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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각 스님의 속명은 폴 뮌젠(Paul 
Muenzen)으로, 1964년 미국 뉴저지의 
한 독실한 카톨릭 가정에서 아홉 형제 중 
일곱 번째 자녀로 태어났다. 예일 
대학교에서 문학 및 문학이론으로 
1987년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하버드 
대학교 신학 대학원에서 1992년 비교 
종교학으로 신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스님은 1992년 중국 광조 조계산 
남화사에서 사미 수계를 받고 
출가하였으며, 문화 대혁명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수계를 받은 최초의 
서양인이 되었다. 1996년에 양산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비구계를 수취했고 스님은 한국의 제방 선방에서 40번이나 걸친 90일의 
안거와 세차례의 100일 단독 용맹정진을 포함, 산 속에 위치한 외딴 수행지들을 찾아 
정진에 힘써왔다. 그는 또한 쇼도 하라다 로시 (일본 쇼겐지)와 함께 수련하였으며, 성하 
달라이 라마와도 법회를 함께 진행하였고, 이는 미니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었다.   

현각 스님은 2001년 8월, 한국 서울의 화계사에서 숭산선사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았다. 
후에 그의 스승인 숭산선사에게는 집과도 같은 500년 전통의 한국 사찰인 화계사에 위치한 
국제선원의 선원장으로 숭산선사에게 임명되었으며, 2003년부터 그의 스승이 입적한 
2004년까지 숭산선사의 개인 비서로 스승을 모셨다. 

스님은 스승의 뜻을 받아 “온 세상은 한 송이 꽃”, “선의 나침반”, “오직 모를 뿐: 숭산 
선사의 서한 가르침” 및 “부처를 쏴라”를 포함한 숭산선사의 여러 책을 편집하고 
출간하였다. 
 
또한 그는 서산대사가 지은 500년 고전인 “선가귀감”을 영어로도 번역하였다. 

현각 스님은 그의 한국어 자서전인 “만행(萬行):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데, 그 자서전은 한국에서 2년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하였다. 이 책은 
한국 불교에 대한 관심을 부활시키는데 크게 일조하였으며, 특히 불교는 이미 쇠퇴한 
것으로 여기던 젊은 세대들의 눈길을 불교로 다시 돌리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스님은 또한 
숭산선사의 영어로 출간된 책들을 한국어로 번역, 편집하여 그 책들을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려 놓기도 하였다. 

스님은 1996년부터 1997년까지 하버드 대학교 소속 불교 승려였으며,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UC 버클리, 옥스퍼드, 콜롬비아, 뉴욕 대학교, 유니온 신학교, 브라운, SUNY, 
파리 대학교, 런던 대학교, 프라하 찰스 대학교, 라트비아 대학교, 빌뉴스 대학교, 
잘츠부르크 대학교, 오슬로 대학교 등과, 여러 칼리지와 신학교들, 그리고 한국에 위치한 
수많은 사찰들과 홍콩, 싱가포르 및 일본의 여러 사찰에서도 많은 대중 강연을 해왔다. 그는 
실리콘 밸리에 위치한 페이스북 본사로부터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명상 프로그램의 
지도자로 초청 받기도 하였다. 또한, 2018년 6월에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의 “영 글로벌 
리더"로부터 로마 바티칸에서 열리는 컨프런스에서 화두선 수행을 지도해달라는 초청을 
받기도 했는데, 이는 화두선 지도가 바티칸 내부에서는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스님은 독일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인 레겐스부르크에 작은 승가 공동체(젠 
센터 레겐스부르크)를 설립했으며, 전통적인 90일 동안거 결제, 30일 하안거 결제, 월례 3일 
용맹전진과 매일 진행되는 하루 두번 참선 정진을 포함한 묵언 선 수행을 365일 일년 내내 
지도하고 있다. 그는 뮌헨 카톨릭 대교구가 지원하는 루드비히 막시밀리안 대학교의 
OCCURSO, 이종교 및 이문화 간 대화 협회(Institute for Interreligious and Intercultural 
Dialogue) 자문 위원회의 고문이기도 하다. 

 
 

Zen Center Regensburg e.V. // Weißbräuhausgasse 2 // Regensburg // Deutschland 

대표적인 비디오 
 
“선은 무엇인가?” (한국어) 
https://youtu.be/d2B0AYl-Lws 

“What is Zen?” (Englisch) // “선은 
무엇인가?” (영어) 
https://youtu.be/XkyxEH79EDk 

SHORT FILM-POEM: 
“A Day in the Moment of a Modern Zen 
Monk” // “현대를 살아가는 선 수행자의 
하루” 
A Film by Christine Schmithemmer 
https://vimeo.com/289727262/ 
 
CONTACT: 
연락처: 
 zen.center.regensburg@gmail.com 
 
BLOG: 
블로그: 
http://blog.mirrorofz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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