한 바 있다. 자아초월 심리학 및 자아

구하는 건강상태를 뛰어넘는 수준의 성장과 자각을 추

초월 정신치료(Transpersonal psychotherapy)를 새

구하는 데다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런 목표수행 과정에

로운 심리학의 힘이라고 언급한데는 그 나름대로의 근

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서 이 자아초월

거가 있다. 즉 정신분석이나 행동주의 학파 및 인본주

심리학의 추구대상은 이러한 변화된 의식세계에 대한

의 학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인간의식세계

내용이라고 했다. 또 Sutich5)는 그 내용을 두고 자기실

에 대한 영적(Spiritual)영역을 추구한바 이 영역을 두

현(self actualization), 변화된 의식상태(altered state

고 영적이라는 용어 대신에 자아초월(Transpersonal)

of consciousness), 절정경험(peak experience), 자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높은 수준의 영적 혹은 자

아의 초월, 우주적 일치(cosmic unity), 명상이나 다른

아 초월적 관심은 개인상호간의 발전을 조성해 준다고

어떤 방법에 의한 의식변화 경험들, 및 이들을 위한 테

했다.

크닉 등을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보았다. 그래서 이 자

이 자아초월 심리학과 자아초월 정신치료에 대한 정
4)

의는 다양하게 표현되었지만 그중 Walsh와 Vaughan

아초월 심리학은 동양적 지혜와 서양의 합리주의적 사
고를 상호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6)7)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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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relation between Wilber’s basic structures of
consciousness and Maslow’s self-needs. Quated from the Journal of Transpersonal Psychology, 1981. Vol 13(1), p48
Basic Structures of Consciousness

Self-Needs

Sensory-physical mind
Phantasmic-emotional mind

Physiological

Representational mind

safty

Rule/role mind

belongingness

Formal reflexive mind

self-esteem

Vision-logic mind

self-actualization

Psychic & subtle mind

self-transcendence

Causal mind

self-transcendence

Ultimate mind

self-transcendence

Table 2. Odes to the Cow Seeker(그
그림 1-10)
Stanza 1：Ode of Searching for the cow
Stanza 2：Ode of Finding cow's footprints
Stanza 3：Ode of Seeing the cow
Stanza 4：Ode of Catching the cow
Stanza 5：Ode of Taming the cow
Stanza 6：Ode of Coming home on the cow’s back
Stanza 7：Ode of The cow gone, the cow-seeker reains alone
Stanza 8：Ode of The cow and the cow-seeker disappeared
Stanza 9：Ode of Returning to the source
Stanza 10：Ode of Entering a house in the market with
help-bestowing hands

년경 고려의 태고보우(太古普愚：1301～1382)에게로

이러한 인간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자아초월 심리학

전수됐는데 보우는 석가의 57대 제자가 된다.12) 곽암

은 인간의 욕구, 동기, 적응, 인격발달과정 및 조건화와

은 인간의 본성을 추구하는 과정을 두고 잃어버린 소를

동일시 등을 무의식을 포함시킨 의식이란 차원에서 다

찾아가는 과정에다 비유하여 10장의 그림으로 설명하

루고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가로 Wilber가 있

였는데 이를 두고 십우도(十牛圖) 혹은 심우도라 했으

는데 그는 의식의 기본구조(basic structures of con-

며 여기다가 해설 시를 써놓은 게 심우송이다(표 2).

sciousness)를 제시했다(표 1). 여기서 기본구조라 함

본 논단에서는 심우송과 의식의 기본구조를 소개하

은 인성발달의 시대순에 따른 발생학적 발달(ontoge-

였고 심우송의 은유적인 의미를 의식의 기본구조와 대

netic development)과정상 앞서 있었던 구조가 새로

조해 보았으며 이를 보충 설명하고저 몇 사람의 인성발

운 구조로 바뀌는 이행구조(transition structures)가

달 이론을 참조하였다. 여기서 은유란 용어에 대한 정

아니고 그것이 함입 되거나 중재하여 새로운 구조가 생

신의학적 입장을 설명한 Appel13)의 의견을 인용하고

긴 후에도 그전의 구조가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저 한다. 은유는 그 자체가 체험이기 때문에 사실(Fact)

런 의식의 기본구조를 9가지로 분류했으며 각 3단계씩

의 언어와는 구별될 수도 있겠다. 그러므로 은유는 발

을 전개아적(prepersonal), 개아적(personal), 그리고

견의 언어로서나 앎의 언어로 표현됨으로 합리적인 화

자아 초월적 혹은 초개아적 구조(transpersonal str-

법의 언어에 의해서는 논쟁이 되지 않으며 사고의 최첨

8)

uctures)로 나누었다.

단을 밀고 나감으로 때로는 은유 그 자체가 자아초월적

이와 같은 이론은 인간의 본질을 정신분석학적으로

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입장은 정신분석적 접근법

본 자아주체성의 발달과정에다 영성의 존재를 심도 있

의 본질적인 가치를 부정하거나 그것에 반하는 것이 아

게 더하여 설명하였다고 본다. 이런 범주의 의식세계는

니라 그것은 Freud의 이론에 새로운 관점을 더해 주는

Freud는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취급한 바 있지만 Ma-

데 즉 Freud가 말한 역동적(dynamic), 구조적(struc-

9)

slow 는 이를 두고 Freud가 정신병리로 일방적으로

tural), 적응적(adaptive) 및 지형학적(tophographical)

다룬데 반하여 그렇게 다룬 분량만큼 건강한 심리현상

이라는 용어의 관점을 두고 볼 때 이들은 모두가 은유

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Wilber가 말한 의식발달

적인 구성이며 실제에 대한 설명서라고 풀이했다. 특히

과정과 유사한 입장을 취한 내용이 동양의 선불교 중에

정신분석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는 전이의 특성이 바

는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한가지를 소개하자면 곽암 선

로 은유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우송의

10)11)

사가 말한 심우도와 심우송을 들 수 있다.

곽암(廓

은유적인 의미와 Wilber가 말한 의식의 기본구조를 인

庵：Kwakam) 선사는 송대(1126～1279)에 대수원

간본성의 추구라는 점을 두고 자아 초월적 입장에서 비

정(大隨元淨：Taisuiywanching)의 제자로 선불교중

교 검토해 본 결과 그 내용이 자아초월적 의식발달과정

임제종의 양기파(Yanggi order of Linchi sect)에 속하

과 상호 연결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양의

는데 임제(?～867)는 석가의 38대로 그의 도맥이 1300

선불교 사상 가운데 자아초월 심리학이 말하는 의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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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구조적 개념이 이미 전래되어 있었음을 시사해 주
었다고 보는 바이다.

연구재료 및 방법

Table 3. Correlation between Erikson’s 8 stages of Man
and Maslow’s self-needs
Life cycle

Maslow’s self-needs

Basic trust versus mistrust

Physiological

Autonomy vs shame and doubt Safty
Initiative vs guilt
11)

연구재료는 우선 심우송에 관한 것은 월산 성림 이
쓴 나를 찾는 법문과 심우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희익
(1990)의 심우도, 깨달음에 이르는 열 가지 시리즈 및
10)

Suzuki 의 선불교 편람(Manual of Zen Buddhism)
을 참고로 하였다. 그리고 의식의 기본구조에 관한 것

Industry vs inferiority

Belongingness

Identity vs role confusion
Intimacy vs isolation

Self-esteem

Generativity vs stagnation
Ego-Integrity vs despair

Self-actualization
Self-transcendence

은 Wilber8)가 쓴 발생학적 발달：두 가지 기본양상

Self-transcendence

(Ontogenic development：Two fundamental pat-

Self-transcendence

terns)을 주로 대조하였으며 Wilber, Engler & Brown15)
등이 쓴 의식의 변환(Transformation of conscious-

sion-logic mind), 제7구절 망우존인의 노래는 현묘한

ness)중 Wilber의 발달의 스펙트럼(The spectrum of

영적수준의 마음(Psychic & subtle mind), 제8구절

development)을 참조하였다. 이들 곽암의 심우송과 Wil-

인우구망의 노래는 근원적 수준의 마음(Causal mind),

ber의 의식의 기본구조를 상호 비교해 보고저 Erik-

제9구절 반본환원의 노래는 궁극적 수준의 마음(Ulti-

16)

son 의 인간성장의 8단계(8 stages of Man)(표 3)

mate mind)에 해당되며 제10구절 입전수수의 노래는

15)

와 Maslow의 기본욕구이론 (Theory of Basic Need)

제9구절에 연속된 교화시키는 내용 등이다(표 4 및 그

(표 1)과 Greenspan과 Curry17)가 쓴 Piaget의 인지

림 1-10).

발달이론(Cognitive developmental theory) 및 그 외

고

에도 몇 명의 인성발달론자들의 이론과 연관된 몇 종교

찰

서적의 내용을 토론자료로 삼았다. 방법은 이론적 근거
를 문헌중심으로 상호비교 검토하는 문헌해석학적 방
법18)을 택하였다.

인간의 의식구조나 본성을 논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너무나 방대하여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잡아 나가야할
지 토론에 임하기가 퍽 어려운 논제이다. 그러나 많은

결

과

인성학자들이 인격발달측면에서 이를 규명하려고 시도
한 바 있다. 또 자아초월 심리학자들은 인성 가운데 내

Wilber의 의식의 기본구조를 곽암의 심우송과 상호

재한 영성의 개발을 자아의 성장과정과 함께 연구검토

비교 검토해 본 결과 심우송의 각 단계는 의식의 기본

하였는데 저자들은 이런점을 참조하여 출생 전후부터

구조의 각 단계와 상호 연결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

죽음전후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인간생활사로 보는

었다. 의식의 기본구조를 마음의 일부로 간주하여 각

관점에서 인성개발과정과 구도과정을 상호 비교해 보

단계를 연결해 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4).

고저 하였다. 그리고 Wilber가 말한 의식의 기본구조

즉 제1구절 심우의 노래는 신체적 감각수준의 마음

는 인성가운데 영성의 개발이 진행된다는 전제에서 이

(Sensory-physical mind), 제2구절 견적의 노래는

론전개가 되었다는 점과 심우송은 한 인간이 인성개발

공상적 감정수준의 마음(Phantasmic-emotional mind),

과 더불어 구도과정을 거치는 동안 어느 시점에서 구도

제3구절 견우의 노래는 표상적 수준의 마음(Repres-

자가 자아의 범주를 벗어나게 된다는 점을 두고 자아초

entational mind), 제4구절 득우의 노래는 규칙과 역할

월적 관점이라고 그 범위를 제한해 두는 바이다. 이를

수준의 마음(Rule/role mind), 제5구절 목우의 노래는

뒷받침하고저 Erikson이 말한 자아통합단계와 Maslow

형식적 성찰수준의 마음(Formal-reflexive mind), 제

가 말한 자기실현욕구가 달성되는 과정이 인성발달과

6구절 기우귀가의 노래는 논리적 통찰수준의 마음(Vi-

정상 중요한 목표임을 전제로 삼아 두는데 Wilber는

－ 337 －

Table 4. Correlation between Wilber’s basic structures of consciousness and Kwak-am’s odes to the cow seeker
Wilber’s

Kwak-am’s odes to

Basic structures of consciousness

Odes to cow seeker

Sensory-physical mind

1. Searching for the cow

Phantasmic-emotional mind

2. Finding cow’s footprints

Represontational mind

3. Seeing the cow

Rule/role mind

4. Catching the cow

Formal reflexive mind

5. Taming the cow

Vision-logic mind

6. Coming home on the cow’s back

Psychic & subtle mind

7. The cow gone, the cow-seeker remains alone

Causal mind

8. The cow and the cow-seeker disappeared

Ultimate mind

9. Returning to the source
10. Entering a house in the market with help-bestowing hands

이 단계를 두고 논리적 전망수준(Vision-logic level)
의 의식이라고 표현했다(표 1 및 3). 이와 같이 자아성숙
의 중요성을 두고 자아초월 정신치료의 편저자인 Boorstein 역시 자아를 벗어나려는 수련이 시작되기 앞서
자아기능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언급한 바 있
다.19) 본 논단에서는 서론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심우송
의 각 구절에 따른 은유적 의미에다 Wilber의 의식의
기본구조를 발생학적 단계에 따라 첫 단계부터 차례로
비교 고찰한 후 결론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구절 소를 찾아 나서는 심우(尋牛)의 노래
아득히 욱어진 수풀 헤치고 소 찾아 나서니,
물은 넓고 산은 깊어 갈수록 험하구나.
힘은 다 빠지고 정신은 지쳤는데 소는 찾을 길 없고,
저문 날 단풍숲에서 매미울음 한가로이 들려오네
이 노래는 삶의 진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가는
첫길을 읊은 장면으로 원래의 뜻은 참구(meditation)
의 길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자기 이해를 하려고 의식확장을 시도하는
모든 수련과정의 시작이라고도 하겠다.
지향하는 목표설정은 가까이 인간갈등의 해소로부터

Fig. 1. (and Stanza 1)：Searching for the cow.

정신치료자의 수련, 이상적 자아(ideal ego)추구, 실존
적 인간 가치추구, 삶과 죽음과의 관계 추구, 절정경험

그러므로 심우의 다른 은유적인 의미는 인생길의 시작

및 황홀상태 추구 그리고 자아초월이나 더 나아가서 신

인 곧 한 인간의 출생에다 비유할 수 있겠다.
이는 신생아가 에덴 동산에 비유되는 안락한 모태로

성의 추구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자기 추구 과정은 순서는 바뀌더라도 기본적

부터 출생외상을 받으며 탄생하게 된 후20) 자기가 누

으로 인간의 출생 전후의 상태부터 정리해야 될 것이다.

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머니와 공생관계(symbio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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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를 이루어 어머니 품속에서 생명이 보전되는
시기와 상호 비교해 볼 수 있다.21)
참구의 길을 나선 사람 역시“자기자신이 어디로 가
야 하는가”
라는 의문보다“어디서 왔는가”
라는 명제에
다 먼저 관심을 두는 단계를 설정할 수 있겠다. 이런
인생길의 시작이란 의미를 추적해 보면 이를 최초로 의
식작용이 일어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에덴동산에서 선
악과를 먹은 아담이 나무숲에 몸을 숨기고 있는 경우와도
대조해 볼 수 있는데 이는 곧 자아의 탄생(The birth of
the ego)을 상징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22)
‘자연 속에 숨어버린 소’
에 대한 심상(image)은 잊
어버린 인간의 본성이나 감지하지 못한 자기를 표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찾기 시작한 것은 세상물질
에 대하여 감각을 통한 인지의 시작과 연결되므로 이
시기의 의식은 Piaget17)가 말한 인지발달과정 중 신
생아가 감각과 운동이 시작되는 수준의 인지에 속하
며 생리적인 욕구 충족에 따라 감각기관이 반응하게
되는 이 단계를 두고 Wilber15)는 생리적 감각 수준
의 의식에 해당된다고 했다. 생리적 감각 이면에는
깊은 무의식 속의 영성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추론해
볼 문제가 될 것이다.

제2구절 소발자국을 찾은 견적(見跡)의 노래

Fig. 2. (and Stanza 2)：Finding cow’s footprints.

시냇가 수풀아래 소 발자욱 널렸거늘,
방초를 뒤진들 무엇이 보이랴.

상과의 상호 밀접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므로 보호자 격

아무리 산이 깊고 또 깊은들,

인 어머니가 잘해 주면 어머니가 없어도 있는 것처럼

하늘까지 다다른 숨길이야 어찌 숨길수 있으랴.

안정되는 분리개별화(separation individuation)과정과

이 구절은 참구자(Meditator)가 그의 의식 속에서
지속적으로 떠오르는 문제나 갈등이 들어 나기 시작한
상태를 노래한 것이다. 이는 유아가 생리적인 충족을
하면서 대상관계를 통하여 주위를 감지하기 시작한 시
기와 비교된다. 태어난 인간은 최초로 오관을 통하여
대상을 파악하게 되고 이에 따른 감정이 표현되는데 이
는 유아시절 중 돌봄과 양육방식(caring and nurturing
pattern)에 따라 좋거나 싫은 감정(good and bad
emotion)이 생기게 되는 것과 서로 연결되는 내용이다.
즉 참구자 자신이 걸음마를 시작하기 전후의 유아시절
로 되돌아가서 자기의 발자취를 검토해 보는 과정에 비
유된다고 본다.
이러한 인간의 기초적 감정은 주로 보호해 주는 대

상호 대조해 볼 수 있다21) 이는 참구자도 선배나 서적
의 도움을 받아서 바른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에 비교되
는 내용이다.
소 발자국만으로 소를 추적할 수 있음은 더 나아
가서 하늘까지 다다른 숨길이란 구절이 소발자국과
영적 통로(spiritual path)를 연결해 준 은유적 의미
라고 본다.
그러나 기본적 신뢰감이 형성되는 이 시기는 생체에
너지(bioenergy, lan vita)에 따라 성적기관(sexual
organ)이 자극되고 조절되면서 정신적 표현 능력(mental picturing)이 단순한 심상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단계를 Wilber15)는 공상적 감정적 수준의 의식이라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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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d Stanza 3)：Seeing the cow.

Fig. 4. (and Stanza 4)：Catching the cow.

제3구절 소를 찾아낸 견우(見牛)의 노래

소가 부분적으로 파악되는 이 장면은 의식발달상 상
징(symbol)을 사용하는 단계와 개념(concepts)이 형

꾀꼬리 울음소리 나무가지에서 들리고,

성되는 단계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이 단계를 두고

봄날 산들바람, 버들가지 하늘거리게 하네.

Wiber15)는 표상적 수준의 의식이라 했다. Piaget17)는

이제는 한걸음도 물러설 수 없는 곳에

이 시기를 전조작적 사고를 인지하는 수준이라고 불렀는

한량없는 소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하랴.

데 이 때에 부분적인 자기상(self image)이나 초자아

이 구절은 참구자가 인간의 문제나 갈등을 가진 자기
모습을 부분적으로 파악하는 장면이다. 이는 희비애락
중 사랑과 증오, 공격과 도피, 질서와 무질서, 포용과

(super ego)가 형성되어 자율성이나 주도성이 생긴다.16)

제4구절 소를 붙잡은 득우(得牛)의 노래

무시, 멸시와 존경 및 의존심과 자립심 등, 인간의 양면

온 정신 다모아 소의 코를 꿰었건만

성 감정들이 최초로 떠오르는 시기와 비교된다. 이러한

잘못된 야성, 사나운 버릇, 길들이기 어렵구나

강한 감정들은 어린 시절에 부모와 형제들간의 가족관

어떤때는 언덕위로 끌려올라오다가,

계에서 그 기초가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감지하는 상태

또 다시 안개 깊이 숨어버리네.

라고 본다. 소를 부분적으로 보고 기쁨을 느끼는 장면
은 마음속에 진리추구에 대한 강한 사랑의 감정이 있음
을 감지하게 된 상태로 보는 과정이다. 이러한 강한 사
랑의 감정은 어린이가 자기애(narcissism)에 젖게 되
는 경우와 비교해 볼 수 있다.21)

이 노래는 전체적으로 자기를 파악하여 자아를 찾아
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이를 조절하려는 갈등이
강하게 나타난 구절이다.
오관(five senses)을 통한 여러 가지 지속적인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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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본능적 욕구와 사회적 경쟁심을 강화해 줌으로 막
상 이를 조절하려고 하나 강한 자극과 욕구는 잘 통제
되지 않는 상태라고 본다. 이때 소는 상징적으로 일종
의 자아이상과 대등한 것으로 전문기술이나 기능을 습
득해 나가는 과정과 비교된다. 자아 이상을 추구하면서
물질소유욕, 성욕, 경쟁욕 및 본능적인 욕구를 조절하
려고 하나 그것이 잘 되지 않으므로 때로는 언덕 위나
안개 속으로 헤메이게 된다. 이 노래는 현실적인 인간
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으로 대개의 인간들은
이 단계를 자기의 살아가는 목표로 삼고 자기 능력을
실현하려고 가진 노력을 기울인다고 본다. 이 단계는
생활사(life cycle)를 두고 볼 때 한 사람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기 단계로 단체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역할
을 통하여 규율 지키기 및 목적의식 갖기 등을 익혀 나
가는 시기22)이며 자기의 근면성(industry)을 찾는 시
기16)이다. Piaget17)는 이 시기에 증식과 분배(Multiplication, division), 동등관계나 우열관계(class inclusion and hierachization) 및 구체적 대상관계(concrete objects relation)가 형성되므로 이를 두고 구체
적 조작적 사고가 인지된다고 했다. 이 시기를 두고
Wilber15)는 역할(role)을 배우고 규칙(rule)을 익혀 나
가는 규칙·역할수준의 의식이라고 불렀다. 자아개념이

Fig. 5. (and Stanza 5)：Taming the cow.

확립되는 가운데 선의와 양심이 인지될 시기이다.16)

갈등이 최소한으로 줄어들어 원만성을 발휘하면서 자

제5구절 소를 길들이는 목우(牧牛)의 노래

기의 자아주체성(ego identity) 추구를 통한 원만한 대

잠시도 채찍, 고삐 늦출 수 없는데도

인관계(intimacy) 형성이 잘 진행되어 가는 경우라 하

길안든 서툰걸음 딴길 갈까 두렵구나.

겠다.16)
자유경쟁사회에서는 이런 수준의 사람이 많이 나옴

서로가 어울어져 하나가 되면,

으로 사회적 선행이나 봉사활동이 늘어날 것이며 참구

고삐 잡지 않아도 절로 따르리.
이 노래는 길들여진 소가 딴 길로 가지 못하게 하여
주인의 인도에 잘 따라오는 장면이다. 즉, 본능적 욕구
와 초자아의 관여를 잘 조절하여 이상적인 자아를 다듬
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체계
는 인간인 참구자를 자극하여 이상적 자아 추구가 이기
적으로 되거나 탐욕적으로 되게도 해 준다.
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원만한 일상생활을 하
면서 타 분야의 전문가를 인정하고 수용하여 우호적 관
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고도 본다. 이때는 의식주의
만족정도, 대인관계의 원만성, 사회적 권위나 안정을
위한 노력 등을 잘 이해하고 조절하므로 내적 불만이나

자는 물론 일반 생활인도 이 단계가 되면 책임감과 융
통성을 발휘하여 마음의 여백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영성을 찾아 갈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본
다. 현대적 사회와 가정적 규범은 우리들로 하여금 영
성 추구보다 인성내의 자아추구를 앞세운 학습을 지속
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어느 정도 자아의 힘이
균형을 이룬 후에라야 양심적인 면이 더 크게 부각 될
것이고 이러한 양심적인 면이 두드러질 때 영성을 감지
할 기회가 더 잘 만들어지리라 본다. 그래서 양심을 인
지하려는 자아 이상 추구적 훈습(working through)이
지속될 것이다. Piaget17)는 이 시기를 형식적 조작사고
가 되는 시기의 인지수준으로 평했고 가정적 연혁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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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hypothetico-deductive reasoning)이 생기게 된
다고 했다. 자기감지능력(self sense)에 따라 이러한
경지에서 양심이 평가되므로 이 시기를 두고 그는 양심
적 개별화 시기(conscientious individualistic stage)
라고 했다(Greenspan과 Curry；1989). Wilber15)는
이러한 상태를 두고 의식이 자기반성(self reflexive)
혹은 자기 내관적(self introspective)수준으로 되는 단
계로 연혁적 사고를 하게 되고 다원론 적이면서 공통적
관점(universal view)을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이 시
기를 형식적 성찰수준의 의식이라 불렀다.

제6구절 소타고 집에 돌아오는 기우귀가(騎牛歸家)의
노래
소등에 걸터앉아 내 집 찾아 돌아오니
피리소리 한가한데 저녁노을 붉게 타네
흥에 겨워 손뼉치며 흥얼거리니
한 소식 알이 없이 홀로 즐거우네.
이 구절은 인생의 갈등과 회의를 전반적으로 잘 파악
하여 이런 요소들을 자기 체계 내에다 흡수시켜 극복해
버림으로 본능적 갈등과 자아이상이 모두 자기 체계
(self system)속에서 융화되어 버림으로 자연의 섭리
를 문득 깨달아 즐거움이 저절로 솟아나옴을 표현한 장
면이다. 소를 탄 사람이 붉은 저녁 노을을 보고 흥겨워
하는 장면은 자기 문제를 극복한 달관자가 자연의 섭리
를 깊게 깨달아 붉은 저녁 노을을 보고 영성을 감지할
수 있는 경지라고 본다.
이 단계는 Erikson16)이 설정한 자아통합의 수준에 이
른 상태라고 보며 제5구절인 목우에서는‘길 안든 서툰
걸음 딴길 갈까 두렵구나’라는 구절의 내용으로 봐서
절망감이 내재해 있었다고 보나 이 단계에서는 생산적
이고 긍정적인 인생관이 확립된 후 절망감이 사라져 버
려야 오게 되는 경지라고 본다. 이런 경지는 일찌기
Maslow가 사랑, 우정, 위엄과 자존심 등의 욕구가 무
리 없이 이루어질 때 자기 실현이 달성된다고 했으며
자기실현이 되는 이때 절정 경험을 하게 되면서 초월단
계가 뒤이어 온다고 했다.24) 물론 영성은 출생 때부터
더 나아가서 인간의 시조 때부터 인간성 속에 깃들어
있었다고 보는 관점도 있지만, 이 잠복된 영성은 인간
적 욕구가 잘 통제된 경우나 이에서 벗어났을 경우 즉
마음이 비워지기 시작한 사람일 때 활성을 띄게 될 것

Fig. 6. (and Stanza 6)：Coming home on the cow’s back.

이다.25)
Piaget17)는 이 단계를 두고 변증법적 통합, 창조 및
합성 등이 이루어지는 시기(Dialectical integrative, creative or synthetic stage)로 설명했는데 이때 인간의
고도합성예지가 개발되기 시작하여 진리를 연결하고
이념을 종속시키고 개념을 통합하는 능력이 생기게 된
다고 했다.
즉, 자기가 터득한 정상급의 단일관점(single view)
으로 전체적인 진리를 간파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된
전체 가운데 자기를 인식하게도 된다. Wilber는 이때를
두고 개아적 영역에서는 고도의 통합적인 개인 의식 구
조(highest integrative structure in the personal
realm)에 이른 수준이라고 평했으며 이를 넘어서면 자
아 초월적인 심성 개발이 된다고 했다. 그는 이 시기를
논리적 통찰 수준의 의식이라고 불렀다. 득우, 목우 및
기우귀가에 해당되는 시기는 규칙/역할수준의 마음, 형
식적 성찰수준의 마음 및 논리적 통찰수준의 마음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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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연관된다고 보며 이들 3단계를 두고 개아적 시기라
고 구분 지웠다.15)

제7구절 소는 잊어버리고 소 찾던 사람만 남은 망우
존인(忘牛存人)의 노래
소 타고 내 집에 돌아와 보니
이미 소는 간데 없고 나는 홀로 한가하네.
중천에 해 뜨도록 한잠자고 꿈속에서 잠을 깨니,
채찍 고삐 부질없이 초당 빈 공간에 걸려있네
이 노래는 찾아 헤매었던 소를 찾아서 지금까지 잘
길들여 놓고 보니 그 소란 바로 자기의 본성이며 인간
의 본성이란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의 구절이다.
이상적으로 추구해 온 자아 통합을 초월한 상태란 자
기의 본능과 자아 이상 및 영성추구심 등을 모두 벗어
난 경지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이 장면은 자연 속에
영원히 존재하는 영성을 감지하여 자기 속의 영감(inspiration)을 이 영성과 연결하여 인성가운데 있는 영
성을 터득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은 참구자나 한 인간이 은둔적이거나 참구
적 생활(contemplative or meditative life)을 통하여
도달할 수 있는 최상급에 이른 경지로 자기 체계 가운
데 길러온 직관이 곧 영성과 연결됨을 깨닫게 된 경지
라고 하겠다. 이를 두고 Aurobindo는 계도된 마음(Ill-

Fig. 7. (and Stanza 7)：The cow gone, the cow seeker
remains alone.

uminated mind)이 직관적 마음(Intuitive mind)으로
된 단계라고 했다.15)

이라고 했다. 이마성 인격의 원형은 남아나 여아가 아
26)

이러한 수준을 두고 Walsh와 Vaughan 은 자기 실

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때 진정한 개별화

현이 이루어져서 내관적 민감성(introspective sensi-

(Individuation)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는데 이러한 경

tization)이 개발되면 참구자의 내적 인지의 눈(inner

지에 이르렀을 때를 두고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영적

perceptual eye)이 뜨이게 된다고 했는데 이는 즉 Pl-

자녀(spiritual child of God)가 되는 경지에 들어가게

aton의 영혼의 눈, Sufism의 마음의 눈, 티벳불교의 제

된다고 했다.29) 또 그는 자아를 패배시켜야 자신 속에

3의 눈(Thire eye) 그리고 도교(Taoism)에서 말하는

있는 신성한 힘(numinous power)을 볼 수 있다고 했

도의 눈 등이 뜨이게 된 단계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다.

다.22) 이러한 주장은 다수의 자아초월적 심리학자들이

이 경지에서 초월적 혹은 자아 초월적 관점이 시작되므

받아들인 바로 인성 속에 신성이 내제해 있음을 지적한

로 좁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넓은 우주적 입장으로 의식

것이라고 본다.

이 개발되는데 요가 수련에서는 여섯 번째 차크라(6th
chakra)가 열리게 된다고 했다.27)28)31)

이 노래 중“소는 간데 없고 한잠 자고 꿈속에서 잠
을 깨니 초당 빈 공간에 걸려있는 고삐”
라는 표현은 참

Jung은 사람의 무의식 속에는 집단 무의식이 있고

구자의 마음속에 빈 공간의 틈이 있음을 말해 주는데

집단 무의식의 원형은 초자연적인 힘(extraordinary

이런 상태를 비파사나 명상(vipassana meditation)에

power)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동일시하여 자만에 빠

서는 가성열반(pseudonirvana)을 경험하게 된 경지라

질 위험한 경우를 두고 마성 인격(Mana personalities)

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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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burn과 Stark는 자아가 초월할려면 자아가 밑
바침하고 있는 집착과 고뇌로 인한 환각을 깨달아야 한
다고 했으며 자아로 인한 환각을 떨쳐 버린 의식은 공
(empty) 또는 허(void)로 체험되며 이런 초월된 상태
에서 실재(reality) 또는 신성(divinity) 과의 조화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30)
Wilber는 자아 초월적 관점이 시작 될 때를 의식 가
운데 영성이 드러날 시점(psychic level)으로 보고 이
와 연결된 다음 단계를 현묘한 단계(subtle stage)라고
불렀는데 이들 단계에서 실제적 원형(actual archetype)을 감지하게 되어 계도된 영역의 환희 및 최초의
초월적 통찰(realm of illunination, rapture and initial
transcendental insight)을 경험하여서 인간으로써 도
달한 신의 형상(personal deity form)으로 연결된다고
했다.31) 즉 자아초월이 시작되는 단계는 영적(psychic)수준이라 했고 이 수준과 연결된 초월이 진행된
다음 단계를 두고 공허한 의식가운데 신성을 감지하게
되는 단계를 현묘한 수준의 의식이라고 설명했다.

제8구절 사람과 소 모두 없어진 인우구망(人牛具忘)의
노래
채찍 고삐 소 찾던 이 그리고 소 모두 사라지니,
푸른 하늘 멀고 넓어 한이 없구나.

Fig. 8. (and Stanza 8)：The cow and the cow-seeker
disappeared.

타오르는 불꽃 위에 눈발 어찌 머무리오.
조사의 빈 마음 현묘한 도와 같도다.

현재 생존한 사람 중 투시력(claivoyance), 치유력

이 노래는 소를 찾아 길들이려고 노력한데 쓴 도구

(healing power) 그리고 변환 등이 가능한 존재가 더

심혈을 기울여 노력한 자신, 그리고 길들여진 소 등 모

러 있다고 하지만 실예를 들기는 어렵겠다. 그러나 이

두를 잊어버린다는 것으로 자아 초월이 지속적으로 진

러한 예를 실제로 존재한다고 받아들인다는 전제일 때

행된 단계를 설정한 장면이다.

몇 가지 종교서적에서 이와 유사한 실예를 찾아 상호

자기를 완전히 초월한다면 이는 자연과 일치하게 되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는 경지를 상정하게 되고 이때 자기의 영성은 신성에

Welwood30)는 마음의 탐구(exploring mind)에서

함몰되어 버린 나머지 인간성인 자아는 사라져 버리고

크고 큰마음은 우주적 마음이고 이 마음은 항상 동일하

변환(transformation) 되어 신성의 일부로 존재할 것

고 거기에 만물을 수용시킨다고 했으며 반야심경에 있

이며 생사도 초월한 경지가 될 것이다.

는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Form is

15)

이런 경지를 Wilber 는 근원적 차원의 의식이라 했

emptiness, emptiness itself is form), 공불이색, 색불

고 이차원에서 의식의 무한 확장으로 인간 속의 영성이

이공(空不異色, 色不異空：Emptiness is no other than

우주적 인식(cosmic perception)을 하여 우주적 자기

form, form is no other than emptiness)이라는 구절

(universal self)와 일치하게 된다고 봤는데 이를 궁극

을 영역하면서 그 내용은 마음이 비워진 상태에 천국이

적 자기, 무형의 자기, 혹은 열반(superime self or for-

라는 상징적 실체가 들어차 있는 경지를 은유적으로 표

31)

mless self or nirvana)경지라고 했다.

현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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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에는 빈 마음을 두고 말하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
는 복이 있고 천국은 그의 것이라고 했다.32) 이런 경지
를 상호 비교해 보면서 사람과 소 모두 잊으니 하늘은
한없이 넓다고 표현한 장면을 연상해 볼 수 있다.
텅빈 마음속에 우주적 있음의 현묘한 도란 곧 빈 마
음속에 천국인 열반(Nirvana)이 있음인데 Nirvana란
형태가 없는 비어있는 상태라는 것으로(formless or
void) 비교해 볼 수 있다.
접두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Nir과 탄다는 뜻의
Vana는 소멸(extinction)을 뜻하는데 욕망, 애착관계
및 자아를 모두 소멸시켜 없애 버린 상태가 곧 Nirvana로 자아는 죽어서(ego death) 무로 돌아가 버린
후 우주적 의식이 채워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설
명했다.33)

제9구절 본연으로 돌아온 반본환원(返本還源)의 노래
공들여 놓고 보니 근원으로 돌아왔네
차라리 눈 멀고 귀먹은 이 였다면,
내 집앞의 자연 경치, 내 맘속에 비췄을까
본래부터 물은 절로 흘러가고
꽃은 절로 피었다네
이 노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근원이 있는 것이고

Fig. 9. (and Stanza 9)：Returning to the source.

인과(Causality)를 따르면 누구든지 본연의 상태로 돌
아가게 되어 참구 결과 결국 신성과 영원한 일체를 이

금의 자기임을 알게 된 것과 되돌아와서 찾은 원래의 자

룬다는 내용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은유적 의미가

기의 그 자체(Suchness)란 인간의 원형 속에 이미 있었

내포된 장면이다.

고 이 원형이 곧 우주적 신성이라는 의미를 부여 할 수

지금까지 각 구절을 상호 연결해 보면 참구자의 영성

있겠다. 이는 잠언에 말하기를“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은 자연 및 우주 속의 신성과 합일되는 경지에서 신성

가지셨고 만세전 상고부터 내가 세움을 입어 함께 하셨

으로 되어 항상 자연 속에 존재 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고 기록한 것과 비교해 볼만한 내용이다.32)

참구 결과 초월자가 된 후 다시 본 세상은 소 찾아 떠

Zen에서 one mind라고 한 이 상태는 궁극적 본연의

날 때의 자연 그대로이고 소란 곧 망각해서 방치된 인

상태(Ultimate state)로 참구자의 의식이 재각성해서

성 속의 마성을 지닌 신성임을 인지해서 깨닫게 된 상

원래 존재한 절대령(absotute spirit)인 영원한 있음과

태를 그려 볼 수 있겠다.

합일된 경우를 말한다. 엄밀히 이해하자면 이 상태는

또 출생된 한 인간이 구도의 길을 걸어서 깨닫고 보

초월한 상위 수준에만 존재해 있는 게 아니고 의식발달

니 출생 전에도 자기 자신은 존재 해 있었음을“내 집

의 각 수준마다 그러함(suchness)으로 내재해 있는

앞의 자연 경치, 내 맘속에 비췄을까”
라는 구절 속에서

인간 무의식 속의 본성이라고 해설해 볼 수 있다.6) 이

상호 관계를 은유적으로 연결시켜 볼 수 있다.

를 두고 Wilber15)는 비어있는 그러함(Empty Such-

업보에 따른 설명을 좀 더 하자면 출생이전에 자기가

ness)의 기본바탕이라고 표현(그림 11)했으며 그는

이미 존재해 있었는데 출생하지 않았던들 깨닫을려고

이 궁극적인 초월단계와 더불어, 영적-현묘한, 근원적,

애쓰지 않았을 테고 깨닫고 보니 출생전의 자기가 곧 지

및 궁극적 수준(psychic-subtle, causal, and ul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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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을 합쳐서 자아초월적 단계라고 불렀다. 또 궁극
적 수준을 입전수수의 장면과 대조시켰는데 이는 궁극
적 수준은 곧 사랑을 베푸는 실천적 수준과 연결되어
있음을 뜻한 입장이라 하겠다.“본래부터 물은 절로 흘
러가고 꽃은 절로 피었다네”
라는 마지막 구절은 초월과
정이 진행되어 궁극적 본연의 수준에 도달한 대각의 상
태를 설정한 은유적 의미라고 본다. 노자34)는 마음 비
우기를 극진히 하여 고요함을 지키면 결국 근본으로 되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영원불변의 도라고 말한34) 것
과 비교되는 내용이다.

제10구절 저자에 들어가 도움의 손길을 펴는 입전수
수(入 垂手)의 노래
맨 가슴 벗은 발에 흙먼지 덮어쓰고,
함박웃음 머금고 저자 찾아 들었다네.
신선의 비결, 쓰지 안 해도,
무구(無久)한 그 미소는 고목에 봄꽃 피어나듯
곳곳에다 만화(萬花)를 피워주리라.
이 노래는 깨달은 자의 열반상태가 은둔적 생활이나
변화된 의식인 황홀경에만 젖어 있는 것처럼 전달될 수
도 있는데 이런 상태는 초월자와 세인간에 너무 큰 거
리가 있음을 시사해 주므로 선각자인 초월자의 텅빈 마
음속에는 사랑이 가득차 있음을 세상에다 전해주고저

Fig. 10. (and Stanza 10)：Entering a house in the market with help-bestowing hands.

하는 장면이다.
석가나 예수 그리고 대각된 선각자는 이 세상에서 세
상 사람들의 영성을 깨우쳐 주는 역할을 하게 됨을 잘
대변해 주는 장면이다.
세상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영성이 존재하므로, 비
록 자기 자신은 자기의 영성을 모르고 살더라도 선각자
는 이를 어떻게 지적해야 인식하게 되는 지도 알고 있
다. 즉, 시장 바닥의 막벌이 장사군이나 주정군, 여기에
찾아드는 주부나 신사숙녀 및 어린이들까지 이들에게
는 모두 영성이 있기 때문에 초월자인 자기와도 다를
것이 없는 존재로 인식되므로 언젠가는 이들도 결국 근
원으로 돌아가서 신성 속에 합치될 존재란 것도 그는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감지하는 선각자는 고뇌에 시달리는 영
혼을 하루 빨리 깨우쳐서 각각의 영성을 계도시켜 줌으
로 이 세상에서의 선각자적 자기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
고 따라서 제2의 선각자 및 제3의 선각자가 계속 나오

Fig. 11. The hierarchy of basic structures of consciousness. quated from the journal of transpersonal
psychology 1981, Vol. 13, No. 1,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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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세상은 보다 밝

Ken Wilber를 위시하여 William James, Carl Gu-

고 명랑하게 화합하는 사회로 향해 갈 것이라고 기대

stav Jung, Roberto Assagioli, Erik Erikson, Abra-

할 수 있게 된다. Toynbee는 깨달은 자를 두고 내적인

ham Maslow, Victor Frankl 등 다수임을 부언해 두는

탐구와 외적인 봉사의 전체적인 주기를 알고 이를 물러

바이다.37)

남과 돌아옴의 주기(cycle of withdrawal and return)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갈 동안 그의 갈 길

로 설명하면서 깨달은 자는 인류를 위하여 공헌한다고

을 두고 바른 길로 끝까지 안내해 줄 스승(Gura)을 구

했고 또 기독교에서 거듭난 자는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기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오직 자아초월적 활동 속

된 자로 인간이 신성인 예수와 결합하여 이 세상에서

에서 자기의 자아를 헤어나기까지 자기 체계 내에 있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경지라고 비교했다.6)35)

영성을 스스로 움트게 하는 수도적인 길이 스승의 길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종교 지도자 및 스승

대신해 줄 것이다. 이 길 이외에는 어느 길도 되풀이되
는 길이거나 막다른 골목길일 뿐임을 알려주는 참구자

된 자의 도리를 이와 상호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들을 두고, 먼저 배우고 좀더 알았음을 겸손히 간

가 간혹 있을 것이다.

직하여 자기의 앎이나 지혜가 어느 누구에게 필요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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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Structures of Consciousness and Odes to Cow Seeker
on the Transpersonal Context
Seung Douk Cheung, M.D., Luke I.C. Kim, M.D.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Yeungnam University, Taegu

Objective：Several decades ago Sutich, Walsh and Wilber said, “Transpersonal psychology has
taken a position of the fourth emerging force”, after the first three of psychoanalytic, behavioristic and
humanistic psychology. There is a basis to confirm that transpersonal psychology and transpersonal
psychotherapy are the new power of psychology. Namely they pursue entire spectrums of consciousness including the spiritual domain of human consciousness which the school of psychoanalysis,
behaviorism and humanistic psychology did not emphasize.
Transpersonal psychology is concerned with the study of optimum psychological health and well
being, including traditional areas and techniques of therapeutic concern. Added to these it an interest
in facilitating growth and awareness beyond traditionally recognized levels of health and, in so doing,
it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modifying consciousness.
In addition to optimum psychological health and well-being, these areas included subjects such as
altered states of consciousness, peak experience, self-realization, transcendent of personal levels and
effects of meditation and other consciousness altering techniques.
The representative theory of this is the basic structures of consciousness by Wilber. His basic
structures of consciousness explain the essence of human beings and contain various lines of human
development. He has limited his presentation to nine of the most basic and central levels, three of
which are prepersonal, personal and transpersonal realms.
There are several cases with the similar standpoint of consciousness of Wilber in Zen Buddhism of
the Orient. One of them is the ode to the cow seeker and the picture to the cow seeker by Zen master,
Kwak-am. Kwak-am explained the process of seeking the essence of a human being with 10 pictures
trying to seek lost cow which is called “
ten ox herding pictures”. The odes to the cow seeker are
added explanation of those pictures of the cow seeker Here, this paper introduces you the metaphor of
odes to the cow seeker which was compared with basic structures of consciousness and discussed with
some scholar's theories of personality development.
Therefore, both metaphorical meanings of odes to the cow seeker and Wilber's basic structures of
consciousness are an inquiry into the nature of human beings and this inquiry also links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transpersonal consciousness Lastly, I tried to prove that transpersonal psychology
draws on the contribution of both Eastern wisdom and Western science.
Method：In order to discuss for correlation between odes to the cow seeker and basic structures of
consciousness, a method was chosen for interpreting books which are related with these subjects.
Among these books, the principal books for odes to the cow seeker were “Buddhistic words seeking
himself”by Sunglim, “ox herding pictures”, “ten series reaching enlightenment”by Hyee-ik Lee
and the manual of zen Buddhism by D. T. Suzuki. The three books were compared with “ontogenic
development”, “two fundamental patterns”and the spectrum of development by Wilber.
Results：The results of the discussion were as follows. The 1st stanza, ode of searching for the
cow is corresponded to the sensory physical mind, the 2nd stanza, ode of finding cow’s footprints is
corresponded to the phantasmic emotional mind, the 3rd stanza, ode of seeing the cow is cor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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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nded to the representational mind, the 4th stanza, ode of catching the cow is corresponded to the
rule/role mind, the 5th stanza, ode of taming the cow is corresponded to the formal reflexive mind, the
6th stanza, ode of coming home on the cow's back is corresponded to the vision-logic mind, the 7th
stanza, ode of cow gone(the seeker remains alone), is corresponded to the psychic and subtle mind
which consciousness belongs to the transpersonal level. The 8th stanza, ode of the cow and the seeker
disappeared is corresponded to the causal level, and the 9th stanza, ode of returning to the source is
corresponded to the ultimate mind which is connected to the eighth ode and abided as the absolute
spirit.
Strictly speaking, the ultimate state is not one level among others, but the reality, condition or
suchness of all levels. Then, the 10th stanza, ode of entering a house in the market with helpbestowing hands is a scene which the transpersonal deity is not staying in contemplative life state but
illuminating toward market people naturally as the flower blooms on an old tree in Spring.
Conclusion：Human psychology tends to change to transpersonal psychology in order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human nature like abnormal behavior is destructive while sound is constructive
with nature. The ‘
transpersonal’combined with the term of ‘
trans’and ‘
personal’is a new psychology
field which pursues the existence of spirituality. All creation with human beings has its spirituality
moving immanently horizontally and it goes transcendentally vertically. Ode to the cow seeker tells
the process how the consciousness of a person reachs out to be transpersonal beyond his boundary.
The attitude of seeker after spirituality would be compared with the attitude of today’s teacher.
Therefore I would like to remark that psychotherapists and seekers of the essence of human-beings
have to access the point of self-transcendence and also have to try to develop their self-introspection
at the level of biopsychosocial-spiritual dimension in the base of psychodynamism.
From birth to death, it is very hard to find a real Guru who guides us to find out the right ways of
life. There's only ways to seek his own spirituality by relieving himself in the base of transpersonal
movement and only a few seekers say that's the only way to find it. Besides this way, whether the way
of life we take is repeated or comes to a deadlock.
KEY WORDS：Transpersonal psychology·Transpersonal psychotherapist·Spirituality·Cow Seeker·
Biopsychosocial-Spiritu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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