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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제기 

   본고는 유식학자 世親의 唯識三十頌 에 대한 護法 등 제논사들의 주석서격인 

成唯識論 을 중심으로 하여1) 유식에 있어서의 識과 境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며 

또 그들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밝혀보고자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識

이란 일체의 주관적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또는 의도적

이든 무의도적이든 상관없이 일체의 심리현상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반해 境이란 그와 같은 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객관적 존재를 의미한다. 

감각에 대한 감각대상, 사유에 대한 사유대상, 욕망에 대한 욕망대상 등 일체의 대

상이 모두 경으로 칭해질 수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관적인 심리상태가 발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 대상

이 일단 그 자체로 존재하고 그것이 부수적으로 우리 마음을 자극해야 하는 것이

라고 생각한다. 境은 그 자체로 실재하고, 識은 그 경을 반 하면서 우연적으로 발

생하는 이차적 현상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실재한다고 생각된 境도 

어디까지나 식 안에 드러나는 경이 아닌가? 식을 떠난 경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식의 존재가 일차적이고 경은 오히려 식을 통해 드러난 

이차적 산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놓고 보면 식과 경의 문제는 인식하는 주관에 

대해 인식되는 객관 세계를 그 자체 독립적 실체로 상정해놓고 주관적 심리상태

의 발생과정만을 설명하는 인식적 또는 심리적 차원의 논의만에 머무를 수는 없

다. 문제는 識과 境, 즉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이 인식하는 대상세계, 그 중 무엇

이 과연 궁극적으로 실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유식의 입장을 가장 간명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唯識無境”이

다. 즉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식일 뿐이고, 식을 떠난 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본론에서의 본격적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하에서

는 그와 같은 논의의 배경 및 그 논의의 윤곽을 대략적으로 그려봄으로써 본론을 

이끄는 머리말로 삼기로 한다. 

   실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객관적 실유성을 갖고 그 자체로서 확실하게 존재하

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에 대해 우리는 우선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1) 世親과 護法의 생몰시기 및 唯識三十頌 과 成唯識論 의 유식학 내 위상에 관해서는 

이어지는 다음 절 ‘연구방법 및 범위’ 참조.



 2  成唯識論 에서의 識과 境의 관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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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물들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의 五感에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시공간적인 물질적 존재가 그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감각이 아닌 사유를 

통해 인식가능한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비물질적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 모상적 

개체존재의 원형으로서의 플라톤적 이데아 또는 보편적 원리나 이념적 진리체계

를 형성하는 관념적 실재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감각에 주어지

는 시공간적인 개체적 물질과 감각의 구체성과 시공간적 제약성을 벗어나 사유를 

통해 포착가능한 보편적 관념을 구분하게 된다. 이상 언급한 것을 간략히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주             객  

                  감각  --->  개체적 물질

                  사유  --->  보편적 관념

   불교 용어로 바꿔 말하자면 감각이란 眼‧耳‧鼻‧舌‧身 五根에 의한 眼識‧耳識‧鼻

識‧舌識‧身識의 五識이다. 이 五識이 인식하는, 즉 緣하는 감각대상이 바로 色‧聲‧香

‧味‧觸의 五境이며, 이것이 곧 개체적인 물질적 존재로서의 色法 또는 色蘊에 해당

한다. 그 다음 감각과 구분되는 사유는 불교 용어로 표현하면 前五識 다음의 제6意

識이 된다. 그리고 사유대상으로서의 보편적 관념이란 바로 의식대상인 法境 또는 

18계 중의 法界라고 말할 수 있다. 법경은 색을 제외한 일체의 대상존재로서, 色과 

구분하여 名으로 표현될 수 있다.2) 이를 다시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名色 중 色(rūpa)은 감각의 대상이 되는 물질적 존재를, 名(n ma)은 의식 또는 

사유의 대상이 되는 관념적 존재를 뜻한다. 즉 본고에서는 명과 색의 개념을 둘 다 감각

이나 사유의 대상이라는 境의 의미로 국한하여 사용하 다. 그런데 이는 원시근본불교에

서 일체 존재를 五蘊 또는 名色으로 분류할 때의 명과는 그 적용범위가 조금 다르다. 일

체 존재를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둘로 구분하여 명색이라고 칭할 경우에는 감각이

나 사유의 인식활동도 물질적 색이 아니기에 名안에 포함해야 하므로, 사유대상으로서의 

명뿐 아니라 감각이나 사유의 인식활동도 다 포함하는 광의의 명이 된다. 따라서 오온 

명색에서 명은 색수상행식 五蘊 중 색을 제외한 수상행식으로 이해된다. 본고에서의 명

색개념(도표1)과 오온 명색에서의 명색개념(도표2)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識                境                          名(광의)                   色

         식=감각   --  감각의 경=색               식=감각                  --  감각대상=경 

         식=사유   --  사유의 경=명(협의)         식=사유  -- 사유대상=경 

                 (도표1)                                             (도표2)  

    다시 정리하면 본고에서 명은 협의의 명으로서 추상적 보편인 사유대상만을 뜻하고, 오

온 명색의 명은 광의의 명으로서 사유대상뿐 아니라 사유와 감각 등의 식작용도 포함한

다. 사유나 감각 등의 식작용도 결국은 추상적 개념인 名言(種子)을 따라 일어나는 활동

이므로 넓게 보아 名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단지 본고에서는 그 광의의 名을 좀더 

자세히 주관과 객관 또는 식과 경으로 구분한 후, 전자는 識으로서 제외하고 오직 후자

만을 名이라고 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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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識               境 

                   前5識  --->  色法(色蘊)/ 色

                  第6意識  -->  法境(法界)/ 名

   우리는 흔히 감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감각대상이 감각과 독립적으로 그 자

체로 실재해야 하고, 사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유대상이 사유와 독립적으로 그 

자체로 실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경우에만 그 감각이 착각이 아닌 바른 감각

이 되고, 그 사유가 그릇된 사유가 아닌 바른 사유가 되겠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

면 개체적인 물질 또는 보편적인 관념은 그것을 인식하는 주관의 마음을 떠나 그 

자체의 객관적 실유성을 가지는 것이 된다. 그 중에서 개체적 물질만이 객관적으

로 실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 ‘유물론’이 되고, 보편적 관념만이 객관적으로 실

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독단적 관념론’이 될 것이다. 그 둘 다를 객관적 실재

로 인정한다면 ‘이원론’ 내지는 ‘다원적 실재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有部의 논사들은 다원적 실재론자이다. 그들은 인식주체로서의 인간 마음(心

法)이나 마음작용(心所法)과 독립하여 개체적 물질(色法)이나 보편적 관념(不相應

行法에 포함됨)이 각각 그 자체로 실재한다고 보았다.3) 

    나아가 본고에서 감각대상인 물질(색)을 개체로, 의식대상인 관념(명)을 보편으로 규정

한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빛이나 소리나 향기 등

은 색법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물질적 존재이긴 하지만 개체로 구획지워질 수 없는데 어

떻게 개체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감각대상 또는 색성향

미촉의 색법을 개체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것들이 수적 자기동일성을 가지는 개체존재라

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단지 특정 시공간을 차지하여 자기 아닌 것을 배척한다는 의미에

서, 즉 보편성을 띠지 않는 개별적 존재방식을 가진다는 의미에서이다. 다시 말해 소리

나 향기를 구획지어서 하나, 둘로 수량화할 수는 없지만, 이 소리는 분명 저 소리와 다

르고, 이 향기는 분명 저 향기와 다르다. 그러므로 구체적 소리는 ‘소리’라는 일반개념이 

가지는 일반성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개체적이라고 말한 것이다. 나아가 사유대상인 

관념은 그 관념 아래 포섭되는 구체적이고 개체적인 모든 감각대상들에 두루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보편이라고 말한 것이다.

3) 유부가 다원적 실재론자라는 것은 그들의 일체존재 분류법인 5位75法을 살펴보면 확실

해진다. 그들이 분류한 5위란 色法, 心法, 心所法, 不相應行法, 無爲法인데, 그 각각은 모

두 서로 독립적인 自性과 實有性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 것이다. 심법은 우리의 마음을 

뜻하며, 나머지 4법은 모두 마음으로부터 독립적인 실재라고 이해되었다. 색법은 물리적 

실재, 심소법은 심리적 실재, 불상응행법은 논리적 실재로서 우리 마음 바깥에 실재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무위법은 그들 네가지 법이 서로 관계하여 빚어내는 生滅 有爲의 현상

세계를 넘어서는 절대적 실재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마음이 그 각각 존재하는 실재들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인연에 따라 불상응행법 중의 하나인 得에 의해 결합됨으로써 가

능한 것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5위를 더 상세하게 75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그 각각의 실

유성을 주장하기에, 이와 같은 유부의 실재론을 梶山雄一은 “범주적 실재론”이라고 칭한

다.  梶山雄一, 권오민 역, 인도불교철학 , 민족사, 1990, 43쪽 이하 참조.

    유부의 5위75법을 더 분류하여 체계화한 것이 唯識의 5位100法인데, 그 두 체계상 가

장 눈에 띠는 표면적 차이는 유부의 5위 분류가 색법으로 시작하는데 반해, 유식은 心法



 4  成唯識論 에서의 識과 境의 관계 연구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 4 -

   이에 반해 唯識의 논사들은 일체 境의 객관적 실유성을 부정한다. 심과 심소 

이외에 물질이든 관념이든 그것이 인식대상인 한, 그것을 인식하는 인식주관을 떠

나 그 자체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識所緣의 境에 대해 

그것을 緣하는 能緣識을 사상하고 그 식으로부터 독립적인 실유성을 주장하는 것

은 자기모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식의 논사들은 식을 떠나 경이 따로 존

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망령된 집착, 일종의 法執이라고 보며, 그 법집을 깨기 위

해, 즉 法空을 깨닫게 하기 위해 唯識을 설한다. 

心과 心所 이외에 실재로 경이 있다는 망령된 집착을 버리게 하기 위해 오직 식만이 있다고 

설한다.4) 

   본고는 바로 이와 같이 주장된 유식논사들의 ‘唯識無境’의 논의를 통해 유식에 

있어 식과 경의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문제가 

되는 ‘유식무경’은 풀어 쓰면 다음과 같다.  

실제로 외적 대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내적 식만이 존재할 뿐이다.5)

   엄 히 말해 존재하는 것은 오직 식일 뿐이다. 식 너머에 식과 독립하여 그 자

으로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두 체계에 있어 가장 근본적 차이는 유부에서는 각

각의 법이 서로 독립적인 자성을 가지는 실유로 간주된데 반해, 유식에서는 심법 이외의 

나머지 네법이 모두 심에 의지하는 비실유적 현상, 즉 假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본고가 논하고자 하는 ‘唯識無境’이 성립한다. 이러한 유식의 관점에 따라 심 또

는 식을 떠나 그 어떤 대상(境)도 그 자체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논하기 위해 

본고는 그 대상을 개체적 물질과 보편적 관념으로 크게 이분한다. 전자는 유부의 색법

에, 후자는 유부의 불상응행법 중 특히 보편적 의미체로서의 名句文身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시 그 두 종류의 대상인 물질과 관념 또는 개체와 보편을 간략히 色과 

名이라는 개념으로 약칭한 것이다.    

4) 護法 等 造, 玄奘 譯, 成唯識論 , 第2卷, 大正新修大藏經 卷31, 6下, “爲遣妄執心心所外

實有境故. 說唯有識.”

5) 成唯識論 , 제1권, 대정장31, 1中, “實無外境唯有內識.” “유식무경”에서 境은 산스크리트어

로 artha 또는 viṣaya이고, 식은 vijñ na이다. 여기에서 경은 외경을 뜻하는데, 유식에 있

어 外境이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개체적 물질(色)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

대상으로서의 보편적 관념(名)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다. 唯는 m tra로서 유일한 존재하는 

뜻이다. 일체의 현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유식의 형이상학적 의향을 제시하는 

개념이다. 境의 두 개념 중 artha는 주로 의식이 지향한 대상이라는 함의를 가지며, 

viṣaya는 주로 “국토, 역”이라는 객관적 사태에 대한 함의를 가진다고 한다. 그 어감을 

살려 전자는 境 또는 塵으로, 후자는 境界로 번역되기도 한다. 그러나 心識 너머의 객관 

실재를 인정하지 않는 유식의 관점에서 보면 그 둘은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稻津紀三, 世親唯識說の根本的硏究 , 大東出版社, 1937, 24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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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실재하는 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소위 외적 세계란 것도 실제로 식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내적 식 안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이와 같이 식 너머

의 외적 역을 부정하고 오직 식 내재적 역만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유식은 

‘內在主義’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식과 경, 주관과 객관의 관계인데, 내재주의로

서의 유식은 그에 대해 다음 두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外境은 妄情에 따라 시설된 것이므로 識처럼 있는 것이 아니다.6)

內識은 반드시 인연에 따라 생하는 것이므로 境처럼 없는 것이 아니다.7)  

   전자는 식을 떠난 외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有宗의 실재

론을 비판한 것이며, 후자는 경을 내포하는 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空宗의 해체론을 비판한 것이다.8) 이렇게 보면 유식이 식을 떠나 실재하는 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識外無境을 주장한다고 해서 일체의 존재를 단적으로 부정하

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것은 惡取空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식의 과제는 

독단적 실재론을 벗어나면서 동시에 허무주의적 악취공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말

하자면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만지는 개체적 물질 또는 사유 대상으로서의 보편

적 관념에 대해 그것이 그저 있을 뿐이라는 유종(실재론)과 그저 없을 뿐이라는 

공종(해체론) 사이에서 유식은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유종의 주장과 달리 있지 않

고 없으며, 공종의 주장과 달리 없지 않고 있는가를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유식은 유식무경을 설한다. 유식무경에 따르면 소위 外

境이란 內識의 變樣, 즉 識所變일 뿐이기에 식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외경을 내식의 전변결과로 간주하자면, 그처럼 외경으로 전변하는 內識은 

6) 成唯識論 , 제1권, 대정장31, 1중, “外境隨情而施設故非有如識.” 

7) 成唯識論 , 제1권, 대정장31, 1중, “內識必依因緣生故非無如境.” 

8) 여기서 有宗이란 소승 부파불교 중 특히 有部의 철학을 뜻하며, 空宗이란 대승초기의 반

야사상 또는 공사상으로 불리는 중관사상을 뜻한다. 유식이 이처럼 유종과 공종 사이에

서 중도를 구해야만 했던 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절대적 존재와 가치를 상정하는 ‘객

관주의’와 그러한 존재나 가치를 부정하는 ‘허무주의’ 사이에서 그 어느 한 길을 취하지 

않고 중도를 찾아내야 하는 상황과 유사하다. 흔히 서양 근대철학은 이성과 로고스를 중

심으로 하는 절대주의 또는 토대주의철학으로 평가되고, 그러한 근대성을 넘어서고자 하

는 서양의 포스트모더니즘은 그와 같은 절대가치나 의미나 객관실재를 부정하는 해체주

의 또는 허무주의로 평가된다. 서양철학에 있어 이 양극을 지양 종합하는 현대적 중도는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곧 있음과 없음, 존재와 무, 의미와 무의미 사이에서 

그 어느 하나에 정착함이 없이 그 둘 사이를 가로지르는 줄타기에 정신을 곤두세우고 

깨어있어야만 하는 현대적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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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의 내와 외, 주와 객의 대립 속에서 이해되었던 內識과는 다른 의미의 識일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일관성있는 내재주의 철학이 포함할 수밖에 없는 

내면의 이원화, 즉 인간 심성의 표층과 심층의 구분을 확인하게 된다. 인간 심성의 

표층, 즉 의식의 차원에서는 내와 외, 주관과 객관, 인식과 존재, 식과 경은 엄연히 

구분된다. 그러나 의식표층에서의 이와 같은 안팎, 주객의 분리는 궁극적인 것이 아

니다. 그렇다면 이원적 분리가 시작되기 이전 또는 그러한 분리가 극복된 이후의 一

은 과연 무엇인가? 그 一은 주객과 안팎의 현상적 분리를 넘어선 통일적 근거이므

로 현상 너머의 것, 초월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 초월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多

를 포괄하는 궁극적 一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초월적 일을 주관과 객관, 인간과 

세계 밖의 제삼자, 神에서 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外的 초월주의’라고 칭할 수 있

을 것이다. 반면에 이 一을 현상적 주관의 표층을 통과하여 그 보다 더 내적인 심층

의 心에서 구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內的 초월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9) 식전

변설을 통해 유식무경을 확립하고자 하는 유식은 이와 같은 내적 초월주의의 한 전

형이다. 현상 근거로서의 초월적 一은 결국 心인 것이다. 

그러므로 도처에서 오로지 一心일 뿐이라고 설한다.10)

9) 이런 까닭에 동양철학이나 서양철학이나 진지한 형이상학, 즉 ‘내적 초월주의’ 또는 ‘초

월적 관념론’은 한결같이 현상과 본질, 현실과 이념, 형이하와 형이상의 구분을 궁극적으

로는 인간 자아에 있어 구분되는 두 차원으로 설명한다. 우리의 인식대상인 현상세계가 

그것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 바깥의 객관적 실재로서의 물자체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존

적인 현상임을 밝힌 칸트(I. Kant)가 서양철학에서 그 대표적 경우인데, 그는 제약된 현

상과 무제약적 본체의 구분을 결국 자아의 이중성으로 설명한다. 인과필연성에 의해 지

배받는 현상으로서의 자아(경험적 자아)와 현상적 제약을 넘어 자유를 실현시키는 인격

으로서의 자아(초월적 자아)의 구분이 그것이다. 현상이 내적 직관대상으로서의 내적 현

상과 외적 직관대상으로서의 외적 현상, 즉 주관적 심리적 현상과 객관적 물리적 현상으

로 구분된다면, 그러한 현상 근저에서 작용하는 초월적 자아는 그 자체 현상이 아니기에 

그러한 현상적 이원성을 벗어나 있는 순수 활동성이며 단일한 통일성이다. 경험적 자아

와 초월적 자아의 구분에 대해서는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1781, 1787), 

Hamburg, 1956, B157 이하 참조. 이러한 칸트의 현상초월적 자아의 이해가 그 이후의 

독일관념론을 가능케 한 것인데, 말하자면 피히테 철학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립하

는 순수 활동성으로서의 ‘절대자아’나, 헤겔 철학에 있어 현상적 자연으로 외화하는 ‘절

대정신’은 모두 개체적 정신 안에서 활동하는 보편적인 절대적 일자를 확립하고자 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헤겔적 절대정신은 기독교의 외적 神의 인간 정신으로

의 내면화이며, 이는 곧 칸트로부터 확립되기 시작한 내적 초월주의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동양 儒家철학에 있어 대표적인 ‘내적 초월주의’ 또는 ‘초월적 관념론’은 

양명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왕수인은 주희의 주자학과 달리 마음 바깥의 객관 실

재나 객관 원리를 인정하지 않고 일체를 心의 발현으로 이해한 것이다. 

10) 成唯識論 , 제2권, 대정장31, 10하, “如是處處說唯一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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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일관성있게 전개된 내재주의는 多의 현상 너머의 초월적 一을 다른 어

느 곳이 아니라 바로 인간 내면의 心에서 구하므로 내적 초월주의가 된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적 심성에 있어 주객대립의 현상적 표층식과 그러한 대립

을 넘어서는 초월적 심층식의 구분이 성립하는 것이다. 결국 유식의 핵심도 바로 

그러한 심층식의 발견과 분석에서 찾을 수 있다.11) 표상적 사유, 대상적 의식 보다 

더 깊은 심층에서 발생하는 욕망과 의지, 그 심층의 식을 유식은 제6의식 다음의 

식이라는 의미에서 제7식, 末那識이라고 칭한다. 그리고 다시 그러한 대상의식이나 

자기의식, 이성과 욕망보다 더 깊은 심층에 자리잡은 채 과거 전체의 역사를 등에 

업고 미래의 삶을 열어가는 궁극 주체인 근본식을 제7말라식 다음의 식이라는 의

미에서 제8식, 阿賴耶識이라고 부른다.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이상 언급한 것을 간

략히 도표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內識/주관        외경/객관           

              전5식   --->  색법/ 色

             제6意識   -->  법경/ 名          

                  ↖         ↗

                    제7말라식

                  (我‧法執의 意)  

                        ↑

                   제8아뢰야식

                 (주객미분의 心)          

   그러나 이처럼 현상으로 변현하는 심층의 아뢰야식도 그 자체 현상 독립적 실

11) 이와 같이 인간의 표층적 의식보다 더 깊이에 보다 폭넓은 또 다른 심층의 마음작용이 있

다는 것은 불교에서뿐 아니라 대부분의 서양 근현대 철학자들 역시 인정하고 있는 것이

다. 우리는 흔히 서양에 있어 의식의 밑바닥에 놓여 있는 심층의 무의식을 발견하고 그것

을 논의하기 시작한 사람을 프로이드(G. Freud)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의 철학자들 역

시 데카르트(R. Descartes)식의 ‘명석판명한 의식’이 인간의 혼의 활동을 다 말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 보다 더 심층의 혼활동을 논하 다. 라이프니츠(G.W. 

Leibniz)는 단자론 에서 명석판명한 의식만으로서는 인간 혼의 자기동일성이 설명될 

수 없다는 근거에서 의식되지 않는 혼활동인 ‘미세지각’이 존재함을 논한다. Leibniz, 

Monadologie(1714), Hamburg, 1982, 31면 이하 참조. 니체(F. Nietzsche) 역시 의식이나 이

성보다는 그 기저에서 작용하는 충동과 욕구 등 신체적 의지가 더 근원적인 것임을 주장

한다. 이에 대해서는 Nietzsche, Fröhliche Wissenschaft, München, 1980, 590면 이하 참

조. 다만 이들 철학자들의 논의가 추상적이고 개념적이었던데 반해, 프로이트의 논의는 자

유연상에 의한 심리분석이라는 경험적으로 접근가능한 방법을 제시했다는 데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우리의 이성적 사유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 아래 감추고 있으며,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전제함으로써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의 많은 탈현대철학자들이 문제삼고 있는 우리 이성 근저에서 작용하

는 언어와 권력과 욕망에 대한 분석 역시 이와 같은 문맥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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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성을 가지는 궁극 원인 또는 궁극 실체가 아니다. 아뢰야식이 현상으로 변현할 

때, 그 변현의 내용을 결정하는 종자들이 바로 의식 또는 말라식의 분별 집착작용

으로부터 마음에 남겨진 잔재세력들이기 때문이다.12) 이렇게 해서 심층식(識)으로

부터 현상세계(境)로의 변현인 種子生現行의 과정과 그 변현된 현상세계(境)의 경

험으로부터 다시 심층식(識)이 형성되는 現行熏種子의 분별 과정이 일종의 순환을 

그리게 된다. 그러나 현상으로 변현하는 根本識(아뢰야식)과 그 현상을 분별하여 

종자를 남기는 能熏識(의식과 말라식)이 동일한 식이 아니기에 그 두 과정이 그리

는 순환은 시작과 끝이 한 점으로 모이는 완료된 동일한 원의 끝없는 반복이 아

니라, 원의 끝이 그 시작점으로부터 벗어나 있어 언제나 새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

게 되는 변천하는 역사성의 나선형 원이 된다.13) 

                                現行(境)

                               ꠆ꠏꠏꠏ>                               

               종자생현행      ꠉꠏꠏꠏ> ꠏꠏꠏꠏꠈ       현행훈종자 

           (아뢰야식의 변현)   ꠐ         ꠐ   (의식 말라식의 분별)    

                               ꠌꠏꠏꠏꠏ <ꠏꠏꠏꠎ  

12)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서양 현대철학이 초월적 주관성에 기반한 근대적 토대주의를 비판하

는 것도 이해할만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하이데거(M. Heidegger)는 그의 주저 존재와 시

간 에서 자신의 현존재분석을 후설(E. Husserl)의 “초월적 현상학”과 대비시켜 “해석학

적 현상학”이라고 규정한다. 초월적 현상학이 세계 존재 및 그 인식을 초월적 주관성의 

확고한 기반 위에 근거지우고자 한 것이라면, 해석학적 현상학은 그와 같은 급진적 출발

점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해석학은 우리의 존재이해가 그러한 절대기초, 순수 출발점으

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 자체가 이미 지난 

과거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중간지점, 과거의 경험과 습관의 침전된 결과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 제7절 참조. 이는 곧 아뢰야식 자체가 제1실체로서 절

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내용이 이미 과거 삶의 경험과 관습 속에서 침전

되어 형성된 역사적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유식적 통찰과 비교될만 한 것이다. 

13) 이와 같은 나선형 순환의 구조가 서양철학에서는 변증법적 운동이 그려내는 해석학적 순

환으로 풀이된다. 기독교적 정신이 내포한 시작(창조)과 끝(종말)으로 이루어진 일직선적 

역사관을 수정하여, 역사의 시작과 끝이 하나로 맞물리는 원형적 역사관을 제시한 사람이 

헤겔이라면, 헤겔 이후 철학자들은 헤겔의 변증법적 운동의 근본정신을 되살려 역사를 하

나의 원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는 정반합으로 변화 발전하는 

나선형 원운동으로 이해한다. 계절의 순환처럼 역사는 늘 반복되지만, 한 과정을 거쳐 다

시 시작하는 시작은 그 이전의 시작과 동일한 시작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닭이 알을 

낳고 알이 닭을 생성시켜 원적 순환관계가 계속된다고 해도, 하나의 알에서 나온 닭이 그 

알을 낳은 닭과 동일한 닭이 아니기에, 평면적 원이 아닌 나선형 원이 되는 것과 같다. 

존재의 이해(선이해)에 기반하여서만 존재의 경험과 해석이 가능한데, 그 존재의 이해는 

다시 존재의 경험과 해석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는 “해석학적 순환” 역시 선이해와 

해석이 그려내는 나선형 순환구조인 것이다. 이론에 바탕해서만 관찰이 가능하고, 관찰에 

입각해서만 이론이 성립한다는 인식론적 순환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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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種子(識)

   그 끝과 시작 사이의 간격, 다시 말해 인식과 존재, 식과 경이 벌어져 있는 그 

틈새 사이로 우리의 경험과 개념의 변천사, 우리 삶의 역사가 가능해진다. 맞물림

이 없기에 끊임없이 원을 그리며 새로 시작하게 하는 그 틈새는 과거에 의해 완

전결정됨이 없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결단과 선택의 공

간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심층 아뢰야식의 활동을 

온전히 자각하지 못하기에 벌려진 틈새이다. 假의 현상세계를 창출해내는 아뢰야

식의 전변활동, 그 무한한 에너지의 심층활동이 자각되지 않은채 가려져서 의식되

지 않는 상태를 유식은 無明이라고 한다. 무명으로 인해 욕망과 집착의 자기의식

(말라식)과 분별적 대상의식(의식)이 발생하며, 그러한 표층적 의식활동(業)이 종

자를 낳고, 그 종자가 다시 심층의 아뢰야식을 형성하며, 그 심층 아뢰야식의 종자

가 다시 또 표층의 현상을 구성하는 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유식의 존재론으로부터 귀결되는 유식의 실천론은 무엇인가? 인

간 心識의 實性은 과연 무엇인가? 물질이든 관념이든 경은 식이 전변하여 형성한 

결과물이기에 궁극적 실재가 아니다. 개체존재인 색의 실유성을 주장하는 독단적 

유물론이나 보편존재인 명의 실유성을 주장하는 독단적 관념론이나 모두 정당화

될 수 없다. 색이나 명은 모두 식의 所緣으로서 그리고 식의 所變으로서 식을 벗

어나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색이나 명으로서의 현상의 근거는 근

본식인 마음이며, 이처럼 마음이 일체 현상을 창출해내는 내적 근거라는 의미에서 

유식의 존재론은 내적 초월주의이다. 그러나 그 마음 역시 절대적 실체는 아니다. 

현상을 구성하는 마음 자체가 현상세계 속에서의 지난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역사

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색이나 명의 현상세계를 형성하는 아뢰야식은 

현상을 벗어나 있는 제1원인이나 제1실체의 절대자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현상

의 경험을 통해 그 내용이 확정되고 변경되어가는 역사적 시대정신과도 같은 것

이다. 또한 그것은 각 개인의 표면적 의식에는 가려진 채 그 심층에서 이미 작용

하고 있는 우주적 무의식과도 같다. 일체의 현상세계는 바로 우리 혼 깊이 무의

식 차원에서 작동하는 우주적 에너지의 발현이다. 심층의 무의식적 에너지가 인간 

각자의 개체적 차별성을 넘어 하나로 이어져 있기에, 현상의 모든 것은 분리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세계를 이룬다. 아뢰야식 내의 共種子가 현행하여 하

나의 기세간을 형성하는 것이다. 각각의 개체가 경험하는 각각의 세계가 결국 하

나의 기세간이 되는 것은 그 각 개체의 심층에서 작용하는 각 아뢰야식이 궁극적

으로는 전체 현상을 이루는 하나의 우주적 마음의 현현이기 때문이다. 유식의 실

천론은 바로 이와 같이 각자의 마음 깊이에서 작용하는 心識의 활동성을 자각함

으로써 자아와 세계, 자아와 타자의 내적 연관성을 바로 깨달으려는 노력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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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이 아니다. 이를 한마디로 ‘유식성의 自覺’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유식성의 자각이란 다시 말해 우리 각자의 마음 심층에서 작동하는 우주적 무

의식의 활동성을 우주 현상의 근원으로 자각함으로써, 제한된 현상(我와 法)에 대

한 집착을 벗어 무한의 우주적 一心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신 안의 무한을 자각함

으로써 욕망적 개체의식을 극복하고, 심층 활동성을 자각함으로써 無明을 극복한

다. 즉 욕망을 벗어 열반을 얻고, 무명을 벗어 지혜를 얻는 것이다. 眞如란 이와 

같이 현상으로 변현하는 우주적 一心을 자신의 본질로 자각한 주체를 의미하며, 

그 진여에게 있어 세계는 바로 그 일심의 현현으로서의 一眞法界가 된다. 이렇게 

해서 집착적 개체의식에 의한 현상의 실체화가 멈추는 그 자리에, 식은 지혜로 바

뀌고, 경은 참된 법계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물질적 또는 관념적 현상세계는 바

로 우리 자신의 마음이 변현한 假의 현상이며, 식을 떠난 독립적 실체로서의 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식무경’은 결국 경으로 전변하는 그 심층의 아뢰야식의 활동

을 자각함으로써 현상초월적 주체의식 또는 개체 안의 개체초월적인 보편적 一心

을 각성하고자 하는 노력, 즉 見性하여 成佛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은 이상 서술한 문제에 관하여 주로 논리적 철학적 관점에서 논의해나

가기로 한다. 그러므로 문헌학적 또는 역사적 고찰은 가능한 한 제외시키기로 하

는데, 단 개념이나 사태 이해에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되도록 각주로 처리

하도록 하겠다. 이는 문헌학적 또는 역사적 고찰은 철학적 고찰과는 서로 구분되

는 다른 차원의 논의이므로 이들을 한 곳에서 함께 논의할 경우 논점이 흐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각주에서 논하고 있는 문헌학적 또

는 역사적 고찰의 대부분이 논자 자신의 연구결과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선택적으로 차용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불교사상 중 아마도 유식이 가장 치 한 논리성을 갖고 존재와 인식을 논한 

철학 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유식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 많이 

행해진 편이다. 그러나 논의의 대부분은 유식에서의 아뢰야식 연구, 종자 연구, 제

6의식의 연구, 삼성설 연구 또는 유식5위의 실천론 연구 등 유식 사상의 특정 주

제에 관한 논의이다.14) 아니면 국내 연구로서 특히 圓測, 太賢 등 한국의 유식학자

14) 유식에서의 아뢰야식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오형근, “제8아뢰야식의 연원에 관한 고찰”

과 “아뢰야식의 三相”, 유식사상연구 , 불교사상사, 1983; 김숙, “알라야식의 개념형성

에 관한 성립사적 고찰”,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89; 정준기, “윤회의 주체로서 아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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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룬 것이 있다.15) 그러나 유식에 있어 식과 경의 관계를 “유식무경”의 논리에 

따라 ‘내적 초월주의’의 형태로 분석한 것은 아직 찾아보지 못했다.16)    

   유식은 인도에서 전개 완성된 대승 불교 중의 하나이다. 석가 滅度 後 약 100

년이 지나 교단이 분열되기 시작한 후 각 부파에서는 원시근본불교의 기본교설을 

나름대로 논증 발전시키는 교학을 전개하 다. BC 1C 경에 이르도록 각 부파가 

지나치게 복잡한 이론체계와 출세 수양에만 전념하는 것을 비판하며 利他와 慈悲

를 강조하는 대승사상이 대두하기 시작하 다. 최초의 대승사상은 당시 가장 세력

있던 한 부파인 설일체유부의 法實體論을 비판하며 일체 존재의 空性을 강조하

는데, 이것이 바로 空宗으로 불리는 中觀思想이다. 유식은 중관의 공사상을 계승하

여 我空 法空을 인정하면서도, 그 공이 자리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假의 현상세

계를 논의대상으로 삼았다. 즉 일체가 공임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으로 대상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으므로, 이러한 假의 현상세계를 형성해내는 마음

의 활동성을 철학적 분석과 논의의 중심과제로 삼은 것이다. 이점에서 유식은 유

부의 실재론과 중관의 空論을 비판적으로 종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식은 4-6세기 경 인도에서 解深密經 , 入楞伽經  등을 所依經典으로 삼고, 

彌勒(Maitreya, 270-350?)의 瑜伽師地論 , 大乘莊嚴經論 , 中邊分別論 , 無着

(Asanga, 310-390)의 攝大乘論 , 顯揚聖敎論 , 世親(Vasubandu, 320-400)의 唯

識二十論 , 唯識三十頌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불교대승사상이다. 일반적으로 유

식사상을 체계화하고 완성한 사람으로 세친을 든다. 그의 唯識三十頌 은 유식의 

기본정신을 간단명료하게 게송으로 읊은 것인데, 이에 대한 세친 자신의 주석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후 10대 논사들이 그 게송을 해석 논의하 는데, 서로 간에 입

장과 의견 차이가 있었으며, 계속되는 논쟁을 거쳐 인도에서의 유식학파는 결국 

다음과 같이 크게 둘로 나뉘게 되었다.17) 

   1. 無相唯識派: 德慧(Guṇamati, 420-500)에서 安慧(Sthiramati, 470-550)로 이어

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93; 정경란, “알라야식의 형성과정과 그 철학

적 근거”, 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등이 있다. 三性에 관하여서는 문장수, “三性

論에 관한 연구”,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1986; 변상섭, “유식삼성설의 제법 및 法界觀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등이 있다.

15) 원측에 관한 국내연구는 정 근, “원측의 유식철학”,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태현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이만, 신라 태현의 유식사상연구 , 동쪽나라, 1989; 방인, “태현의 

유식철학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5 등이 있다.

16) 유식무경에 관하여 국내에서 나온 소논문으로는 김사업, “유식무경에 관한 해석상의 문

제점과 그 해결”, 佛敎學報 , 제35집, 1998; 묘주, “유식무경사상의 흥기 배경”, 韓國

佛敎學 , 제14집, 1989 등이 있으며, 학위논문으로 김경옥, “유식이십론에서의 유식무경

연구”, 동국대석사학위논문, 1989가 있다.  

17) 인도 유식학에 있어 무상유식과 유상유식에 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沖和史, “무상유

식과 유상유식”, 平川彰, 梶山雄一 편, 이만 역, 唯識思想 , 경서원, 232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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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形相의 허망성을 강조하여 相이 없는 眞如에 이르고자 함. 

따라서 境과 識 둘 다의 허망성을 강조하는 境識俱泯을 주장함. 

   2.有相唯識派: 陳那(Dign ga/400-480)에서 無性(Asvabh va/450-530), 護法

(Dharmap la/530-561)으로 이어짐. 識이 가지는 형상을 假로서 

인정하여 식과 경의 바른 실상을 파악할 것을 중시함. 따라서 

遍計所執의 境의 허망성과 依他起의 識의 實性을 구분하여 唯

識無境을 강조함.

 

   이와 같은 인도의 유식이 중국에 수용될 때는 누구의 어느 을 누가 번역해

서 종지로 삼았는가에 따라 다시 셋으로 분류된다.18)

 

   1. 地論宗: 세친의 十地經論 을 소의경으로 함.

             菩提流支(Bodharuci) 譯: 道龍의 北道派. 妄識說로서 후에 섭론화되

고 法相에 접근함.

             勒那摩提(Ratnamati) 譯: 慧光(468-537)의 南道派. 淨識說로서 후에 

華嚴에 접근함.      

   2. 攝論宗: 무착 저, 眞諦(Param rtha) 譯의 攝大乘論 (569)을 소의경으로 함. 

             덕혜, 안혜의 무상유식을 이음.

   3. 法相宗: 호법등 저, 玄奘 譯의 成唯識論 을 소의경으로 함. 

             진나, 호법의 유상유식을 이음.

             계현(Śīlabhadra, 529-645)에게서 배운 현장의 제자 窺基(632-682)가 

세움.    

   

   이 중에서 본고는 유식무경의 의미를 해명하기 위해 成唯識論 을 중심으로 

하되 그 외에 解深密經 , 미륵의 瑜伽師地論 , 무착의 攝大乘論 , 세친의 唯識

三十頌 , 唯識二十論  등을 참고할 것이다. 成唯識論 은 호법의 학설을 중심으로 

唯識三十頌 을 주석한 책인데, 부분적으로 다른 논사들의 견해도 비판적으로 검

토하고 있다. 이 책의 산스크리트어 원본은 남아 있지 않고, 티벳어 역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중국에서 현장이 번역한 漢譯만이 잔존한다. 

  

18) 중국에서 유식학의 수용 발전시 전개된 각 종파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竹村收男, “지론

종, 섭론종, 법상종”,  平川彰, 梶山雄一 편, 이만 역, 唯識思想 , 경서원, 334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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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의의 전개

          

   유식에 있어 식과 경의 관계를 ‘유식무경’의 관점에서 해명하고자 하는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우선 境이 그 자체 존재하는 객관적 

실유성을 가진 것이 아님을 논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개체적 물질존재인 色의 실

유성에 대한 유식의 비판을 살펴볼 것인데, 이를 위해 먼저 색의 궁극요소로서 극

미의 실유성을 주장한 유부의 관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유식의 비판을 검토할 

것이다. 유식에 있어 색이란 前五識의 경으로서 식을 떠나 실재하는 것이 아닌 것

이다.

   이어 제3장에서는 보편적 관념존재인 名의 실유성에 대한 유식의 비판을 살펴

볼 것인데, 이를 위해 앞 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먼저 보편적 의미체를 명구문신으

로서 말과 독립적으로 실재한다고 주장하는 유부의 관점을 살펴본 후, 그에 관한 

유식의 비판을 논할 것이다. 유식에 있어 의미는 말을 통해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

며, 그에 상응하는 보편자가 따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개념적 분별은 

모두 허망분별이 되며, 언어의 의미는 그에 상응하는 지시체가 실재하지 않기에 

일차적으로 비유적일 뿐이다. 

   이와 같이 명색의 境이 객관적 실재가 아니라 識의 境일 뿐이라는 것이 밝혀

지고 나면, 이어 제4장에서는 그러한 경을 대상으로 삼는 識에 관하여 더 상세히 

분석하기로 한다. 우선 경과의 관계에서 식은 두가지 의미로 구분될 수 있다. 하

나는 객관적 경에 대면한 주관으로서의 識이며, 다른 하나는 현상적인 주객구분에 

앞서 객관적 경 자체를 산출해내는 識이다. 전자가 소연경에 대한 能緣識이라면, 

후자는 경 자체를 산출해내는 能變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는 유식이 구분하

는 세가지 능변식을 의식 표층에서부터 심층으로 분석해가기로 한다. 전오식과 의

식을 포함하는 六識에 이어 말라식과 아뢰야식에 있어 그 각각의 식의 전변결과

인 見分(行相)과 相分(所緣)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 그와 같은 식전변의 의미를 

크게 이분해보기로 한다.  

   제5장에서는 2,3장에서 논의된 명색의 境과 4장에서 논의된 識에 대해 다시 그 

둘, 식과 경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기로 한다. 식과 경, 즉 식과 명색의 

관계는 원시근본불교의 연기설에서부터 순환적 관계로서 논해진 것인데, 유식에 

있어서는 그 순환적 관계가 종자생현행과 현행훈종자의 순환 또는 아뢰야식의 변

현과 7전식의 분별의 순환관계로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순환관계를 형

성해내는 힘은 바로 업이 남긴 세력으로서의 種子이다. 현대철학에서 논의되는 해

석학적 순환에 있어서의 개념이나 언어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러한 유식의 종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보고, 그와 같은 종자를 매개로 한 識과 境, 즉 인식과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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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순환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그리고는 그러한 순환을 

형성하는 심층구조를 가진 우리 식의 實性, 즉 인간 심성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를 살펴보기로 한다. 결국 유식무경의 궁극적 지향점이 바로 우리 마음의 참된 본

성인 유식성과 진여성을 깨달아 가는 見性의 노력, 一心의 철학임을 밝혀볼 것이

다. 그리고 마지막 제6장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에 담겨있던 유식무경의 의

미를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보며 본고를 마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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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色(물질)의 實有性 비판

  

1. 有部의 極微 실재론

   1) 극미 실유의 의미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위의 수많은 개체들과 더불어 있다. 그것은 돌멩

이나 컴퓨터와 같은 사물일 수도 있고, 나무나 꽃과 같은 식물일 수도 있으며 아

니면 개나 소와 같은 동물 또는 친구나 애인 등의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

이 무생물이든 생명체이든, 정지해있는 것이든 움직이는 것이든, 그것이 개체인 

한, 그것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 자기 자리를 점하고 있는 구체적인 것이다. 

그것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만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 볼 수 

있으며, 또 그 자리에서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것만을 보거나 만질 수 있다. 이

러한 직접적 감각경험은 불교 인식론에 따르면 현재적 인식이란 의미에서 現量에 

속한다.19) 현량의 감각 대상은 바로 시공간 상의 구체적 대상인 개체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체는 우리의 오감에 주어지는 구체적인 것인 한, 물질적인 것이다. 사람

이든 소이든 꽃이든 그것이 시공간을 점한 구체적 개체라는 점에서는 돌멩이와 

다를 바 없으며, 그 점에서 그것은 돌멩이와 마찬가지로 물질이다. 이러한 물질을 

불교에서는 色이라고 한다. 현량대상인 시공간 안에 위치한 구체적 개체들은 색으

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色蘊이다. 

   그러나 이처럼 개체적 물질이 우리 오감에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러한 물질, 색

온이 실재하며 객관적 실유성을 가진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지금 내 눈

19) 직접적 인식으로서의 현량은 간접적 인식으로서의 比量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比量이란 

주어진 사태를 직접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것과 비교 검토하는 추론과

정을 거쳐 얻어지는 추론적 인식을 뜻한다. 유식의 인식론은 일반적으로 세친의 제자 

陳那의 集量論 과 그 이후 法稱의 量評釋  내지 論理小論 (Ny yabindu)에 기반하

여 논의되는데, 여기에서 인식은 크게 직접적 인식인 현량과 추론을 통한 간접적 인식

인 비량으로 구분되며, 나아가 그 두 종류의 인식에 상응하는 인식대상으로서 自相과 

共相의 구분이 논해진다. 진나의 인식론에 대해서는 카츠라쇼루의 “니그나가의 인식론

과 논리학”, 법칭의 인식론에 대해서는 戶崎宏正의 “달마끼르띠의 인식론”을 참조할 

것. 두 논문은 가지야마유이치, 전치수 역, 인도불교의 인식과 논리 , 민족사, 1989에 

실려있다. 유식인식론에 대해서는 B.M. 마티랄, 박태섭 역, 고전인도논리철학 , 고려

원, 1993, 55쪽 이하, 服部正明, 이만 역, 인식과 초월 , 민족사, 87쪽 이하; 원의범, 

“인명에 있어서의 언어와 현량과 실상”, 佛敎學報 , 제13집; 이지수, “다르마끼르띠(법

칭)의 지각론”, 가산이지관스님회갑기념집 , 불지사, 1992 등을 참조할 것. 現量과 比

量, 自相과 共相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3장, 제3절에서 다시 한번 더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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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종이가 있고 책이 있고 그 아래 책상이 있다는 것, 그것들이 그 자체로 존재

한다는 것, 그것만큼 확실한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물질적 개체도 그것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궁극적 실재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모래가 쌓여 모래성을 이

루고 있다면, 그것을 색으로 고찰할 경우, 그 자체로 존재하는 궁극적 실재는 과연 

무엇인가? 쌓여 이루어진 모래성인가, 아니면 그 성을 이루는 모래인가? 모래성은 

모래를 쌓아 놓으면 있지만, 모래가 바람에 날려 흩어지면 없어지게 된다. 그러므

로 그것은 궁극적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쌓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요소로 다

시 분석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실재하는 

것은 언제나 그 자체로 실재하는 것, 없어질 수 없는 것, 한마디로 말해 더 이상 

분석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더 이상 분석될 수 없는 물질(색)의 궁

극적 미립자를 불교는 極微라고 한다.20) 

색의 최소를 하나의 極微라고 한다.21)

사물을 分析하면 하나의 極微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극미가 색의 최소이다.22)

   물질을 분석하여 최후로는 더 이상 분석될 수 없는 색의 최소로서의 극미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의미는 더 이상 분석될 수 없는 최

소단위로서의 극미의 존재를 부정할 경우와 대비시켜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어떤 

개체가 요소의 화합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 요소를 그 개체를 

20) 극미는 불교에서 뿐 아니라 인도철학 또는 희랍철학에 있어서도 더 이상 분할될 수 없

는 실재의 궁극요소로서 논의되어 온 것이다. 범어의 anu 또는 param ṇu가 그것인데, 

이는 ‘미세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의 희랍의 

원자(atom)와 상응하는 개념이다. 인도에서 극미론은 자아니교가 최초로 전개하 으며, 

그외에 바이세시카(승론)와 니야야 학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불교에 있어서 

원자설은 아함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아비달마논서 중에서도 중기 이후에 나타나

기 시작하 으며, 이 점에서 승론이나 자이나교의 극미설의 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上山春平, 櫻部建, 정호  역, 아비달마의 哲學 , 민족사, 81쪽 이

하 참조. 방인은 “승론의 극미설이 원한 실체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는 반면에, 다르

마슈리의 극미설은 諸行無常이라는 불교의 근본교설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두 관점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방인, “불교의 극미론”, 대한철학회편, 철학연

구 , 제65집, 1998, 53쪽 이하 참조. 불교의 물질론 전반에 관해서는 오형근, 佛敎의 

物質과 時間論 , 유가사상사, 1994 참조.

21) 玄奘譯, 阿毘達磨大毘婆沙論 , 제 136권, 대정장27. 701上, “色之最少. 謂一極微.” 

22) 玄奘譯, 阿毘達磨俱舍論 , 제12권, 大正藏29, 62上, “分析諸色至一極微. 故一極微 爲色

極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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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는 궁극실재라고 간주하게 된다. 그러다가 다시 그 요소가 그 보다 더 작은 

요소로 분석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다시 그 분석된 결과를 궁극적 실재로 간

주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분석이 무한히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무리 작

은 미립자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보다 더 작은 미립자로 분석될 수밖에 없다

고 한다면, 따라서 분석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더 이상 

분석될 수 없는 궁극적 미립자, 즉 극미가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처럼 

일체 물질의 분석이 무한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

는 개체적 물질을 아무리 분석해보아도 그 안에 더 이상 분석될 수 없는 궁극적 

요소, 개체를 형성하는 궁극적 실재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색은 그 

자체 내에 자기 존재근거, 자기 존재기반을 가지지 못한 것이 된다. 나아가 다른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자체 존재의 궁극요소가 존재하지 않기에, 결국 그런 것들

이 쌓여 이루어진 개체마저도 실재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 

   그러므로 물질의 궁극요소로서의 극미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그런 극미로 

이루어진 개체적 사물들 역시 실재한다는 것을 함축하는 말이다. 물질적 개체가 

없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루는 궁극요소로서의 극미가 없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체인 諸所有色의 실유성을 주장하는 有部에서는 적극적으로 

색의 궁극적 단위로서의 극미의 실유성을 주장하게 된다.  

   2) 극미의 性質

   사물을 분석하여 최후로 극미에 이른다는 것은 극미를 사물의 양적 최소단위

로 간주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사물의 다양한 성질들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

가? 궁극요소로서의 극미의 성질의 다름에서 기인하는가, 아니면 극미의 성질은 

동일하고 그것의 배합질서나 양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다시 말해 사물의 

질적 최소단위는 과연 무엇인가?

   다양한 현상을 가능한 한 최소한의 원리로 종합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철학적 

사유방식에 따라 불교는 사물의 다양한 성질을 궁극적으로 네가지 기본요소 地‧

水‧火‧風으로 환원한다. 이 4요소를 색을 형성하는 질적인 기본단위로서 그 작용

의 결과가 막대하게 크다는 의미에서 ‘大’자를 붙여 四大라고 칭한다.23) 따라서 색

23) 사대는 大種이라고도 하는데, 모이고 흩어짐을 통해 소조색인 만물을 증감 생멸케 한다

는 의미에서 種이라고 하고, 그 작용의 결과가 막대하게 크므로 大라고 한다 “能減能

增能損能益體有起盡. 是爲種義體相形量遍諸方域成大事業. 是爲大義.”( 大毘婆沙論 , 제

127권, 대정장27, 663上). 여기에서 이 사대의 막대한 작용력이 사대의 조성결과(果)로

서의 일체 물질세계에 대한 5종의 因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生因, 依因, 立因, 持因, 養

因이 그것이다. 더 상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오형근, 佛敎의 物質과 時間論 , 유가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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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곧 사대 자체 또는 사대가 모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사대를 因으로 하고 사대를 緣으로 한 것을 色陰[蘊]이라고 한다.24)

  

色은 무엇을 말하는가? 모든 색을 가진 것[사물]은 일체의 사대 또는 사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뜻한다25)  

   그러나 사대는 어디까지나 사물의 성질을 설명하는 질적인 기본단위이므로 地

‧水‧火‧風이라고 불린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 사물로서의 地‧

水‧火‧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 각각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堅‧濕‧煖‧動이라는 성질을 뜻할 뿐이다. 즉 사대란 본래 사대의 性을 뜻하는 것이

다.26) 그럼 보이지 않는 이 性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그것은 持‧攝‧

熱‧長이라는 그 사대의 業을 통해 밝혀진다.27) 

   이제 문제는 사물의 기본적 성질로서의 사대와 사물의 양적 최소단위로서의 

극미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곧 사물의 성질과 사물 자체

의 관계에 대한 물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사물과 사물의 성질

을 구분하며, 사물을 성질만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런 성질을 가지는 사물 자체는 

사, 1994, 59쪽 이하 참조. 인도철학이나 불교에서 뿐 아니라 동양의 儒家철학이나 서

양 희랍철학에서도 일체의 자연 물질의 궁극요소를 유사한 네 다섯가지 기본물질로 환

원시켜 설명하고 있다. 인도나 불교에서 물질의 근본요소를 지수화풍으로 보았듯이, 플

라톤도 티마이오스 에서 우주제작자 데미우르고스가 우주세간을 형성하기 위해 취하

는 근본물질을 지수화풍 네가지로 든다. 儒家의 기본물질은 五行으로서 木火土金水이

다. 동서를 막론하고 水와 火는 냉기와 온기, 습과 건, 하향과 상향의 기본물질로 생각

되었다.    

24) 雜阿含經 , 제2권, 58경, 대정장2, 14下, “四大因四大緣. 是名色陰.” 

25) 世友 造, 玄奘 譯, 阿毘達磨品類足論 , 제1권, 대정장26, 692中, “色云何. 謂諸所有色. 

一切四大種. 及四大種所造色.” 

26) 이 점은 유부에서 비로소 주장된 것이 아니라 근본불교 처음부터 그러하 다. 雜阿含

經 에서도 이미 사대는 일반적 땅(地)이나 물(水)처럼 안식대상으로서의 색경에 속하

는 것이 아니라 身識대상의 觸境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사물은 가시적이지

만, 견‧습‧난‧동의 성은 촉감으로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대를 시각대상이 아

닌 촉감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雜阿含經 , 제13권, 322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

다면 견‧습‧난‧동의 性을 왜 지‧수‧화‧풍이라는 색경에 속하는 사물을 들어 四大라고 

한 것일까? 이에 대해 俱舍論 은 사대가 무엇인지를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세간상에 

따라 가립하여 칭한 것일 뿐(隨世間想假立此名)”이라고 설명한다( 俱舍論 , 제1권, 대

정장29, 3中).

27) 이는 각각 任持, 攝扶, 成熟, 長大를 뜻한다. 이처럼 사대가 그 業 또는 작용을 통해서

만 그 자체 본성이 드러난다는 것은 곧 성과 그 작용 또는 體와 用간의 불가분리성을 

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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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로 다 환원될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가정한다. 견고함이나 습함과 독립적으

로 어떤 것이 따로 존재하고, 그것이 견고해지거나 습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성질은 존재하는 무엇인가에 속하는 성질, 즉 속성이고, 그런 속성

을 가지는 것, 즉 속성의 담지자로서의 실체인 사물 자체는 성질과 구분되는 차원

의 것으로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성질을 이루는 사대와 그런 

성질을 지니는 사물 자체를 형성하는 극미는 서로 무관한 별개의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불교는 사물의 성질을 떠난 사물 자체를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물 자체를 사물의 성질인 사대로 이루어진 것, 즉 四大所造로만 간주하는 

것이다. 이는 불교가 성질과 그 성질을 가지는 사물이 두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

는 것은 아니라는 것, 성질이나 작용을 떠나 사물 자체로서 남겨지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28) 따라서 사물 자체 또는 사물을 이루는 극미 

자체는 사대의 성질을 떠난 것이 아니라, 사대의 성질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

된다. 

   그렇다면 사대의 性과 極微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선 사대와 극미의 관계

에 있어 다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하나의 극미는 오직 하나의 

성질만으로 존재하든가 아니면 하나의 극미에 사대의 성질이 두루 다 갖추어져 

있든가 이다. 이에 대해 유부는 후자의 관점을 취한다. 사물의 최소단위로서의 하

나의 극미 안에 이미 지수화풍 사대의 성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대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그것이다.

四大種은 일체 時에 있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29)

   이것은 어느 사물에서든 네가지 性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함께 작용하

고 있다는 통찰에서 비롯된 결론이다. 말하자면 견고한 사물이라고 하여 오로지 

堅性의 地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칼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아주 딱딱한 금은 堅性만 가진 듯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動性이 들어 있

기에 용광로에 넣으면 흘러내리게 되는 것이며, 또 아주 미약해보이는 작은 물방

울은 濕性만 가진 듯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堅性이 들어 있기에 그 물방울이 많

이 모여 강물이 될 때 그 위에 배를 띄울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대는 그 

소조색을 이룰 때 네가지가 언제나 함께 한다. 이 사대종의 성질이 함께 하여 이

28) 이는 속성들 너머에 속성의 담지자로서의 실체를 사물 자체로서 설정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의 문제로서 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철학적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고 제3장, 3절 참조. 

29) 大毘婆沙論 , 제127권, 대정장27, 663中, “此四大種於一切時不相離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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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 소조색의 최소 단위가 바로 극미이다. 다시 말해 극미란 지‧수‧화‧풍으로 대

변되는 堅‧濕‧煖‧動의 네 성질의 화합물 또는 持‧攝‧熟‧藏이라는 작용을 일으키

는 힘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사대가 극미를 형성하는 기본 성질이긴 하지만, 

그 네 성질이 서로 분리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사

물의 최소단위가 바로 극미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극미는 물질적 사물의 분석 결과 도달된 최소 단위이므로, 그 자체는 

더 이상 그보다 더 작은 부분을 가지지 않으며, 따라서 분석될 수 없다. 분석가능

한 사물을 분석하여 얻어진 사물의 궁극적 최소단위이지만, 그것이 더 이상 분석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극미는 일반적으로 개체적인 물질적 사물이 가지는 

특징과는 상반된 특징을 가진다. 말하자면 극미는 가시적 사물을 이루는 양적인 

기본단위임에도 뷸구하고 우리가 직접 보거나 듣거나 만져서 알 수 있는 것이 아

니다. 즉 극미 자체는 경험가능한 감각대상이 아니다. 

   

미세한 부분을 가지지 않으며 분석가능하지 않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며 냄새맡고 

맛볼 수도 없고 만져 느낄 수도 없다. 그러므로 극미를 가장 미세한 색이라고 설한다.30)

      

   그러므로 이제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부분을 가지지 않고 분석가능하지 

않으며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감각불가능한 극미가 어떻게 여럿이 함께 함으로

써 보거나 만질 수 있는 물질적 사물을 형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3) 극미의 집적과 개체존재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극미가 쌓여서 보고 만질 수 있는 물질적 사물이 된

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자면, 어느 지점에선가 질적인 전환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된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만져지지 않던 것이 만져지게 되는 그런 

전환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유부에 따르면 그 전환은 어느 지점에서 발생하는가?

   사대의 성이 분리되지 않은 채 함께 하여 일 극미를 이루게 되는데, 그런 성질

의 극미는 다시 그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7개가 모여 함께 함으

로써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 이처럼 함께 모인 7개 극미의 합을 微塵이라고 부

르는데, 비가시적인 극미가 7개 모여 일 미진이 되면, 이 미진은 일 극미와는 달리 

시각적으로 경험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31) 

30) 大毘婆沙論 , 제136권, 대정장27, 702上, “無有細分不可分析. 不可覩見. 不可聽聞. 不可

嗅嘗. 不可摩觸. 故說極微. 是最細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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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개의 극미가 하나의 微塵을 이루는데, 이것이 눈이 眼識으로 취할 수 있는 色 중에서 

가장 미세한 것이다.32)

   미진이 다시 7개 모여 銅塵이 되고, 다시 그것이 7개 모여 水塵이 되고, 이렇게 

하여 계속 兎毛塵, 羊毛塵 등등으로 나아가서 결국 일체 사물을 이루게 된다고 한

다.33) 이와 같이 극미로부터 일체 사물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부파불교에서 중요

한 논쟁거리로 제기된 문제 중의 하나는 바로 극미가 모여 일 미진을 이룰 때 그 

극미들은 어떤 방식으로 모이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즉 극미들은 서로 접촉하는

가, 접촉하지 않는가? 이에 대해 舊有部와 新有部는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34) 

본유부의 관점에 따르면 극미들은 서로 접촉하지 않는다.35) 

극미는 서로 접촉하지 않는다.36)

31) 그러나 이것은 원리상 볼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지, 우리 범부의 눈에 실제로 보인다는 

말은 아니다. 일미진을 볼 수 있는 안식은 유부에 따르면 우리 범부의 안식이 아니라, 

범부의 肉眼과 구분되는 天眼, 轉輪王眼, 菩薩眼의 3종의 眼이다. 이에 대해서는 大毘

婆沙論 , 136권, 대정장27, 702상 이하 참조. 마치 일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라

도 현미경이나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경우 그것을 원리상 가시적인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듯이, 微塵은 단지 그런 의미로만 가시적일 뿐이다. 

32) 大毘婆沙論 , 제136권, 대정장27, 702상, “此七極微成一微塵. 是眼眼識所取色中最微細

者.” 俱舍論  역시 이와 마찬가지의 관점을 취하여 일 극미가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극미가 모여 비로소 변화와 장애의 뜻을 갖게 됨을 강조한다. “無一極微各處而住. 衆微

聚集變礙義成.”( 俱舍論 , 제1권, 대정장29, 3下).

33) 大毘婆沙論 , 제136권, 대정장27, 702상 이하 참조. 俱舍論  역시 이와 동일한 방식으

로 극미에서부터 사물에 이르기까지의 단위를 서술하고 있다. 俱舍論 , 제12권, 대정

장29, 62중 이하 제2게송의 주 참조.

34) 舊有部는 迦多衍尼子의 發智論 과 그에 대한 해석서로서 유부의 근본생각을 집대성한 

阿毘達磨大毘婆沙論 에 나타나는 사상이다. 세친은 본래 유부론자이었지만 그의 저서 

俱舍論 에 보면 다분히 경량부적 관점에서 유부를 비판하는 측면이 많다. 이에 俱舍

論 의 경량부적 경향을 비판하며, 본래의 유부적 관점을 보다 확고히 하려는 유부적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를 新有部라고 한다. 신유부의 사상은 衆賢의 阿毘達磨順正理

論 에 잘 나타나있다.  

35) 이처럼 극미가 모여 미진이 될 때 극미들이 상호 접촉하지 않는 것을 유부는 극미들 

간에 간격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극미 간의 간격을 형성하는 이 비어있는 공간이 

유부가 可見의 색처 중 顯色에 분류하는 空에 해당할 것이다. 극미는 낱개로 존재하지 

않고 7개가 모여서만 존재하는데 그 극미들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것은 현대 물리학에 

있어 원자가 단독 입자로 존재하지 않고 원자핵(양성자와 중성자)과 전자로 구성되는

데 그 둘 간에 무척이나 큰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통찰이라고 볼 수 

있다.

36) 大毘婆沙論 , 제132권, 대정장27, 683下, “極微互不相觸.” 본유부는 이에 이어 다음과 

같은 귀류법적 방식으로 극미 상호간에 접촉이 없음을 주장한다. 만일 반대로 극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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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신유부 관점에 따르면 극미들은 모이면서 서로 접촉한다. 구유부처럼 

극미 간에 상호접촉함이 없이 간격을 갖고 접근하여 모이는 방식을 和合

(samyoga)이라고 하며, 신유부의 주장처럼 극미들이 접촉하여 상호결합함으로써 

하나의 단일체를 이루는 방식을 和集(saṃgh ta)이라고 한다. 

   사물을 극미화합으로 보는 것과 극미화집으로 보는 것의 근본적 차이는 무엇

인가? 그 둘은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무엇이 인식대상이 되는가에 대해 각기 다른 

답을 제시한다. 즉 사물을 극미화합으로 볼 경우 우리의 인식대상은 개별적인 다

수의 극미 자체인데 반해, 사물을 극미화집으로 볼 경우는 우리의 인식대상은 이

미 결합된 사물이 된다. 구유부는 극미가 접촉함이 없이 간격을 갖고 모여 있다고 

봄으로써, 화합물에 있어서의 인식의 대상도 그곳에 단순히 모여 있는 개별적 극

미라고 본 것이다. 이에 반해 신유부에 따르면 전오식이 인식하는 인식대상은 극

미가 접촉하고 결합하여 이루어진 사물 자체의 모습, 즉 실재하는 和集相이 된다. 

이 신유부의 관점은 成唯識論 에 다음과 같이 정리되고 있다.

색 등 각각의 극미는 화집하지 않았을 때는 五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함께 화집할 

경우 전전하여 거친 相이 생하는데, 그것이 오식의 대상이 된다. 그 相은 實有이며, 識에 의

해 인식되는 것이다.37)   

   이와 같이 고유부든 신유부든 화합되기 이전의 각각의 극미는 인식대상이 되

지 않고, 그들이 집적되어야 비로소 인식가능하다고 보았는데, 그 집적된 결과에 

있어서 정확히 무엇이 인식대상인가에 대해서는 관점이 서로 달랐다. 구유부는 화

합시에도 개별적인 다수의 극미 자체가 인식된다고 보았으나, 신유부는 화집된 사

물 자체가 인식대상이 된다고 보았다.38) 그렇지만 집적된 요소로서의 극미이든 그 

극미 집적결과의 화집상이든 색법이 그 자체로 실재하며, 우리가 그것을 전오식으

로 볼 수 있다고 간주한 점에서는 일치한다. 즉 색법은 그것을 인식하는 우리의 

에 접촉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접촉은 전체적 접촉이거나 부분적 접촉일 것이다. 

만일 전체적 접촉이라면 결국 전체적으로 접촉한 그 둘은 서로 구분되지 않아 일체를 

이룰 것이기에 서로 다른 극미라고 말 할 수 없게 된다. 만일 부분적 접촉이라면 각 

극미에 있어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극미의 불가분석성에 어긋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편촉도 분촉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극미들은 상호간에 접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37) 成唯識論 , 제1권, 대정장31, 4중, “色等一一極微. 不和集時非五識境. 共和集位展轉相資

有麤相生. 爲此識境. 彼相實有. 爲此所緣.” 

38) 반면 경량부는 인식되는 것은 극미화합의 자극에 의해 의식에 나타난 지각상일 뿐이며 

이는 실재 극미의 형상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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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떠나 그 자체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2. 극미 실유성에 대한 유식의 비판

   心王이나 心所 이외에 색법을 식 독립적 실재로 인정하지 않는 唯識은 그와 

같은 색법의 비실유성을 그 색법을 구성하는 극미 자체가 실유가 아니라는 점에 

근거하여 논증한다. 

대상이 되는 色은 분명히 實有가 아니다. 그것을 이루는 極微가 실유가 아니기 때문이다.39)

   이와 같이 색법의 실유성을 부정하고자 하는 유식은 우선 그 궁극요소로서의 

극미의 실유성을 부정한다. 유식이 극미를 부정하는 방식은 크게 둘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하나는 실유로서 상정되는 극미 자체의 모순성을 밝히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우리의 인식과의 관계 하에서 극미가 인식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유

가 아님을 밝히는 것이다. 우선 극미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은 무슨 의미인가?

   1) 극미 실재론의 논리적 불가능성

   유부는 색을 분석하여 최후로 도달되는 더 이상 분석될 수 없는 최소의 것을 

극미라고 칭하면서 그 실유성을 주장한다. 그렇다면 유식은 무슨 근거에서 극미가 

실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일체 존재에 대해 배중율은 지켜져야 할 원

리이다. 그러므로 극미에 대해서도 극미는 방분을 가지거나 아니면 가지지 않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方分이라는 말은 방향적인 부분, 즉 공간적인 부분

을 말한다. 따라서 극미가 방분을 가진다는 말은 극미가 그 각각의 부분으로 분할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有部에 따르면 극미는 방분을 가지지 않으며, 經量部

에 따르면 극미는 방분을 가진다. 그런데 유식은 그 양 경우를 다 검토해보고는 

두 경우가 다 성립하지 않으므로 따라서 극미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

39) 成唯識論 , 제1권, 대정장31, 4상, “彼有對色定非實有. 能成極微非實有故.” 본고에서는 

주로 成唯識論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지만, 유부적 극미실유성에 대한 유식학적 비

판은 瑜伽師地論 에 이미 등장하고 있다. 瑜伽師地論 , 제54권 섭결택분에서는 극미

를 분별로 시설한다고 함은 覺慧로써 色을 분석하여 맨 끝에 극미를 세우는 것이지, 

그 體가 있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극미는 생겨남도 없어짐도 

없고, 色聚는 극미가 모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정장30, 598상 이하 참

조. 瑜伽師地論 에 나타난 극미론에 대해서는 加藤利生, “唯識學派の極微論をめぐる問

題”, 印度學佛敎學硏究 , 제38권, 1988, 312쪽 이하와 “ 瑜伽師地論 に見られる瑜伽行

派の極微論の特色”, 印度學佛敎學硏究 , 제35권, 1987, 80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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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한다. 

   만일 극미가 방분을 가진다고 해보자. 그 경우 극미는 그 안에 포함된 방분으

로 분할이 가능할 것이다. 즉 극미의 본래 의미가 더 이상 분할될 수 없는 최소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방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면 그 방분에 따라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결국 그것은 극미일 수가 없게 된다.

만일 극미가 부분(方分)이 있다고 하면, 그 극미는 분석될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분석불가

능한 궁극적 존재로서의] 실유가 아니다.40)

   그렇다면 극미는 방분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경우에도 역시 문제가 발생한다. 즉 극미가 방분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극미가 화합하여 일반적인 색법의 사물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극미에] 부분(方分)이 없다고 하면, 색법이 아닌 것 처럼 된다. 어떻게 그런 것[방분이 

없는 것]들이 모여 빛을 받아 [빛이 가지 않는 부분에] 그림자를 만들겠는가? ... 빛을 받아 그

림자를 만드는 것은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착된 극미는 반드시 [다른 

장소가 성립하게끔] 부분이 있어야 한다.41)

   일반 사물은 모두 방분을 가진다. 각 방향적 차별이 있기에 한 쪽에서 빛이 비

쳐올 경우 그 반대 방향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 사물을 이루

는 극미로서의 궁극요소가 방향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극미가 모여 

방향성을 지니는 사물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부분이 있는 색법의 궁극요소

로서의 극미는 따라서 부분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극미가 부분이 있

다고 하면, 앞서 논한 것처럼 극미는 그 부분으로 분할가능해야 하며 따라서 더 

이상 극미가 아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극미는 만일 그것이 존재한다면 방분이 

있거나 아니면 없는 것으로서 존재해야 하는데, 두 경우 다 성립하지 않으므로, 결

국 극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극미 실재론의 인식론적 불가능성

   극미의 실유성에 관한 유식의 둘째 방식의 비판은 극미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연관하여서이다. 유부는 극미의 실유성을 그것이 우리 前五識의 인식대상이라는 

40) 成唯識論 , 제1권, 대정장31, 4상, “諸極微. 若有方分. 必可分析. 便非實有.” 

41) 成唯識論 , 제1권, 대정장31, 4상, “若無方分. 則如非色. 云何化合承光發影. ... 承光發影. 

處旣不同. 所執極微定有方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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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근거해서 주장한다. 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근과 경이 각각 실재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극미가 실재로 안식의 대상으로서 눈에 보인다면, 

어떻게 그것이 실유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유부는 적극적으로 

극미 또는 극미소조색이 오식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극미의 실

유성을 증명하려 한다. 

   반면 극미의 실유성을 부정하는 유식은 극미가 정말 유부의 주장대로 오식의 

대상이겠는가를 반문한다. 색을 분할해서 얻게 된다고 하는 그 궁극적 요소로서의 

극미를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가? 정말로 안식의 대상인가? 유식은 유

부의 입장을 검토함으로써, 극미가 오식의 대상일 수 없음을 논한다. 우선 극미를 

오식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유부의 관점을 유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여러 극미가 함께 화합할 경우 五識에 대해 그 각각의 대상이 된다.42)

   이와 같이 정리된 유부의 관점은 大毘婆沙論 에 나타나는 본유부의 관점이다. 

이에 따르면 극미가 화합하기 이전에는 그 낱낱의 극미가 인식되지 않지만, 극미

들이 화합할 경우에는 전오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아주 가는 실이 한 가닥으

로서는 너무 가늘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여러 가닥 합해 있으면 비로소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처럼 극미의 경우도 그와 같이 화합하면 전오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식은 극미 화합물에 있어서 전오식이 극미를 인식할 수 

있다는 유부의 관점을 비판한다. 보이지 않던 가는 실이 여럿 모이면 보인다고 할 

때, 그 가닥의 모임에 있어 우리가 정말로 앞서 보이지 않던 그 가는 실 자체를 

보는 것이겠는가? 원자가 모여 사물이 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원자는 눈에 보이

지 않지만, 그 화합물인 사물은 보인다는 것을 안다. 문제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과연 그것을 이루는 원자를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원자란 현미경으로라도 관

찰가능한 감각대상으로서의 객관 실재물이 아니라, 원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

론적 모델일 뿐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식이다. 이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유

식은 극미란 하나로서이든 여럿이 모여서이든 결코 우리의 감각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오식에 있어 극미의 양상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극미가 함께 화합한다고 해서 五識에 대해 그 각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식에 

있어 극미의 양상이 없기 때문이다.43)

   다시 말해 화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극미가 전오식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42) 成唯識論 , 제1권, 대정장31, 4중, “諸極微共和合位可與五識各作所緣.” 

43) 成唯識論 , 제1권, 대정장31, 4중, “非諸極微共和合位可與五識各作所緣. 此識上無極微相

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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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것이 화합하 다고 해서 전오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화합한 경우와 화합하지 않은 경우 제 극미의 體相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화합

한 경우나 화합하지 않은 경우나 색 등 극미가 五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44)

   이와 같이 해서 극미가 그 자체로서는 인식되지 않지만, 극미 7개가 모여 미진

이 될 때, 그 화합상에서 극미가 인식된다고 하는 것을 유식은 비판하고 있다. 낱

낱의 극미가 비가시적이라면, 그런 비가시적인 것이 화합한다고 한들 그것이 보일 

수가 있겠는가? 화합을 하든 하지 않든 극미의 체와 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합함으로써 극미가 지각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유부는 구유부와 달리 극미들이 단지 근접하여 모이는 화합이 아니

라, 결합하여 새로운 하나를 이루게 되는 和集을 주장하 다. 따라서 극미들이 모

여 전전하여 구체적인 새모습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상은 화

집된 극미의 상으로서, 결국 극미가 인식대상이 된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신유부의 관점을 유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색 등 각각의 극미는 화집하지 않았을 때는 五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함께 화집할 

경우 전전하여 거친 相이 생하는데, 그것이 오식의 대상이 된다. 그 相은 實有이며, 識에 의

해 인식되는 것이다.45)

   다시 말해 화합의 경우는 화합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화합 이후라고 하여 

보일 수는 없다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화합 아닌 화집을 이룰 경우에는 전

전하여 구체적인 새 모습을 이루면, 그것이 전오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화집하기 이전에 극미가 가지고 있던 상을 유부는 細相 또는 미세한 圓相이라고 

본다. 극미들이 화집할 때는 그 각각의 圓의 모양을 버리고 전오식이 인식할만한 

구체적인 사물의 상을 형성한다는 것이다.46) 그러므로 극미 집적된 화집상은 감각

대상이며 실유이다. 

   그러나 유식에 따르면 화집 전의 극미를 실유로 보면서, 또 동시에 그러한 개

별 극미의 상을 버리고 형성되는 화집상도 마찬가지로 실유라고 하는 것은 모순

적이다. 왜 그런가? 극미가 화집하여 병이나 사발(甌) 등이 될 때, 그 극미 화집시 

44) 成唯識論 , 제1권, 대정장31, 4중, “非化合位與不合時. 此諸極微體相有異. 故化合位與不

合時色等極微非五識境.” 

45) 成唯識論 , 제1권, 대정장31, 4중, “色等一一極微. 不和集時非五識境. 共和集位展轉相資

有麤相生. 爲此識境. 彼相實有. 爲此所緣.” 

46) 태현은 극미가 본래 가지는 미세한 상을 本微圓相이라고 하고, 화집결과의 상을 新和集

相으로 구분한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방인, “태현의 유식철학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5, 115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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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미 자체의 원상을 버리고 사물에 따라 각기 구별되는 화집상을 이루는 것이라

면, 화집상이 인식대상이 될 경우 극미는 더 이상 인식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인식

대상으로서의 실유성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친 相에 대한 識은 미세한 相의 대상을 반연하는 것이 아니다.47)

   이와 같이 유식은 극미가 낱낱으로는 직접 지각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화

합 또는 화집한 경우 전오식의 대상이 된다는 구유부와 신유부의 주장을 각기 비

판한다. 극미는 화합시든 화집시든 전오식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극미가 

우리의 감각의 대상이기에 실유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成唯識論 에서 극미의 실유성에 대한 유식의 비판은 유부에 이어 경량부로 

나아가는데, 경량부는 극미실재론을 주장하기는 하 지만 극미 화합시의 존재방식

이나 또 극미에 대한 인식가능성에 대해 유부와 관점을 달리한다. 즉 경량부는 극

미가 비록 공간적으로 분할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분을 가지는 것으로 본

다. 따라서 극미집적시에도 상호접촉이 없이 그러면서도 간격 없이 모인다고 주장

한다. 사물은 그처럼 극미집적으로 이루어질지라도, 그 사물에 있어 우리가 실재로 

인식하는 것은 결코 실유의 극미가 아니라 단지 그 극미들이 화합하여 이루어진 

화합상일 뿐이며, 따라서 극미 자체는 결코 직접적으로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이 일

관성있게 주장된 경량부의 관점이다. 극미 상호간에 간격을 두지 않고 화합함으로

써 단일한 극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하나의 粗大한 형상이 형성되는데, 우리가 인

식하는 것은 그 화합상일 뿐 실유의 극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眼 등 五識이 色 등을 인식할 때, 그와 유사하게 화합된 상을 인식할 뿐이다.48)

   그러므로 경량부에 따르면 극미는 개별적으로도 집합적으로도 결코 직접 지각

되지 않고, 단지 의식의 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될 수 있을 뿐이다. 집합적 극

미가 의식에 부여한 지각상과 실재 극미의 형상 사이에는 단지 추론된 유사성만 

존재할 뿐 동일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처럼 인식된 화합상과 인식될 수 

없는 실유로서의 극미 자체의 형상을 서로 다른 것으로서 구분하게 되면, 그와 같

이 인식된 화합상은 더 이상 실유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유식은 경

량부의 지각된 화합상에 대해 그것이 비실유적인 것이라고 반박한다.  

그 화합상이 이미 실유가 아니다.49)

47) 成唯識論 , 제1권, 대정장31, 4중, “非麤相識緣細相境.” 

48) 成唯識論 , 제1권, 대정장31, 4중, “眼等五識了色等時. 但緣和合似彼相故.” 

49) 成唯識論 , 제1권, 대정장31, 4중, “彼和合相旣非實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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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화합상이 실유가 아니므로, 그 화합상을 근거로 해서 그것의 원인으로

서의 극미의 실유를 주장할 수도 없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유식은 경량부가 

주장하는 극미에 대해서도 그것이 실유일 수 없음을 강조한다. 극미가 실유가 아

니라는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극미소조로서의 물질적 색법의 실유성을 부정하

고자 한 것이다. 이상 유부와 경량부의 극미론에 대한 유식 비판의 결론은 극미란 

실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식에 있어 극미는 과연 무엇인가? 

거친 색법에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는 사람을 위해 부처가 극미를 설하여 그 집착을 분석하여 

없애려 한 것이지, 모든 색법에 실제로 극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모든 유가

사들이 假想의 지혜로써 거친 색법의 상을 점차적으로 분석 제거하여 더 이상 분석할 수 없

는 것에 이르러 극미를 假說한 것이다. ... 따라서 극미를 색의 극한 개념이라고 설한다. 그러

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대상이 되는 색은 모두 식이 변현한 것이지 극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50)

   극미는 가시적인 색법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적 개념이되, 그 색법의 실유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색법에 실체가 있다는 집착을 없애기 

위해 시설된 개념임이 강조되고 있다. 가시적이고 분석가능한 색법을 분석하여 그 

궁극적 요소로서 더 이상 분석될 수 없는 극미에 이르 다고 할 때, 그렇게 상정

된 극미가 실유일 수 없음을 밝힘으로써 극미소조로서의 색 역시 실재하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려 한 것일 뿐이다. 즉 우리의 감각대상인 개체적 존재를 물질적 미

립자인 극미가 화합하여 이루어진 색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개체의 존재

기반은 극미가 아니다. 그렇다면 유식은 개체의 존재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3. 前五識의 所緣境으로서의 개체

   개체적 사물인 색법이 왜 실유가 아닌가? 감각은 우리의 사유적 매개없이 발

생하는 직접적 인식, 즉 現量이 아닌가? 현량의 대상 세계는 그 자체로 실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식 이외에 경이 없다는 ‘유식무경’은 바로 이러한 현량으로

서의 감각세계를 부정하는 것인가? 현량 대상으로서의 감각세계가 분명 존재하는

데, 어떻게 유식무경을 말할 수 있는가? 

50) 成唯識論 , 제1권, 대정장31, 4中下, “爲執麤色有實體者. 佛說極微令其除析. 非謂諸色實

有極微. 諸瑜伽師以假想慧於麤色相. 漸次除析至不可析假說極微. ... 故說極微是色邊際. 

由此應知. 諸有對色皆識變現非極微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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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유식이 색법은 실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할 때, 그 말은 색법이 아예 존

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식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식 독립적인 객

관 실재가 아니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색법으로 분류되는 개체적 사물의 존재 자

체는 부정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존재하는 그 개체적 색법이 식독립

적인가 아닌가 이다. 成唯識論 의 다음 구절이 이를 잘 말해준다. 

[문] 오식에 대해 그 所依와 所緣인 색법이 어째서 존재하지 않는가? [답] 비록 색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識이 轉變된 것일 뿐이다. 즉 식이 생겨날 때에 내적 인연 세력에 따

라 전변하여 眼[所依根]과 色[所緣境] 등의 相으로 현현하는데, [오식은] 그러한 상을 所依

와 所緣으로 삼는 것이다.51)

   다시 말해 색법으로 분류되는 眼‧耳‧鼻‧舌‧身 五根과 色‧聲‧香‧味‧觸 五境은 

식 독립적인 궁극적 물질로서의 극미가 화합 또는 화집하여 형성된 식 독립적 실

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극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식 자체가 전변하여서 

식의 所依와 所緣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이다.52) 그러므로 유식이 적극적으

로 극미의 실유성을 부정하고 따라서 그런 극미로 이루어진 색법의 실유성을 부

정한 까닭은 그렇게 함으로써 색법이란 식 바깥의 극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식의 변현이라는 것, 그러므로 식을 떠나 존재하는 물질적인 객관적 실체

란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 한마디로 ‘識外無境’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이는 결국 오식, 즉 감각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 사고를 비판하는 것이다. 우리

는 일반적으로 감각대상세계, 즉 감각의 所緣境과 그런 감각을 행하는 우리의 신

체, 즉 감각의 所依根은 우리의 인식에 선행하는 인식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식의 

변형, 즉 식의 결과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식은 식의 소의근과 소연경

은 식의 변현일 뿐 객관 실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무슨 근거에서 식의 

소연경인 감각대상세계와 그 식의 소의근인 우리의 신체적 감각기관이 객관 실재

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일단 식의 소연경에 대한 유식의 관점을 설명

한 후, 다시 식의 소의근의 문제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51) 成唯識論 , 제1권, 대정장31, 4상, “五識豈無所依緣色. 雖非無色而是識變. 謂識生時. 內

因緣力變似眼等色等相現. 卽以此相爲所依緣,” 

52) 成唯識論述記 는 전오식의 所依와 所緣으로 전변하는 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8식이 五根(所依), 五塵(所緣)으로 變似하며, 안식 등 五識이 발생하여 그 전변결과인 

根에 의지하여 그 境(五塵)을 연하게 되는 것이다(第八識變似五根五塵. 眼等五識依彼所

變根. 緣彼本質塵.)”, ( 成唯識論述記 , 제2권, 대정장43, 268중). 그러므로 색법으로의 식

전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지 전오식 차원이 아니라 제8아뢰야식까지 논의해야 하므

로, 이곳에서 행해질 수가 없다. 따라서 색법이 어떤 의미에서 식의 轉變 결과인가 하는 

것은 식의 심층구조를 논하는 이하 제4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색법이 前五識

을 떠나 그 자체로 실재하는 객관 실유가 아니라는 것을 논의하는 것으로 족하다. 



 30  成唯識論 에서의 識과 境의 관계 연구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 30 -

   1) 五境의 비실유성

   현량으로 주어지는 감각대상으로서의 소연경, 즉 색법은 그 자체 식과 독립적

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닌가? 유식무경을 반박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반론에 대한 

유식의 대답을 우리는 成唯識論  제 7권에서 직접 읽을 수 있다.  

[문] 色 등 외부 대상은 분명히 현량으로 증득된다. 現量으로 얻어지는 것인데, 어째서 부정

하여 없다고 하는가? [답] 현량으로 증득할 때에는 외적인 것이라고 집착하지 않는다. 이후의 

意가 분별하여 망령되게 외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일으킨다.53)

   중요한 것은 위의 대답에서 볼 수 있듯이 유식에 있어 현량 대상으로서의 감

각세계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문제는 이 현량 대상으로서의 

감각세계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듯 우리의 인식 밖의 외적 존재인가, 아니면 

그 자체 안팎의 분별을 떠난, 분별 이전의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량으로 인식된 

감각대상, 예들 들어 감각된 빨간색, 감각된 모양, 감각된 향기, 감각된 부드러움, 

이런 것들은 그 감각을 떠나 그 자체로 감각 너머의 외적인 것으로서 실재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유식은 감각적 인식상태인 현량에서는 그 대상이 인식 내적인 것인가 아니면 

인식 외적인 것인가 하는 분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현량

적 인식은 무분별적 인식이다.54) 현량의 대상은 분명히 존재지만, 우리는 그 대상

53) 成唯識論 , 제7권, 대정장31, 39중, “色等外境分明現證. 現量所得. 寧癈爲無. 現量證時不

執爲外. 後意分別妄生外想.” 이것은 ‘유식무경’을 이치상으로 논하는 理證의 제 6번째 

논증이다. 

54) 그러나 이러한 현량의 무분별적 인식이 불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무분별적 지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즉 불교에서는 무분별을 크게 둘로 구분한다. 불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無分別智에서의 무분별과 일반 범부의 인식 중 아직 명료하게 분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분별은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는 定心의 무분별이며, 후자는 

散心의 무분별인데, 전자를 明了무분별이라고 하고, 후자를 蒙昧무분별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 몽매무분별은 다시 또 둘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不亂心무분별로서 전오식이나 

제8식에서처럼 아직 의식적 분별이 가해지기 이전의 현량적 인식의 무분별이며, 또 다

른 하나는 迷亂心무분별로서 치매나 다른 병 등으로 인해 예리한 분별력이 손상된 상

태에서의 무분별을 뜻한다. 이상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무분별 ꠆ꠏ 명료무분별 = 定心 

                ꠌꠏ 몽매무분별 = 散心 ꠆ꠏ 불란심무분별: 현량에서의 무분별

                                     ꠌꠏ 미란심무분별: 분별능력 상실로 인한 무분별  

    불교적 수행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명료무분별에 대해서도 다시 가행, 근본, 후득의 

세가지 무분별지의 구분이 가능하다. 이를 上田義文은 다음과 같이 비유적으로 설명한

다. 즉 加行無分別智는 벙어리처럼 갖고 싶은 어떤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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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그것이 우리의 식 외부의 실재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인식 내부와 외부의 

분별, 의식 내적 표상과 의식 외적 사물의 분별은 현량 차원에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전오식의 대상으로서의 경이 그 대상을 반연하는 전

오식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소위 말하는 眼識 등은 ... 그 자신을 떠난 色 등을 친히 반연하지 않는다... 식에 의해 친히 

반연된 것은 그것[반연하는 식]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다.55) 

   이것은 각 식에 대해서 그 식이 대상으로 삼는 경을 식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연하는 識이 있기에 반연되는 境이 있다. 경이란 

그것을 반연하는 식 안에서 그 식에 의해 반연된 것으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보는 안식을 통해 보여진 색깔 이외에 그러한 봄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존재하는 

색깔, 색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만지는 身識에 있어 느껴지는 부드러움

이나 딱딱함 이외에 그런 촉감을 떠나 그 자체로 존재하는 부드러움 자체, 딱딱함 

자체 등 觸境이 있을 수 있겠는가? 감각된 빨간색은 그 빨간색의 감각을 떠나 존

재하는 것이 아니다. 빨간색 자체가 빨간색의 감각을 떠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각된 세계, 즉 색‧성‧향‧미‧촉의 오경은 그에 대한 감각

활동, 즉 안‧이‧비‧설‧신식을 떠나 그 자체 존재하는 세계로 객관화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반연된 경은 그것을 반연하는 식과 분리될 수 없다는 유식의 주장이

다. 

   사실 감각대상(境)과 감각활동(識)이 서로 분리된 별개의 것인가, 아니면 근원

적으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통합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불교 이외에 서양 인

식론에 있어서도 곧잘 제기되는 기본적 물음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곧 감각된 것, 

즉 감각 내용을 감각적 인식과 구분되는 외부세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인

가, 아니면 감각하는 자 자신의 인식내용으로 간주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의 복잡성을 담고 있는 서양철학적 개념이 바로 ‘감각자료’(sense data)이

무엇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고, 根本無分別智는 그것(진여)을 손에 넣었으나, 그것

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며, 後得無分別智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1. 가행무분별지: 일상적 언명으로 표현될 수 없는 어떤 것을 깨닫고자 추구함.

         2. 근본무분별지: 깨달았지만, 깨달은 그것을 일상적 언명으로 표현할 수가 없음.

         3. 후득무분별지: 깨달은 그것을 일상적 언명으로 표현함.

    세가지 무분별지의 구분에 관해서는 上田義文, 박태원 역, 대승불교의 사상 , 민족사, 

1989, 15쪽 이하 참조. 

55) 成唯識論 , 제7권, 대정장31, 39上, “極成眼等識 ... 不親緣離自色等 ... 此親所緣定非離

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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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각자료를 물질적 외부세계로부터 우리의 감각기관에 주어지는 순수 객관적 

자료로 해석하는 사람은 우리의 인식으로부터 분리된 외부세계의 실재성을 주장

하는 실재론자가 되지만, 반대로 감각자료를 감각하는 자의 주관적 의식구조를 떠

나 객관화 또는 실체화시킬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은 감각 너머에 다시 대상세계를 

설정하지 않는 관념론자가 된다.56)

   바로 이와 동일한 물음이 유식 이전의 불교에 있어서도 제기되었는데, 감각된 

인식내용인 形相(ꐀkꐀra)을 객관 사물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인식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논의가 그것이다. 객관적 물질 세계, 즉 色法을 마

음 독립적 실재로 설정하는 有部는 우리가 어떤 형상(사물의 속성, 예를 들어 장

미의 빨간색 또는 향기)을 인식할 때, 그 알려진 내용인 형상은 인식 대상인 사물 

자체의 형상이지 그것을 아는 인식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 는데, 이를 

대상이 형상을 가지지 ‘인식이 형상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無形相

認識論이라고 칭한다.57) 반면 유부의 색법에 관한 三世實有적 실체론을 비판하는 

經量部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는 형상은 바로 우리의 인식에 포함된 형상일 뿐, 

그러한 인식 너머의 객관적 사물 자체의 성질은 아니라고 주장하 는데, 이를 ‘有

形相認識論’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경량부에 따르면 외부세계는 직접적으로 인식되

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 인식의 근거로서 추론될 뿐이다.58)   

   형상이 인식 밖의 사물에 속하는 것인가 인식 자체에 속하는 것인가의 물음에 

대해 유식은 경량부와 마찬가지로 ‘유형상인식론’의 관점을 취한다.59) 그러면서도 

56) 록크(J. Locke)는 사물의 성질이 그것을 감각하는 인간의 의식을 떠나 그 자체로 실재

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하 다. 사물의 크기나 연장 또는 운동 등 소위 

양화가능한 감각은 1차성질로서 객관 사물 자체의 속성으로 간주하 으며, 색깔이나 

따뜻함 또는 부드러움 등 소위 질적인 감각은 2차성질로서 의식 바깥에 따로 실재하지 

않는 주관적 성질로 간주하 다. 이처럼 록크는 2차성질 이외에 객관적인 1차성질을 

인정하 다는 점에서 경험주의자이고 실재론자라면, 록크가 생각한 일차 성질 역시 실

제로는 이차 성질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둘의 구분이 성립하지 않으며, 결국 

모든 사물의 성질이란 그 사물에 대한 우리의 감각 내지 지각을 떠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찰한 버클리(G. Berkeley)는 이 점에서 관념론자이다. 록크의 1차성질

과 2차성질 구분에 대해서는 Locke,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1688), 

Great Books 35, 제2권, 제8장, 133쪽 이하 참조. 버클리의 관념론적 관점에 대해서는 

버클리, 한석환 역, 하일라스와 필로누스가 나눈 대화 세 마당 (1713), 철학과 현실사, 

1997, 첫 번째 대화, 82쪽 이하 참조.

57) ‘無形相認識論’과 ‘有形相認識論’에 관한 논의는 梶山雄一, 권오민역, 인도불교철학 , 민

족사, 1990, 48쪽 이하 참조.

58) 이상은 앞서 논의한 대로 유부는 객관 실유로서의 극미 자체를 전오식의 직접적 대상

이라고 본 데 반해, 경량부는 전오식을 직접 극미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극미로 인

해 야기된 식 자체의 상을 인식할 뿐이라고 본 것과 상통한다. 그러므로 유부에 있어

서는 인식된 형상이 객관 사물 자체의 형상인데 반해, 경량부에 따르면 식이 지닌 형

상이 되는 것이다.   

59) 이에 대해 더 자세히 고찰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부가설명이 요구된다. 즉 유식이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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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부와 달리 인식된 형상을 떠나 사물 자체를 상정하는 것은 비판한다. 경량부

의 주장대로 사물 자체가 직접적으로 인식된 것, 현량대상이 아니라 단지 추론된 

것, 사유된 것일 뿐이라면, 사물 자체란 그야말로 우리의 사유의 산물에 지나지 않

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가 실재하는 것으로 느끼는 직접적 현량 대상으로서의 사

물은 그 자체 우리에 의해 감각된 이러 저러한 형상과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량의 대상, 우리의 감각세계는 그에 대한 우리의 감각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유식에 따르면 감각된 빨간색은 그 빨간색의 감각과 분리될 

수가 없다. 누군가 빨간 사물을 제시하면서 ‘바로 이것이 객관적인 빨강 자체가 아

닌가!’라고 주장한다고 하자. 그러나 그 때 그가 의미하는 빨강 역시 그에 의해서 

감각된 빨강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각자에 의해 감각된 빨강을 넘어 빨강 자

체를 객관화하고 고정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식기관 또는 인식을 종

합하는 두뇌의 구조가 서로 다름을 통해서 각 생물 간의 인식내용 역시 서로 다

를 것이라고 상상하는 우리는 따라서 우리가 보는 빨간 장미꽃은 우리에 대해서

만 빨간색이지 개나 물고기 또는 지 이에 대해서도 역시 빨간색일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처럼 빨간색이란 빨간색을 인식하는 그 감각을 떠나 있는 것이 아

니다. 다시 말해 감각대상인 경은 그것을 감각하는 識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감각대상으로서의 물질적 색은 그것을 인식하는 마음을 떠나 있는 것이 

으로 식을 떠난 객관적인 물질적 대상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인식된 형상을 

식 바깥의 대상 자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점에서는 유식은 분명 유형상인식론

의 관점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식 내에서도 다시 식소변으로서의 객관대상

인 소연경과 그것을 인식하는 주관적 능연식의 구분이 가능하므로, 이 때 인식된 형상

을 그 둘 중 어디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식의 무형상과 유형상 논의가 다

시 발생하게 된다. 다시 말해 본래의 무형상인식론과 유형상인식론의 논의는 유부와 

경량부간의 논쟁이었지만, 이와 비슷한 방식의 논의가 유식 내에서 다시 반복되는데, 

그것이 곧 전기유식과 후기유식을 구분짓는 無相唯識과 有相唯識의 차이이다. 즉 전기

유식은 일체의 대상적 형상을 떠난 순수 식 자체, 경과 식의 대립이 동시적으로 소멸

된 境識俱泯 상태, 한마디로 空의 경지를 추구하 는데, 이는 형상을 소연경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러한 인식적 형상을 넘어서려 하 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

기유식은 식에는 형상이 없다는 무상유식의 관점에 서있다. 반면 후기유식은 인식된 

내용적 형상은 소연경이 아니라 능연식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유상유식의 관점에 

서서 대상화된 변계소집과 순수 의타기의 식을 구분하며, 따라서 식이 빚어내는 의타

기의 가의 세계를 유식무경으로 인정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 전기 무상유식의 지

향점이 형상을 떠난 식 자체, 즉 無相의 식이라면, 후기 유상유식의 지향점은 집착을 

떠난 형상의 식, 즉 유상의 식이라고 할 수 있다. 유식 내에서의 무형상과 유형상 논쟁

과 유부와 경량부 간의 무형상지식론과 유형상지식론의 논쟁의 차별성 및 연관성에 대

해서는 梶山雄一, 上山春平, 정호 역, 空의 論理 , 민족사, 1989, 153쪽 이하 참조. 그

러나 현재 논의의 문맥 상 무상유식과 유상유식의 구분은 고려될 필요가 없으며, 그 

둘 다가 인식론상으로 경량부적 유형상인식론의 관점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만으

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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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60) 

   2) 五根의 비실유성

   이상이 색법 중 오경의 식의존성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제 오근에 대해서 그것

이 식독립적이지 않을까라는 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오식의 소연경은 

식을 떠나 있지 않다 해도, 그런 오식을 가능하게 하는 소의근으로서의 五根은 식 

독립적 실재가 아니겠는가? 더구나 境이 그것을 반연하는 識과 분리되지 않는다

는 것, 인식내용이 인식을 떠나 존재하지 않다는 것은 곧 인식이 바로 그 인식을 

산출하는 인식기관, 즉 根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 인식된 감각내용은 감각에 의거하지만, 그 감각은 감각기관에 의존하기에, 결

국 감각적 인식의 최종근거는 감각기관이지 않는가? 결국 인식은 물질적 인식기

관, 감각기관이나 두뇌신경조직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인식은 물질적 

신체에 의거한 심리적 부수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그런 인식을 산출하는 인

식기관, 즉 根은 물질적 色으로서 識 독립적 실재이지 않은가? 

   境을 識으로 환원하려는 유식적 관점에 대해 현대 유물론적 관점에서 제기가

능한 반론이 바로 이와 같이 그 識을 다시 根, 즉 우리의 신체로 환원하려는 심리

철학 내지 신경생리학적 반론일 것이다. 인식된 세계가 인식자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인식자의 인식기관, 그 신경세포와 신경조직, 두

뇌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식의 차이가 근의 차이

로부터 설명되며, 따라서 根 자체는 식을 산출하는 식 독립적 실체로 간주되는 것

이다. 그렇다면 유식은 무슨 근거에서 오식의 소연경과 마찬가지로 오식의 소의근 

역시 인식 너머 그 자체 실재하는 것으로서 객관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인

가? 

   

眼 등의 根은 現量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능히 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추리하여[比量으로] 

그것이 있음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功能일 뿐이지 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

다... 안 등의 식을 일으키는 것을 眼 등의 根이라고 이름한 것이다.61)

60) 이처럼 동일한 사물도 그것을 인식하는 자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 ‘유식

무경’을 증명하는 한 방식으로 논의된다. 예를 들어 같은 물이 아귀에게는 피고름으로, 

물고기에게는 삶의 터전이나 길로서, 천인에게는 보석의 땅으로, 인간에게는 마시는 물

이나 바다 등으로 보인다는 “一水四相”의 논의가 그것이다. 이러한 인식대상의 상대성

에 대한 자각을 유식은 ‘유식무경’을 깨치게 하는 일종의 지혜, 즉 “식의 모양이 서로 

다름을 아는 지혜”(相違識相智)라고 하는데, 많은 유식경론이 유식무경을 논함에 있어 

이를 언급하고 있다. 攝大乘論 , 권下, 대정장31, 139中; 成唯識論 , 제7권, 대정장31, 

39上; 大乘阿毘達磨雜集論 , 제5권, 대정장31, 715中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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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각기관으로서의 根이 현량의 직접적 대상이 아니라는 것, 즉 근은 오히려 현

량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또는 능력으로서 논리적으로 설정된 것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이 유식의 관점이다. 우리는 상식에 따라 우리의 인식을 인식기관, 즉 근이 

산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식기관을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물질적 기반

으로 간주하며, 인식을 그것에 의거한 부수현상으로 간주한다. 보다 정확히는 두뇌 

또는 두뇌신경을 일체 식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 기반으로 간주하며, 우리의 식

은 모두 우리 두뇌의 부수현상일 뿐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엄 히 말

해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것, 우리에게 일차적으로 접근가능한 것, 즉 우리

의 현량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의 識이지, 결코 그 식을 산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인식기관이 아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의 감각에 있어 직접적으로 감각되는 것은 

빨간색(境) 또는 빨간색 감각(識)이지, 감각기관으로서의 눈, 신경 또는 두뇌 그 

어느 것도 아니다. 그런 것들은 현량대상이 아니다. 이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가?

   한 신경생리학자가 인간 두뇌를 분석하여 인간이 빨간색의 감각을 느낄 때마

다 두뇌 특정 부분의 특정 신경x가 얼마만큼의 파장을 그리며 진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빨간색의 감각, 즉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두뇌, 

즉 물질에 근거한 것이라고, 그리고 그 두뇌라는 물질은 우리의 인식 너머의 객관

적 실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두뇌라는 것이 

시공간적 물질로서의 두뇌를 의미하는 한, 그것은 이미 우리에 의해 ‘인식된’ 두뇌, 

따라서 인식대상(境)으로서의 두뇌이지 더 이상 인식근거(根)로서의 두뇌가 아니

기 때문이다.62) 빨간색을 직접적으로 인식한 자 또는 그러한 빨간색의 인식을 두

뇌파장과 객관적으로 동일시하는 신경학자, 그 둘 다가 자신의 인식을 떠나 그 인

식을 낳는 근으로서의 두뇌 자체에 접근한 것이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해 빨간색을 

인식한 자의 인식에 있어서는 그 빨간색의 인식이 일차적이고 그것과 동일시되는 

그의 두뇌의 진동이란 아예 인식되지 않은 것이다. 반면 신경학자에 있어서는 두

뇌의 진동이 일차적으로 인식대상이지만, 그러나 그가 본 그 두뇌는 그 학자의 실

험대 위에 오른 다른 사람의 두뇌이지, 그 자신의 두뇌가 아니다. 결국 그 학자가 

61) 成唯識論 , 제1권, 대정장31, 4上, “眼等根非現量得. 以能發識比知是有. 此但功能非外所

造 ... 發眼等識名眼等根”. 

62) 이는 퍼트남(H. Putnam)의 이성‧진리‧역사 에 사고실험으로 등장하는 ‘두뇌를 담은 

통’에서 그 통 자체 역시 두뇌에 의해 인식된 통일 수밖에 없기에, 인식된 세계 또는 

인식자 자신으로부터 독립적인 유일한 객관실재로 간주될 수는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이다. 이처럼 퍼트남은 소박한 객관 실재론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철학을 칸트의 

정신을 계승한 “내재적 실재론”이라고 규정한다. 퍼트남, 김효명 역, 이성‧진리‧역사 , 

민음사, 1987, 11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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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 그 두뇌는 그의 감각 대상, 즉 경으로서의 물질이지, 결코 인식기관, 즉 

근으로서의 물질이 아니다. 이처럼 根으로서의 두뇌는 감각자나 신경학자 그 누구

에게도 직접적으로 인식된 것이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이 根이란 우리의 인식에 대해 그 인식을 야기시키는 능력으로서 설정

된 일종의 가설이지, 객관적 물질존재, 즉 色法으로서 실체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

다. ‘능히 식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시설된 것이지, 그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현량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식을 산출하는 가능근거 또는 잠재적 능력

이란 의미로 根을 시설한 것이다. 따라서 唯識二十論 에서는 오근을 種子로 규정

하고 觀所緣論 은 오근을 功能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成唯識論 은 오근을 종자

나 공능으로 설명하는 것은 모두 오근이 식을 떠나 실재하는 색이라는 생각을 논

파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한다.

種子와 功能을 五根으로 명한다고 설한 것은 識을 떠나 실제로 色根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논파하기 위한 것이다.63)

   다시 말해 외적인 시각대상, 촉각대상으로서의 우리의 감각세계와 그런 감각을 

일으킨다고 생각되는 안‧이‧비‧설‧신 등의 감각기관으로서의 우리의 신체는 모두 

감각이라는 단일한 현상, 인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그 인식을 떠나 실재하

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감각의 근과 경에 대해 유식무경이 성립

한다.64) 

   우리가 현량으로서의 감각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사실 어쩌면 유식무경의 

자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현량으로서의 전오식의 차원에서

는 유식의 말대로 누구나 식을 일으키는 근이 식 밖에 따로 존재한다는 比量的 

분별, 또는 식의 대상으로서의 경이 식 너머에 객관적으로 실재한다는 망령된 분

별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실 자신의 신체를 굳이 마음과 분리된 물

질로 여기지도 않고, 또 감각 너머에 감각을 야기시키는 물질적 세계 자체가 실재

한다는 식으로 감각된 세계와 그 근거로서의 세계 자체를 이원화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물질과 정신의 분리, 根과 境의 실체화, 주관과 객관으로의 이원화 등, 

이와 같은 망령된 분별은 어디에서 왜 발생하는 것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각을 넘어서는 우리의 분별적 사유 역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65) 

63) 成唯識論 , 제4권, 대정장31, 20上中, “說種子功能名五根者. 爲破離識實有色根”. 

64) 유부가 분류한 색법에는 이상 논의된 五境과 五根 이외에 無表色이 속한다. 그런데 유부도 역시 

무표색은 극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12處 중에서 法處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물질

적 色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따라서 물질의 존재를 논하는 이곳에서는 따로 문제삼지 않기로 한

다. 

65) 前五識의 所依根과 所緣境이 識 독립적 실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로 識所

變인가 하는 것도 아직 밝혀진 것은 아니다. 그 점은 이하 제4장, 識轉變을 다루는 곳에서 논

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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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名(관념)의 實有性 비판

1. 有部의 名句文身 실재론

   우리의 일상적 관점에 따르면 개체적 존재는 물질적 색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개체를 칭하는 이름은 일반명사로 되어 있다. 현존하는 것들은 모두 개체적이고 

구체적인 것들로서 여기 또는 저기에 이것 또는 저것으로서 존재하는 것들이다. 

지금 여기 눈 앞의 이 소이든지 아니면 저기의 저 소이든지 이다. 그에 반해 우리

가 그 개별자들을 인식하고 판단할 때, 또는 이렇게 저렇게 칭하거나 서술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몇가지 고유명사를 제외하면 모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들일 뿐이다. 예를 들어 구체적 개체를 지시하면서 ‘이것은 소이다’ 또는 ‘이 

소는 황색이다’라고 판단할 때, 그 명제에 사용된 ‘소’ 또는 ‘황색’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구체적이고 개체적이지 않은 일반개념인 것이다. 그것은 이것이거나 저것이

거나에 상관없이 모든 소 일반 또는 황색 일반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명사로서의 언어에 상응하는 보편이 과연 

실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즉 여러 개체에 공통적으로 내재된 보편이 개체적 사물

의 보편적 본질로서 과연 존재하는가? 예를 들어 ‘이것은 소이다’ 또는 ‘저것은 소

이다’를 말할 때, 이것과 저것을 소라는 하나의 단어로 칭할 수 있게 해주는 소의 

본질, 牛性이라는 것이 과연 있는가?66) ‘이 소는 황색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는 

것은 그 소 안에 황색이라는 일반적 특징이 그 소의 속성으로서 들어 있기 때문

인가? 우리의 개념은 그에 상응하는 보편적 실재를 지시하고 있는가? 만일 보편

이 실재한다면, 우리의 개념적인 분별적 인식은 단순한 허망분별이 아닌 참된 인

66) 이 문제는 서양철학에 있어 플라톤적인 보편 이데아가 실재하는가(보편실재론) 아니면 

단지 이름일뿐인가(보편명목론) 하는 보편논쟁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인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 인도에서 보편실재론을 주장한 대표적 학파는 勝

論이라고 불리는 바이세시카(Vaiséṣika)학파이다. 승론은 존재를 실체, 속성, 운동, 보

편, 특수, 내속 등의 여섯 범주로 분류하면서, 그 각각을 말이 지시하는 것, 즉 句義

(pad rtha)라고 하여 객관적 실재로 인정한다. 승론사상 및 그 비판점에 대해서는 服部

正明, “중기 대승불교의 인식론”, 三枝充直 편, 심봉섭 역, 인식론 논리학 , 불교시대

사, 1995, 116쪽 이하 참조. 구의의 실유성 주장에 대한 유식관점에서의 비판은 成唯

識論 , 제1권, 대정장31, 2하 이하에 나온다. 보편실재론 중에서도 이 실재하는 보편이 

개체를 떠난 외적 보편이냐 아니면 개체 속에 포함되는 내적 보편이냐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다. 서양철학사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흔히 이 점에서 

구분된다. 플라톤은 보편적 이데아를 개체 외적 실재로 보았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개

체 내적 보편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둘 다 보편이 실재한다고 본 점에서는 마찬가지

이다. 문제는 사물 외적이든 사물 내적이든 보편이 과연 객관적으로 실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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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그러나 만일 개념에 상응하는 보편이 실재하는 것

이 아니라면, 개념적 분별은 객관적 기준을 결한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분별이 되

며, 그러한 보편적 개념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인식은 모두 허망성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 이 일반명사를 불교에서는 名이라고 하며, 개념들 간의 연관에서 성립

하는 명제를 句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언어적 표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보편적 관념이 과연 실재하는가 아닌가에 관한 논의는 불교에 있어 名句文身 논

의가 되는데, 俱舍論 은 名句文 각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名은 상을 일으킴을 말한다. 예를 들어 색‧성‧향‧미 등의 想이다. 句는 문장(章)을 말하며, 

그 뜻을 나타냄(能詮)이 완전하게 된다. 예를 들어 ‘諸行無常’ 등의 문장이다... 文은 낱자

(字)를 말한다.67)

   名은 이름을 뜻하며, 이름은 우리에게 그 지칭된 것에 대한 심상을 생겨나게 

한다. 예를 들어 ‘색깔’, ‘소리’ 등의 이름이 그것이다. 일반명사 또는 개념이 이에 

해당한다. 句는 하나의 명사가 아니라 명사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문장을 말한

다. 예를 들어 ‘일체 존재는 무상하다’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개념이 결합되어 문

장을 이룸으로써 말하는 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뜻이 완전하게 규

정된다. 그냥 하나의 개념만으로는 그로써 무엇을 뜻하는지가 밝혀지는 것이 아니

기 때문이다. 文은 명이나 구를 이루는 낱자를 의미한다. 표음문자로서의 산스크

리트어에 있어 각각의 음절(자음+모음)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명구문을 총

체적으로 일괄하여 한마디로 名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名은 물질적인 色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관념적인 것 일반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리나 문자로서의 말(語)에 대해 그 말이 나

타내는 의미(義) 또는 관념이 과연 말과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실재하는가 하는 것

이다. 말이 지시하는 보편적 관념이 실재한다고 보면, 말이란 그처럼 이미 실재하

고 있는 관념의 의미를 단지 전달해주는 매개적 역할만을 할 뿐이다. 의미는 말 

독립적으로 그 자체 실재하는 것이지, 말에 의해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 아니게 된

다. 만일 그렇지 않고 말이 지시하는 관념 또는 의미가 그 자체 실재하는 것이 아

니고, 소리나 문자로서의 말에 의해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라면, 말의 역할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의미를 단지 전달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의미를 창출해내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보편이 실재하는가 아닌가의 형이상학적 문제는 말의 기능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의미론적 문제와 연결된다.  

   인도에서는 불교 이전에 이미 정통철학에 있어 이상과 같은 두가지 언어관이 

67) 俱舍論 , 제5권, 대정장29, 29상, “名謂作想. 如說色聲香味等想. 句者謂章. 詮義究竟. 如

說諸行無常等章. ... 文者謂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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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되고 있었다. 의미는 그 자체 원한 독립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단지 말에 의

해 드러날 뿐이라는 전자의 관점은 의미 顯現論이라고 불리며, 의미는 무상한 말

에 의해 비로소 생성되는 것이라는 후자의 관점은 의미 生起論이라고 불린다.68) 

이 둘을 俱舍論 은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名이 어떻게 해서 말(語)에 의해 표현될 수 있는가? 말에 의해서 현현되는 것이거나, 말에 의

해 생성되는 것이다.69)

   名句文에 관한 한 경량부적 관점에서 유부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쓰여진 俱舍

論 에 따르면 유부의 입장은 말(語)과 名을 서로 구분하며, 명을 말을 통해 비로

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독립적 실체로서 인정하는 의미 현현론적 입장

이다. 즉 말의 의미는 말을 형성하는 소리 자체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형성되는 것

이 아니라, 그 자체 독립적 의미체로서 존재한다. 물질적 색과는 다른 차원의 관념

적 보편을 객관적 실재로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말은 그러한 보편적 의미를 단

지 드러내고 전달해줄 뿐이다. 

말은 소리이다. [그런데] 단지 소리가 의미(義)를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

떻게 의미를 이해시키는 것인가? 말이 이름(名)을 표현하고, 이름이 능히 의미를 현현하므로, 

그 의미를 이해시킬 수 있다.70) 

   그렇다면 이 보편 또는 의미로서의 名은 말을 통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현현

되는 것인가? 말 자체와 구분하여 말이 현현하는 의미란 과연 무엇인가? 유부는 

이를 소리와 소리가 담고 있는 음운굴곡의 구분을 통해 설명한다. 우리가 색법에 

68) 인도 정통철학에 있어서의 의미 현현론은 미맘사학파의 이론이나 바르트리하리

(Bhartṛhari)의 스포타(sphoṭa)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음성이나 문자로서의 말에 의미

를 부여해주는 말의 본체 또는 의미체를 바르트리하리는 스포타라고 칭했다. 이는 말 

독립적인 보편적 의미체를 뜻하며, 중국에서는 이를 ‘明言’으로 번역하 다. 유부의 명

구문이 말 독립적인 의미체를 지시한다는 점에서 이 스포타설과 비교할만 하다. 방인, 

태현의 유식철학연구, 90쪽 이하 참조. 바르뜨하리의 인식론 및 언어의미론에 관해서는 

B.K. 마티랄, 박태섭 역, 고전인도논리철학 , 고려원, 1993, 47쪽 이하; 이경희, “언어

인식의 본질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66 등 참조.

69) 俱舍論 , 제5권, 대정장29, 29중, “此名如何由語發. 爲由語顯. 爲由語生.” 

70) 俱舍論 , 제5권, 대정장29, 29상, “語是音聲. 非唯音聲卽令了義. 云何令了. 謂語發名. 名

能顯義. 乃能令了.” 여기서는 말(語)과 이름(名)과 의미(義)가 구분되지만, 말은 구체적 

소리로 드러나는 현상 차원의 것인데 반해, 이름은 말의 차원이 아니라 의미가 담긴 

추상적 개념의 차원으로 이해되므로, 명과 의를 구분하지 않고 보편적 의미체, 개념 또

는 보편의 뜻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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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것으로서 이해하는 말은 단순한 소리이다. 반면 그 소리로서의 말을 매개

로 현현된다고 생각되는 보편으로서의 의미체는 그 소리 안에 드러나는 음운굴곡

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피아노의 소리와 그 피아노 소리를 통해 전해지는 월광곡 

기본악장의 화음을 구분할 수 있다. 하나의 동일한 화음이 피아노 소리로도 바이

올린 소리로도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은 화음 자체와 그것을 전달하는 소리 자체는 

구분된다는 말이다. 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의 동일한 음운굴곡이 여자 목소

리로도 남자 목소리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말소리와 음운굴곡 자체는 구분

된다는 것이다. 이런 근거에서 유부는 입에서 나오는 말소리와 그 소리에 의미를 

실어주는 음운굴곡을 구분한다. 의미를 전달해주는 매개체로서의 말소리는 가시적 

현상일 뿐이지만, 그 매개체를 통해 현현되는 의미 자체는 보편적 실재로서 말소

리와 독립적으로 실재한다는 것이다.71)  

     

소리상의 음운굴곡이 곧 名句文이며, 이는 소리와 달리 實有이다.72)

   이처럼 소리나 문자의 말과 구분하여 그 말의 의미체로서 그 자체 실재하는 

보편적 名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의미 자체 또는 보편은 

말이 가지는 자나 소리의 역, 즉 眼識이나 耳識 대상의 色境 또는 聲境으로서

의 色法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명이 말하는 자의 개인 

또는 공공의 심리적 역, 즉 心法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色에도 心에도 

속하지 않으며, 그 자체 독립적으로 실재하는 法을 유부는 不相應行法으로 분류한

다. 명구문은 바로 불상응행법에 속하는 것이다. 즉 유부는 하나의 이름 아래 불

릴 수 있는 다수의 개체적인 물질적 심리적 현상과는 구분하여 그 이름 자체가 

나타내는 의미를 일종의 보편적 실재로 간주하며, 그 실유성을 인정한 것이다. 객

관적으로 실재하는 그러한 의미체에 입각하여 우리가 내는 소리가 말로서의 역할

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본 것이다. 

71) 플라톤은 파이돈 에서 혼이 신체와 구분되는 별개의 존재라는 것을 이와 비슷한 방

식으로 논한다. 즉 개체적이고 구체적인 악기 또는 악기소리와 그 소리를 통해 전달되

는 보편적인 화음이 서로 구분되는 두 차원의 것임을 통해 물질과 정신이 서로 독립적

인 존재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플라톤, 파이돈 , 92a 이하 참조. 물론 유부에서처럼 의

미체가 물질 독립적이라는 것, 또는 플라톤에서처럼 혼이 신체독립적이라는 것이 논

증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곧 그런 관념적 실재가 혼 독립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은 아니다. 유부론사들과 플라톤은 관념적 대상이 물질적 색법으로부터 독립적일 뿐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는 정신으로부터도 독립적 실재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 점에서 

우리는 유부론사들의 객관 실유적 존재로 간주된 ‘불상응행법’을 플라톤의 객관적 ‘이

데아’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     

72) 成唯識論 , 제2권, 대정장31, 6상, “聲上音韻屈曲卽名句文異聲實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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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물리적 실재도 심리적 실재도 아니면서 그 자체로 존재하는 이런 

실재를 우리는 논리적 실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논리적 실재로서의 보편 또는 

의미란 현상 사물들이 따라야 하는 보편적 질서를 뜻한다. 다시 말해 물리적 요소

들인 극미들이 화합 또는 화집하여 개별 사물이 되고 그 사물들이 서로 관계하여 

현상 전체를 구성하게 될 때, 그들 요소들 상호간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형식적 질

서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73) 명구문신은 바로 그러한 형식적 질서를 가장 일반적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된다. 그 중 名身은 개별적 현상사물에 부여될 수 있는 이

름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개념적 실재라면, 句身은 그러한 현상사물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문장에 상응하는 명제적 실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부는 이런 명신

이나 구신이 그 이름이나 문장을 인식하는 우리의 식을 떠나 그 자체 객관적으로 

실재한다고 본 것이다.    

2. 名句文身 실유성에 대한 유식의 비판

   有部는 보편적 실재로서의 명구문신이 색이나 심과 독립적으로 실재한다고 보

았다. 즉 聲境으로서 색법에 속하는 소리와 그 소리를 통해 나타나는 소리의 음운

굴곡을 구분하여, 소리의 음운굴곡은 의미를 드러내는 명구문으로서 이는 현상적 

소리와는 다른 차원의 실유라고 본 것이다. 말소리에 담긴 음운굴곡이 나타내는 

보편적 의미는 말과 독립적으로 실재하며, 말은 단지 그 의미를 드러낼 뿐이라는 

의미 현현론의 관점을 취한 것이다. 

   이에 반해 唯識은 말이란 말 독립적으로 실재하는 의미를 단지 전달해주는 매

개적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 자체가 의미를 비로소 생성시킨다는 

생기론의 관점을 취한다. 한마디로 말해 말 독립적 실재로서의 보편 또는 보편적 

의미체란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식에 따르면 말소리와 그 말을 

통해 생겨난 의미를 담고 있는 음운굴곡 역시 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소리의 

음운굴곡이 뜻을 나타내는 것(能詮)이되, 그 뜻이 소리를 떠나 따로 존재하는 것

이 아니다. 말이 비로소 의미를 생성시키는 것이기에 말을 떠난 독립적 의미체 또

는 보편 실체적 명을 따로 상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73) 이런 의미에서 牟宗三은 유부 또는 유식의 불상응행법을 칸트의 형식적 사유틀인 범주

에 비교하고 있다. 불교 五位에서의 색법과 불상응행법의 구분을 칸트의 현상 또는 현

상구성상의 내용과 형식의 구분으로 읽어내려는 시도인데, 이는 퍽 의미있는 통찰이라

고 여겨진다. 牟宗三, 中國哲學十九講 , 學生書局, 1983, 261쪽 및 272쪽 이하 참조. 물

론 그러한 불상응행법이라는 논리적 실재의 존재론적 위상에 대한 유부와 칸트의 이해

는 일치하지 않는다. 유부는 불상응행법을 심독립적인 객관 실재로 본데 반해, 칸트는 

현상 형식이 되는 그러한 논리적 개념틀을 인간 오성의 사유형식으로 간주했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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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가 능히 名句文을 생겨나게 한다. 소리는 반드시 음운의 굴곡이 있으며, 이 음운굴곡이 

능히 의미를 전달하기에 충분한데, 무엇 때문에 名 등이 따로 존재한다고 하겠는가?74)

   이에 대해 유부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소리상의 

음운굴곡이 이미 존재하는 명구문신의 의미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비로소 생기게 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모든 음운굴곡이 의미체를 생기게 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즉 악기소리도 별도의 의미를 생성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일상적으로 인간의 말은 고유한 의미를 가지지만, 악기소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악기소리가 마음에 느낌을 불러일으키기

는 하지만, 말과 같은 일정한 의미를 전달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악

기 소리는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고, 인간 말소리만이 의미를 전달한다는 것은 결

국 어떤 소리이든 소리 자체가 의미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미는 그 자

체로 존재하고 단지 말소리와 같은 특정한 소리만이 그 의미를 전달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즉 의미를 나타내는 능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소리 

자체가 아니라, 소리와 구분되는 명구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말소리와 음악소리가 다르다는 것으로부터 유식은 유부와는 정반대되

는 다른 결론을 끌어낸다. 만일 말소리에 의해 의미가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 아니

고, 이미 있는 의미를 단지 전달하는 것일 뿐이라면, 왜 말소리 또는 그 말소리의 

음운굴곡만이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그 이외의 소리, 악기소리나 바람소리 등은 

그것을 전달하지 못하겠는가? 만일 유부가 주장하듯 말소리 자체가 의미를 만들

어내는 것이 아니라면, 말소리 자체는 악기소리나 바람소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

게 된다. 그렇다면 악기 소리 또는 바람 소리가 전하지 못하는 의미를 말소리인들 

어떻게 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말소리는 악기소리나 바람소리와 달리 의미

를 전달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소리상의 음운굴곡 자체가 곧 의미를 나타내는 能

詮의 역할을 한다. 이는 말소리가 악기소리나 바람소리와는 달리 그 음운굴곡을 

통해 의미나 보편의 명 자체를 생성시키기 때문이다.  

만일 소리의 음운굴곡이 현악기나 관악기의 소리처럼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면, 전자도 

후자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名등을 生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75)

   이처럼 유식은 오직 말소리만이 악기나 바람소리와 달리 의미를 나타낼 수 있

74) 成唯識論 , 제2권, 대정장31, 6상, “聲能生名句文者. 此聲必有音韻屈曲. 此足能詮何用名

等.” 

75) 成唯識論 , 제2권, 대정장31, 6상, “若謂聲上 音韻屈曲 如絃管聲 非能詮者 此應如彼聲 

不別生名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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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으로부터 말소리 자체가 음운굴곡을 통해 명을 생성시킨다는 결론을 내린

다. 그렇다면 말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말 자체가 뜻을 나타내는 能

詮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이에 대해 유식은 그것은 천하의 누구나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증명이 필요 없는 상식이라고 말한다. 말소리가 악기소리나 바

람소리와는 달리 일정한 의미를 전해주는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이

미 말소리 또는 그 말소리에 담긴 음운굴곡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생성시키고 그 

생성된 의미를 전달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문] 能詮이 곧 언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아는가? [답] 반대로 언어와 별도로 能詮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언어가 能詮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은 사람도 하늘도 공히 알고 

있다. 능전이 언어와는 구분된다는 집착은 어리석은 자나 가지지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다.76) 

   의미를 전해주는 것은 오직 말소리이다. 말소리는 그 말소리 너머에 따로 존재

하는 보편적 의미체로서의 명구문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소리의 음

운굴곡을 통해 명구문신의 의미를 비로소 생성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구문신

은 말소리 너머에 논리적 의미 또는 보편자로서 따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말소

리에 의해 명구문신이 비로소 생성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말이 나타내는 

의미 또는 보편이란 실유가 아니라, 말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며, 그런 이유에서 假

有라는 것이다. 그리고 의미 또는 보편이 실유가 아니기에, 그것을 뜻하는 우리의 

언어, 즉 명은 假名이지 實名이 아니다.

말소리의 분위차별에 의해 假로서 名句文을 건립한다.77)

   말이 나타내는 의미는 그 말을 사용하는 자들이 함께 그 의미의 범위를 한정

함으로써 규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동적 설립(共立)의 결과 그 의미가 정해

지므로, 말의 의미는 그 말을 떠나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말에 의해 시설된 것이기에 實이 아니라, 假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

미의 경계설정 또는 개념 규정, 한마디로 말해 보편의 의미설정은 어떤 방식으로 

행해지는 것인가? 이 문제는 보편을 인식하는 식 자체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밝

혀나가기로 한다.  

3. 第6意識의 所緣境으로서의 관념

76) 成唯識論 , 제2권, 대정장31, 6중, “何理定知能詮卽語. 寧知異語別有能詮. 語不異能詮人

天共了. 執能詮異語. 天愛非餘.” 

77) 成唯識論 , 제2장, 대정장31, 6중, “依語聲分位差別而假建立名句文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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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유대상으로서의 法境

   보편적 의미 또는 보편적 명제를 인식하는 식은 어떤 식인가? 보편 아닌 개체, 

관념 아닌 물질로서의 색을 인식하는 것은 감각이다. 그런데 우리의 인식은 오감

의 감각만으로써 완성되지 않는다. 감각이란 눈 앞에 한 송이 장미꽃이 있을 때, 

단순히 그 색깔, 향기와 촉감 등을 느끼는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빨간색의 감각이

란 그저 빨간색을 느끼는 감각상태일 뿐이다. 감각된 그 빨간색이 내 마음의 빨간

색인지, 내 눈의 빨간색인지, 눈 앞의 장미의 빨간색인지가 분별되지 않은 상태이

다. 향기의 감각 역시 그저 향기의 감각일 뿐, 그 감각된 향기가 어디에 속하는 것

인지, 나의 향기인지, 공기의 향기인지, 꽃의 향기인지가 분별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인식한다고 할 때, 우리는 단지 그런 무

분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장미를 보는 순간, 이미 감각된 빨

간색을 장미의 빨간색으로 의식하며, 감각된 향기를 장미의 향기로 안다. 장미 꽃

잎을 만지며 느껴지는 부드러움을 아무도 자기 심성의 부드러움으로 착각하지 않

으며 곧바로 장미 꽃잎의 부드러움으로 인식한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식이 주객

무분별적 감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객 또는 안팎의 분별에 따라 대상의 인식으

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감각 이상의 식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前五識] 이후의 意가 분별하여 망령되게 외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일으킨다.78)

   이와 같이 감각과 구분되는 분별적 인식을 불교에서는 다섯가지 감각적 인식 

다음의 식이라는 의미에서 제6식 또는 意識이라고 부른다. 안식이 안근에 의거하

여 행해지는 인식이라는 의미에서 그 근을 따라 안식이라고 불리듯이, 의식이라는 

명칭은 그 인식의 소의근으로 생각된 意를 따라 붙여진 것이다.

오직 意에만 의지하기 때문에 意識이라고 이름한다.79) 

78) 成唯識論 , 제7권, 대정장31, 39中, “後意分別妄生外想.” 

79) 成唯識論 , 제5권, 대정장31, 26上, “唯依意故名意識”. 의식이 의에 의지하기에 의식이

라고 부른다면, 전오식 역시 본문 이하에서 논의되듯이 항상 의식과 동시적으로 발생

한다는 의미에서 의에 의지하므로 의식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겠는가? 이에 대해 유식

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6식이 모두 의에 의지해 전전하지만, 不共에 따라 의식이라는 

명칭을 건립하므로 5식과 혼동되는 과실이 없다” (같은책, 같은쪽). 즉 전오식은 의에 

의지하는 것 이외에 또 각각의 근에도 의지하므로, 그 각각의 근에 따라 명칭을 세우

고, 의식은 오직 意에만 의거하므로 다른 식들과 공통적이지 않은 그 意의 根에 따라 

의식이라고 칭함으로써 혼동을 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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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 인간의 심성, 의지, 뜻 등을 의미하는 意에 의거해서 분별적 의식작

용이 행해진다고 본 것이다.80) 이 의식의 작용이 곧 分別이다. 그렇다면 무분별적 

감각과 분별적 의식은 어떤 방식으로 관계하는가? 빨간색의 감각이 먼저 있고 나

서 그 후에 분별의식이 있는가? 아니면 감각 자체가 발생할 때, 동시적으로 의식

적 분별이 행해지는가? 유식은 의식이 전오식의 대상과 동일한 대상을 인식하는 

경우, 그 때 의식은 전오식과 동시적으로 발생한다고 본다. 전오식의 대상과 동일

한 대상을 인식하는 의식을 말그대로 同緣意識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전오식과 동

시적으로 발생하는 의식, 즉 五俱意識으로 분류된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빨간색의 

감각이 발생하는 순간 우리는 동시적으로 그 빨간색을 내 밖의 사물의 빨간색으

로서 의식한다는 뜻이다. 즉 주객 미분적 감각과 주객 분별의 의식이 논리적으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실제 인식과정에 있어서는 우리의 감각 자체가 이미 우리의 

분별적 의식의 틀에 의해 규정되며 그 틀에 따라 행해진다는 말이다. 감각된 빨간

색은 분별적으로 의식된 빨간색과 하나이다. 그러므로 五俱同緣意識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오식의 대상과 의식의 대상은 항상 동일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사실은 전오식에서 감각되지 않은 대상, 즉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져지지도 않은 

대상을 의식이 대상으로 삼는다는 바로 그 점에 있어 의식의 고유한 분별작용의 

의미가 드러난다.81) 전오식의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을 인식하는 의식을 不同緣意

80) 그러나 우리가 소의근으로서의 안근을 인식하고 나서 그 안근이 일으키는 식을 안식으

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안식의 감각 기반 위에서 그 안식의 소의근으로서 안

근을 설정하는 것처럼, 의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특정한 기관을 의근으로서 먼저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근을 인식능력으로서의 승의근이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자

리잡고 있다고 생각되는 가시적 신체기관으로서의 부진근으로 간주한다면, 안근은 곧 

안구가 되고, 이근은 곧 귀청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진근으로서의 의근은 우리의 

뜻이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되는 심장이라는 신체기관으로 생각되기도 하 다. 물론 현

대 같으면 의식을 일으키는 근은 심장 보다는 여러 감각들이 종합 해석되는 신경다발

로 얽혀있는 두뇌로 간주될 것이다. 그러나 심장이든 두뇌이든 물질적 시각대상으로서

의 신체가 의식의 소의근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의식의 소의근인 의를 불교는 물질적 

색법으로 분류하지 않고 비물질적 심법으로 분류하며, 엄 한 의미의 소의근은 승의근

이지 부진근이 아니기 때문이다. 意개념 규정의 변천에 관해서는 오형근, “第七末那識 

성립에 대한 고찰”과 “末那識의 명칭과 所依說에 대한 고찰”, 唯識思想硏究 , 불교사

상사, 1989, 119쪽 이하 참조.   

81) 五俱同緣意識에 있어서의 의식의 분별이 감각내용을 의식 안이 아닌 밖에 설정한다는 

의미에서 안밖의 분별이었다면, 不同緣意識에서의 의식의 분별은 곧 그렇게 밖으로 설

정된 대상세계 자체에 대한 분별을 의미한다. 이 분별 속에서 감각된 내용들이 정리될 

수 있게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어떤 것이 설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의식대상

은 可視的 감각대상이 아닌 可知的 사유대상, 즉 이데아(Idea)가 아닌가? 이렇게 사유

대상의 이데아를 가시적 현상세계 너머의 궁극적 실재로 생각한 플라톤 철학은 사유대

상의 법계를 실체론적으로 파악한 有部의 철학과 비교될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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識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의식은 과연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어떤 

것을 어떻게 인식한단 말인가?

   그러나 이것은 무슨 별난 것을 생각해내는 특별한 인식이 아니다. 예를 들어 

빨간 장미꽃의 인식을 살펴보자. 장미를 볼 때, 우리는 단지 무수한 감각을 잡다하

게 의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근에 따라 주어진 감각내용들, 눈으

로 보여진 색깔, 코로 맡겨진 향기, 손으로 느껴진 부드러움 등이 우리의 의식 안

에 그대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모두 한 송이 장미꽃에 속하는 것

으로서, 즉 그 장미의 속성들로서 인식된다. 즉 각각의 감각내용들이 서로 무관하

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대상의 속성들로서 종합되는 것이다. 감각된 빨

간색이 장미의 빨간색으로, 감각된 향기가 그 장미의 향기로 의식된다. 그렇다면 

그들 각 감각내용들이 종합적으로 거기 속하는 것으로서 의식되는 그 사물 자체

는 과연 무엇인가? 그에 대한 감각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은 어떤 특정 감각기

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잡다한 감각내용들을 자신의 속성으로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물 자체는 

오감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五境 중의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그 자체 색깔도 

향기도 부드러움도 아니지만,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을 성질로서 가지는 것, 즉 색

깔과 향기와 부드러움을 가지는 어떤 것이다. 그것은 감각내용으로서 주어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감각할 때마다 동시적으로 인식되

는 것이다. 즉 우리는 빨간색을 어떤 것의 빨간색으로 인식하지 그 어디에도 소속

되지 않은 빨간색 자체로 인식하는 일이 없다. 이처럼 전오식과 동시적으로 일어

나면서도 전오식의 대상이 아닌 대상을 인식하는 의식을 五俱不同緣意識이라고 

한다.82) 

82) 유식이 논하는 의식의 분별활동은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한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논한 동연의식과 부동연의식은 모두 전오식과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오구의식이었지만, 의식은 반드시 전오식과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더 많은 순간 전오식의 범위를 벗어나 홀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눈

으로 보지 않고 귀로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도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고 기억하거나 

상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오식이 없는 상태에서 홀로 발생하는 의식을 不俱

意識이라고 한다. 불구의식은 다시 크게 둘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비록 

그 의식의 발생 순간 전오식의 대상은 이미 사라지고 없지만, 그래도 이전에 발생했던 

오구의식에 이어 그 의식을 다시 재생해내는 의식인 기억이다. 유식은 이러한 기억활

동을 전오식 이후의 의식이란 의미에서 五後意識이라고 칭한다. 다른 하나는 감각대상

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전의 오구의식과도 무관하게 의식 스스로 완전히 독

자적으로 활동하여 임의의 의식표상을 만들어 내는 의식인데, 유식은 이를 독자적으로 

발생하는 의식이란 의미에서 獨頭意識이라고 한다. 이 독두의식은 다시 그 의식방식에 

따라 셋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본적도 없는 것, 일어나지도 않은 일등을 떠올리는 상상

이나 환상 또는 몽상 등의 의식으로 이를 獨散意識이라고 한다. 또 하나는 자면서 꿈 

속에서 벌어지는 의식활동으로서 이를 夢中意識이라고 한다. 끝으로 선정에서처럼 마

음을 집중하여 入定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의식으로 이를 定中意識이라고 한다. 이상의 



Ⅲ. 名(관념)의 實有性 비판  47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 47 -

   이와 같이 감각되지 않은채 의식의 대상이 되는 그 어떤 것, 즉 전오식의 所緣

境과 구분되는 의식의 所緣境을 불교는 法境이라고 부른다.83) 법경은 색법에 속하

는 색‧성‧향‧미‧촉 이외에 우리의 인식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의식대상의 법경은 곧 물질적 色과 구분되는 관념적 존재로서의 名이다. 

그것은 감각내용들을 거기 속하는 것으로서 종합하는 것이지만, 그 자체는 감각 

대상이 아니라 의식 대상이며, 그 자체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사유 대상, 즉 

관념일 뿐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관념적 법경은 의식과 독립적으로 그 자체 실재하는 실유인

가, 아니면 의식을 떠나서는 객관적 실재성을 갖지 않는 假일 뿐인가? 앞서 살펴

본대로 유식은 개체적인 물질적 색법 뿐 아니라 보편적 관념인 명구문신의 객관

적 실유성도 부정하 다. 이는 곧 의식대상인 법경의 객관적 실유성을 부정한다는 

말이다. 즉 법경은 그것을 인식하는 의식을 떠나 독립적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

라 의식적 분별을 통해 시설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成唯識論 은 의식대상인 

법경의 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法은 ... 假로서 건립된 것이지 실유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84)

   사유대상인 법경이 객관적 실재가 아니고 식의 분별작용에 의해 비로소 시설

의식의 분류를 간략히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의식의 분류 및 도표는 楊白衣, 唯識

要義 , 文津出版, 1995, 83쪽 참조.  

            ꠆ꠏ 五俱意識  ꠆ꠏ 同緣意識  

      意識  ꠐ            ꠌꠏ 不同緣意識   

            ꠐ            ꠆ꠏ 五後意識     

            ꠌꠏ 不俱意識  ꠐ            ꠆ꠏ 獨散意識              

                         ꠌꠏ 獨頭意識  ꠉꠏ 夢中意識     

                                      ꠌꠏ 定中意識

83) 불교에서는 ‘法’(dharma)의 의미 역시 ‘色’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1) 우선 존재하는 일체의 것들을 의미한다. ‘제법무상’에서의 법의 의미가 그것

이다. (2) 다음으로는 일체 현상을 이루는 기본요소로서 분류된 존재의 기본범주를 의

미한다. ‘5위 75법’ 또는 ‘5위 100법’에서의 법의 의미가 그것이다. (3) 그 다음으로는 

감각대상이 아닌 사유대상을 의미한다. 색‧성‧향‧미‧촉의 오경과 구분되는 의식 대상

으로서의 법경의 법이 그것이다. (4) 나아가 사물이나 가르침에 내재된 진리를 ‘법’이라

고 말하기도 한다. 佛法의 법이 그 경우이다. 印順은 法을 (1) 文義의 法과 (2) 意境으

로서의 법 그리고 (3) 불교를 공부하는 자가 귀의해야할 것으로서의 법으로 크게 삼분

하고 있다. 印順, 佛法槪論 , 妙雲集, 卷8, 正聞出版社, 1992, 5쪽 이하 참조. 법개념의 

더 상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平川彰, “原始佛敎における法の意味”, 佛敎における法の硏

究 , 平川彰博士還曆記念論集, 春秋社, 1975, 5쪽 이하 참조.   

84) 成唯識論 , 제1권, 대정장31, 1上, “法 ... 但由假立非實有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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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假이므로, 그러한 법경을 헤아리는 사유, 즉 의식의 분별은 허망분별일 수밖에 

없다. 

   2) 개념적 허망분별

   전오식의 대상인 감각대상과 제6의식의 대상인 사유대상, 즉 色과 名은 정확히 

어떻게 구분되는가? 감각에 주어지는 사물의 속성은 감각의 순간에 개별적으로 

포착되는 표상이다. 그처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표상을 그 각각 자체의 상이라는 

의미에서 自相(svalakṣaṇa)이라고 한다. 직접적 인식인 현량의 대상이 곧 자상이

다. 반면 자상들을 비교 분석하고 추상화하여 개념으로 주어지는 표상은 더 이상 

자상이 아니다. 현량으로 감각된 빨간색은 자상이지만, 빨간 장미와 빨간 노트와 

빨간 옷을 바라보며 그들의 공통된 특징으로 추출된 빨간색은 현량이 아닌 비교

와 추상의 사유과정을 통해 얻어낸 일반적 표상 또는 개념일 뿐이다. 개념으로서

의 빨간색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단지 그렇게 비교하고 추상하는 우리의 

사유 속에, 우리의 분별적 의식 속에 존재할 뿐이다. 이런 저런 속성들을 가지는 

속성담지자로서의 사물 자체 역시 그에 상응하는 실체가 객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잡다한 감각을 종합하여 인식하는 우리의 사유 내지 분별적 의식 속

에만 존재할 뿐이다. 즉 전오식의 차원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현량의 감각내용들

이 의식의 차원에서 안팍으로 분리되면서 의식 자체가 갖춘 개념에 따라 사물의 

이런 저런 현상으로, 실체의 이런 저런 속성으로 종합되고 질서지워지게 되는 것

이다. 그러므로 속성의 담지자로서의 실체, 의식대상의 법은 그러한 의식의 분별구

조에 따른 개념적 구성물일 뿐이다. 이 개념적 구성물은 추상적이므로 일반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추상적인 일반적 상을 共相(s m nyalakṣaṇa)이라고 한다.85)

   부동연의식에서의 의식 대상인 실체란 바로 이처럼 개념적으로 구성된 사유의 

85) 불교인식론에 있어 自相과 共相의 구분은 서양철학에 있어 지각(직관)과 사유 그리고 

그 대상으로서의 개별적 직관표상과 일반적 개념표상의 구분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

다. 칸트는 직관능력을 감성, 사유능력을 오성이라고 부르면서, 인간의 인식이란 감성

과 오성, 직관과 개념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즉 “직관없는 개념은 공허하

고, 개념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라고 말한다. 일반 개념은 단순히 경험적 직관만으로

부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성의 추상화과정을 거쳐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

한 오성의 개념형성과정은 그렇게 형성된 개념에 따라 사유하는 판단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데, 그러나 판단은 아직 추리가 아니다. 다시 말해 일반 개념은 자상이 아니라 

공상이지만, 구체적 사물을 인식하며 판단하는 현량에 있어 함께 작용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불교인식론에서도 현량을 단순히 감각(전오식)만으로 이해하지 않고 지각(제

6의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현량에 있어 감각과 지각이 구분된다. 이는 곧 

칸트철학에서 감각(Empfindung)과 직관(Anschauung)의 구분과 상응하는 것이다. 감각

과 직관, 그리고 직관과 개념 및 감성과 오성의 구분에 대해서는 칸트, 순수이성비

판 , 감성론 및 분석론 서론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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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이다. 현량에서 자상으로 주어지지 않고, 의식 내에서 일반화하여 떠올리는 추

상적 표상은 모두 개념적 가상물이다. 감각대상의 자상이 아니고 개념적 산물인 

공상인 것이다.

   이러한 추상화, 일반화, 개념화를 유식은 분별(vikalpa)이라고 한다.86) 의식 안

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분별은 과연 무엇에 따른 분별인가? 어떤 방식으로 실체가 

상정되는 것인가? 빨간색과 둥근 꽃잎모양과 향기와 부드러움이 느껴지면, 그런 

속성들을 장미의 속성으로 의식하게 되는 것은 왜인가? 그것은 존재를 인식하는 

우리의 의식 자체가 실체와 속성의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의

식구조는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들의 구조, 즉 우리의 언어구조에 의해 규정된다. 

속성을 가지는 실체, 즉 ‘어떤 것’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우리는 빨

간색을 어떤 것의 빨간색으로 인식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아가 ‘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라면, 그것을 꽃으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며, ‘장미꽃’이라는 개

념이 없는 자는 그 꽃을 장미꽃으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식은 우리가 실재라고 생각하는 사물 자체, 의식의 차원에서 분별

된 사물 자체라는 것이 사실은 바로 의식 자신의 분별에 의해 설정된 것, 정확히 

말해 언어적 개념에 의해 시설된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名句文身이다. 그

러므로 현량으로 아는 것 自相이라면, 名으로서 아는 것은 自相이 아닌 추상화된 

共相일 뿐이다. 

   “제법의 自相은 名 등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現量으로서 證得할 수 있

을 뿐이다. 名은 오직 共相만을 알려준다.”87)  

  

   개별 속성들을 종합적으로 통합할 개념이나 이름이 名에 해당한다면, 그와 같

은 개념화를 구조짓는 형식은 바로 언어체계구조를 담고 있는 문장으로서의 句에 

해당한다. 바로 이와 같은 개념 및 문장 구조의 언어체계에 따라 우리의 대상인식

이 완성되는 것이다.88) 

86) 이 분별(vikalpa)은 감각적으로 주어진 자상 너머로 추상화하고 개념화하는 심적 활동

이란 의미에서 허망분별, 망분별이란 의미를 함축하며, 또 그렇게 번역되기도 한다. 이

런 의미에서 ‘두루’라는 의미의 pari와 결합한 parikalpa는 遍計所執으로 번역된다. 

87) 成唯識論述記 , 제2권, 대정장43, 288上, “諸法自相非名等詮. 唯現量證. 名唯詮共相.”

88) 여기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언어체계와 의식의 분별작용 간에 존재하는 일종의 순환을 

발견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의식의 분별에 따라 개념이 형성되고, 다시 그 개념에 따라 

의식의 분별이 행해지는 것이다. 그 순환고리 중 그 어디에도 절대적 출발점은 없다. 

다만 이미 규정된 개념과 새롭게 규정해가는 분별 사이의 작은 틈새, 즉 그 둘 간의 

완전한 일치를 벗어나 차이를 창출하는 작은 미끄러짐을 통해 우리 삶의 역사, 개념의 

변천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순환구조 및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하 5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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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속성들의 담지자로서의 사물 자체, 즉 실체라는 것이 그것을 인식하

는 인간 의식에 독립적으로 그 자체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인식하는 인간 의식의 분별결과일 뿐인가 라는 것은 불교뿐 아니라 서양 인식론 

내에서도 중요한 논란 중의 하나이었다. 실체에 대해 그것이 객관적 실재라고 말

할 수 있게끔 순수 현량대상으로서의 감각내용이 찾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근세의 서양철학자들은 전통 형이상학이 언제나 현상설명의 근거로 삼

아온 소위 실체라는 것이 실제로는 객관적 실재가 아니라 단지 인식 주관이 허구

적으로 설정한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 다. 그것은 곧 객관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주관적 허구로 상대화하는 회의주의를 뜻한다. 그러한 회의주

의를 거쳐 비로소 우리의 경험세계란 바로 인간의 보편적인 개념 틀에 의해 구조

지워진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89)

   일상적으로 외부 세계에 실재하는 자기 동일적 실체로 간주되는 것들이 사실

은 객관적 사물 자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식의 구성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은 불교에 있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되어온 것이지만, 이를 유식 이전에 가

장 철저하게 논증한 학파는 바로 경량부이다. 석가의 기본 가르침인 四法印 중 하

나인 諸行無常을 철저하게 찰라생멸로서 이해한 경량부에 따르면 찰라생멸적인 

현상의 변화를 넘어서서 그들 변화를 관통하여 동일한 것으로 남아있다고 생각되

는 사물의 동일성(saṃt na)이란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동일성이 아니라 단지 우리

의 의식 안에서 우리의 언어에 따라 설정되는 개념적 동일성일 뿐이다.90) 빨간색 

좀 더 자세히 상술하게 될 것이다. 

89) 실체에 관한 인상이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실체란 일종의 주관

적인 허구적 개념이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밝힌 서양철학자가 바로 국 경험주의자 

흄(D. Hume)이다. Hume, A Treatise of Human Nature(1739), New York, 1961, 제1권 

참조. 이러한 흄의 통찰에 근거하여 비로소 칸트는 우리에 의해 인식된 세계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의식구조(즉 시간공간의 직관형식과 범주의 사유형식)에 따라 질서지워진 

현상일 뿐이라는 ‘초월적 관념론’을 주장할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의 대상세계 경험이 

우리 자신의 사유구조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해명한 사람은 바로 칸트

다. 그런데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사유구조가 우리의 언어에 의해 지배받는

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사람은 니체다. 니체는 실체-속성 구조에 따라 실체를 상정하

는 서양 전통 형이상학은 언어의 주어-술어 구조에 의해 규정된 “언어형이상학”일 뿐

이라고 폭로한다. 우리 자신의 언어구조에 따라 사유하고 분별하면서 그 심층의 사유 

또는 분별체계를 자각하지 못함으로써 그렇게 사유된 것 또는 분별된 것을 마치 우리 

자신의 심층의지를 떠나 그 자체 실재하는 것처럼 객관화하고 실체화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실체적 표상 근저에는 그처럼 일체를 실체화하고 인식대상화하는 “권력에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이 주객분별하는 표층적 의식활동인 표상

적 사유 근저에 작용하는 심층 의지와 욕망에 대한 니체의 통찰은 쇼펜하워(A. 

Schopenhauer)의 “표상으로서의 세계”와 “의지로서의 세계”에 대한 통찰, 즉 인간 심

성의 표층과 심층의 분석에서 향을 받은 것이다. 쇼펜하워의 사상이 인도철학 내지 

불교철학으로부터 향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여진 사실이므로 재론할 필요가 없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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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 꽃잎이 빨간색으로 피어 있다가 시들어 검게 되었을 때, 이전의 빨간 꽃잎과 

이후의 검은 시든 꽃잎은 서로 다른 꽃잎이다. 그 둘 사이에 자기 동일성은 없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색이 달라지거나 형태가 변하 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각

각 다른 찰라의 것들이기 때문이다. 다음 찰라의 것은 앞의 찰나의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타는 촛불에 있어 한 찰라의 불꽃이 그 다음 찰라의 불

꽃과 서로 다른 불꽃인 것과 같고, 내가 같은 이름을 두 번 소리내어 부를 때, 앞

의 소리가 그 다음의 소리와 다른 소리인 것과 같다. 물론 장미의 경우 또는 불꽃

의 경우 다음 찰라의 것이 앞 찰라의 것과 서로 다른 것이라고 하여, 서로 무관하

다는 말은 아니다. 다음 찰라의 것은 앞 찰라의 것이 인이 되어 그 과로서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인과의 관계, 즉 緣起 관계 속에 있다. 그러나 연기로 연결되

고 인과로 관계지워지기 위해서라도 그 둘은 서로 다른 것이라는 것이다. 존재론

적으로 그렇게 서로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제의 장미와 

오늘의 장미를 동일한 하나의 장미로 보며, 한 촛불이 다 타오르도록 그 불꽃을 

동일한 하나의 불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자기 동일적 무엇인가가 

변화하는 현상 배후에 실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찰라생멸하는 

현상 배후에 우리가 상정하는 사물의 자기 동일성이란 단지 우리의 언어구조에 

따른 개념적 동일성일 뿐이다. 

   유식 역시 이와 같은 경량부적 통찰에 따라 의식에 의해 사유되고 집착되는 

사물의 자기동일성이란 의식 자체에 의해 분별되고 설정된 개념적 동일성일 뿐임

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개념적 분별은 실유의 보편이 상응하지 않는 허망분별일 

뿐이다. 개념에 상응하는 보편적 실재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개념이 허망분별의 

개념인 것이다. 즉 감각적 현량 안에서 구체적 自相으로서 주어지는 개별적 존재

를 넘어서서 일반화된 개념 안에 표현되는 보편이란 단지 우리들 자신의 식의 허

망분별 결과일 뿐이다. 그 개념에 상응하는 객관실재란 개체로서든 보편으로서든 

실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념 또는 보편은 實이 아니고 假이다. 명구문신은 자립적 실재가 아

니다. 심법과 색법을 떠나 따로 존재하는 독립적 불상응행법이 아니다. 보편적 의

미는 그 자체 실재하지 않는다. 개념은 존재하는 어떤 것, 즉 논리적 의미체 또는 

보편적 실재를 칭하는 것이 아니다. ‘소’라는 이름에 상응하는 소의 보편적 실재, 

‘황색’이라는 이름에 상응하는 황색의 보편적 실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은 소다’ 또는 ‘이것은 황색이다’라는 판단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보편자가 

실재하지 않는다면, 일반명사로 구성된 우리의 언어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어떻게 

90) 경량부가 이와 같이 찰라생멸에 근거하여 실체를 부정한 것은 유부의 三世實有적 법유

사상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유부는 현상세계 너머에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여 자기 동일적으로 존재하는 법체를 상정하 으며, 경량부는 이를 반박하 다.  



 52  成唯識論 에서의 識과 境의 관계 연구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 52 -

가능한가? 우리의 언어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 의미를 얻게 되는가?91) 

   3) 비유적 언어관

   명구문신은 보편적인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단지 사유분별에 따라 假로서 시

설된 것일 뿐이다. 즉 언어 소리의 분위 차별에 의해 假로서 건립된 것이다. 그러

므로 명구문신에 따라 분별되는 일체의 현상 역시 모두 가로서 시설된 것일 뿐이

다. 따라서 唯識三十頌 의 첫 게송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假로서 我와 法을 설한다92)

   여기서 實의 반대개념으로 사용된 假는 그 어원에 따라 보면 upac ra로서 비

유, 메타포를 의미한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유식의 비유적 언어관을 읽어낼 수 

있다. 즉 우리의 언어인 일반개념에 상응하는 보편 실재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

로, 그런 개념으로 구성된 우리의 언어는 본질적으로 특정 사태를 직접적으로 지

시하는 직설적 표현이 아니라, 단지 간접적 방식으로 의미를 드러내는 비유적 표

현일 뿐이다. 언어가 표현하는 것은 비유이다. 언어로 표현된 존재 역시 언어를 

따라 시설된 것, 비유일 뿐이다. 다시 말해 실재와 개념, 존재와 사유 간에 일대일 

대응이 부정되므로, 언어는 존재하는 어떤 실재 자체를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표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에서 모든 언어적 표현은 곧 일종의 비유가 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 사람은 한국인이다’라는 문장과 ‘이 사람은 소다’라는 

91) 이것은 서양 현대철학에 있어 의미론 또는 언어철학의 중심물음이다.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초기저서 논리철학논고 에서 그의 세계-언어 그림이론에 근거하여 단어의 의미

는 그것이 지칭하는 것이라는 “지칭론”을 주장하 다. L. Wittgenstein,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중 “2.1 우리는 사실들의 그림을 만들어낸다.” “2.1514 모사관계

는 그림의 요소들과 존재물들과의 짝짓기들로 이루어진다” 등이 그림이론의 특징을 말

해주며, “3.203 이름은 대상을 의미한다”는 지칭론을 보여준다. 이 철 역, 논리철학논

고 , 천지, 1991. 그러나 후기저서 철학적 탐구 에서는 그러한 언어-실재 간의 일대일 

대응의 그림이론을 비판하며, 그에 근거한 언어지칭론을 버리고 “단어의 의미는 그 단

어의 사용”이라는 “의미사용론”을 주장한다. 철학적 탐구  서두에서 논의되는 어거스

틴의 의미론 비판이 곧 전통적인 의미지칭론에 관한 비판이다. 비트겐슈타인 이후 단

어의 의미가 개별적 한 단어만으로 고립적으로 규정될 수 없으며 오직 그 단어가 사용

되고 있는 전체 문맥 안에서, 나아가 그 문맥을 형성하는 전체 삶의 형식(Lebensform) 

안에서 규정된다는 것은 이제 의미론의 상식이 되었다. 유식철학 역시 언어와 실재간

의 일대일 대응을 부정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이란 언어에 따라 시설된 假有일 뿐

임을 강조한다. 이하에서 논의되는 유식철학의 비유적 언어관이나 의미의 아포아론은 

이런 관점에서 현대 서양철학의 의미론과 비교될만 하다.  

92) 成唯識論 , 제1권, 대정장31, 1상, “由假說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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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을 구분하여 이해한다. 전자는 직설적 표현으로서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고, 후

자는 비유적 표현으로서 사실과 무관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

는 것은 이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특정 성질은 지녔지만, 소의 성질은 지니지 않았

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식에 따르면 한국인이라는 어떤 특정한 성질이 보편자로서 존재하고, 

각 개체가 그것을 지니고 있기에 그가 한국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다. 한국인

으로 분류된 이 사람과 저 사람 간에 그 둘을 동일 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게끔 

하는 공통적 성질, ‘한국인’이라는 보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언어로서 규정하는 것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과 무관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

적 틀에 따라 이 사람 또는 저 사람을 분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단지 이런 저

런 사람들이 한국인이라고 불리듯이, 이 사람도 이런 저런 사람들과 이런 저런 점

에서 유사하기에 한국인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이 사람이 소

라고 불리는 이런 저런 존재와 이런 저런 특징에서 유사할 경우 소라고 불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결국 ‘이 사람은 소다’라는 말이 ‘이 사람은 소라고 불

리는 이런 저런 존재와 유사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비유적 표현이라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말은 그런 의미에서 다 비유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사람은 

한국인이다’라는 말은 ‘이 사람은 한국인이라고 불리는 이런 저런 존재와 유사하

다’라는 것 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체의 언어적 표현은 곧 

비유적 표현이다. 개념에 상응하는 보편이 실재하지 않기에 모든 개념적 서술은 

일차적으로 비유적 표현인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개념에 상응하는 실재가 없다면, 즉 말과 실재가 일대일 대응하

지 않는다면, 도대체 음성 차별에 의한 개념 규정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가? 보

편이 실재하지 않는다면, 말이 지시하는 바가 없다면, 그 의미가 어떻게 특정 의미

로 제한되고 규정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해명하는 불교의 의미규정 이론이 바로 개념의 아포아(Apoha)론이

다. 아포아론에 따르면 한 개념의 의미는 그 자체만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

니다. 왜냐하면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실재가 없기 때문이다. 한 개념에 상응하는 

하나의 객관적 실재가 존재하지 않기에, 한 개념의 의미는 그에 상응하는 하나의 

사태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개념을 포함한 개념들 전체의 관계 안에서, 즉 

또 다른 개념들을 통해서만 규정될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한 개념의 의미는 

오직 그것 아닌 것을 배제함으로써만, 즉 그것의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이는 곧 한 개념의 의미는 오직 다른 개념과의 차별을 통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빨간색의 의미는 그 개념 자체만으로 또는 그

에 상응하는 하나의 단독적 사태에 의해 설명되거나 제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빨간색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서만, 즉 노란색과 파란색 등과 

구분되는 것으로서만 이해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한 개념의 의미는 다른 개념

과의 연관 안에서 그 차별성을 통해, 즉 그것 아닌 것이 아닌 것으로서 그렇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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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만 드러날 뿐이지, 그 자체로서 긍정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이 개념의 아포아론의 핵심이다.93)

   이러한 아포아론이 함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한 개념의 의미는 그 자체만에 

의해 단독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개념 전체 연관 관계 안에서 규정된다는 

것이다. 전체적 개념의 틀 안에서 세부적으로 특정 의미가 규정된다. 즉 한 개념

의 의미는 개념 전체와의 연관 안에서 그것 아닌 것의 부정을 통해서만 규정가능

하다는 것이다. 그 경우 모든 개념의 의미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그 개념의 부

정을 생각할 수 없는 절대적 의미란 존재하지 않는다. 삶의 의미는 삶이 아닌 죽

음을 통해서, 樂의 의미는 그 반대인 苦를 통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개념이 개념으로 이어질 뿐이며, 그 개념이 지칭하는 사태, 개념과 일대일 대응하

는 사태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일체를 가로서 설명하는 유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이 가능할 

것이다. 假는 이미 實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일체를 가로서 

설명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적이지 않은가? 바로 이와 같은 반론을 실재론적 관점

의 勝論이 제기한다. 승론에 따르면 假란 단지 假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實을 전제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승론이 제시하는 

것을 유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만약 識을 떠나서 實我와 實法이 없다면, 假도 역시 없어야 한다. 假는 반드시 실물(眞事)과 

假의 것(似事)과 공통의 속성(共法)에 의지하여 건립되기 때문이다.94)

   승론이 제시하는 假의 성립조건은 眞事와 似事와 共法이다. 예를 들어 ‘저 사람

은 불과 같다’라는 비유적 표현은 진짜 불과 불같은 사람과 명렬함이나 붉음 등의 

속성이 존재하는 한에서만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 불이나 저 불 등의 진짜 불이 

眞事이고, 그 불에 비유된 불같은 사람이 似事이다. 그리고 맹렬함이나 붉음은 진

짜 불과 비유된 사람 사이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것이란 의미에서 共法이다. 실유

93) 개념의 아포아론은 陳那의 集量論 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치수, “언

어의 표시대상”, 韓國佛敎學 , 제12집, 1995; 서정원, “디그나가의 아포하론에 관한 연

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97 등을 참조할 것. 서양 의미론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들이 등장한다. 왜냐하면 언어와 실재간의 일대일대응을 전제한 후 단어의 의미는 

바로 그 단어가 지시하는 개별 사태라는 식의 소박한 지시론은 더 이상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결국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는가

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사용론이 주장되기도 하며, 나아가 한 개념의 의미는 그 개념

이 다른 의미들과 어떤 연관 관계에 있는가, 즉 다른 의미들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에 따라서만 규정가능하다는 차별의미론이 주장되기도 한다. 후자의 관점은 차연

(differenz)으로서 의미를 규정하는 데리다(J. Derrida)의 의미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94) 成唯識論 , 제2권, 대정장31, 7상, “若無離識實我實法者. 假亦應無. 謂假必依眞事似事共

法而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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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장하는 승론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假로서 시설된 비유된 似事를 제외하

고 오히려 그 假 자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짜 존재하는 불, 즉 眞事와 그 불이 

간직한 불의 속성, 즉 共法이 假아닌 實로서 우선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식은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假가 반드시 眞事에 의거하여 건립된다는 것은 바른 논리가 아니다. 眞事는 自相을 의미하

는데, 그것은 개념적 인식(假智)과 개념적 표현(假詮)에 있어 모두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

다. 假智와 假詮은 자상을 얻지 못하며, 오직 제법의 共相에 따라서만 일어날 뿐이다.95)

   여기서는 일단 이 불이나 저 불 등의 眞事란 감각대상으로서의 自相인데 반해, 

假智와 假詮 등 假는 개념적 인식으로서 共相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공상

이 자상에 의거해서 건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상을 

따르는 가지와 가전은 自相으로서의 眞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곧 

앞서 논의한 대로 의식 차원의 개념적 분별이 전오식의 현량에 의해 규정되는 것

이 아님을 말해준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개념적 사유에 상응하는 특별한 현

량적 직관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다. 즉 추상적 관념을 자상으로 인식하는 것도 

아니다. 

假智와 假詮을 떠나 自相을 시설할 수 있는 별도의 방편이 있어 假의 소의로 삼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96)

   결국 共相을 나타내는 假는 그 어떤 自相도 의지처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

라는 말이다. 이는 개념적 인식과 개념을 떠나 개념에 상응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

이다. 그렇다면 개념은 무엇에 의거하여 설정되는 것인가? 

假智와 假詮은 반드시 소리에 의거해서 일어나는데, 소리는 自相에 미치지 못하며 자상에 따

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개념적 표현(能詮)이나 그 개념으로 표현된 것(所詮)이 모두 自相

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假說은 眞事에 의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97)

   개념에 상응하는 실체가 없이, 개념들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

의 소리를 통해 그 개념들이 규정되기 때문이다. 소리의 차별성, 소리의 음운굴곡

95) 成唯識論 , 제2권, 대정장31, 7중, “假必依眞事立者. 亦不應理. 眞謂自相. 假智及詮俱非

境故. 謂假智詮不得自相. 唯於諸法共相而轉.” 

96) 成唯識論 , 제2권, 대정장31, 7중, “亦非離此有別方便施設自相爲假所依.” 

97) 成唯識論 , 제2권, 대정장31, 7중, “然假智詮必依聲起. 聲不及處此便不轉. 能詮所詮俱非

自相. 故知假說不依眞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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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라 차별적 개념들의 의미가 규정되는 것이지, 그 말소리를 떠나 개념 자체의 

의미를 성립시키는 실체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眞 또는 實이 

따로 없이 오직 소리를 통해 假에서 假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왜 굳이 假 또는 似

라는 말을 하는 것인가? 

단지 식의 전변에 의거하여 實我 實法의 허망된 집착을 없애기 위해 假와 似를 말하는 것일 

뿐이다.98)     

   假는 실재하는 實과 대립적으로 사용된 개념이 아니라, 단지 우리에 의해 잘못 

집착된 실과 대립적으로 사용된 개념일 뿐이다. 즉 假 너머에 實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99) 이와 같이 유식에 있어서는 개체이든 보편이든, 색이든 명이든 모두 그

것을 인식하는 식 너머 그 자체 객관적으로 있는 실유적 존재가 아니다. 실유적 

존재가 아니기에 假라고 한다. 명과 색이 식의 경이라면, 경이 식을 떠나 따로 있

지 않다는 것이 곧 ‘唯識無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명과 색을 인식하는 識

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98) 成唯識論 , 제2권, 대정장31, 7중, “然依識變對遣妄執眞實我法說假似言.” 

99) 이 점을 명백히 하지 않으면, 유식에서의 ‘假의 이론’이 존재론이 아닌 인식론적 주장으

로만 오독될 위험이 있다. 이 세상에 대해 우리가 인식한 것은 모두 우리 자신의 개념

에 의한 가(현상)일 뿐이라는 것은 유식불교에서뿐 아니라, 현대철학에 있어서도 주장

되는 바이다. 우리가 인식한 것이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 세계를 읽어낸 것이기에 주관

적이고 상대적이며 허망한 가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동의할 수 있는 통찰일 것이

다. 문제는 그 인식 너머에 세계 자체가 객관적 실재로서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다. 불교는 인식의 假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정하는 현실 존재 자체가 식을 

떠난 객관실재가 아니라는 것, 즉 識所變일 뿐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바로 이점

에서 유식철학은 인식된 현상 너머에 객관적 물 자체를 상정하는 독단적 실재론 또는 

단순한 인식론이 아니라 비판적 존재론이며 형이상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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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識의 심층구조

  

1. 식전변의 四分說

   1) 能緣과 所緣의 見分과 相分

   물질로서의 色의 인식에서나 관념으로서의 名의 인식에서나 인식은 언제나 인

식대상과 함께 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인식대상은 인식되는 한에서만 그 방식대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인식을 떠난 식독립적 객관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

미에서 인식주관과 인식객관, 識과 境은 상호의존성을 보인다. 

   인식이란 인식주관이 인식객관에 대해 무엇인가 알게 되는 활동 또는 그 활동

결과를 의미한다. 주관과 객관 그 둘이 서로 관계맺음으로써 인식이 성립하는데, 

그러한 인식작용을 관계맺는다는 의미에서 緣이라고 하므로, 인식하는 주관은 ‘능

히 연하는 것’으로서 能緣( lambaka)이 되고, 인식되는 객관은 ‘연해지는 것’으로서 

所緣( lambana)이 된다. 유식은 인식주관인 능연을 見分(dṛṣṭi)이라고 하고 인식객

관인 소연을 相分(nimitta)이라고 한다. 

有漏識 자체가 생할 때에는 언제나 所緣 能緣의 상이 나타난다. 소연처럼 나타나는 상을 相

分이라고 하고, 능연처럼 나타나는 상을 見分이라고 한다.100)

   그러므로 유식에서 인식이란 능연식이 소연경을 연하는 활동이며, 이는 또 달

리 말해 인식주관인 견분이 인식객관인 상분을 아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인식활

동을 ‘헤아림’이라는 의미에서 量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따라서 능히 헤아리는 能

量(pram ṇa)은 인식주관을, 능량에 의해 헤아려지는 所量(prameya)은 인식객관을 

100) 成唯識論 , 제2권, 대정장31, 10상, “然有漏識自體生時. 皆似所緣能緣相現. ... 似所緣相

說名相分. 似能緣相說名見分.” 여기에 그냥 ‘소연상 또는 능연상으로 변현한다’라고 되

어 있지 않고, ‘..와 유사한’이라는 의미의 사(似)가 첨가되어 있어 ‘소연과 유사한 상 

또는 능연과 유사한 상으로 변현한다’라고 번역함으로써, 유식이 혹시 似의 대비로서 

實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면, 이는 부정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似所緣相’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實의 소연과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假의 주관적 상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假의 識 이외에 식독립적인 實의 境을 인정하

는 것이 되어 유식의 근본명제인 ‘유식무경’에 모순되기 때문이다. 似의 개념이 반드

시 實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앞 장 중 비유적 언어관에서의 

논의를 참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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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게 된다. 인식활동이란 곧 능량과 소량 사이에서 성립하는 량이며, 그런 활

동 결과 발생한 인식 자체는 헤아림의 결과라는 의미에서 量果라고 한다.   

    

       주관(識)         객관(境)              能緣識/能量       所緣境/所量

↑ ↑

                 인식                                      緣/量

                  ↓                                        ↓ 

               인식결과                                    量果

   이와 같이 인식하는 주관적 측면이 식의 見分, 인식되는 객관적 측면이 식의 

相分이 된다. 감각에 있어서나 이성적 사유에 있어서나 감각하고 사유하는 주관

적 부분이 견분이고, 감각되거나 사유된 객관적 부분, 즉 색이나 명은 상분이 된

다. 見은 相을 보는 것이며, 相은 見에 의해 보여진 相이다. 그러므로 견분과 상

분은 서로 인이 되고 과가 되는 것으로서, 상분을 떠나 견분이 따로 없고, 견분

을 떠나 상분이 따로 없다. 예를 들어 내가 책상을 인식한다고 하면, 책상을 보

는 나는 견분이고, 내게 보여진 책상은 상분이다. 인식주관과 인식객관이라는 인

식론적 측면에서 보면, 책상을 보는 나를 떠나 책상이 따로 없고, 내게 보여진 

책상을 떠나 내가 따로 없다. 책상 대신 인식대상의 총체로서의 세계를 생각하

면,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보다 더 적절하게 실감할 수 있다. 즉 세계를 인식하

는 나를 떠나 세계가 따로 없고, 내게 의해 인식된 세계를 떠나 내가 따로 없는 

것이다. 그러나 견분과 상분이 서로 동시적 인과관계에 있다고 해서 그 둘이 서

로 구분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책상을 보는 나와 내게 보여진 책상, 세계를 인

식하는 나와 내게 인식된 세계는 분명히 서로 다른 것이다. 견분과 상분은 그렇

게 서로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바로 여기에서 인식주관과 인식객관의 관계맺음으로써 인식을 설명

하는 인식론이 궁극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가장 핵심적 물음이 발생한다. 즉 

주관이 객관을 인식할 수 있는 것, 견분이 상분을 緣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떻

게 해서 가능한 것인가? 주관과 객관의 인식적 관계맺음 자체는 어떻게 해서 가

능한가? 예를 들어 내가 책상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내가 아닌 책상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주관과 객관이 서로 상호의존관계에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가 다른 하나

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불붙여진 초에 있어서 타는 초

와 타는 불이 동시적 상호의존관계에 있다고 해도 초가 불을 인식하는 것도 아니

고, 불이 초를 인식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나와 세계가 동시적 상호의존관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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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해도 내가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지, 세계가 나를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

므로 인식주관과 인식객관, 견분과 상분이 서로 마주하여 의지하고 있는 동시적 

상호의존 관계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주관의 객관에 대한 인식가능성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마주 서있는 주관과 객관이 인식적 관계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둘의 표면적 상호인과관계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보다 더 심층적인 공통의 근거

가 작용하고 있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견분과 상분이 인식주객으로서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그 둘을 포괄하는 공통의 근거가 작용하고 있기에 그 둘의 관계맺음이 

가능하고 그 결과로서 인식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통의 근

거란 과연 무엇인가?101) 

   나아가 그것은 인식적 관계맺음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이므로, 인식이 발생하는 

바로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인식되는 대상이 아니라 인식하는 주

관 안에서 작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주관과 객관의 인식적 관계맺음의 

결과로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인식주관이므로 그러한 관계맺음의 근거 또한 주관 

안에서 작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인식주관은 인식에 있어 객관과 구분

되어 객관과 대립되는 주관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주객의 관계맺음의 통합적 

근거로서 객관을 아우르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 즉 주객대립의 지평을 초월하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주관이 주관이면서 동시에 주객대립을 

넘어서 객관을 포괄하는 것일 수 있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 자

체에 주목하는 수밖에 없다. 주관이 객관을 인식한다는 말은 주관이 이미 주관 밖

으로 나가 있다는 말이다. 주관 밖으로, 다시 말해 주객대립의 지평 너머로 초월해

있다는 말이다. 내가 세계를 인식한다는 것은 곧 세계가 나에 의해 인식된 세계인

만큼 나는 이미 내 밖으로, 세계에로 나아가 있다는 말이다.102) 주관이 나아가 있

101) 서양 희랍의 플라톤 철학에서 “善의 이데아”는 인식주관과 인식객관의 공통근거로서 

생각된 것이다. 중세 스콜라철학에서 정신(자아)과 물질(세계)의 두 유한존재를 창조

한 무한자로서의 神 역시 그 둘의 공통근거로서 주관정신이 객관물질을 인식할 수 

있는 매개적 가능근거로서의 역할을 한다. 근세 합리론자들이 주장한 인간 이성에 선

천적으로 주어진 본유관념 역시 무한자 신이 인간 혼에 부여해준 관념으로서 세계

의 존재질서를 인식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세 스콜라철학의 신의 창조이념을 계승한 

것이며, 그 점에서 주관이 객관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주객매개적인 인식가능근거로

서의 역할을 한다. 문제는 이런 관점들이 모두 인식 주관 너머의 제3자에서 그 근거

를 구했다는 점에서 다 “外在主義”라는 것이다. 이러한 外在主義의 문제점을 깨닫고 

그 공통의 근거를 더 이상 인간 정신 너머의 객관 실재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 

내면에서 구함으로써 “內在主義”를 확립한 철학자가 바로 칸트이다. 칸트 이후의 서

양철학은 진지한 인식론적 반성을 수행한 것인 한, 항상 내재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

다. 현대의 문제는 오히려 인간 정신 안에 내재된 초월성을 읽어내지 못한 채, 일체

의 선험성과 초월성을 배제한 밋밋한 내재주의, 비초월적 내재주의에 빠져들고 만다

는 데에 있다고 본다. 



 60  成唯識論 에서의 識과 境의 관계 연구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 60 -

는 그 자리, 주관과 객관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그 초월의 자리가 나의 본래 자리

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인식주관과 인식객관, 견분과 상분의 대립은 근원적인 것이 아니

게 된다. 그것은 본래 그 둘이 분리 대립되기 이전의 주객 포괄의 초월적 근거로

부터 이분화되어 나타난 결과로 이해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식이란 표면적으로 보

면 견분이 상분을 연하는 것이지만, 그 내적 근거로부터 보면 그러한 견상이원화 

이전의 견상통합적 근거인 식 자체가 견상으로 이원화되는 활동이 된다. 즉 인식

이란 식 자체의 주관과 객관으로의 자기이분화와 더불어 발생하는 활동이다. 유식

에서의 식의 개념 안에는 바로 이러한 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즉 유식에서 

식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 vijñapti는 말 그대로 둘로 나눈다는 의미의 vi와 알

게 하다는 의미의 jñapti로 구성되어 있다.103) 인식이란 스스로의 이원화 활동임을 

뜻하는 말이다. 견분과 상분은 바로 이러한 식 자체의 이원화에 의해 이분된 결과

인 것이다.104) 

   그렇다면 이러한 견상 또는 주객을 초월하여 있는 식 자체의 이원화활동은 어

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견과 상, 주와 객이 분리되어 있는 지평을 초월하여 있

으면서 그렇게 구분되는 두 부분으로 스스로 이원화하는 식 자체의 활동은 과연 

어떤 활동인가? 유식은 이와 같은 식 자체의 이원화활동을 變 또는 轉變

(parin ma)이라고 칭한다.105) 

102) 이러한 자아가 곧 표상된 세계와 대립되는 표상하는 자아, 즉 인식론적 자아를 벗어나 

이미 자아 밖으로, 따라서 세계에로 나아가 있는 실존 또는 탈존(ek-sistenz)의 자아

가 된다.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에서 논의되는 인간 現存在 규정으로서의 “世界-

內-存在”(In-der-Welt-Sein)가 그것이며, 메를로뽕띠의 지각의 현상학 에서 논의되

는 인간 규정인 “세계에로의 존재”(être-à-la-monde)가 또한 바로 그것이다.  

103) vijñꐀpti는 vi- jñꐀ(알다)라는 동사의 사역형 vijñapayati에서 만들어진 명사로 ‘알게 하

는 것’이란 의미이다. 말하자면 인식주체인 식(vijñꐀna)이 자기 자신에게 인식대상인 

境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서는 橫山紘一, 묘주 역, 唯識哲學 , 29

쪽 이하 참조. 이에 대한 더 상세한 설명은 語源에 따라 식전변의 의미를 분석하는 

徐典正의 唯識思想要義 , 佛光, 1993, 39쪽 이하 참조.  

104) 식의 견상으로의 이분화에 처음 주목한 사람은 문헌상 무착이라고 한다. 그의 金剛般

若經論頌 에 견, 상의 구분이 나오며, 攝大乘論 에서 식을 객관의식인 ‘有相識'과 주

관의식인 ‘有見識'으로 구분하는데, 이둘이 결국은 호법 유식 상의 상분과 견분의 연

원이 된다고 한다. 상분의 상은 nimitta이고, 견분의 견은 dṛṣṭi 또는 darsana이다. 橫

山紘一, 묘주 역, 唯識哲學 , 경서원, 1989, 93쪽 이하 참조. 

105) 전변의 산스크리트어 parinꐀma는 원래 무너져내린다는 壞(viparinꐀma) 속에 이미 포

함되어 있던 것이다. 괴란 一切皆苦의 苦를 산출하는 한 주요원인으로서, 이렇게 바

뀌고 사라져버림으로 인한 고를 ‘壞苦’라고 한다. 苦로서의 전변의 의미에서부터 유식

에서의 식의 전변의 의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관해서는 橫山紘一,  “세친의 식전

변”, 平川彰, 梶山雄一 편, 이만 역, 唯識思想 , 경서원, 1993, 158쪽 이하 참조. 이와 

같은 의미의 전변설을 본격적으로 주장한 학파는 數論으로 불리는 상키야(Sꐀṃkhya)

학파이다. 그들에 따르면 변화하는 우리의 경험세계는 그 근저에서 자기동일성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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變은 식의 본체가 두 部分으로 轉하는 것을 뜻한다.106)

   주객으로 이원화하는 식 자체와 이분된 두 부분에 대해 成唯識論述記 는 호

법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識體는 自證分이다. 전변하여 相과 見의 두 부분이 생한다.107)

 

   즉 이분되는 식체는 자증분이고, 그렇게 이분화된 주객은 곧 견분과 상분이다. 

그렇다면 식체는 어떻게 견상으로 이분되는가? 식이 주객으로 이원화될 때, 그 과

정에서 식과 다른 것으로서 시설되는 것이 바로 식의 대상, 즉 식의 相分이다. 우

리가 식독립적 실체라고 생각하는 식의 대상, 즉 소연경이 실제로는 식 자체의 전

변 결과, 즉 식소변이라는 것이 유식 식전변설의 논지이다. 그리고 결국 그와 같은 

식소변으로서의 대상과 마주한 인식주관인 능연식으로서의 見分 역시 식 자체가 

아니라 식이 전변한 결과일 뿐이다. 이처럼 주객으로 관계하는 식이 소연경을 연

하는 能緣識이라면, 스스로 이원화하여 소연경 자체를 산출해내는 식은 그와 구분

지하며 상주하는 기체가 전변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즉 순수정신인 神我(puruṣa)의 

관조를 통해 개진되는 순수물질로서의 原質(prakrti)의 전변결과이다. 이처럼 상키야

의 전변설에는 자기동일적 기체가 전제되어있다. 이에 반해 불교는 처음부터 변화하

는 현상 너머 존재하는 변하지 않는 기체, 감각가능한 속성 너머 존재하는 자기동일

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곧 諸行無常이다. 이러한 제행무상의 관점에서 

자기 동일적 실체를 상정함이 없이 전변을 논하는 것이 불교 전변설의 특징이다. 상

키야학파의 전변설 및 그것과 불교 유식의 전변설의 차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논의

는 정승석, 인도의 이원론과 불교 , 민족사, 1991, 133쪽 이하 참조. 전변이 포함하고 

있는 ‘변화’를 우리는 대개 시간적 간격 안에서 바뀌어가는 것, 즉 異時的 발생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논하는 유식에서의 식의 변현 또는 生起로서의 전변활동

은 이시적이 아닌 동시적 발생을 의미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곧 본고 후에 

논의하는대로 “종자생현행”이 동시발생이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대해서는 

芳村博實, “識が生じるということ”, 印度學佛敎學硏究 , 권42, 1994, 12쪽 참조. 

106) 成唯識論 , 제1권, 대정장 31, 1상, “變謂識體轉似二分.” 전변의 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轉은 緣을 따라 다른 것이 있게 施設하는 것을 뜻한

다.(轉謂隨緣施設有異.)”, ( 成唯識論 , 제1권, 대정장31, 1上). 

107) 成唯識論述記 , 제1권, 대정장43, 241상, “識體卽自證分. 轉似相見二分而生.” 이에 이어 

식체와 이분된 결과로서의 견상 모두 依他起로서 없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識體

是依他性. 轉似相見. 二分非無亦依他起.” 단지 그 두 부분을 실유라고 집착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집착된 아법은 없는 것이지만, 그 집착이 의거한 식소변으로서의 견

상 이분은 없지 않은 것이다. “依此二分執實二取. 聖敎爲無. 非依他中無此二分.” 이에 

대해서는 본장, 제3절 중 분별구조 및 제5장 식의 삼성을 논할 때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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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能變識이다. 능연식이 주객 또는 능소의 이원적 대립구도 속의 한 항이라면, 

능변식은 그와 같이 서로 대립하는 능소, 주객을 스스로 산출해내는 식이다. 이상 

능연식과 능변식의 위상 차이를 간략히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주관(識)                객관(境)

                   견분(能緣識)  --緣-->  상분(소연경)

                          ↖                ↗

                             ↖    變    ↗                  

                              자체분(能變識)

   문제는 능연의 식과 구분되는 능변의 식이란 과연 어떤 의미의 식인가 하는 

것이다. 주객분리의 지평에서 성립하는 주관적인 능연식과 달리 주객미분의 식 자

체의 활동, 그러면서 주객의 분리된 지평을 스스로 형성하는 능변식의 활동은 과

연 어떤 의미로 이해되야 하는가? 

  

   2) 能變의 自證分과 證自證分     

   인식작용을 이와 같이 견상이분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결국 인식 상의 견

분과 상분, 즉 주관과 객관이 근원적으로 분리된 두 실체가 아니라, 그 둘을 포괄

하는 식 자체로부터 분화된 결과라는 것을 의미한다. 견상의 이분화에 앞서 그 둘

을 포괄하는 그들 공통의 所依가 곧 식 자체인데, 이 식 자체를 유식은 식의 自證

分이라고 한다. 

相分과 見分은 함께 自證에 의거해서 일어난다.108)

상분과 견분의 所依가 되는 자체를 事라고 이름하는데, 이것이 곧 自證分이다.109)

108) 成唯識論 , 제1권, 대정장31, 1중, “相見俱依自證起”. 여기에서 成唯識論述記 는 주객, 

견상의 이분이 있는 한, 이분 이전의 식 자체가 반드시 존재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다. “만약 자증이 없다면, 이분은 결코 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마치 머리가 없으

면 뿔이 결코 있을 수 없는 것과 같고, 거울이 없는 한 거기에 상이 생겨날 수 없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은 식 위에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若無自證二定不生. 如無

頭時角定非有. 及無鏡時面影不起. 皆於識上現相貌故.)”, ( 成唯識論述記 , 제1권, 대정

장43, 241上). 

109) 成唯識論 , 제2권, 대정장31, 10중, “相見所依自體名事. 卽自證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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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으로 나타나는 상분과 그 대상을 인식하는 주관으로 나타나는 견분은 둘 

다 그 공동의 근거로서의 식 자체로부터 이분된 것이다. 우리의 인식은 주관과 객

관, 능연과 소연이라는 분별 위에서 성립하지만, 그러한 이분의 기반에는 그 둘의 

공동의 근거로서의 식 자체가 미분적 통일체로서 작용한다. 이 식자체를 자증분이

라고 함은 무엇을 뜻하는가? 

   自證이란 그 스스로 명증적이라는 말이다. 한 인식의 참을 다른 인식에 의거하

여 증명할 때, 그것을 他證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 이외의 다른 증명을 필요로 하

지 않고 그 자체로 명증적인 것을 자증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식 자체를 자증분이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엄 히 말해 자증적인 것은 견분이 상분을 인식

함으로써 이루어진 인식결과, 즉 量果이다. 인식객관은 소량, 인식주관은 능량 그

리고 능량이 소량을 인식하여 얻어진 인식결과, 즉 량과가 바로 자증분이다. 식 자

체로부터 능량과 소량이 이원화되고 인식이 발생하여 량과가 얻어지므로, 유식은 

이 셋이 서로 분리된 별개의 실체가 아님을 강조한다. 

대상으로 사현한 형상인 所量과 능히 형상을 취하는 能量 그리고 自證으로서의 量果, 이 셋

은 그 체가 따로 있지 않다.110)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량과로서의 자증이 곧 견분과 상분의 공동의 所

依인 識 자체라는 것이다. 주객이원화 활동의 근거로서의 識 자체분이 곧 그 둘의 

관계맺음에서 성립하는 인식결과로서의 자증분이 되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

하는가? 인식 결과의 명증성은 인식주관으로부터도 인식객관으로부터도 아니고, 

주객분리 이전에 그 둘을 포괄하면서 스스로 이원화하는 識 자체분에서 온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인식에서의 두 항목인 견분과 상분, 주관과 객관이 그들 공동의 

근거인 식 자체로부터 이분된 것이라면, 그 둘의 관계 위에서 성립하는 인식은 다

시 그 이분을 지양하여 그들 공동의 근거인 동일성으로 귀결된다는 말이다. 그러

므로 인식결과가 자명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분화된 견분과 분화된 상분의 인

식적 관계맺음의 결과가 바로 그 둘의 공통적 근거인 識 자체로의 복귀이기에 그 

인식 자체가 자명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인식결과에서 얻어지는 자명성은 식 

자체가 부여하는 명증성이다. 그러므로 견상 이분의 所依인 자체분이 곧 자증분이

라고도 불리게 된다. 이러한 인식과정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110) 成唯識論 , 제2권, 대정장31, 10中, “似境相所量 能取相自證 卽能量及果 此三體無別.” 

이는 集量論  중의 구절을 成唯識論 이 인용한 것이다.   



 64  成唯識論 에서의 識과 境의 관계 연구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 64 -

     인식결과:                  자증분(量果)                          :동일성의 회복

        ↑                      ↗        ↖                               ↑

     인식과정:           견분(能量)   ->   상분(所量)                  : 이원화

        ↑                       ↖       ↗                               ↑

     인식근거:                     자체분                              :미분적 동일성

        

   주객분리 이전의 식 자체가 명증적으로 확인되는 량과의 자증성은 무엇을 의

미하는가? 내가 꽃을 본다고 해보자. 반성적 차원에서 생각하면, 보는 나와 보여

진 꽃은 각각 견분과 상분으로서 서로 구분되는 것이다. 내게 인식된 인식결과로

서의 꽃에 대해 우리는 흔히 그 인식의 확실성의 근거를 인식에서 구하지 않고, 

인식대상인 꽃 자체에서 구한다. 예를 들어 ‘저기 꽃이 피어 있다’는 인식의 확실

성은 그 인식 자체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식 바깥의 인식대상에 있다고 생

각하는 것이다. 즉 인식과 무관하게 바깥에 정말로 꽃이 피어 있으면 그 인식이 

참이고 아니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식의 확실성은 객관 자체

가 제공한다고 여긴다. 보라! 너의 인식과 무관하게 저 바깥에 꽃이 있지 않은가!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확실성을 제공한다고 생각된 대상 자체 또는 확실성의 의

식 안에서 제시된 대상 자체 역시 그 순간 그렇게 인식된 것, 즉 식의 상분일 뿐

이라는 것이다. 확실성을 제공한다고 생각된 그 대상 역시 그 순간의 인식에 포섭

되는 것이다. 그 상분을 통해서 그 상분에 대한 인식인 견분의 참거짓을 가려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확실성을 갖춘 것은 그처럼 인식하는 나(견분)와 인식된 꽃(상

분)을 포괄하는 식 자체일 뿐이지, 인식을 넘어서 인식 바깥에 실재하는 무엇이 

아니다. 바로 그 식을 자증분이라고 하며, 그것은 본래부터 견분과 상분을 포괄하

는 식 자체분이다. 이 포괄적 식, 즉 량과의 자명성을 떠나 인식의 확실성을 구할 

길은 없다. 인식주관의 견분과 인식대상의 상분이 모두 그 안에서의 분리이며 다

시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내가 꽃을 보며 꽃을 인식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 꽃을 보는 나

와 나에 의해 보여진 꽃이 근본에 있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내

가 실체론적으로 꽃과 분리된 존재라면, 즉 나와 꽃 사이에서 그 둘을 매개할만한 

근거가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꽃을 꽃으로 인식할 수가 없을 것이다. 

꽃과 나를 매개하는 그 공동의 근거가 바로 이원화 이전의 동일성으로서의 식 자

체이다. 그것이 인식관계로 전개될 때, 그 동일적 근거로부터 꽃과 내가 분리되어, 

나는 인식주관으로, 꽃은 인식객관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인식이란 이원화와 더불

어 진행되는 이원화의 지양이다. 즉 내가 꽃을 본다는 것은 분리된 나와 꽃이 다

시 관계맺게 되는 것이다. 이 주객 관계맺음으로서의 인식이 자기 확실성을 가지

게 되는 것은 그 인식 안에서 주객의 공동의 근거인 식 자체가 확인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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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量果로서 식 자체가 가지는 자명성은 본래 식 자체의 주객미분성 또는 

주객포괄성에서 비롯되는 자기확실성이며, 따라서 식 자체가 자증분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식 자체의 자증분이 보는 나와 보여진 대상, 견분과 상분 둘의 공동

적 근거라는 것은 식 자체가 주관과 객관, 안과 밖을 포괄하는 지평이라는 의미이

다. 인식과정에 있어서는 나와 대상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나는 여기에, 대상은 

저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식근거로서의 식 자체는 바로 나와 대상, 여기와 

저기를 포괄하는 공간지평이다.

         견분(이곳의 주관) -> 상분(저곳의 객관)

                       ↖      ↗

                         자증분

                   (식의 공간화의 측면)

   내가 꽃을 볼 때, 그 인식의 확실성은 그냥 꽃만도 나만도 아니고, 그 둘, 즉 

보여진 꽃(상분)과 그것을 보는 나(견분)를 포괄하는 식 자체에서 찾아진다. 이 식 

자체를 그 둘의 관계맺음의 결과인 량과로 표현하자면 곧 대상(상분)을 보는 나

(견분)를 보는 나(자증분)가 된다.111) 그렇게 해서 자증분으로서의 량과가 주관(이

곳의 나)과 객관(저곳의 대상)을 포괄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그 자증분의 확실

성은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자증분을 다시 보며 확증하는 證自證分이 있어야 하

111) 내가 꽃을 볼 때, 보여진 꽃과 꽃을 보는 내가 있을 뿐이지, 꽃을 보는 나를 보는 나

가 정말 있는가? 다시 말해 인식에서 자증분이 정말 있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인식자 스스로 자신의 인식 자체를 주목하는 수밖에 없다. 나는 내 바깥의 

세계만을 인식대상, 즉 소량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그렇게 인식하던 나 자

신을 所量으로 삼을 수도 있다. 즉 나 자신을 객관화하여 인식할 수 있다. 이는 곧 

꽃을 인식할 뿐 아니라, 그렇게 꽃을 보던 나 자신을 다시 대상화하여 인식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처럼 이전 순간의 인식주관인 견분을 대상화하려면, 나는 

우선 이전 순간의 견분을 기억해야 하며, 또 현재 무엇인가를 기억할 수 있으려면, 

그 무엇인가가 이미 인식되어 있어야만 한다. 인식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는가? 즉 이전의 견분을 기억하자면, 이전에 무엇인가가 그 견분을 인식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견분을 인식했었기에 지금 그 견분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증분이다. 이런 의미에서 成唯識論 은 우리가 우리 마음 작용인 견분을 기억

할 수 있다는 것을 자증분의 존재에 대한 하나의 증명으로 제시한다. “만약 이것[자

증분]이 없다면, 스스로 심왕과 심소법을 기억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전에 인식하지 

않았던 대상을 결코 기억할 수 없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此[自證分]若無者 應不自憶 

心心所法 如不會更境 必不能憶故)”, ( 成唯識論 , 제2권, 대정장31, 10中). 이처럼 상분

을 인식하는 견분을 확증하는 것이 자증분이다. 그렇다면 견분을 인식 기억하는 자증

분을 확증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상분, 견분, 자증분에다 증자증분을 더하

는 호법의 四分說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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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겠는가? 그러나 식이 그 자체로 자증적이라면, 증자증분은 왜 필요한 것일

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자증분과 구분되는 증자증분의 인식상의 역할과 의미가 

밝혀져야 한다. 자증분은 대상세계(상분)에 대한 주관적 인식(견분)을 확증하는 것

이라면, 증자증분은 그렇게 대상세계를 인식하는 주관인 견분을 다시 인식하는 자

증분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전 순간 인식주관인 견분을 지금 기억하는 자

증분으로서의 나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전 순간 주관으로서 꽃을 보던 

나(견분)를 지금 내(자증분)가 기억하는 것이다. 견분을 대상으로 삼아 인식하는 

순간에는 이처럼 기억되는 견분과 기억하는 자증분 사이에 이전의 나와 현재의 

나라는 시간적 간격이 놓여 있는데, 증자증분이란 바로 이 시간적 간격을 매개하

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증분이 대상인식에 있어 견분(주관)과 상분(객관)을 매개

하는 공동의 근거라면, 증자증분은 반성 순간에 있어 자증분(현재)과 견분(과거)을 

매개하는 공동의 근거이다. 견분과 상분으로서의 주객 이원화가 식체 자체의 공간

적 이분화, 즉 공간화라면, 자증분과 견분, 즉 기억주체(현재주관)와 기억대상(과거

주관)으로의 이원화는 식체 자체의 시간적 이분화, 즉 시간화이다. 이렇게 보면 증

자증분이란 식 자체가 가지는 시간화의 부분, 다시 말해 현재와 과거의 시간적 간

격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증분(현재 순간의 주관)   ->   견분(이전 순간의 주관)

                            ↖       ↗

                             증자증분

                       (식의 시간화의 즉면)

   대상세계(상분)에 대한 인식의 확실성은 그 인식 주관(견분)을 확증하는 자증

분에서 찾아지고, 그러한 대상세계를 인식하는 인식주관(견분)에 대한 인식의 확

실성은 다시 그것을 인식하는 주관(자증분)을 확증하는 증자증분에서 찾아진다. 

이처럼 자증분이 스스로 공간화함으로써 나와 세계, 견분과 상분으로 이분되는 식

의 공간화 측면을 의미하며 따라서 주객을 포괄하는 공간적 지평을 함축한다면, 

증자증분은 스스로 시간화됨으로써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 인식하는 나(자증분)

와 인식된 나(견분)로 이분되는 식의 시간화 측면을 의미하며, 따라서 과거와 현

재를 포괄하는 시간적 지평을 함축한다. 그러므로 인식에 있어 공간적 시간적 지

평이 자증분과 증자증분의 식체 자체의 변현으로 이미 설명되므로, 그 이상의 부

분을 첨가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식은 상분과 견분과 자증분 

그리고 증자증분이라는 사분으로 완결적으로 설명된다.112) 이상 논의된 것을 인식

의 단계로 구분하여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Ⅳ. 識의 심층구조  67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 67 -

                인식의 일단계         이단계                   삼단계

   상분        所量(인식대상)

                     ↑

   견분        能量(인식주관)      所量(인식대상) 

                     ↑                 ↑

   자증분      量果(인식결과)      能量(인식주관)      所量(인식대상)  量果(인식결과) 

                                        ↑                   ↑            ↓

   증자증분                        量果(인식결과)              能量(인식주관)

   그러나 이상 사분설은 우리 인식의 형식적 전변구조를 드러내줄 뿐, 그와 같이 

전변하는 능변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가 하는 것이 아직 밝혀진 것이 아니다. 

이하에서는 그와 같이 전변하는 능변식을 살펴보자.

2. 能變識의 심층분석

   유식은 능히 전변하는 식인 능변식을 크게 셋으로 구분하여 각각 제1, 제2, 제3 

능변식이라고 부른다. 

能變識은 오직 세종류이다. 異熟識과 思量識과 了別境識이 그것이다.113)

112) 그러므로 證自證分을 확증하는 證證自證分으로 더 나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만일 

그럴 경우 다시 증증자증분을 확증하는 증증증자증분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무한 진

행될 것이다. 불교는 이를 ‘無窮之失’이라고 한다. 유식에 따르면 증자증분을 확증하

는 것은 다시 자증분이기에 인식의 사분설은 무궁지실에 빠지지 않게 된다. 이상과 

같은 사분으로 인식구조를 밝힌 것이 護法의 四分說이다. 그 중에서 증자증분 없이 

자증분과 견분 상분만을 인정하여 三分說을 주장한 사람은 陳那이며, 견분과 상분 二

分만을 실재로 인정한 사람은 難陀이다. 그리고 오로지 자증분만을 실재하는 식으로 

인정하여 一分說을 주장한 사람은 安慧이다. 이상과 같은 식의 1‧2‧3‧4분설 논의에 

대해서는 오형근, “心識의 四分說에 관한 소고”, 유식사상연구 , 불교사상사, 1989, 

211쪽 이하 참조.   

113) 成唯識論 , 제1권, 대정장31, 1상, “此能變唯三 謂異熟思量 及了別境識.” 이는 唯識三

十頌 의 제1, 2게송의 부분이다. 여기서 이숙식은 아뢰야식을, 사량식은 말라식을, 요

별경식은 전오식과 의식을 함께하는 육식을 뜻하는데, 이 셋을 가장 간략히 약하면 

각각 心‧意‧識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심의식(citta-mano-vijñꐀna)은 원시근본불교의 

阿含經 에서부터 이미 인간 심리작용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 셋

이 명백히 구분되지 않은 채,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 는데, 부파시대부터 이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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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능변식인 이숙식은 제8아뢰야식이고, 제2능변식인 사량식은 제7말라식이며, 

제3능변식인 요별경식은 제6의식과 전오식을 포함한 여섯 식이다. 그러므로 우리

의 식은 모두 대상을 인식하는 能緣識이면서, 그 스스로 자신의 대상을 산출하는 

能變識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각각의 식이 인식하는 대상은 결국 그 스스로 산출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앞의 세 능변식을 그 표층에서부터 심층으로 분석해 들어가기로 

한다.114) 각 식에 있어 그 견분과 상분이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써, 그 식의 자성

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유식에 있어 견분은 식의 작용양상 또는 모습이란 의미에

서 行相이라고 불리고, 상분은 식의 대상이란 의미에서 所緣이라고도 불린다. 그러

므로 각 능변식에 있어 그 견분과 상분을 해명하는 것은 곧 그 행상과 소연이 무

엇인가를 밝히는 작업이 된다.

   1) 분별주체로서의 意識

이 하나인가 별개의 것인가가 논의되기 시작하 다. 유부의 俱舍論 에서는 심의식이 

그 의미나 작용은 달라도 체는 동일하다는 ‘體同一說’이 주장되고 있다. “集起함으로 

心이라고 하고, 思量하므로 意라고 하고, 了別하므로 識이라고 한다... 그 뜻하는 바 

의미는 서로 다르지만, 體는 하나이다(集起故名心. 思量故名意. 了別故名識. ... 義雖有

異而體是一.)”, (세친, 俱舍論 , 대정장28, 21). 그러나 유식경론인 解深密經 이나 

大乘阿毘達磨經 을 비롯하여 瑜伽師地論 , 攝大乘論  등에 이르면 점차 體別說의 

경향이 나타나고, 成唯識論 에 있어서는 보다 분명하게 8식 別體說이 주장되고 있

다. 兵藤一夫는 心(citta)의 어의를 추적 분석하면서, ‘고려하다’의 과거수동분사형 내

지는 ‘집적하다’의 과거분사형인 citta가 처음에는 의식이나 말라식까지를 포괄하는 개

념으로 사용되다가, 유식경론 상에서 점차 이숙식 또는 아뢰야식의 의미로 고정되었

다고 주장한다. 兵藤一夫, “心(citta)の語義解釋”, 佛敎學セミナル , 권36, 1982, 21쪽 

참조.   

114) 세친의 唯識三十頌 과 호법의 成唯識論  모두 능변식을 설명함에 있어 근본식인 제

8 아뢰야식부터 시작하여 제7말라식을 거쳐 의식과 감각의 육식을 논의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그와 상반되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이는 감각이나 의식의 표층식

이 말라식이나 아뢰야식이라는 심층식보다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는 식, 즉 인식

상으로 우리에게 더 가까운 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인식상 우리에게 가

장 가까운 것이 존재상으로는 우리에게 가장 멀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칙이 그대

로 적용된다. 다시 말해 감각이나 의식이 인식상으로는 우리에게 먼저 알려지는 표층

식이지만, 이는 결국 존재론적으로 볼 때 말라식 또는 아뢰야식의 심층식에 근거한 

나중의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세친이나 호법의 들은 존재론적 질서에 따라 심

층의 근본식부터 논의해나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사태 자체의 질서보다는 

그 사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질서에 따라 논의하는 것이 사태 이해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방법론적 이유에서 반대방향의 길을 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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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唯識三十頌 은 제3능변식을 감각의 전오식과 제6의식을 포괄하는 여섯 인식

으로 규정한 후, 그 식의 行相을 了境, 즉 대상의 了別이라고 설명한다. 

제3 능변식에는 여섯 종류의 차별이 있다. 대상을 了別하는 것을 그 자성과 행상으로 삼는

다.115)

   대상을 요별한다는 것은 곧 대상을 분별하여 인식한다는 말이다. 전오식과 제6

의식이 함께 대상을 요별하는 식이란 의미에서 하나의 제3능변식으로 묶일 수 있

는 것은 그 여섯 식이 모두 각각의 경을 갖기 때문이다. 전오식, 즉 안식 이식 비

식 설식 신식의 대상은 각각 색경 성경 향경 미경 촉경이며, 제6의식의 대상은 법

경이다. 그러므로 여섯 식의 행상인 요별작용에 의해 인식된 所緣은 바로 전오식

의 오경과 제6의식의 법경이 된다. 이 각각의 소연이 무엇인가는 앞서 각 장에서 

물질로서의 색법과 관념으로서의 명으로서 살펴본 바 있다. 그렇다면 감각과 의식, 

색과 명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인식한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인식작용은 보고 듣는 등의 

감각작용이다. 그리고 감각되는 대상은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대상, 즉 색법이다.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의 실질적 내용들은 모두 전오식의 대상으로서 구체적이고 

개체적인 물질이다. 

   그러나 유식에 있어 감각은 아직 완성된 인식활동이 아니다. 감각기관으로서의 

각각의 根만 작용한다고 해서 실제적인 인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눈 앞에 색이 있다고 해서, 즉 안근과 색경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그대로 안식

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에로 시선의 초점이 맞춰져야 대상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감각작용에도 의식집중이라는 의식의 활동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의식의 활동을 통해 비로소 감각이 대상세계의 인식으로 완성된다. 나아가 단

지 색의 표상을 가지는 것일 뿐인 안식에 대해, 그 안식대상인 색을 외적 세계 사

물의 속성으로서 인식하게끔 하는 것 역시 안식 자체에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감각에 있어서는 아직 내외의 분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구별이 성

립하기 위해서는 내와 외를 구분하여 각각의 분산된 오경의 감각을 하나의 대상

의 감각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총괄적 종합적 의식작용이 요구된다. 이 

의식작용을 통해 감각이 대상의 요별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 의식의 대상인 법경

은 구체적이고 개체적인 감각대상(자상)과 달리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공상 또는 

115) 成唯識論 , 제5권, 대정장31, 26상, “第三能變 差別有三種 了境爲性相”. 제6의식 및 그 

심작용(心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仲野良俊, 佛敎における意識と心理 , 法藏

館, 1985, 63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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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구체적 감각내용들을 정리하고 종합하여 세

계의 형태로 구조짓는 인식세계의 형식적 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116)

   이와 같이 감각과 의식은 대상세계를 분별하여 인식하는 활동이다. 대상세계의 

구체적 내용들이 감각의 대상이라면, 그 일반적 형식을 의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물질로서의 색과 관념으로서의 명이 각각 감각과 의식 대상

이 된다. 의식의 틀에 따라 감각 대상의 색법이 대상세계의 내용으로 정리되므로, 

감각 역시 의식과 더불어 대상을 분별하는 제3의 능변식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결

국 의식의 형식적 개념적인 분별작용에 근거해서 구체적 개별적인 감각내용들이 

외적 사물의 속성으로 종합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의식의 이

러한 분별작용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인가? 의식의 개념적 분별활동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분별적 의식활동의 기저에서 작용하는 감추어진 욕망은 과연 무

엇인가? 

   2) 욕망주체로서의 末那識

   분별적 의식활동 기저에 감추어진 욕망은 무엇인가? 이 물음은 어떤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적 의식활동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물음이며, 이는 다시 말해 

의식은 무엇에 의거하여 발생하는가의 물음이다. 감각을 포괄한 의식 작용이 우리 

마음 표층의 식이라면, 그 기저에서 작용하는 식에 대한 물음은 곧 표층적 분별의

식 또는 이성적 사유에 대한 심층근거로서의 의지 또는 욕망에 대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식 또는 사유를 우리 마음의 활동에 있어 가장 기본적 

활동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의식은 그 자체 투명한 거울과 같이 그 앞

에 놓여 있는 실재를 그대로 반 할 뿐이며, 우리 마음 속에 생겨나는 온갖 상념

이나 욕망이나 의지는 모두 그 의식의 기반 위에 덧붙여진 부수적 첨가물 정도로 

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 원한다면 의식은 자신만을 남겨놓은 채 욕망과 

116) 이런 의미에서 앞서 언급한대로 牟宗三은 오위법의 색법을 인식내용에, 오위법의 불상

응행법을 인식형식에 비교한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인식내용과 인식형식의 구분에서 

염두에 둔 철학자는 바로 칸트이다. 칸트가 경험적으로 주어지는 감각내용을 인식내

용으로, 그 내용을 종합하는 시간공간이나 범주를 선험적 인식형식으로 구분했기 때

문이다. 단 여기에서는 인식내용에 해당하는 색법은 전오식의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인식형식에 해당하는 관념적 또는 논리적 실재로서의 불상응행법은 법경 소속으로서 

제6의식의 대상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 두 인식활동, 즉 전오식과 제6의식, 감각

과 지각, 다시 말해 인식내용과 인식형식이 동시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Ⅳ. 識의 심층구조  71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 71 -

의지를 모두 제거할 수 있으며, 그렇게 남겨진 투명한 의식에 비친 세계는 바로 

있는 그대로의 세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식은 우리의 의식활동을 그렇게 투명하고 깨끗한 무전제의 활동이라

고 보지 않으며, 우리의 인식된 대상세계를 있는 그대로의 세계 자체라고 간주하

지 않는다. 우리에 의해 인식된 세계가 이미 우리 자신의 개념적 틀에 의해 분별

되고 짜맞춰진 의식의 산물이며, 나아가 그와 같은 의식의 분별활동이 아무런 전

제없이 작동하는 무제약적 활동이 아니라, 이미 그런 분별활동을 야기시키는 무엇

인가에 의지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제약된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식활동

을 야기시키는 근거는 무엇인가? 즉 의식이 의지하는 것, 의식의 所依根은 무엇인

가? 

   의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말해주듯이 의식이 근거한 소의근은 意이다. 그러나 

의식이 意에 근거한다는 말은 전오식이 五根에 근거한다는 것과 동일한 차원의 

말이 아니다. 예를 들어 안식이 근거한 眼根은 그 자체 인식이 아니며, 단지 안식

의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시설된 일종의 인식기관일 뿐이다. 이에 반해 의식이 근

거한 意는 그 자체가 이미 인식이다. 즉 그 자체의 작용과 대상을 가지는 고유한 

인식이라는 말이다. 이 意의 자기인식을 유식은 제6의식 다음의 심층적 식이라는 

의미에서 제7식이라고 하며, 그냥 意, 즉 manas라고 불 다. 중국에서는 이를 그

대로 音譯하여 末那識이라고 한다.117) 말라식이 의식의 근인 意의 식이라는 말은 

대상의식의 소의근인 意 자신의 의식, 즉 자기의식이라는 말이다. 제6의식이 意에 

근거해서 法인 대상을 인식하는 대상인식이라면, 제7말라식은 그처럼 대상을 인식

하던 意 자체의 자기의식 또는 자기인식이다. 이 말라식의 주관적 작용인 견분과 

객관적 대상인 상분은 각각 무엇인가? 唯識三十頌 은 말라식의 행상과 소연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2 능변식은 말라식이라고 이름한다. 이 말라식은 제1능변식[아뢰야식]에 의해 전변하여 그 

제1능변식을 연하면서, 思量을 그 性相으로 한다.118) 

117) 의(manas)에 의거한 식, 제6의식은 산스크리트어로 mano-vijñ na이다. 의식의 소의근

인 意의 자기의식을 하나의 독립적 인식으로 자각했을 때, 세친은 그 제7식을 제6의

식과 구분하기 위해 mano n ma vijñ nam (mano로 불리는 식)이라고 불 으며, 그

렇게 해서 제 7식의 이름은 manas가 되었다. 한역에서는 제6식은 意譯하여 ‘意識’이

라고 번역하 지만, 제7식도 의역하여 ‘意’라고 하고 그것이 식임을 나타내기 위해 

‘識’자를 붙이면 제6식과 구분되지 않겠기에, 그대로 manas를 音譯하여 ‘末那識’이라

고 하게 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오형근, “말라식의 명칭과 소의설에 대한 고찰”, 유

식사상연구 , 불교사상사, 1983, 138쪽 이하 참조.

118) 成唯識論 , 제4권, 대정장31, 19중, “第二能變 是識名末那 依彼轉緣彼 思量爲性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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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말라식의 소의와 더불어 소연은 아뢰야식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그 행

상은 사량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말라식의 고유한 인식작용을 의식에서의 대상 요

별과 구분하여 思量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렇다면 사량이란 어떤 인식작용을 말하

는가? 사량의 思는 마음의 인위적 조작을 의미한다. 

思는 마음으로 하여금 조작하게 하는 것을 본성으로 한다.119)

   자기의식으로서의 말라식의 사량은 대상의식인 제6의식의 대상분별적 사유 자

체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라고 말할 수 있다. 의식은 오감에 주어지는 감각내용들

을 자기 자신과 자기 밖이라는 안팎의 분별에 따라 자기 밖의 외부세계의 현상으

로서 대상화시킨다. 대상화된 세계를 의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틀에 따라 

실체와 속성의 관계로서 구조지운다. 그렇게 해서 외부세계에 대해 그 가시적 속

성들은 다양하게 변할지라도 그 현상 이면의 사물 자체는 변하지 않고 자기 동일

성을 유지하는 항상적인 것으로서 실체화하고 고정화한다. 찰라생멸적인 무상한 

현상을 고정적이고 항상적인 자기 자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실체화함으로써 인간 

의식으로 하여금 그것을 그것으로서 요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범주적

으로 실체화된 존재를 법이라고 한다.

법은 본보기적인 자성(軌持)을 말한다.120) 

   成唯識論述記 는 이 軌持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軌는 사물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본보기적 範疇를 뜻하며, 持는 사물의 자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잃지 않게 하는 것을 뜻한다.121)

   법이란 곧 자기 본보기적으로 자성을 유지함으로써 사물의 이해를 가능케 하

는 것을 뜻한다. 즉 변하지 않는 자성을 본보기로 삼아서 현상세계의 변화가 이런 

저런 것으로서 요별가능해지는 것이다. 본보기란 현상을 이해하는 기본 틀, 범주를 

뜻한다. 개념적 동일성으로 구성된 범주체계에 따라 질서지워짐으로써 현상세계는 

바로 그 방식대로 개념적으로 파악가능해지는 것이다. 

119) 成唯識論 , 제3권, 대정장31, 11하, “思謂令心造作爲性.” 

120) 成唯識論 , 제1권, 대정장31, 1上, “法謂軌持.”  

121) 成唯識論述記 , 제1권, 대정장43, 239하, “軌謂軌範可生物解. 持謂住持不捨自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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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처럼 찰라생멸적 현상에 대해 자기 자성을 가진 법을 실체로서 상정

하며 그에 따라 현상세계를 요별해내는 우리의 의식 활동 근저에는 바로 자기 동

일적 법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유식은 ‘法執’이라고 

한다. 의식의 자기 안과 자기 밖, 자아와 외부세계의 분별 그리고 그 대상세계를 

실체와 속성의 관계로 구조짓는 분별활동의 근저에는 이미 자기 동일적 법이 실

재한다는 법에 대한 헤아림, 근원적 법집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이 근원적 법집

이 말라식의 사량에 속한다.122)   

   이처럼 외부 세계를 자기 자성을 가지는 실체로서 고집하는 법집은 무엇을 말

해주는가? 법집에 따라 세계를 실체화하고 범주화하는 의식활동 근저에 작용하는 

가장 깊은 욕망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욕망이다. 세계를 나

의 의식구조에 따라 분별하여 이해하려는 것은 이 세계가 바로 나의 세계로 생각

되기 때문이다. 제6의식이 의식에 담겨지는 내용을 자신 밖의 세계로 대상화하는 

식이라면, 그 의식의 소의근인 意, 즉 말라식은 바로 그처럼 대상화하는 그 자신에 

대한 식인 자기의식이다. 자기의식으로서의 이 말라식이 바로 자기 자신을 의식에 

대해 그 의식을 가지는 자, 즉 의식된 세계에 대해 그 세계를 가지는 자로서 생각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자기 자신을 의식의 내용이 바뀌고 사라져도 그 자신은 항

상되고 동일하게 남아 있는 자라고 생각하며, 이런 저런 의식의 변화를 임의적으

로 선택할 수 있는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의 의식에 대해 그리고 그 

의식 안에서 의식된 세계에 대해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주재적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다.       

자아는 주인으로 다스리는 자(主宰)를 말한다.123)

   成唯識論述記 는 자아의 주재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主는 我의 體이며, 宰는 我의 作用이다.124) 

122) 물론 우리는 의식차원에서도 외부세계가 실재한다는 법집을 가질 수 있으며 또 실제

로 가지고 있다. 여기서 유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외부세계에 대한 의식

적이고 개념적인 분별행위인 의식의 법집보다 우리에게는 더 근원적인 법집이 존재

한다는 것이다. 의식보다 심층에 있는 말라식의 작용에 속하는 이 근원적 법집을 유

식은 의식 차원에서의 분별법집과 구분하여 인간 마음에 본래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법집이라는 의미에서 俱生법집이라고 칭한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는 본고 이하 주

162 참조.

123) 成唯識論 , 제1권, 대정장31, 1上, “我謂主宰.” 

124) 成唯識論述記 , 제1권, 대정장43, 239하, “主是我體. 宰是我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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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가 主가 된다는 것은 자아의 체성을 가리키며, 자아가 다스리는 자라는 것

은 자아의 작용을 말한 것이다. 이처럼 자신을 주인으로서 다스리는 자라고 헤아

리는 것이 바로 말라식의 사량이다. 이것은 의식적 차원의 분별보다 더 심층에서 

발생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 유식은 이를 말라식의 근본 我執이라고 본

다.125) 이 근원적 아집으로부터 온갖 욕망과 충동, 번뇌와 고통이 야기된다. 인간

이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我相, 즉 내가 나라는 我見, 그 나를 가장 높

이고자 하는 我慢 그리고 그 나를 가장 사랑하는 我愛 등이 그 안에 포함되는 것

이다.   

   이처럼 말라식은 대상화하는 대상의식으로서의 제6의식의 근저에서 작용하는 

자기의식으로서 바로 그 안에 자기 자신을 보존하려는 무의식적인 본능과 충동이 

자리잡고 있다. 말라식의 사량은 바로 이와 같이 세계를 객관적 실체로서, 자아를 

항상적 주재자로서 헤아려 집착하는 번뇌적 작용을 뜻한다. 우리 마음의 표면에 

등장하는 의식이란 바로 이러한 근본적 집착 위에 수행되는 제약된 분별활동일 

뿐이다. 

   그렇다면 말라식은 과연 무엇을 자아나 세계로 집착하고 실체화하는가? 말라

식이 애착하는 그 집착의 근원적 대상은 과연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라식의 소연

은 무엇인가? 앞서 인용한 唯識三十頌 에 따르면 말라식의 소연은 곧 아뢰야식

이다. 그러므로 이제 문제는 아뢰야식이 된다.  

   3) 초월주체로서의 阿賴耶識

      (1) 아뢰야식의 발견

   의식과 말라식, 다시 말해 이성과 의지 또는 사유와 욕망(집착) 이외에 우리에

게 또 다른 무슨 식이 남아 있는가? 유식은 의식이나 말라식보다 더 심층에 보다 

근본적인 식이 작용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그런 심층의 식이 있어야 의식이나 말

라식의 내용이 바뀌거나 멈춘다고 해도 그 식 전체가 나 자신의 식으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가 한번 의식 안에 떠올렸던 식 또는 한번 의 중에 

125) 법집과 마찬가지로 아집 역시 두 종류로 분류된다. 인간이 의식적 차원에서 스스로 생

각하거나 다른 학설들을 들음으로써 갖게 되는 아집이 있고, 그런 의식보다 더 심층

에서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근본적 아집이 있다. 전자는 제6의식의 아집으로 이를 

분별아집이라고 하고, 후자는 제7말라식의 아집으로 이는 인간으로서 태어나는 순간 

이미 구비되어 있는 집착이라는 의미에서 俱生아집이라고 부른다. 보다 상세한 논의

는 이하 주1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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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었던 식들은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어디로 가는가? 순간이 지나가도 그것이 

알게 모르게 작용을 미치고 또 수년이 흐른 후 어느 순간 불현 듯 기억나기도 하

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식의 모습이다. 우리가 분명히 의식하지 못해도 우리 역사

와 더불어 남아 있는 무한한 양의 식, 그것은 어딘가에 있기에 문득 문득 의식으

로 떠오르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사유와 삶에 향을 미치

는 것이 아니겠는가?126) 

   이처럼 의식이나 말라식의 심층에 존재하면서 그들 식이 남기는 흔적을 종자

(bīja)로서 간직하는 식을 유식은 제7말라식 다음의 식이라는 의미에서 제8식이라

고 한다. 이 식은 종자들을 함장하고 있는 식이라는 의미에서 藏識( laya-vijñ na)

이라고 하며, 이를 음역하여 ‘아뢰야식’이라고 한다.127) 아뢰야식은 잠재적인 종자

들의 총체이다. 이는 의식이나 의지보다 더 깊이 감추어진 식이며, 이것이 우리가 

흔히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마음이다. 제8아뢰야식은 모든 식 작용의 근본전제

가 되므로 本識이라고도 한다.

[제1능변식인] 아뢰야식은 ... 一切의 種子識이다.128)

   그러나 아뢰야식은 이처럼 단지 잠재적 종자식만으로 추론된 것, 즉 논리적 전

제 또는 가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129) 본래 아뢰야식은 요가수행자들에 의해 직

126) 이것은 라이프니츠가 데카르트의 표층적인 명석판명한 의식활동 기저에서 작용하는 

미세지각의 존재를 논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즉 라이프니츠가 던지는 물음은 다음과 

같다. 만일 데카르트처럼 명석판명한 의식만을 인간 혼의 본질로 간주한다면, 그러

한 의식활동이 잠시 정지하는 순간, 예를 들어 꿈없는 잠이나 기절 등이 발생할 경

우, 그 의식은 단절되는 것이 되는데, 그 이후의 혼을 어떻게 그 앞의 혼과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물음을 물음으

로써 라이프니츠는 인간 혼의 자기동일성은 명석판명한 표층적 의식차원이 아니라, 

그 심층에서 작용하는 무의식적 활동인 미세지각과 욕구의 차원에서 성립하는 것이

라고 주장한 것이다. 유식이 의식과 말라식의 심층에서 작용하는 아뢰야식을 주장하

게 된 데에도 이와 마찬가지의 추론이 함께 했던 것이다. 그 이외에도 아뢰야식의 존

재를 증명하는 다른 논리적 근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하 주129 참조.   

127) ‘藏識’의 藏을 뜻하는 ꐀlaya에는 ‘저장하다’의 의미와 ‘집착하다’의 의미가 함께 있다. 

저장의 의미는 그 안에 저장되는 종자와의 관계에서 성립하며, 집착의 의미는 아뢰야

식이 말라식에 의해 자아로 집착된 식이라는 점에서 성립한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

지는 ‘아뢰야식’이라는 용어로써 우리의 근원적 마음을 나타낸 최초 경전은 大乘阿

毘達磨經 , 解深密經 이라고 한다. 橫山紘一, 묘주 역, 唯識哲學 , 경서원, 1989, 50

쪽, 116쪽 이하 참조.  

128) 成唯識論 , 제2권, 대정장31, 7下, “初阿賴耶識 ... 一切種.” 이 아뢰야식을 本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식이 앞서 언급한 7가지 식에 대해 그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7식은 이 식이 전변하여 발생한 식이라는 의미에서 그들을 함께 ‘七轉識’이라고 부르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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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경험되고 발견된 마음 심층의 식이다.130) 요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129) 불교 사상사적 흐름 내에서 아뢰야식 학설의 연원을 찾을 때, 그런 문맥에서 파악된 

아뢰야식은 대개 우리의 행위나 업보의 연속성 또는 윤회를 설명하기 위해 설정되는 

논리적 가설로서의 아뢰야식이다. 불교는 처음부터 “업만 존재할 뿐, 업을 짓는 작자

는 존재하지 않는다”(有業報 無作者)라고 하여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아론을 

표명해왔다. 그런데 이처럼 상주하는 자기 동일적 자아가 없다고 할 때, 도덕주체 또

는 윤회주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물음이 제기된다. 즉 업을 짓는 자와 그 업보를 받

는 자 사이에 자기동일적 주체를 상정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업보를 받음이 정

당화될 수 있는가? 자기동일적 자아가 없이, 윤회주체가 없이, 어떻게 업이 상속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파불교시대에 이미 여러 부파에서 상이한 

이름 아래 업의 주체 또는 윤회주체가 논의되고 있었다. 상좌부나 분별설부에서의 有

分識, 대중부의 根本識, 독좌부의 補特伽羅(pudgala), 경량부의 細意識과 一味蘊, 화지

부의 窮生死蘊 등은 모두 이런 의미에서 상정된 업 또는 윤회주체이다. 유분식이란 

표층적인 오식이나 의식 보다 더 심층에서 작용하는 잠재식이며, 근본식 역시 다른 

표면적인 육식을 발생시키는 근본이 되는 식을 의미한다. 궁생사온은 생사를 마치기

까지 삼계에서 생사유전하며 존재하는 온을 뜻한다. 이러한 제 학설의 연속성 상에서 

유식의 아뢰야식을 이해하면, 사실 아뢰야식이란 표면적인 전오식이나 의식 심층에서 

자아의 자기연속성을 확보해주며 윤회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이론적 틀이 될 수 있다. 

成唯識論  제3권에서 아뢰야식의 존재를 증명하는 五敎證을 보면 유식 이전의 제 

경전에서 제8식의 존재가 어떤 의미로 주장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보다 상세

한 논의는 攝大乘論 , 대정장31, 134상; 大乘成業論 , 대정장31, 785상; 顯識論 , 대

정장31, 881상; 成唯識論 , 대정장31, 15상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오

형근, “제8아뢰야식의 연원에 관한 고찰”, 유식사상연구 , 불교사상사, 1989, 164쪽 

이하 및 橫山紘一, 묘주 역, 唯識哲學 , 경서원, 1989, 112쪽 이하 참조. 印順, 唯識

學探源 , 妙雲集 卷10, 正聞出版社, 1992, 48쪽 이하; 水野弘元, “阿賴耶識思想の發生”, 

宗敎硏究 , 권9, 1980, 127쪽 이하 참조. 神林降淨도 오온에 바탕을 둔 업감연기설로

부터 유식의 아뢰야식사상이 어떻게 발전 전개되었는가를 설명한다. 神林降淨, “業感

緣起說と阿賴耶識”, 宗敎硏究 , 권7, 1980, 43쪽 이하 참조.  

130) ‘유식무경설’이나 ‘아뢰야식설’에 있어 요가수행자에 의한 직관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

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 유식무경의 이치나 아뢰야식의 존재는 단지 이성적 논

리적으로 수행된 추론 결과 또는 개념적 가설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바

로 앞의 주에서 논한 것처럼 유식 이전의 각 학파에 있어 주장된 유분식이나 근본식 

또는 세의식 등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논리적 가설일 뿐이다. 반면 유가행파는 止

觀의 실천 행위를 통해 아뢰야식의 활동성 자체를 직접 자각 내지 직관한 것이다. 이

처럼 유식학파는 본래 요가수행자, 즉 瑜伽師들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따라서 유식

학파가 ‘瑜伽行派’라고 불리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아뢰야식은 요가수행자들에 

의해 직접 체험된 미세식이다. 인도에서 행해지는 요가(yoga)는 산만한 표면적 의식

을 정지시키고 마음 본래의 밝음을 구하는 수행방식이다. 산란한 마음을 정지시키는 

止(사마타, 삼매)를 거쳐 그렇게 고요해진 마음 안에 드러나는 진리를 직관하는 觀(비

바사나)에 해당한다. 이는 곧 禪定을 통해 般若에 이르는 길이다. 이처럼 분별적 의식

과 산란한 욕망과 집착을 멈춘 止의 상태에서 고요하고 순수해진 혼이 觀하게 되

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유식 이전의 대승 中觀은 이를 무분별적 지혜, 空의 깨

달음이라고 본다. 이에 반해 유식은 그 무분별의 지혜를 주관과 객관, 유와 무의 분

별을 넘어서는 唯識性의 깨달음이라고 강조한다. 근본적으로 공임에도 불구하고 다양

한 현상세계가 현현하게 되는 근거를 바로 식에서 찾은 것이다. 중관은 궁극적으로 

空을, 유식은 반대로 識을 주장하므로, 마치 그 둘이 무와 유라는 서로 대립되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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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평상시에 의식되지 않던 무수한 상들이 눈 앞에 펼쳐지는 것을 직접 경험

하 다. 현재 내 눈 앞에 있는 이 세계와는 구분되는 다른 세계가 그럼에도 불구

하고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눈 앞에 전개된다면, 그것은 놀랄만한 것이 아니겠는

가? 그렇기에 요가수행자들은 수행 시에 떠오른 그 상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이 그것을 관하는 그 마음의 상인지, 즉 마음과 하나인지 아니면 그

들이 마음 바깥의 무엇을 본 것인지, 즉 마음과 구분되는 마음 너머의 실재인지를 

세존에게 물었다.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모든 비바사나사마타 중에서의 影像은 그 마음과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 하셨다. 선남자여, 마땅

히 다름이 없다고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상은 오직 識일 뿐이기 때문이다. 선남자여, 식

의 대상은 오직 식이 현현한 것일 뿐이라고 나는 설한다.131)

   바로 여기에 ‘오로지 식일 뿐이다’라는 ‘唯識’(vijñapti-m tra)의 개념이 처음 등

장한다고 한다.132) 비바사나사마타(止觀)의 요가수행시에 그들이 직관한 그 상은 

마음 바깥 어딘가에 따로 존재하는 실재가 아니라는 것이다.133) 그것은 단지 상

일 뿐이다. 그것은 식이 현현하여 나타난 결과, 즉 마음의 상이지, 마음 밖의 실

재가 아니다. 마음을 떠나 따로 존재하는 실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식일 뿐이

다’라고 ‘唯識’을 말하는 것이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요가수행자들은 표층적 의식활동이나 의지적 집착을 멈춤으로써 의식보다 더 

깊은 마음의 세계를 들여다 본 것이다. 이처럼 상으로 나타나는 그 마음의 세계

를 직관함으로써, 우리 자신 안에 그런 상을 만들어내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

점에 있는 것처럼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흔히 중관은 空宗으로, 유식은 有宗으

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러나 중관의 공과 유식의 식은 서로 대립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유식의 식은 오로지 식일 뿐이므로, 즉 식 이외의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으

므로, 그것은 그 자체로 또한 공이다. 아뢰야식 안에 이러한 一心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유식은 결국 여래장이나 불성사상 나아가 화엄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 유식성의 깨달음은 인간 심층의 궁극적인 식인 아뢰야식을 발견함으로써만 비로

소 가능하다. 아뢰야식에 있어서만 주관과 객관, 정신과 물질, 心과 色의 분별이 그 

근원적 아뢰야식의 양측면으로서 지양될 수 있기 때문이다. 

131) 解深密經 , 제3권, 分別瑜伽品, 대정장16, 698上中, “慈氏菩薩復白佛言. 世尊. 諸毘鉢舍

那三摩地所行影像. 彼與此心當言有異當言無異. 佛告慈氏菩薩曰. 善男子. 當言無異. 何

以故. 由彼影像唯是識故. 善男子. 我說識所緣唯識所現故.”

132) 橫山紘一, 묘주 역, 唯識哲學 , 경서원, 1989, 21쪽 참조.

133) 毘鉢舍那는 산스크리트어 vipaśyan 의 음역으로 사태의 본질을 직관하는 觀의 수행법

이며, 奢摩他는 三昧로 번역되기도 하는 s matha의 음역으로 산만한 마음을 정지시

키는 止의 수행법이다.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혀 본질을 직관하는 지관의 실천수행법

의 정신은 禪定으로 이어지는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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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한 것이다. 표층적 의식이나 말라식 보다 더 심층에 객관 세계의 상을 산출해

내는 깊고 미세한 식이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선정시에 발견된 이 마음

작용이 선정을 떠난 일상적 평상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일상적 의식에 대상으로 나타나는 色 등의 상 역시 식의 현현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불어 자각됨으로써 비로소 “一切唯識”이 확립되게 된

다.134)

   그들이 발견한 식, 즉 대상으로 현현하는 심층의 식이 곧 우리의 일상적 의지

인 말라식에 의해 자아로 간주되는 식, 즉 말라식의 소연인 아뢰야식이다. 그러나 

아뢰야식이 이렇게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심층의 마음이라면, 그것을 

자아라고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러한 자기의식으로서의 

말라식의 활동을 왜 잘못된 사량 또는 집착이라고 비난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범부가 하기 쉬운 생각이다. 유식 역시 아뢰야식의 존재를 말할 경우 범부들의 아

집이 오히려 더 고착될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아타나식[아뢰야식]은 심히 깊고 미세하다. 나는 어리석은 범부에게 그것을 드러내어 말하지 

않는다... 범부가 분별해서 그것을 자아라고 집착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135)  

   아뢰야식은 깊고 미세하기에 직접 자각하기 힘들다. 직접 자각함이 없이 우리 

안에 아뢰야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개념적으로만 듣게 될 경우, 혼동이 생길 수밖

에 없는 것이다. 즉 문제는 단순히 아뢰야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아뢰

야식이 어떤 식인가, 어떤 작용을 하는 식인가 하는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아뢰야식의 실상을 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뢰야식에 함장되어 있다가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종자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2) 아뢰야식과 種子

134) 橫山紘一은 解深密經 에서는 아직 이와 같은 일체유식이 표면적으로 주장되지는 않

았다고 본다. 일체를 식 일원으로 환원하는 철저한 식일원론은 미륵의 中辯分別論

頌 에서 비로소 등장하며, ‘유식무경’이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된 곳은 무착의 攝大乘

論 이라고 한다. 橫山紘一, 묘주 역, 唯識哲學 , 경서원, 1989, 47쪽 이하 참조.

135) 解深密經 , 제1권, 心意識相品, 대정장16, 692下, “阿陀那識甚深細 我於凡愚不開演 ... 

恐彼分別執爲我.” 여러 곳에서 유식 논사들은 이 아뢰야식이 깊고 미세하여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일반 중생 뿐 아니라 성문 연각조차도 이런 심층

적 식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유식의 이 새로운 심리설을 “심의식

의 密意”라고도 부른다. 세친, 攝大乘論釋 , 제1권, 대정장31, 325上; 成唯識論 , 제3

권, 대정장 31, 14下; 橫山紘一, 묘주 역, 唯識哲學 , 경서원, 1989, 11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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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는 인간이 지은 業은 반드시 그 報를 받는다고 말한다. 인간이 지은 업은 

그것이 생각에 머무른 意業이든 아니면 의도적으로 말이나 몸으로 지은 口業이나 

身業이든 그 어느 것이든 그 업을 짓는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업과 동일한 형태

로 계속 남아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같은 것을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같은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업이 끝나는 순간 아

무 결과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니다. 그럴 경우 보를 낳을 수 없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불교는 우리의 업은 그 자체와는 구분되는 다른 형태의 흔적을 남

긴다고 본다. 인간이 지은 업이 남기는 흔적, 그것을 유식은 ‘종자’(bīja)라고 말한

다.136) 종자를 업이 남긴 흔적, 남겨진 습관적 기운이란 의미에서 ‘習氣’라고도 한

다. 이 종자 또는 습기는 의식이나 의지 보다 더 깊은 곳에 남겨진다. 이처럼 업

이 남긴 종자가 함장되어 있는 곳 또는 바로 그 종자 자체의 흐름을 아뢰야식이

라고 하는 것이다.137) 업이 사라지지 않고 그 흔적인 종자로서 계속 남아있다는 

136) 본래 종자설은 유식 이전에 경량부에서 주장된 것이다. 인간 행위의 도덕성과 윤회를 

설명하기 위해 인간 업보의 연속성을 해명하는 것은 불교의 중요 과제이었다. 업의 

본질을 그 의도나 加行 또는 後起와 구분하여 그 업을 짓는 순간의 구체적 행위인 

根本業道로 보는 유부는 그 근본업을 이루는 행위자의 신체적 행위나 언어적 음성인 

물질적 形色이 사라진 이후의 업의 존속을 설명하기 위해 그 물질적 형색이 남긴 눈

에 보이지 않는 無表色을 주장하 다. 무표색이 오온 중에 남아 상속하다가 또 다른 

不相應行의 得에 의해 현재의 마음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과를 낳게 되는 무표업으

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는 삼세실유를 주장하는 유부와 달리 찰라멸론을 주장하는 

대중부계의 일설부, 설출세부나 상좌부계의 화지부, 법장부등은 업의 상속을 설명하

기 위해 현행적 번뇌를 낳는 잠재적 힘으로서의 隨眠이나 소실되지 않고 존속하다가 

그 과를 낳는 不失法을 주장하기도 하 다. 이것들은 모두 현재적 의식과 구분되는 

방식으로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 현재적 의식을 일으킬 수 있는 독립적인 불상응행법

으로서 간주되었다. 

    이에 반해 경량부는 그처럼 설정된 불상응행법의 실체성 내지 실유성을 부정하며 그것

을 단지 가설적 언표로만 간주하 다. 즉 불상응행법 자체를 현행의 번뇌와 구분하여 

잠재세력으로 따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현행에 선행하는 것으로서 현행의 所

依身 자체가 가지는 차별적 공능뿐인 것으로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차별 공능’을 

종자라고 부른 것이다. 업의 상속에 관한 제부파, 특히 경량부의 견해에 관해서는 권

오민, “행위의 인과상속에 관한 경량부적 해명”, 불교학보, 제29집, 동국대 불교문화연

구원, 1992, 496쪽 이하, 結城令聞, “唯識學に至る種子說構成の經過と理由”, 宗敎硏

究 , 권1, 16쪽 이하 참조. 加藤은 유부의 “삼세실유”가 경량부의 “현재유체 과미무

체”로 바뀌면서 그 과거 미래의 연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종자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고 보며, 그것이 유식의 종자설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加藤精神, “唯識學に於ける種

子說の發達に就いて”, 일본불교학협회보 , 권4, 208쪽 이하 참조.    

137) 이런 의미에서 종자와 아뢰야식의 관계는 체와 용, 인과 과의 관계로서 논의된다. “이

것[종자]과 본식[아뢰야식] 또는 그로부터 생한 결과[제법]는 하나도 아니고 서로 다

른 것도 아니다. 체와 용, 인과 과의 이치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成唯識論 , 제2권, 

대정장31, 8상). 본식이 체가 되고, 종자는 그 용이 된다. 또는 종자가 인이 되고, 그 

소생과인 일체 제법이 아뢰야식의 식소변으로서 그 과가 된다. 체와 용, 인과 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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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다시 그 자신의 결과를 낳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종

자란 아뢰야식 내에 머물러 있다가 때가 되면 그 내용에 따라 다시 자신의 결과

를 낳을 수 있는 세력이다. 

[문] 어떤 법을 종자라고 명하는가? [답] 本識[아뢰야식] 중 자신의 果를 친히 생할 수 있는 

공능차별을 뜻한다.138)

   아뢰야식을 통해서 발생하는 모든 것은 그 안의 종자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이

다. 아뢰야식이 어떤 세계를 그려내는가 그리고 그 아뢰야식에 기반한 의식과 말

라식이 그 세계를 어떤 방식으로 읽어내는가 하는 것도 아뢰야식 내의 종자에 달

려 있다. 

   이렇게 보면 일체 종자의 흐름으로서의 아뢰야식은 이전의 업으로부터 심겨진 

종자로서 고찰하면 곧 업의 果報이며, 다시 다음의 현실적 결과를 낳을 공능차별

로서의 종자라는 측면에서 고찰하면 곧 현상의 원인이기도 하다. 아뢰야식의 이와 

같은 양 측면이 成唯識論  제2권에서 果相과 因相으로 구분된다. 즉 업의 결과로

서 종자들의 흐름이 형성되는 과정의 모습인 果相과 그렇게 형성된 종자가 인이 

되어 현실로 구체화되는 과정의 모습인 因相은 서로 다른 것이다. 후자는 아뢰야

식 자체의 견분과 상분으로의 이원화과정에 해당하는데, 이는 아뢰야식의 소연과 

행상을 묻는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하고, 본절에서는 전자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종자의 흐름으로서의 아뢰야식은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가? 예를 들어 한 유정

이 과연 어떤 아뢰야식을 갖고 태어나는가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왜 어떤 유정은 사람으로, 어떤 유정은 물고기로 태어나는가? 우리는 유정을 인간

과 축생 두 종류로 구분하지만, 불교는 유정을 인간 이상의 천상적 존재, 인간 그

리고 인간 이하의 존재로서 축생 이외에 아귀, 수라, 지옥을 덧붙여서 모두 여섯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이 여섯 역이 유정이 윤회하게 될 六道이다. 유식은 유

서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그 중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138) 成唯識論 , 제2권, 대정장31, 8상, “何法名爲種子. 謂本識中親生自果功能差別.” 成唯識

論 은 종자가 갖추어야 할 성격을 6가지로 들어 이를 ‘種子六義’로 설명한다. 1. 刹那

滅 2. 果俱有 3. 恒隨轉 4. 性決定 5. 待衆緣 6. 因自果가 그것이다. 1은 體가 발생하

자마자 간격없이 멸하여 功力의 用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로써 상주하는 무위법

은 제외된다. 2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現行果와 동시적으로 화합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다. 3은 一類相續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로써 간단이 있는 轉識은 제외된다. 4는 선악 

등의 性이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5는 중연과 화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6은 

色種子는 색법으로 心種子는 심법으로 각각 자과를 이끈다는 것이다. 成唯識論 , 제

2권, 대정장31, 9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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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어떤 류의 존재로 태어나며 또 그 류 중에서도 어떤 근기의 존재로 태어나

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種子라고 본다.139) 그리고 이 때의 종자란 그 전생의 유정

이 지은 업이 남긴 종자이다. 전생의 유정의 전육식이 의식적으로 지은 선업 또는 

악업이 남긴 종자가 그 다음 생의 아뢰야식을 이루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내생의 

제8식을 이끌어 오는 종자를 業種子 또는 有支習氣라고 한다. 이 종자를 낳는 업

은 의식적으로 행해진 선업 또는 악업이어야 하지만, 그 결과로 초감된 아뢰야식

은 그 본성이 선악이 아닌 無記로 성숙된 결과물, 즉 異熟果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업종자를 異熟習氣라고도 부른다.140) 

   그러나 종자 중에는 전생의 선악 업에 의해 심겨져서 현생의 무기 아뢰야식을 

이끌어오는 업종자 이외에 종자 자체가 가진 선악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결과를 내는 종자도 있는데, 이를 동일한 류의 결과를 내는 종자라는 의미에서 

等類種子라고 한다.141) 그리고 유식은 이 등류종자를 다시 협의의 명언종자와 아

139) 여기서 종자를 父의 정자나 母의 난자 또는 유전정보를 간직한 유전자 등으로 이해해

서는 안된다. 유식을 포함하여 불교는 인간 개체를 정자와 난자의 결합물만으로 이해

하지 않고, 그렇게 결합된 수정란에 바깥에서부터 더해지는 생명적 주체로서의 아뢰

야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논의되는 종자는 바로 그 아뢰야식을 형성하는 종

자이지, 수정란 안에 구비되어 있는 유전정보가 아니다.     

140) 이처럼 전생의 선 또는 악의 업종자에 의해 이끌어진 내생의 아뢰야식을 無記라는 것

은 결국 선악의 因이 무기의 果를 낳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행해

진 業의 선과 악의 구분이 아무 차별 없이 중성화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선업은 분명 樂果를, 악업은 분명 苦果를 낳는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고락은 선악

업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 선악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무기라고 

말하는 것은 곧 인생의 고락 자체를 윤리적 차원의 선악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는 

통찰을 역설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현생의 삶을 전생 업에 의해 규정하려는 

결정론을 넘어선 사유방식을 보여준다. 전생에 악업을 지었기에 그 결과로서 현생에 

악인이어야 한다면, 그것은 결정론이고, 그 틀 안에서는 현생의 삶 속에서 해탈하고

자 하는 노력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교에 따르면 전생의 악업은 현생의 

삶을 괴롭게 만들 뿐이지, 그 삶 자체를 악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고통을 

통해 삶을 반성함으로써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과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고락이지 선악이 아니라는 말은 현재 순간 선을 행

하느냐 악을 행하느냐는 과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하는 그 순간의 마

음에 달려 잇다는 것, 따라서 연기의 법칙 안에서도 선악에 대한 윤리적 책임은 항상 

행위자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유식은 異熟果를 더 세분하여 다시 眞異熟과 異熟生으로 구분한다. 전자인 진이숙은 

전생의 이숙습기로부터 이끌어내진 현생의 아뢰야식 자체인데, 이것은 과를 이끄는 

引業의 總果報로서 부단히 상속하는 식이다. 후자인 이숙생은 그렇게 형성된 제8아뢰

야식으로부터 파생되는 부분적 결과, 즉 別報로서 間斷있는 전7식을 말한다. 이숙업

으로부터 그 총보로서 제8식이 이끌어내진 이후, 다시 그 제8식으로부터 별보로서의 

전7식의 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전생의 종자들을 담지하고 있는 

아뢰야식이 결국 전생에서 내생으로의 윤회 주체가 된다. 윤회주체로서의 아뢰야식에 

대한 고찰은 武內紹晃, 瑜伽行唯識學の硏究 , 百華苑刊, 1979, 118쪽 이하 참조.   

141) 등류종자 또는 등류습기는 현행화할 때, 현행결과에 대해 직접적 인연이 되므로 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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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종자로 구분하며, 협의의 명언종자를 다시 顯境名言種子와 表義名言種子로 구분

한다. 이상 종자의 구분을 일단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142)  

          ꠆ꠏ 名言종자(=等類종자)    ꠆ꠏ  명언종자    ꠆ꠏ  顯境名言種子   :   전오식의 종자

    種子  ꠐ                         ꠐ               ꠌꠏ  表義名言種子   :   제6의식의 종자

          ꠐ                         ꠌꠏ  我執종자                       

          ꠌꠏ 業종자(=異熟종자)                                         

 

   여기서 현경과 표의의 명언종자란 아뢰야식이 대상세계로 현현할 때, 그 현현

의 방식을 결정하는 종자를 뜻한다. 앞서 제2, 3장에서 논의한 대로 우리에 의해 

인식되는 대상세계는 물질적 대상(色)과 관념적 대상(名)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

리고 그 각각은 전오식과 제6의식의 소연경이 된다. 다시 말해 전오식의 소연경은 

색‧성‧향‧미‧촉의 물질적 色이며, 제6의식의 소연경은 추상적 관념으로서의 名인 

것이다. 유식이 아뢰야식 내 종자로서 분류한 현경명언종자와 표의명언종자는 바

로 이러한 두 종류의 대상세계로 현현하는 종자를 의미한다. 즉 구체적인 물질 모

악무기에 따라 과가 나타난다. 반면 이숙습기는 그 세가 미약하므로 현행결과에 대해 

직접 인연이 되지 못하고, 단지 조력을 필요로 하는 다른 종자를 도와서 현행토록 하

는 增上緣으로 작용할 뿐이다.  

142) 이와 같은 방식 이외에도 여러 다른 방식으로 종자가 고찰 분류되고 있다. 예를 들어 

번뇌를 지닌 종자인가 아닌가에 따라 有漏種子와 無漏種子로 분류되는데, 우리가 지

금까지 논의한 것은 주로 유위세계로부터 얻어지고 또 그런 유위세계를 형성하는 유

루종자에 관한 것이었다. 또는 유정의 아뢰야식 내에 있는 종자가 현생 또는 그 이전 

생들의 7식 작용에 의해 훈습된 것인가 아니면 훈습의 경험 없이 본래적으로 구비되

어 있는 것인가에 따라 新熏種子와 本有種子로 구분된다. 나아가 아뢰야식이 전변할 

때 색으로 전변하는가 아니면 심으로 전변하는가에 따라 色種子와 心種子로 분류되

기도 한다. 또 아뢰야식의 전변에 있어 그 종자가 유정에 공통적인 업에 의해 얻어지

고 또 공통적인 기세간으로 전변하는가 아니면 유정 각자의 불공의 업에 의해 얻어

지고 또 불공의 신체로 전변하는가에 따라 共種子와 不共種子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이는 또 그 변현된 것이 각기 외적 기세간 또는 내적 유근신이라는 의미에서 外種子

와 內種子로 칭해지기도 한다. 또한 앞에 언급한 무루종자는 다시 그것이 유정에 본

래 구비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불교의 가르침을 듣는 등 경험적으로 훈습된 것인

가에 따라 本有無漏種子와 正聞熏習種子로 분류된다. 유식에서는 유루나 무루종자를 

포함하여 유정에 있는 종자가 도대체 모두 본유적인 것인가, 아니면 모두 훈습된 것

인가 혹은 훈습된 것도 있고 본유적인 것도 있는가 라는 논의가 있어 왔는데, 첫 번

째가 護月의 本有說이고, 두 번째가 難陀의 新熏說이며, 그 둘을 절충한 세 번째가 

護法의 新熏本有說이다. 成唯識論 은 세 번째 관점에 있다. 또 색종자와 심종자가 

색과 심 각각의 세계로 변현하는가 아니면 자신과 다른 과도 가질 수 있는가에 따라 

色心互熏說과 反互熏說이 구분되는데, 전자는 설일체유부의 관점이며, 후자는 成唯

識論 이 취한 관점이다. 유식의 종자6의 중 因自果가 그것을 말해준다. 종자의 분류 

및 그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논의는 成唯識論 , 제2권, 대정장31, 8上 이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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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으로 현현하는 종자를 顯境名言種子라고 하고, 추상적 개념으로서 의미를 표현 

전달하는 종자를 表義名言種子라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자는 전오식의 대상

인 오경의 형상적 표상을 일으키는 종자이고, 후자는 제6의식의 대상이 되는 개념

적 언어를 일으키는 종자라고 말할 수 있다.143) 

   그리고 광의의 명언종자에는 포함되지만 현경명언종자나 표의명언종자에 속하

지 않는 아집종자는 아뢰야식의 식소변으로서의 대상세계를 아집과 법집에 따라 

분별 사량하여 집착을 일으키는 종자를 뜻한다. 일체의 분별 집착에 대해 아집이 

그 근본이 되므로 그러한 집착적 종자를 아집종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현상계로 변현하고 또 그렇게 변현된 현상계를 분별 집착

케하는 종자는 과연 어떻게 해서 아뢰야식에 심겨진 종자인가? 유식은 등류종자

를 전생이나 현생에서 전6식 또는 제7식이 의식적 또는 의지적으로 지은 업에 의

해 아뢰야식에 훈습된 종자로 간주한다.144) 전오식의 소연경으로 화할 현경명언종

143) 이처럼 물질적 대상세계로 변현하는 종자를 경으로 현현하는 종자라는 의미에서 ‘顯境

名言種子’라고 하고, 정신적 의미를 창출해내는 종자를 개념적 의미를 표시하는 종자

라는 의미에서 ‘表義名言種子’라고 구분하는 것은 곧 아뢰야식의 식소변으로서의 현

상세계에 있어 그 실질적인 감각내용과 형식적인 논리적 구조가 서로 구분된다는 것

을 보여준다. 즉 물질적 감각내용을 산출하는 종자가 현경명언종자이고 그들 감각내

용을 종합하고 질서짓는 현상구조를 산출하는 종자가 표의명언종자이다. 전자는 전오

식의 대상인 오경(色)을 형성하고, 후자는 개념적 분별작용의 의식 대상인 법경(名)을 

형성한다. 이와 같이 하여 유식은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일체의 현상을 바로 우리 

자신의 아뢰야식 내의 종자의 현현으로 간주한다. 일체 현상이 바로 우리 자신의 마

음이 구성하고 창출한 현상인 것이다. 각자의 현상세계는 각자의 마음이 스스로 구성

한 것이다. 내가 경험하는 세계는 나의 마음이 만든 세계이다. 그리고 오직 그렇게 

경험하는 인간 아뢰야식에 대해서만 바로 그런 모습으로 현현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아뢰야식의 변현은 바로 다음 항목에서 상세히 논의될 것이다. 

144) 현생에서 이런 저런 과를 가져올 등류습기는 의식과 말라식의 업이 남긴 종자이지만, 

다음 생의 아뢰야식을 이끌어올 업종자는 오직 제6의식이 지은 선업 또는 악업의 종

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의식적으로 지은 업, 즉 제6의식에 의해 행해진 

업만이 다음 생의 아뢰야식을 형성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제7식은 자신의 무명이나 

집착을 통해 제6의식으로 하여금 선 악업을 짓도록 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자체

가 직접적으로 선업 또는 악업을 짓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곧 근본무명에 

의해 중생 안에 작용하는 본능적 집착이나 번뇌 등은 그 자체가 다음의 생을 규정하

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의식적 결단과 무관하게 내 안에서 일어

나는 욕망이나 번뇌는 그 자체 악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다. 무의식적 의지작용이 

아닌 제6의식에 의한 의식적 결단만을 내생에 대한 결정적 요인으로 강조하는 이러

한 통찰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시 불교 존재론의 비결정론적 특징을 읽어내게 한다. 

이는 또한 불교 수행론의 특징과 방향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유식에 있어 

전생과 현생을 연결짓는 윤회의 문제는 더욱 복잡한 논의를 필요로 하지만, 본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윤회하는 생사에 대해 유

식은 다시 “分段生死”와 “變易生死”로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渡

邊降生, “唯識說における惑障の生起”, 日本佛敎學會年報 , 권46, 1980, 147쪽 이하를 

참조할 수 있다. 生死의 어원 및 그 개념이 원시불교에서 유식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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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그 자체 그 이전의 전오식 활동에 의해 아뢰야식에 심겨진 종자이고, 제6의

식의 소연경으로 화할 표의명언종자는 마찬가지로 그 이전의 제6의식 활동에 의

해 아뢰야식에 심겨진 종자이며, 아집종자는 또 그 나름대로 그 이전의 제7말라식

의 집착을 통해 아뢰야식에 훈습된 종자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7전식의 활동은 

그 활동의 흔적을 종자로서 아뢰야식에 남기며, 그 종자들의 흐름으로서의 아뢰야

식은 종자 전체를 유지 존속시키다가 중연이 닿으면 다시 그 각각의 결과를 내게 

한다. 즉 아뢰야식 안에 심겨진 종자는 그 안에서 성숙하다가 바로 自果를 내기 

마련이다. 

   쌀종자 보리종자 등 일상적 의미의 종자 역시 그것이 살아있는 것인 한, 그냥 

끝까지 땅 밑에서 종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발아하여 싹을 내고 잎을 피

우듯이, 아뢰야식 내의 종자 또한 그냥 끝까지 잠재적 상태에 머물러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잠재태의 종자는 중연에 따라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것이다. 이러

한 잠재적 종자의 현실화가 곧 잠재식으로서의 아뢰야식의 현행화이다. 아뢰야식

이 현행화한다는 것은 곧 아뢰야식 자체가 전변하여 능연의 견분(행상)과 소연의 

상분으로 이원화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아뢰야식의 소연과 행상은 과연 

무엇인가?

      (3) 현행 아뢰야식의 所緣과 行相     

 

   아뢰야식의 소연과 행상에 대해 唯識三十頌 은 다음과 같이 아주 간략히 언

급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좀더 상세한 설명은 成唯識論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 [능변식인] 아뢰야식에 대해 ... 執受와 處와 了는 알기 어렵다.145)   

[문] 이 식[아뢰야식]의 행상과 소연은 무엇인가? [답] 알기 어렵다고 말한 執受와 處와 了가 

그것이다. 了는 了別을 뜻하며, 그것이 곧 行相이다. 식이 요별을 행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處는 처소를 뜻하는데, 그것이 곧 기세간이다. 유정이 의지하는 처소이기 때문이다. 집수에는 

둘이 속한다. 모든 種子와 有根身이 그것이다.146)       

변천해왔는가에 대해서는 丹橋尙哉, “唯識思想における生死について”, 日本佛敎學會

年報 , 권46, 1980, 105쪽 이하 참조.   

145) 唯識三十頌 , 제3게송, “初阿賴耶識 ... 不可知執受處了”. 

146) 成唯識論 , 제2권, 대정장31, 10상, “此識行相所緣云何. 謂不可知執受處了. 了謂分別. 

卽是行相. 識以了別爲行相故. 處謂處所. 卽器世間. 是諸有情所依處故. 執受有二. 謂諸

種子及有根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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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뢰야식의 행상은 대상을 요별하는 것인데, 여기서 아뢰야식의 대상, 즉 상분 

또는 소연은 바로 처와 집수이다. 그 중 처는 우리가 의지해 사는 처소, 즉 기세간

을 의미하며, 집수는 우리 자신의 몸, 즉 유근신과 여러 종자를 뜻한다. 이를 일단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아뢰야식의 상분 ꠆ꠏ 執受 ꠆ꠏ 種子                      --- 명(의식의 대상)

                         ꠐ       ꠌꠏ 有根身(신체)       : 正報 ꠏꠏꠈ 

                         ꠌꠏ 處   =  器世間(세계)       : 依報 ꠏꠏꠎ 색(감각의 대상)

         아뢰야식의 견분: 了

   신체와 기세간 그리고 종자가 아뢰야식의 상분이라는 것은 그것들이 아뢰야식 

자체의 전변결과인 식소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종자가 아뢰야식의 상분이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뢰야식의 상분으로서의 종자는 아뢰야식에 훈습

되어 함장 유지되고 있는 종자와 그대로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후자는 

종자생종자의 과정 속에 있는 잠재태의 종자인데 반해, 상분으로서의 종자란 그

런 잠재적 종자가 인연이 갖추어져 현실화된 종자생현행 결과의 현실태이기 때문

이다. 잠재적 종자가 현행화하여 견상으로 이원화됨으로써 비로소 상분으로서의 

종자가 성립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신체나 기세간의 색법으로가 아니라 관념적 

또는 정신적 형태로 현행화한 종자를 뜻한다. 의식이 포착하는 관념의 세계가 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신체와 기세간이 아뢰야식의 식소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유근신은 

근을 갖춘 우리의 신체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근을 색근에 제한함으로써, 제6의

식의 근인 意를 배제하고 있다. 제6의식인 識과 제7말라식인 意는 제8아뢰야식의 

心과 마찬가지로 色이 아닌 心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147) 유식은 우리의 감각능

력을 갖춘 신체를 아뢰야식의 전변 결과로 간주한다. 이는 곧 ‘인간의 신체란 인

간 마음의 변형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로 나타나는 변현의 힘이 바로 마

음이고, 그 마음의 변현 결과, 힘의 작용결과가 곧 신체라는 것이다. 인간에 있

어서 마음과 몸이 정신과 물질로서 서로 분리된 두 실체가 아니라, 가장 심층의 

마음작용을 바탕으로 신체가 구성된다는 관점인 것이다.148)

147) 色根은 眼耳鼻舌身 五根으로서 감각작용을 일으키는 수승한 의미의 근, 즉 勝義根을 

뜻하며, 그것과 구분하여 근이 의지하는 處라는 것은 승의근이 속해 있는 신체로서의 

扶塵根을 의미한다. 

148) 有根身이 아뢰야식의 식소변이라는 것은 물론 불교의 윤회설을 유식학적으로 근거짓

는 한 방식이다. 즉 한 유정이 어떤 根을 가진 신체로 태어나는가는 그 유정의 전생

의 업이 담긴 잠재세력인 종자의 흐름으로서의 아뢰야식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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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아뢰야식의 또 다른 상분인 器世間은 우리의 몸이 의지해서 사는 처

소를 뜻한다. 세간이 우리 중생을 담은 그릇(器)과 같다는 의미에서 기세간이라

고 한다. 몸이 의지한다는 말은 곧 몸의 환경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 기세간이 바로 우리가 흔히 식 외부에 그 자체 실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물질세계이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세계, 즉 오감 대상으로서의 色界가 

바로 그것이다.149)

   그런데 유식은 유근신이나 기세간을 둘 다 아뢰야식이 전변한 식소변, 상분이

라고 간주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뢰야식의 轉變은 무엇에 근거하여 일어나는가?  

[문] 만약 모든 색처 또한 識을 그 체로 삼는 것이라면,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물질의 모습으

로 현현하여 하나로 견고히 상속하며 전전하는가? [답] 名言熏習의 세력에 의해 일어나기 때

문이다.150)

   신체와 그 신체가 의지해사는 세간이 아뢰야식의 전변이라는 말은 아뢰야식에 

함장되어 있던 잠재적 종자가 현상으로 현실화되는 종자의 현행결과라는 말이다. 

종자는 이전의 업이 남긴 흔적, 즉 업력이다.151) 그 업이 개인적 업이 남긴 종자인 

유정의 현세의 업이 다시 그 야뢰야식에 종자를 남기고, 그 아뢰야식의 업력이 다시 

내생에서 그 아뢰야식이 입을 옷인 신체의 종류와 성질을 결정하는 것이다. 

149) 물질이 사대의 화합으로 설명된다면, 불교는 처음부터 사대가 식을 떠나 있는 것이 아

니라는 점을 통해 물질이 식독립적이 아님을 말해왔다고 볼 수 있다. 즉 불교는 지수

화풍이라는 것이 우리의 시각 대상의 사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색의 기본요소

로서의 사대를 실재하는 사물이 아니라 그런 사물에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四性

으로 이해한다. 즉 지수화풍의 사대는 곧 堅濕煖動의 사성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사대는 실체적 의미의 사물 자체이기 보다는 사물의 속성으로 이해된 

것이다. 실체는 이런 저런 속성을 갖춘 사물 자체로서 그것을 인식하는 식 외부에 존

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성이란 사물이 가진 성질, 속성으로서 

그 속성을 감지하는 식 외부의 것으로 실체화되기 힘든 것이다. 불교에서는 사대가 

처음부터 이러한 사성으로 간주되었기에, 사대를 시각 대상, 즉 색경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촉각 대상, 즉 촉경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 다. 따뜻함은 그 따뜻함을 느끼

는 식을 떠나 객관적 실재로 실체화되기 힘들고, 부드러움은 그 부드러음을 느끼는 

식을 떠나 객관적 실재로 실체화되기 힘들다. 이렇듯 지수화풍 사대, 그리고 궁극적

으로는 견습난동의 사성으로 환원되어 설명될 수 있는 기세간은 그 기세간을 사는 

유정의 식을 떠나 실체화될 수 없는 것이다. 본고 앞의 주 25) 참조. 

150) 成唯識論 , 제7권, 대정장31, 39中, “若諸色處亦識爲體. 何緣乃似色相顯現. 一類堅住相

續而轉. 名言熏習勢力起故.” 

151) 이와 같이 境의 객관 실재성을 부정하는 유식사상은 자아와 세계, 인식주관과 객관, 

근과 경을 결국은 能取와 所取의 습기(종자)로 환원하여 설명한다. 따라서 小谷信千

은 외부세계존재를 인정하던 유부와 경량부에 있어 能作因의 개념이 유식에 있어서

는 사라지고 대신 “능취 소취의 이취의 습기”가 등장한다고 주장한다. 小谷信千, “唯

識說における法と瑜伽行”, 佛敎學セミナル , 권28, 1978, 48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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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共種子일 때, 개인적 신체가 형성되고, 개인을 넘어서 공동의 업이 남긴 종자인 

共種子일 때 공동의 기세간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종자에 따라 신체와 기

세간의 차이가 생긴다. 

 

處라는 것은 이숙식[아뢰야식]이 共相의 종자를 성숙시킨 세력에 의해 色 등 기세간으로 변

현한 것을 말한다. 외적 사대종과 그것으로 만들어진 색법이 그것이다.152)       

有根身이란 것은 이숙식이 不共相의 종자를 성숙시킨 세력에 의해 色根(승의근)과 그 근이 

의지하는 처[부진근]로 변현한 것을 말한다. 내적 사대종과 그것으로 만들어진 색법이 그것이

다.153)

   다시 말해 아뢰야식 내의 종자 중 기세간으로 변현하는 종자를 유정 공동의 

기세간으로 변현하는 종자라는 의미에서 共種子라고 하며, 외적 세계로 변현하는 

종자라는 의미에서 外種이라고 한다. 반면 유근신으로 변현하는 종자는 유정들에 

공통적인 것이 아니라 유정 각각의 신체로 변현하는 종자라는 의미에서 不共種子

라고 하고, 그것이 형성하는 신체가 기세간처럼 외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종자를 內種이라고도 한다. 아뢰야식 내의 불공종자가 내적으로 변현된 것이 각 

유정의 유근신이며, 아뢰야식 내의 공종자가 외적으로 변현된 것이 유정들에 공통

의 의지처가 되는 기세간이다. 신체와 기세간을 각기 불공종자와 공종자의 변현으

로 차별화하기는 하지만, 그 둘 다를 아뢰야식의 상분이라고 간주한다는 점에서는 

유정의 신체와 그 환경세계를 동질의 존재로 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근신이나 

기세간은 둘 다 유정의 아뢰야식의 종자의 현행시 변현된 상분에 해당한다.

   신체와 기세간이 아뢰야식 내의 종자의 변현이라는 것은 인간과 우주 존재의 

시원에 대한 불교적 존재론 또는 우주론을 말해주는 것이다. 인간 또는 우주는 어

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가? 기독교에 따르면 신이 인간을 만들기 며칠 전에 

먼저 우주를 만들었다. 현대 과학에 따르면 우주는 약 200억년 전 빅뱅의 대폭발

과 더불어 존재하기 시작하 으며, 그 안의 지구는 약 46억년 전에 형성되었고, 그 

지구 안의 인간은 약 50만년 전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다. 기독교에 따르면 인간과 

그 삶의 터전인 세계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고, 현대과학에 따르면 인간은 물질의 

진화과정 속에서 형성된 존재이다. 두 경우 다 물질 자체는 인간이나 생명 또는 

152) 成唯識論 , 제2권, 대정장31, 10하, “所言處者. 謂異熟識由共相種成熟力故變似色等器世

間相. 卽外大種及所造色.” 

153) 成唯識論 , 제2권, 대정장31, 11상, “有根身者. 謂異熟識不共相種成熟力故變似色根及根

依處. 卽內大種及所造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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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으로부터 독립적인 객관 실재이다.  

   이에 반해 불교는 오히려 물질을 유정의 업으로부터 설명한다. 이때 유정이라 

함은 인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인식작용을 가진 존재, 즉 동물적 생명

체 일체를 의미한다. 불교는 우리의 기세간을 이미 존재하는 유정의 業으로부터 

설명하는 것이다. 유정의 업으로부터 그 결과로서 유정의 신체와 그 신체가 의지

해 살 기세간이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체나 기세간을 모두 업의 결

과인 報로 간주한다. 업으로부터 우주와 신체가 형성되는 과정의 우주생성론을 

俱舍論 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체가 텅 비어있는 무한한 空만이 있는데, 이것이 空輪이다. 여기에 유정의 業이 바람

으로 려와서 기체의 층을 이루는데, 이것이 風輪이다. 이 바람이 점점 응축되어 액체의 물

이 되니 그것이 水輪이고, 다시 물이 응축되어 고체의 금이 되니 그것이 金輪이다. 이렇게 해

서 형태화되어 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이 있게 되어, 산과 들, 대양이 이루어지며, 그것이 결

국 우리 중생이 의거해 사는 기세간이 되는 것이다.154) 

   이처럼 불교는 四大가 되는 바람, 공기, 물, 흙 등을 모두 유정의 식과 독립적

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정의 식에 의해 비로소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사대

와 그 사대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색계가 유정의 식과 독립적으로 그 자체로 실재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유정의 몸이나 그 몸이 의거해서 살게 될 기세간이 

모두 그 유정의 업에 의한 報이기에 그 각각을 正報와 依報라고 한다. 유정의 몸

154) 이상과 같은 불교의 우주생성론은 方立天, 佛敎哲學 , 洪葉文化事業有限公司, 1994, 

200쪽 이하 참조. 물론 위의 우주생성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문이 가능하다. 우주

생성론이라고 하면 일체의 존재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가를 설명해야 하는 것인데, 

사대를 형성함에 있어 어디론가부터 려온 유정의 업은 과연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된 것인가? 이미 유정의 업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유정이 살던 세간 역시 존재했다

는 말이고, 이는 결국 우주존재의 시초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는 것이 아니지 않는

가? 

      그러나 바로 그 점에 불교적 존재론 또는 우주론의 특징이 있다. 업을 짓는 유정을 

제외시켜놓고 우주의 최초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치 기독교에서 우주의 시초를 

신의 창조로서 설명할 때, 더 이상 신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가 라는 신의 

시작점을 물을 수 없는 것처럼, 불교에 있어서는 우주를 형성하는 유정에 대해 그 시

작점을 물을 수 없는 것이다. 이 현재의 세간은 이전 유정의 업에 의해 형성된 것이

며, 그 유정이 살던 세간은 그 더 이전 유정의 업에 의해 형성된 것이고, 그 더 이전

의 유정이 살던 세간은 그 더 더 이전 유정의 업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이런 방식으

로 불교에서는 시작이 없는, 즉 無始以來의 중생의 業을 논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무시이래의 정신적 업에 의해 비로소 소위 물질적인 우리의 신체와 기세간이 假

로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俱舍論 에 나오는 유정의 업에 의한 우주의 생성과정과 그 

의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上山春平, 櫻部建, 정호  역, 아비달마의 哲學 , 민족사, 

1989, 24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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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有根身은 그 유정의 업이 직접 낳은 결과이기에 정보이며, 기세간은 그 몸이 

의거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의보가 된다.  

   이상의 우주형성론을 유식의 식전변설과 연관시키자면, 우선 정보와 의보를 낳

는 업이란 바로 유정의 아뢰야식 안에 남겨진 업력, 더 정확히는 아뢰야식 내의 

종자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업보를 낳기까지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업을 有

部가 ‘無表業’이라는 개념화하 다면, 經量部는 그것을 ‘種子’라고 간주하 고, 다시 

유식은 일체의 현상세계를 그 종자의 현행, 즉 아뢰야식의 변현으로 이해한 것이

다. 업 또는 종자는 자아와 세계로 변현하는 정신적 힘, 우주적 에너지를 의미한

다. 아뢰야식 내의 종자가 현행화한다는 것은 곧 현행 아뢰야식이 유정의 신체와 

그 신체를 담고 있는 세계로 변현한다는 것이다. 신체가 곧 정보이며 유식은 이를 

유근신이라고 하고, 세계가 곧 의보이며 유식은 이를 기세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유근신과 기세간을 식의 변현으로 본다. 

   신체란 곧 아뢰야식의 변현이므로 아뢰야식에 따라 그 신체의 존재와 상태가 

결정된다는 것을 유식은 安厄同一로서 표현한다. 신체의 상태는 정신인 아뢰야식

의 좋은 상태(安)와 좋지 않은 상태(厄)를 그대로 반 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나아가 한 유정이 어떤 종류의 유정인가, 즉 어떤 신체를 가진 유정인가 하는 것

도 아뢰야식에 의해 결정된다. 유식은 불교 본래의 업설에 따라 유정의 현생을 유

정의 전생에서의 업을 통해 설명한다. 현생의 유정이 인간인가 물고기인가는 그 

전생의 아뢰야식의 업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단 그 아뢰야식을 바탕으로 한 

제6의식의 작용만이 내생의 아뢰야식에 이어질 새로운 종자를 훈습할 수 있다. 그

러므로 아뢰야식은 전생의 제6의식이 지은 이숙업의 결과라는 의미에서 이숙식이

라고 불린다. 이숙식이란 전생의 업에 따라 이끌려진 현생의 아뢰야식이다. 생사

유전의 주체가 바로 아뢰야식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생의 몸인 유정의 신체는 결

국 전생의 업력의 총체로서의 아뢰야식으로부터 결과된 식소변이다.

   나아가 기세간도 아뢰야식이 전변하여 나타나는 상분이라는 것은 곧 그것이 

식소변일 뿐이지 식독립적 실재가 아니라는 말이다. 유정의 식을 떠나 그 유정의 

거처로서의 기세간의 존재를 논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나의 아뢰야식이 무

너지면 나의 몸도 함께 무너지므로, 유근신이 식소변이라는 것은 그런데로 납득할

만 하지만, 기세간은 나의 아뢰야식이 무너져도 여러 유정의 공동의 기세간으로서 

계속 남아 있으므로, 식소변이라는 것에 의심을 갖게 된다. 공동적 존재라는 것은 

그러므로 식 독립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기세간의 공유성

에 대해 유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록 모든 유정에 의해 전변된 것은 각각 다 다르지만, 그 모습이 서로 유사하므로 處所에 차

이가 없다. 이는 마치 많은 등불의 빛이 각각 퍼져나가되 하나의 빛이 되는 것과 같다.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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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촛불이 빛을 발하고 있을 때 그 밝음은 그들 각각의 촛불로 인한 것이

지만, 그 빛이 서로 구별되지 않으며 마치 하나의 빛인 것처럼 나타난다. 그렇다고 

그 총체적 하나로 나타나는 빛이 각각 구별되는 개별적 촛불 이외에 다른 것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즉 유정 공동의 기세간은 각각 구분되는 아뢰야식으로 인한 것

이면서도 그런 구별이 없는 하나의 공동의 기세간처럼 나타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중 하나의 촛불이 꺼져도 전체 촛불의 밝기에는 아무 향도 미치지 않는 것

처럼 보인다. 마찬가지로 한 아뢰야식이 사라진다고 해도, 기세간에는 아무 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촛불 전체의 빛이 각각의 개별

촛불의 빛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듯이, 전체 기세간이 각각의 아뢰야식 바깥의 실

재인 것은 아니다.156) 이와 같이 유식은 인간의 신체이든 그 신체가 의지해 사는 

기세간이든 모두 그 자체 실재하는 객관적 물질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아뢰야식의 변현인 상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상 논의대로 종자와 유근신과 기세간이 모두 아뢰야식의 상분이라면, 아뢰야

식의 견분인 了는 무 엇을 의미하는가? 了는 아뢰야식에 의해 변현된 결과로서의 

상분을 대상으로 인식하는 주관적 활동을 뜻한다. 그러므로 유식은 견분과 상분에 

대해 그 발생에 있어 선후를 둔다. 

아뢰야식은 식의 所變을 자신의 所緣으로 삼고, 行相은 그것[소연]에 의거해서 비로소 일어

날 수 있다.157) 

   아뢰야식의 견분인 了는 아뢰야식의 상분에 의거해서 비로소 일어날 수 있다

는 말이다. 식소변으로서의 대상들에 의거해 그것을 연하는 작용이 곧 능연으로서

의 견분이다. 이는 아뢰야식 자체의 식전변이 행해진 후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158) 

155) 成唯識論 , 제2권, 대정장31, 10下, “雖諸有情所變各別. 而相相似處所無異. 如衆燈明各

遍似一.”

156) 楊白衣는 “共業”이라는 것을 각각의 유정이 짓는 업이 아니라 마치 여러 유정이 함께 

공동으로 합작하여 짓는 업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즉 기세간은 각

자의 업에 따라 각자의 아뢰야식이 변현한 과법일 뿐인데, 단지 그것들이 同一處로 

변현하기에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마치 방안에 켜진 불이 실

제로는 각각 자기의 불빛을 내는데도 서로 장애가 되지 않듯이 말이다. 楊白衣, 唯

識要義 , 文津出版, 1995, 77쪽 참조. 

157) 成唯識論 , 제2권, 대정장31, 10상, “阿賴耶識... 卽以所變爲自所緣. 行相仗之而得起故.” 

158) 이상 아뢰야식의 식변현과정을 다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뢰야식 자체는 주

관과 객관, 정신과 물질을 그 잠재적 종자로서 포괄하는 총체적 식이다. 아직 주객, 

능소로 분별되기 이전의 하나이며 전체이기에 그 존재가 비존재와 구분되지 않는다. 

(2) 아뢰야식의 자기확증을 위해 아뢰야식은 스스로 자기 아닌 것으로 전변한다. 즉 

스스로 객관화하여 구체적인 대상(경)으로 변현한다. 그렇게 객관화된 상분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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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유식에 있어 세종류의 능변식을 각각 그 견분과 상분이 무엇인가를 중

심으로 살펴보았다. 

3. 識轉變의 두차원

   1) 아뢰야식의 變現

   자신의 대상을 스스로 산출해내는 식의 활동이 곧 전변이다. 그러므로 식의 소

연은 곧 그 식이 전변하여 산출된 식소변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식의 경은 그 

식을 떠나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유식무경이 성립한다. 이처럼 전변주체로

서의 식이 곧 능히 전변하는 식, 즉 능변식이다.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이상 논의

私적인 신체(유근신)와 共적인 세계(기세간)이다. (3) 이와 같이 아뢰야식의 일부가 

객체(상분)로 변현하면, 그 나머지 부분이 그 상분을 인식하는 주관, 즉 견분이 된다. 

이렇게 해서 총체적 미분적 아뢰야식은 견분과 상분으로 이원화된다. 

      이상과 같은 유식의 논리는 일체 현상을 식일원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이는 서양

철학에 있어 일체 현상을 정신의 자기외화로 설명하는 독일관념론의 논리와 비교될

만 하다. 예를 들어 이상 논의된 아뢰야식의 자증분(1)과 상분화(2) 그리고 견분화(3)

는 피히테 철학에 있어 정립과 반정립과 종합의 논리와 일치한다. 즉 절대자아는 순

수활동성으로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립한다. 이것이 절대자아의 자기정립(1)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기정립된 자아는 상대가 없고 한계가 없기에 스스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자기 아닌 것, 즉 비아를 스스로에 대해 반정립하게 된다. 이것

이 곧 자아에 의한 非我의 반정립(2)이다. 이렇게 해서 가분적 비아(상분)에 대해 가

분적 자아(견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 둘 간의 종합의 필요성이 생겨

난다(3). 이상을 다음과 같이 비교 정리할 수 있다. 

                유식의 논리                             피히테의 변증논리   

        (1) 아뢰야식 자체/   자증분              -  절대자아의 자기정립

        (2) 아뢰야식의 변현/ 객관(상분)화         -  절대자아의 비아 반정립

        (3) 견상 이원화/     능소의 관계성립     -  가분적 자아와 가분적 비아의 종합관계

      이상 두 관점 모두 그 (1), (2), (3)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도표화해볼 수 

있다. 

              (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자증분/자기정립 

              (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변현/비아반정립

              (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견분/가분적 자아  <->  상분/가분적 비아 

      여기에서 논의된 피히테의 절대자아의 자기정립과 비아반정립 그리고 가분적 자아

(자아)와 가분적 비아(세계)의 종합이라는 정신활동의 세단계에 대해서는 피히테, 한

자경 역, 전체 지식론의 기초 , 서광사, 1996, 제1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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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각 능변식과 그 식소변의 境을 도표화해보자.

                                         행상               소연

   제3능변식: 전오식(감각)               了境           색성향미촉의 오경(색)     ꠏꠏꠏꠈ

              제6의식(대상의식)          了境           법경(명)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제2능변식: 제7말라식(자기의식)        思量           아뢰야식              ꠐ      ꠐ

   제1능변식: 제8아뢰야식(근본식)         了        ꠆ꠏꠏ 종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ꠐ

                                                    ꠉꠏ  신체    ꠏ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ꠌꠏ  기세간  ꠏꠎ

   이상 각 식의 대상인 소연경이 그 식 자체가 스스로 전변한 결과라고 한다면, 

결국 전변한 만큼 인식하고, 인식한 만큼 전변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각 식

이 그처럼 능히 전변하여 자기 대상을 산출해내고 그 산출된 것을 비로소 인식하

는 것이라면, 모든 인식은 매순간 다 그 자체로 참이어야 하지 않는가? 만일 色

이 감각을 떠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 즉 감각이 스스로 자신의 대상인 색을 

산출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라면, 착각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

다면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감각상의 오류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또는 의

식대상인 法境이 의식을 떠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의식 자체가 스스로 그 법

경을 산출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라면, 매순간의 의식활동은 항상 참일 수밖

에 없지 않은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잘못된 개념파악, 잘못된 판단 등이 있을 

수 있는가? 식의 작용이 있을 때만 비로소 경이 있다는 말인가? 내가 어느 한 순

간 구체적으로 감각하지 않아도 내게 색은 있지 않은가? 내가 한 순간 사유하지 

않아도 사유세계는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물음은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기된다. 감각과 제

6의식을 포함하는 제3능변식 역시 능변이므로 색과 법경을 所變으로 산출해낸다. 

그러한 제3능변식에 의해 전변된 경이 곧 감각대상인 色이며 관념적 사유대상인 

名이다. 그 두 대상은 각각 2, 3장에서 전5식과 제6의식의 소연경으로서 밝혀진 

색과 명이다. 그런데 제8아뢰야식의 상분으로서 다시 관념적 종자와 색법의 기세

간이 논해진다. 그렇다면 전오식의 상분으로서의 색법과 아뢰야식의 상분으로서

의 기세간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의식의 상분으로서의 법경과 아뢰야식의 상분

으로서의 종자, 그 둘 다 관념적 名에 해당하는데, 그 둘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만일 동일한 것을 다른 두 식의 소변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라면, 이는 동일한 하

나의 것을 이중화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은 아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 되는 것이 바로 식의 전변의 의미를 서로 다른 두 

의미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그 두 의미의 차이가 成唯識論 에서 因緣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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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分別變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有漏識의 전변에는 간략히 말해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因緣의 세력에 따라 전변하는 것이

고, 다른 하나는 分別의 세력에 따라 전변하는 것이다.159) 

   이 인연변과 분별변의 차이가 곧 變現과 分別의 차이가 되는데, 여기서는 인연

변에 해당하는 변현의 의미를 살펴보자. 因緣變은 성숙된 인연세력에 따라 전변하

여 현실적 대상으로 전개된다는 의미에서 ‘變現’이 된다. 변현은 pratibhꐀsa의 한역

으로서 變似, 似現, 顯現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이 단어는 원래 사물의 상을 

의미하던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바로 상이라는 것을 뜻하 다. 그런데 

유식에 따르면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단지 상이되, 그 상에 상응하는 객관적 

사물 자체가 식을 떠나 따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이란 바로 식이 

산출한 상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상을 의미하던 변현의 의미가 점차적으로 그런 

상을 산출해내는 식의 활동의 의미로 정착된 것이다. 객관적으로 외부에 실재하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假現, 似現의 의미를 갖

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대상 자체로 似現하는 식은 어떤 식인가? 우리의 신체(유

근신)와 대상세계(기세간) 및 관념세계(종자)로 전변하는 아뢰야식이 곧 그와 같은 

변현의 식이다.160) 따라서 아뢰야식의 전변은 대상 자체를 형성해내는 존재론적 

전변, 곧 변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뢰야식의 전변과정 자체가 바로 각각의 신체

와 공동의 물질적 대상세계(色) 및 관념세계(명)로 변현하는 외화활동인 것이다. 

우리의 현상세계는 모두 아뢰야식의 변현 결과인 識所變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현상세계를 생성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심층의 활동을 

159) 成唯識論 , 제2권, 대정장31, 11상, “有漏識變略有二種. 一隨因緣勢力故變. 二隨分別勢

力故變.” 이에 대해 成唯識論述記 는 인연세력에 의한 變을 마음이 作意없이 任運히 

생하는 것으로서 5식과 제8식의 變이라고 설명하고, 분별세력에 의한 變을 분별적 作

意에 따라 생하는 것으로서 제6식과 제7식의 변이라고 설명한다. 成唯識論述記 , 제

3권, 대정장43, 326中 참조. 

     또 다른 문맥에서 成唯識論述記 는 변의 개념을 生, 緣, 執의 세가지 의미로 구분한

다. 生變이 잠재적 역내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면, 緣變은 종자가 현실화하는 현현 

또는 변현에 해당하는 現行化를 의미한다. 이 연변 중 전변된 식이 현상에 대한 집착

을 포함할 경우, 그를 특별히 執變이라고 한다. 이상 세가지 변의 의미에 대해서는 

成唯識論述記 , 제3권, 대정장43, 317上 참조.

160) 아뢰야식의 전변을 이와 같은 변현의 의미로서 가장 먼저 확실하게 제시한 이 中

邊分別論頌 의 제3게송이다. 여기에서 “식은 대상, 유정, 자아, 요별로 변현한다”고 설

해진다. 그 구절이 진제 역 中邊分別論 에서는 “塵根我及識 本識生似彼”로 변역되고 

있고(대정장31, 451中), 현장 역 辯中邊論 에서는 “識生變似義 有情我及了”로 번역되

어 있다(대정장31, 464下).



 94  成唯識論 에서의 識과 境의 관계 연구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 94 -

의식하지 못한다.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형성이 완료되어 나타난 현상

세계, 즉 이미 현행화된 아뢰야식의 식소변으로서의 현상세계이지, 현상을 형성하

는 마음의 활동 자체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상세계를 우리의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所與라고 생각하지 우리 자신의 마음이 창출한 것이라고 생각

하게 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것은 우리 범부가 우리 자신의 마음의 활동을 모두 다 의식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아뢰야식의 활동은 우리 자신의 마음의 활동이기는 

하되 우리가 명확하게 의식하지는 못하는 그런 마음의 활동이다. 그렇다면 왜 내 

자신의 마음의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 자신을 의식하지 못한단 말인가?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 그 자체 제한적인 것, 극히 표피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의식보다 더 깊은 심층의 마음 활동에 대해서는 의식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이 七轉識은 아뢰야식에 의거하여 일어나면서도 그 아뢰야식의 전변활

동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이것이 곧 우리 마음의 根本 無明(avidy )

이다.161) 의식과 말라식이 아뢰야식의 활동을 알지 못하기에, 그 무지로부터 아뢰

야식의 전변 결과인 견분과 상분을 마치 우리의 식 바깥의 객관적 실재인 듯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뢰야식의 견분을 객관적 실체인 자아로, 아뢰야

식의 상분을 또 다른 객관적 실체인 세계로 집착하는데, 이것이 곧 아집과 법집이

다.162) 유식성을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라식과 의식이 아집 법집에 따라 허망 

161) 근본무명의 자리를 과연 어디에다 두는가에 대해서는 물론 더 많은 논의가 덧붙여져

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다만 현상으로 변현하는 아뢰야식의 활동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실체화하고 대상화하는 변계소집의 근본을 근본무명이라고 본 것이다. 아뢰야

식의 활동이 바로 그런 것으로서 자각되면 변계소집이 사라지고, 그 때의 의타기 활

동은 청정의타기로서 무명이 극복된 원성실성이라고 볼 수 있겠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근본무명은 아뢰야식의 활동을 알지 못하고 실체화하는 제7말라식에 자리잡은 

것이 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무명에 머물러 있는 것, 즉 밝게 알려지지 않고 어둠

에 쌓여 있는 것은 결국 아뢰야식 자체의 활동성이므로, 그런 의미로 보면 무명의 자

리가 곧 아뢰야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중요한 물음은 무명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며, 그것이 해명되고 나면, 그 무명의 자리는 무명상태의 아뢰

야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한 무명과 번뇌를 야기시키는 말라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162) 아와 법에 대한 집착 중 많은 부분은 그야말로 세간의 편견이나 학설을 듣고 배워서 

또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 잘못 분별함으로써 형성된 것이다. 고정불변의 자아, 규정

된 자아를 가르치거나 고정된 가치, 고정된 존재를 말하는 의견이나 학설들이 허다하

기 때문이다. 유식은 이런 아집 내지 법집을 분별을 통해 일어난 집착, 즉 분별기의 

집착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의 차원에서 그런 말을 듣거나 배우거나 잘못 

분별하여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제6의식 상에서만 발생하는 분별적 집착이

다. “분별아집은 현재의 외적 인연력에 의거하기 때문에 신체에 구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사교 내지 사분별을 기다렸다가 그 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분별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오직 제6의식 중에만 있다(分別我執亦由現在外緣力故非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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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을 행하는 것이다. 불교가 처음부터 비판하여 벗어나고자 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근본무명에 기반한 인간 자신의 분별인데, 이는 유식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의 

분별지가 항상 비판대상인 것이다. 그와 같은 의식과 말라식의 분별 구조를 좀더 

상세히 살펴보자. 

   2) 의식‧말라식의 분별

   전변을 인연변과 분별변으로 구분할 때, 존재현현의 인연변과 구분되는 분별변

이란 바로 무명 집착에 따르는 의식과 말라식의 분별작용을 의미한다. 아뢰야식의 

身俱. 要待邪敎及邪分別然後方起故名分別. 唯在第六意識中有.)”, ( 成唯識論 , 제1권, 

대정장31, 2上). 분별법집에 대해서도 같은 책, 7上에서 이와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와 법에 대한 집착 중 많은 부분은 그렇게 의식적으로 배워서 비

로소 갖게 된 것도 아니며, 또 우리가 의식적으로 끊자고 계획한다고 해서 쉽게 끊어

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는 우리의 아와 법에 대한 집착이 단순히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임을 말해준다. 이러한 선천적 집착을 태어날 때부

터 이미 구비하여 가진 집착, 즉 구생기의 집착이라고 한다. 이는 무시이래로 훈습된 

허망한 세력으로 인해 생하는 집착이다. “구생아집은 시작 없이 줄곧 허망하게 훈습

된 내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신체에 구비되어 있다. 이것은 사

교나 사분별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임운히 일어나므로 구생이라고 말한다(俱生我執. 

無始時來虛妄熏習內因力故恒與身俱. 不待邪敎及邪分別任運而轉. 故名俱生.)”, ( 成唯識

論 , 제1권, 대정장31, 2上). 이와 동일한 것이 구생법집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다. 

이는 成唯識論 , 제2권, 대정장31, 6下 참조. 유식은 이러한 구생기번뇌를 다시 무간

단으로 이어지는 말라식의 집착과 간단을 가지고 발생하는 의식의 집착 둘로 구분한

다. 제8식의 식소변 중 견분을 실아로서 집착하되 그 집착이 무간단으로 이어지는 것

은 말라식의 아집이며, 제8식의 식소변 중 상분을 실법으로서 집착하되 그 집착이 무

간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말라식의 법집이다. 반면 제8식의 식소변 중 색수상행식의 

오온을 의식적으로 실아로 간주하는 집착은 구생기의 집착이되, 의식을 따라 간단이 

있으므로 제6의식의 아집이 되고, 제8식의 식소변 중 온처계를 의식적으로 실법이라

고 집착하는 것은 구생기의 집착이되 의식을 따라 간단이 있으므로 제6의식의 집착

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成唯識論 , 제1권, 대정장31, 2상(구생아집)과 제2권, 대

정장31, 6하-7상(구생법집)을 참조.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생기의 집착:                       我執                             法執

         제7식상의 집착(무간단):   제8식의 견분을 실아로 집착     제8식의 상분을 실법으로 집착  

         제6식상의 집착(간단):       오온을 실아로 집착              온처계를 실법으로 집착

       분별기의 집착

         제6식상의 집착: 잘못된 학설 내지 잘못된 분별로 인한 것 

      제7말라식이 아와 법으로 간주하는 제8식의 견분과 상분 그리고 제6의식이 아와 법

으로 간주하는 오온과 온처계는 모두 제8식의 식소변이다. 결국 일체가 제8아뢰야식

의 식의 변현 결과라는 것, 즉 그 자신의 마음 바깥의 실재가 아니라는 것, 그러므로 

가아와 가법이지 결코 실아와 실법이 아니라는 것을 모름으로써 아집과 법집이 생겨

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집착을 깨기 위해서는 유식무경의 이치, 즉 유식성의 깨달

음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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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변은 식 자체가 견분과 상분, 즉 주관적 심리활동과 물리적 대상세계로 이분

화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것은 인연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조건이

며 현상세계로의 변현인 것이다. 제8아뢰야식의 분별인 이분에 따라 상분으로 현

현하는 대상세계 또는 그 상분에 대한 견분의 작용 내지 그 존재 자체를 문제삼

을 수는 없는 것이다.163) 문제의 분별, 즉 비판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허망분별은 

그러한 식소변으로서의 현상세계를 바로 그런 것으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 각각

을 실체화하여 상일주재하는 자아 또는 임지자성의 물질 세계로 사량 분별하는 

것이다. 그럼 이 협의의 분별은 어떤 구조로 발생하는가?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산길을 가다가 길가의 무엇인가를 보고 뱀으로 알고 놀라 

도망쳤다고 해보자. 그는 무엇을 보았는가? 그 순간 그는 뱀을 보고 도망친 것이

다. 그러나 거기 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가 본 뱀은 그의 마음이 그려낸 것이지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즉 그가 본 것은 거기 실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

지만 그는 무엇인가를 보긴 보았다. 즉 그가 본 것은 거기 실재로 존재하는 것이

다. 그렇다면 그가 본 것은 과연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가 본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가 본 어떤 것, x는 분명 있는 것이지만, 그는 그 x를 x가 아닌 y인 

뱀으로 보았다. 그렇게 해서 그는 뱀을 보았지만, 그가 본 뱀, y는 거기 존재하지 

않는다. y는 그의 마음이 그린 것일 뿐 거기 실재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분별이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를 알게 된다. 무엇인가를 보

면서 그 무엇(x)을 무엇(y)으로 보는가가 바로 분별인 것이다. 따라서 분별은 본래 

그가 본 것 x와 그가 본다고 생각한 y의 두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그 둘 다가 식

의 대상, 즉 識所緣이다. 그러므로 분별에 있어서는 서로 구분되는 두 식소연이 있

게 되는데, 있는 무엇인가의 x는 본래의 인식대상으로서의 所緣이며, 그것에 대한 

분별결과로서의 y는 인식결과로서의 所緣이 된다. 유식은 이중 전자를 疏所緣이라

고 하고, 후자를 親所緣이라고 한다. 앞의 예의 경우 길에 있던 어떤 것 x는 疏所

緣이며, 그가 그 순간 직접 떠올린 뱀, y는 親所緣이 된다. 친소연은 바로 그 식 

자체의 소변이다. 즉 뱀을 본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식은 바로 그 식 자체가 전변

한 뱀을 직접 본 것이다. 소소연은 인식에 있어 인식되어야 할 本質이 되고, 친소

연은 인식하는 식 자체의 전변결과로서 생겨난 분별상인 影像이 된다.164) 이와 같

163) 구분되는 것으로 이분되는 것을 ‘분별’이라고 정의하는 한, 견분과 상분으로의 이분 역

시 분별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식의 전변은 곧 분별이 된다. 辯中邊論 에

서 분별은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식의 전변 

자체가 아니다. 식전변 일체를 포괄하는 광의의 분별과는 구분되는 협의의 분별이 문

제다. 협의의 분별이란 곧 앞서 논한대로 인연변을 제외한 분별변의 분별을 뜻한다. 

164) 이상 소소연과 친소연, 본질과 상을 三類境說과 연관지어 설명하자면, 본질은 곧 性

境이고, 상은 본질 없이 떠올린 것일 경우 獨影境이며, 본질에 따라 일어나되 본질

과 달리 떠올린 것일 경우 帶質境이 된다. 여기서는 본질이나 성경 역시 본식의 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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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별이란 언제나 ..을 ..로서 분별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분별의 구조:   능변식이       ...를          ...으로         인식함

                                疏所緣        親所緣

                                (本質)         (影像)

   이와 같이 분별이란 두 항을 가지게 된다. 분별은 ..를 ..으로 구분하여 아는 것

인데, x를 x로 바로 알든가, 아니면 x를 x아닌 것, 즉 y로 잘못 아는 것이다. x를 

y로 분별할 때, x는 그 인식이 본래 인식하고자 하는 대상, 즉 소소연이며, y는 그 

식 자체의 인식방식에 의해 변형되어 인식된 결과으로서의 대상이다. x를 x로 바

로 아는 것을 自性分別이라고 하고, x를 x아닌 y로 잘못 분별하는 것을 計度分別

이라고 한다. 길 위에 놓여 있던 x가 노끈이었다면, 노끈을 노끈으로 바로 아는 

것이 자성분별이라면, 노끈을 노끈 아닌 뱀으로 잘못 아는 것은 계탁분별이 된다.  

    自性分別:       x(소소연)를        x(친소연)로         바로 인식함

    計度分別:       x(소소연)를        y(친소연)로         잘못 인식함

                

   이 자성분별과 계탁분별에다 과거를 기억하는 隨念分別을 더하여 유식인식론

서인 집량론 은 인식에서의 분별을 크게 셋으로 분류한다. 대상의 자상을 있는 

그대로 현량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自性分別이라고 하는데, 전오식과 제8식은 모두 

자성분별 뿐이다. 그 외 제6의식이나 말라식도 자성분별할 수 있다. 그 다음 생각

을 따라 과거의 일을 다시 기억해내는 분별을 隨念分別이라고 하는데, 이는 제6의

식만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計度分別은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 자상으로 주어

지지 않은 것을 생각하여 분별하는 것으로, 제6 의식과 제7 말라식만이 이런 잘못

된 분별을 행한다.

            제8식    자성분별

            제7식    자성분별,  계탁분별

            제6식    자성분별,  계탁분별,  수념분별

            전5식    자성분별      

변으로서의 상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식의 소연경을 셋으로 분류

하는 삼류경설은 본래 인도 세친의 유식에서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成

唯識論 에서는 아직 언급되고 있지 않다. 그것은 成唯識論 을 번역한 현장의 제자 

자은 규기가 법상종을 세울 때 함께 확립한 이론이다. 규기, 成唯識論掌中樞要 , 上

卷 末, 대정장43, 620上 참조. 삼류경설에 대해서는 김동화, 유식철학 , 보련각, 1973, 

281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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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앞의 예와 연관시켜 보면 노끈을 뱀으로 판단한 것이 의식과 말라식의 

계탁분별이다. 이것이 잘못된 판단인 것은 눈앞에 객관적으로 주어진 노끈을 그냥 

있는 그대로의 노끈으로 알지 못하고 그에 대한 주관적 상을 일으켜 잘못 해석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소소연의 본질은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 대상 자

체이고, 친소연의 상은 그에 대한 주관적 표상처럼 여겨지며, 나아가 불교가 허

망분별을 비판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있는 그대로의 본질을 바로 파악하

지 못하고 주관적 심상에 의해 왜곡함을 비판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주관적 허망

분별의 지양이 곧 주관독립적인 객관적 본질의 인정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주관적 식을 부정하고 객관적 경을 인정하는 ‘無識有境’이 아

닌가?  

   그러나 위의 비유의 의미는 보다 깊은 곳에 놓여 있다. 우리는 우리 눈앞의 현

상에 대해 그것이 그냥 그렇게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돌, 

이것은 나무, 저것은 나비, 저것은 뱀으로 그 각각 자기 본질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실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식은 이러한 현상세계 자체를 식독립적 객

관실재가 아니라, 아뢰야식의 전변결과인 식소변, 즉 아뢰야식의 상분으로 이해한

다. 즉 앞의 비유는 우리가 어느날 우연히 잘못 보아 잘못 판단한 뱀에 대해 그것

이 뱀이 아니고 노끈이 아니냐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언제나 뱀이라고 생각하는 그 뱀이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 자체가 그려낸 식소변

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뱀을 보며 뱀이

라고 판단했을 때, 그 판단 역시 계탁분별일 수가 있다. 그럼 여기에서는 무엇을 

무엇으로 잘못 보았기에 계탁분별이 되는가? 

   의식과 말라식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라보는 이 현상세계를 식독립적 객관 

실재라고 간주할 경우 그것이 계탁분별이 된다. 유식에 따르자면 현상세계는 아뢰

야식의 변현결과인데, 그 식소변으로서의 현상세계(x)를 그러한 식소변으로 자각

하지 못하고 반대로 식독립적인 객관 실재(y)로 잘못 분별하기에 계탁분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식 말라식의 계탁분별을 앞서 논한 분별구조대로 말하자면 다음

과 같다. 

   計度分別: 의식‧말라식이          x를                     y로           잘못 분별함.

                             아뢰야식의 식소변을     식독립적 객관실재로

                                   견분을             자아 자체(實我)로           

                                   상분을             세계 자체(實法)로 

   노끈을 노끈으로 바로 보지 못하고 그 노끈을 뱀으로 착각하여 황급히 산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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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쳐 달려가듯이, 우리는 이 현상세계가 아뢰야식의 식소변임을 자각하지 못한 

채 그 식소변을 나 자신 그리고 세계 자체라고 생각하면서 집착하여 탐심을 갖고 

달려들거나 염심을 갖고 달아나는 것이다. 뱀이라고 생각한 것이 실제로는 뱀이 

아니라 노끈이었음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자아와 세계로 집착하는 것이 실제로는 

식독립적인 객관적 실유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식에 의해 변현된 식소변임을 말

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유식이 허망한 계탁분별을 비판하는 것은 경의 객

관적 실유성을 부정하며 그 경을 오직 능변식의 변현결과로서만 인정하는 ‘有識無

境’의 한 표현인 것이다.      

   그러므로 제6의식과 제7말라식의 계탁분별 역시 그 근저에서 아뢰야식이 활동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분별이나 사량은 그것이 잘못된 경우라고 할지

라도, 이미 무엇인가가 그 잘못 분별 사량될 근거로서 주어져 있지 않다면 가능하

지 않기 때문이다. 아뢰야식의 인연변의 활동결과 각 유정의 신체와 공동의 기세

간과 관념세계가 아뢰야식의 상분으로, 그리고 그런 상분을 감지하며 유지하는 활

동이 아뢰야식의 견분으로 현상화된다. 문제는 의식과 말라식이 그러한 마음의 심

층활동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 활동 결과인 견분과 상분을 각기 식독립적인 자아

와 세계로 실체화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각각을 객관 실유로 간주하는 것이 문

제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아뢰야식의 전변은 의식이나 말라식의 전변과는 본질적으로 구분

되는 것이다. 아뢰야식의 전변은 우리의 현상세계를 형성해내는 존재론적 전변인 

變現이며, 의식과 말라식의 전변은 그런 현상세계를 인식하는 인식론적 전변인 分

別이다. 두 종류의 전변이 모두 견상으로의 이분화란 의미에서 분별이라고 불리기

도 하지만, 이런 광의의 분별은 의식과 말라식의 계탁분별로서의 협의의 분별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아뢰야식의 견상이원화의 분별은 인연에 따라 발생하는 전변(因

緣變)으로서 의타기성에 해당하고, 의식 말라식의 분별은 그런 아뢰야식 식소변으

로서의 현상을 아집 법집에 따라 계탁분별하는 허망분별의 전변(分別變)으로서 변

계소집에 해당한다. 이제 전변하는 식과 전변된 결과로서의 경의 관계를 좀더 명

확히 밝혀보기로 한다. 

  



Ⅴ. 識과 境(名色)의 관계  101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 101 -

Ⅴ. 識과 境(名色)의 관계

  

1. 緣起的 관계

   아뢰야식의 변현이란 식으로부터 현상존재를 형성해내는 활동이다. 그리고 의

식과 말라식의 분별이란 그렇게 형성된 현상존재를 경험함으로써 분별식을 얻어

내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식으로부터 존재에로의 이행이 아뢰야식의 활동이라면, 

존재로부터 인식으로의 이행이 의식 말라식의 활동이다. 문제는 이 둘이 과연 어

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ꠏꠏ>  현상존재(境)   ꠏꠏꠈ

      심층적 아뢰야식의 變現    ꠐ                      ꠐ    표층적 의식 말라식의 分別 

                                ꠌꠏꠏ   심층마음(識)  <ꠏꠏꠎ

 

   식과 경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두가지 관점이 가능하다. 식 또는 마음에

서부터 현상존재를 설명하는 관점과 현상존재에서부터 인식과 경험을 설명하는 

관점이 그것이다. 전자처럼 識을 기준으로 삼고 境을 그 결과로 보아 현상세계는 

단지 우리 마음의 변현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관념론’이라면, 후자처럼 

경을 기준으로 삼고 식을 그 결과로 보아 우리의 인식이란 단지 존재 자체의 반

일 뿐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실재론’이다. 식을 주체로 보고 경을 객체로 규정한

다면, 주체에 의거하여 객체를 설명함이 ‘관념론’이라면, 반대로 객체에 의거하여 

주체를 설명함이 ‘실재론’이다. 유식은 이 중 어느 관점에 있는가? 

   불교는 처음부터 인간의 존재와 인식을 설명함에 있어 그 어느 하나도 그것을 

성립시키는 다른 조건없이 그 자체 확고한 출발점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해왔다. 일

체를 인연화합하여 형성되는 결과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뢰야식 자체

도 현상세계 자체도 다른 하나를 무조건적으로 산출해내는 절대적 출발점이 아니

라, 다른 하나를 전제로 해서 성립하는 緣起的 존재이다. 식과 경은 상호의존적이

며 상호인과적인 관계로 이해된다. 우선 다음과 같은 12支 연기에서 보면 식은 명

색의 조건이 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무명 → 행 →  ꠐ 식 → 명색 ꠐ → 육처 → 촉 → 수 → 애 → 취 → 유 → 생 → 노사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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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제3지와 제4지의 식과 명색은 식을 연하여 명색이 생하는 관계로 설명

된다. 즉 식이 명색의 조건이 된다.165) 이를 ‘名色緣識生’(식을 연하여, 즉 식을 조

건으로 해서 명색이 생한다)라고 한다. 식이 因이 되고, 명색이 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불교는 일체를 실체가 아닌 연기소생의 결과로 간주하므로, 색수상행식 각

각에 대해서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연이 무엇인가를 묻는다. 결국 識薀을 성

립시키는 근거는 무엇인가를 묻게 되며, 불교는 이를 명색이라고 답한다. 

 

[문] 무엇에 인연하여 識陰[蘊]이라고 하는가? [답] 名色을 因으로 하고 名色을 緣으로 한 

것을 識陰이라고 한다.166)

   여기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은 ‘名色緣識’(명색을 연하여서, 즉 명색을 조건으로 

해서 識이 있다)이다. 즉 명색이 因이 되고, 식이 果가 된다. 그러나 12지 연기에

서는 식을 인연으로 하여 명색이 생한다고 하고, 여기서는 다시 그 명색을 인연으

로 하여 식이 생한다고 한다면, 이는 순환적 설명이 아닌가? 다음과 같이 도표화

할 수 있는 순환논증의 오류에 빠진 것은 아닌가?

                            ꠆ꠏꠏ>  名色(현상=境)   ꠏꠏꠈ

            名色緣識生      ꠐ                       ꠐ     名色緣識

                            ꠌꠏꠏ        識       < ꠏꠏꠎ

   불교는 처음부터 이 문제를 의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雜阿含經 에서 다시 

다음과 같이 묻는다. 

명색은 識을 연하여 생하는데 이제 다시 명색을 연하여 식이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것

인가?167)

165) 물론 연기의 名色에서 名은 (본고에서와 같이) 관념적 의식대상에 국한되기보다는 오

히려 色을 제외한 수상행식의 주관적 인식활동을 주로 의미한다. 즉 감각과 제6의식

의 식작용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수상행식 중의 識은 본고의 논의에 

따르면 七轉識의 분별작용에 속하는 식이지 아뢰야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

의 식(아뢰야식)과 경(아뢰야식이 변현된 경)의 관계에 있어 경에 포함시켜 논의해도 

무방하다. 경험적 識은 초월적 아뢰야식이 주객으로 이원화한 것 중의 한 부분인 견

분으로서 현상 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맥에서 韓廷傑은 12연기 중의 

제3지인 식은 아뢰야식을 의미하고, 제4지 명색의 명(수상행식) 중의 식은 의식을 의

미한다고 말한다. 韓廷傑, 唯識學槪論 , 文津出版, 1993, 2쪽 참조.

166) 雜阿含經 , 제2권, 대정장2, 14下, “何因何緣. 名識陰 ... 名色因名色緣. 是故名爲識陰.” 

167) 雜阿含經 , 제12권, 대정장2, 81중, “名色緣識生. 而今復言名色緣識. 此義云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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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실체론적 사유에 대항하는 연기론 자체

의 논리 때문이다. 실체론이 현상의 원인을 계속 탐구해나가다가 그 궁극적 원인

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연기론은 그러한 궁극적 원인을 부정하며 일체를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고 간주한다. 실체론이 일체의 현상세계를 떠받드는 궁극적 

지점을 찾고자 한 것은 “아르키메데스는 전체 지구를 그 자리에서 움직이기 위해 

단 하나의 확고부동한 점만을 요구하 다”168)는 그들의 기본신념에서 잘 드러난다. 

태초에 자기 원인으로서의 신이 있어 우주를 창조하 다는 것이나, 태초에 빅뱅이 

발생하여 그로부터 우주가 생성되었다는 것이나, 모두 단 하나의 궁극원인, 단 하

나의 기본원리로부터 일체의 존재를 설명하고자 하는 실체론적 논리에 속하는 것

이다. 이에 반해 연기적 사유는 궁극원인을 부정하고, 그 원인조차도 바로 그 원인

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를 통하여 다시 설명하므로, 형식논리적으로 보면 ‘순환논

증의 오류’를 범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因이 다시 果가 되고, 果가 다시 因이 

되기에 연기를 ‘相互因果性’ 또는 ‘相依相關性’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위의 물음

에 대한 다음과 같은 답은 일체가 상호의존적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비유를 들어 말하자면 세 개의 갈대가 빈땅에 설 때 서로 의지하여 서는 것과 같다. 하나를 치

우면 둘이 설 수 없고, 둘을 치우면 하나가 설 수 없게끔 서로 의지하여 선다. 식을 연하여 명

색이 있음도 이와 같다. 서로 의지하여 생장하는 것이다.169)

   이를 成唯識論 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식을 연해서 명색이 있고, 명색을 연해서 식이 있다. 이처럼 두 법이 전전해서 서로 의지하는 

것이 비유하면 갈대 묶음이 동시적으로 서로 의지하는 것과 같다.170)

168) Descartes, Meditationes de Prima Philosophia, Hamburg, 1959, 43쪽.

169) 雜阿含經 , 제12권, 대정장2, 81중, “譬如三蘆立於空地. 展轉相依. 而得堅立. 若去其一. 

二亦不立. 若去其二. 一亦不立. 展轉相依. 而得堅立. 識緣名色. 亦復如是. 展轉相依. 而

得生長.” 이에 근거해서 舟橋一哉는 원시근본불교에서 식은 연기주체라기 보다는 그 

자체 인연소생으로 이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식을 연기주체로 이해하는 것은 

후대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舟橋一哉, 原始佛敎思想の硏究 , 法藏館, 1952, 59쪽 참

조. 그러나 본고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식이 연기주체로 이해된다고 해서 식과 

명색의 상호규정성이 전면 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상호규

정관계에는 ‘同時的 상호규정’ 이외에 ‘異時的 상호규정’도 있기 때문이다. 두종류의 

상호규정에 대해서는 이하의 주 177) 참조할 것. 나아가 成唯識論 이 유부와 정량부, 

상좌부와 경량부 등의 인과개념을 어떻게 비판하면서 유식 나름의 인과개념을 확립

하게 되는지에 관해서는 渡邊降生, “唯識說における緣起の正理”, 緣起の硏究 (武邑敎

授 小島敎授 定年記念論文集), 百華苑, 1985, 87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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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식과 명색, 즉 심층의 식과 현상적 경은 서로 인과 과의 관계에 있다. 

이는 곧 아뢰야식에 의한 현상존재로의 변현과 그렇게 변현된 현상을 전제로한 

의식과 말라식의 분별이 서로 인이 되고 과가 되는 순환관계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아뢰야식의 변현과 의식 말라식의 분별의 순환관계를 보다 상세하

게 논하는 것이 곧 아뢰야식의 종자생현행과 의식 말라식의 현행훈종자의 관계이

다. 이하에서는 그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유식에 있어 식과 명색의 순환적 관계를 

밝혀보도록 한다. 

2. 識과 境의 순환성

   1) 種子生現行과 現行熏種子의 순환

   앞서 논의된 식과 경의 순환관계가 유식에 있어 단적으로 드러나는 곳은 종자

의 현행과 종자의 훈습의 관계이다. 현상으로 현행하거나 현행으로부터 다시 훈습

될 종자란 무엇인가? 아뢰야식 내에 함장되어 있다가 현상으로 변현하는 힘 나아

가 의식이나 말라식에 있어 현상을 분별하는 힘을 종자라고 칭한 것은 그 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자라고 칭하는 생명체의 씨앗에 가장 잘 비유될 수 있기 때

문이다. 한 그루의 나무의 존재를 결정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물론 

햇빛이나 물 등 여러 가지 衆緣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연, 즉 因緣은 바로 그 나무의 종자이다. 땅 밑에 심겨진 종자로부터 싹이 나

고 줄기가 생겨 결국 한 그루의 나무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나무는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지상 위의 그 나무는 다시 자신의 종자를 남

기고 그 종자가 다시 겨울 내 땅 밑에 머물러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지상 위로 

싹을 낸다. 아뢰야식 내의 종자와 이 세계와의 관계가 바로 땅 밑 나무의 씨앗과 

지상의 나무의 관계에 상응한다. 아뢰야식, 즉 우리의 마음 안에는 무수한 종자가 

함장되어 있다. 구체화되거나 현실화되지 않은 이런 저런 생각과 이런 저런 욕망

이 우리 마음을 이루고 있다. 그 마음이 한시도 고정적으로 정지해 있지 않은 것

은 마치 땅 밑 씨앗이 고정되어 정지해 있지 않는 것과 같다. 그것은 생명을 가진 

것이기에 계속 변화하고 바뀌어 간다. 우리의 현상세계가 항상 고정된 실체가 아

170) 成唯識論 , 제3권, 대정장31, 17上, “識緣名色. 名色緣識. 如是二法展轉相依譬如蘆束俱

時而轉.” 이는 아뢰야식의 존재를 증명하는 十理證 중의 하나인 ‘識名色互爲緣證’이다. 

명색과 식이 서로 의지하므로 그런 식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명색의 연이 되는 식

은 아뢰야식일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제8아뢰야식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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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은 아뢰야식 내에 함장되어 있는 종자, 세계로 변현할 

종자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매순간 변화하며 바뀌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아뢰야식 또는 종자식은 매순간 굽이쳐 흐르면서 변화하는 폭류에 비유된다.

[아뢰야식은] 항상 전변하여 폭류와 같다.171) 

  

   매순간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하나의 연속성을 이루는 이와 같은 변화와 흐

름 때문에 아뢰야식은 폭류에 비유된다. 이는 아뢰야식 내의 종자가 끊임없이 변

화성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뢰야식 내에서 종자가 계속 변화 성장하는 것을 

‘種子生種子’라고 한다. 

   그렇게 살아있는 씨앗이기에 그 생명력이 충만하게 무르익어 때가 되면 두꺼

운 지면을 뚫고 땅 위로 고개를 내 고 자라 한 그루 나무가 되는 것처럼, 아뢰야

식 내에서 폭류처럼 흘러가던 종자들 중 因과 緣이 적절하게 맞아떨어진 종자들

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세계의 모습으로 현상화한다. 그러나 그러한 종자의 현실

화는 어느 몇몇 순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발생한다. 

폭류로서의 전체 아뢰야식의 흐름 속에서 끊이지 않고 현상화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현상 세계가 간단없는 연속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현상화되지 않은 채 전체 폭류적 흐름 속에 남겨져 있는 종자를 潛在識으로서의 

아뢰야식이라고 한다면, 그 중 인연화합하여 구체적 현상세계로 드러난 부분을 바

로 그 순간의 現行識으로서의 아뢰야식이라고 한다. 

   아뢰야식 내의 잠재적 종자가 구체적인 현상세계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종

자의 現行化라고 하며, 이를 ‘種子生現行’이라고 한다. 종자가 현행화한 결과가 바

로 이 세계이다. 이는 세계를 아뢰야식의 외화, 종자의 자기 실현으로 보는 것이

다. 종자란 현상세계를 창출하는 ‘變化差別功能’이며, 현상세계란 바로 그 공능의 

자기실현이다. 종자가 현행화하여 구체적인 현상세계를 이룬다. 현상은 종자의 현

현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유식은 아뢰야식이 형성하는 세계를 아뢰야식 내에 함

장되어 있던 잠재적 세력으로서의 종자들이 현상화되어 나타난 세계, 즉 식이 전

변화한 결과, 한마디로 識所變이라고 밝힌다. 

   그러나 종자가 현행화하여 그려진 이 세계를 우리는 일상적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의 변현으로 의식하지 못한다. 앞서 논했듯이 우리에게 아뢰야식의 활동 자체

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주관적 활동 자체는 감추어진 채, 활동결과만이 의식

171) 成唯識論 , 제2권, 대정장31, 7下, “恒轉如瀑流”. 그러므로 아뢰야식은 범부가 집착하

는 대로 상주하는 단일한 자아가 아니라 폭류처럼 변화하는 무수한 종자들의 흐름일 

뿐이다. 그것은 하나의 단일한 실체로서 자기동일성을 지닌 채 머물러 있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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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어지므로, 우리는 그것을 마음 바깥의 객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것을 객관 자체라고 집착하며, 이것은 나, 저것

은 너, 이것은 나, 저것은 세계라고 분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나와 세계에 대한 

아집과 법집이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아뢰야식의 활동성을 바로 그런 것으로서 

자각하지 못하는 무명 속의 의식 또는 말라식은 현상적 세계를 또 다시 그 자신

의 방식대로 사량 분별한다. 그러므로 현상세계로 변현된 종자와는 구분되는 새로

운 종자가 다시 의식과 말라식의 분별작용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어 마음에 심겨

지게 된다. 이처럼 의식과 말라식의 활동 결과 우리 마음인 아뢰야식에 종자가 심

겨지는 과정을 유식은 ‘종자의 熏習’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곧 ‘現行熏種子’이다. 땅 

밑 씨앗으로부터 자라난 나무가 다시 새로운 씨앗을 만들어 땅에 심는 것과 같다. 

이처럼 종자를 훈습할 수 있는 식, 즉 能熏識은 칠전식과 그 작용이다. 

오직 七轉識과 그 심소만이 뛰어난 작용이 있어 ... 能熏이 될 수 있다.172)

   

   그리고 육식과 말라식에 의해 훈습되는 종자를 받아들이는 것, 즉 所熏識이 바

로 아뢰야식이다.

오직 이숙식[아뢰야식]만이 ... 종자를 훈습받을 수 있다.173)

172) 成唯識論 , 제2권, 대정장31, 9하-10상, “唯七轉識及彼心所有勝勢用. ... 可是能熏”. 칠

전식과 그 심소만이 능훈이 될 수 있는 까닭을 설명하기 위해 “能熏四義”가 말해지고 

있다. 즉 종자를 훈습할 수 있는 식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 특징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1. 生滅있고 2. 勝用있고 3. 增減있고 4. 所熏과 화합하여 轉하는 것이다. 1에 

의해 생멸이 없는 無爲法은 제외되고, 2에 의해 승용이 없는 異熟心, 즉 아뢰야식이

나 心所法은 제외되며, 3에 의해 佛果圓滿善法이 제외되고, 4에 의해서는 다른 유정

의 전후찰라의 식이 제외된다. 결국 이 네조건을 갖춘 식은 동일 유정의 6식과 말라

식 그리고 그 심소 뿐이다. 成唯識論 , 제2권, 대정장31, 9下 참조. 종자를 심을 수 

있는 능훈식이 칠전식 뿐이라는 것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현행 아뢰야식의 전변결과

인 견분과 상분은 그냥 현행화되어 한 순간 존재하는 것일 뿐, 그 결과로 다시 종자

를 남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현행 아뢰야식은 그 업을 다하고 사라지는 순간 자

기 흔적, 종자를 남기지 않는다. 종자를 남기는 식, 즉 현행훈종자의 현행식은 바로 

그렇게 아뢰야식에 의해 현행화된 현상세계를 분별하여 판단 또는 집착하는 七轉識

일 뿐이다. 

173) 成唯識論 , 제2권, 대정장31, 9下, “唯異熟識 ... 可是所熏.” 소훈식이 오직 아뢰야식뿐

인 것도 소훈식이 갖추어야 할 4가지 조건을 구비한 것이 오직 아뢰야식 뿐이기 때

문이다. 所熏四義는 다음과 같다. 1. 堅住性 2. 無記性 3. 可熏性 4. 和合性이다. 1은 

훈습되는 종자를 견지할만큼 일류상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로써 간단있게 발생하는 

轉識은 제외된다. 2는 선악무기의 온갖 종자를 다 소훈할 수 있기 위해 그 자체는 무

기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로써 더 이상 훈습받지 않는 如來第八淨識은 제외된다. 3은 

훈습받음이 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이로써 심소법이나 무위법이 제외된다. 4는 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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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 종자와 현행간에는 세가지 관계가 성립한다. 현행식에서부터 종자

가 심겨지는 현행훈종자의 과정과 그렇게 훈습된 종자가 생멸을 거듭하며 새로운 

종자로 성숙해가는 종자생종자의 과정 그리고 그렇게 성숙된 종자가 드디어 현행

식으로 화하는 종자생현행의 과정이 그것이다. 그런데 현행훈종자나 종자생현행에 

있어서는 그 각각이 同時的으로 발생한다. 즉 현행훈종자에서 현행하는 순간과 그 

현행이 종자를 남기는 순간은 한 순간이며, 종자생현행에서 종자가 생하는 순간과 

현행이 성립하는 순간은 동시적인 것이다. 반면 종자생종자에 있어서는 인으로서

의 앞의 종자가 멸하고 그 다음 종자가 과로서 발생하는데, 그 인과 과의 종자는 

동시적이 아니라 異時的이다. 그래야만 생멸하면서 성숙하는 종자의 흐름이 성립

할 수 있기 때문이다.174) 

   이와 같은 세과정은 잠재적 종자와 현행식이라는 측면에서만 고찰할 경우, 종

자생현행과 현행훈종는 마치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는 순환적 관계인 듯 이해될 

수도 있겠다. 거기에다 종자생종자의 과정을 덧붙이면 종자와 현행간의 관계는 흔

히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도표화된다.  

                 현행                    현행                   

               ꠆ꠏꠏ> ꠏꠏꠏꠈ              ꠆ꠏꠏ> ꠏꠏꠏꠈ               

           생  ꠐ       ꠐ  훈      생  ꠐ       ꠐ 훈         

               ꠌꠏꠏ <ꠏꠏꠏꠎ              ꠌꠏꠏꠏ <ꠏꠏꠎ               

                  종자     -- 생 -->     종자    -- 생 -->      종자   ...

                   t1                     t2                      t3  . . . 

   이와 같이 보면 종자생현행과 현행훈종자의 순환은 마치 시작과 끝이 맞물린 

하나의 원처럼 보인다. 그리고 만일 종자와 현행이 정말로 이러한 순환구조를 이

식과 화합할 수 있게끔 동시동처에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로써 다른 유정의 

식에 훈습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네가지 조건을 두루 갖춘 것이 바로 아뢰야식이

다. 成唯識論 , 제2권, 대정장31, 9下 참조.

174) 종자생현행과 현행훈종자는 각기 인과 과가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에 ‘因果同時’

라고 한다. 즉 종자가 현행을 생할 때, 인으로서의 종자의 작용과 과로서의 현행의 

활동이 동시적으로 발생한다. 현행이 종자를 훈습할 경우에도 인으로서의 현행의 활

동과 그 과로서의 종자의 훈습은 동시적으로 발생한다. 반면 종자생종자의 과정은 

‘因果異時’이다. 찰라적 존재인 종자가 생했다가 그 다음 순간 멸하면서 과로서 그 다

음의 종자를 생하게 한다. 그러므로 한 종자가 다른 종자를 생할 때, 인으로서의 종

자와 그 다음의 과로서의 종자는 동시적 존재가 아니라 시간 계열을 형성하면서 연

차적으로 발생하는 異時的 관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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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다면, 현행화한 종자와 그 현행 후 다시 심겨질 종자는 동일한 종자가 되며, 결

국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는 단지 무의식적 종자 차원에서만 일어날 뿐 현행식 

자체는 종자의 흐름에 아무 변화도 야기시키지 못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종자와 현행 간의 순환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종자생현행에서의 현행이 현상으로의 변현을 의미하는 한 그것은 바로 

아뢰야식의 현행이며, 현행훈종자에서의 현행은 능훈식으로서의 七轉識이므로, 그 

현행식의 식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나아가 현행식 자체가 구분되므로, 현행을 

일으키는 종자와 현행을 통해 새로 훈습된 종자 역시 동일한 종자가 아니게 되는

데, 이는 곧 종자 흐름 상의 변화가 단지 잠재적 차원에서의 종자생종자 과정에서

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식의 차원에서도 발생가능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

다. 이 점을 감안하면 종자생현행과 현행훈종자의 순환은 위에서와 같이 시작과 

끝이 맞물리는 하나의 폐쇄된 평면적 원일 수가 없다. 따라서 종자식과 현행식과

의 순환은 그 순환 관계 속에 있는 현행식 자체를 구분함으로써, 아뢰야식의 변현

과 칠전식의 분별 간의 순환으로 좀 더 정확하게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변현(인연변)과 분별(분별변)의 순환 

   종자생현행으로 표현될 수 있는 종자의 가장 근본적 현행화는 근본식으로서의 

아뢰야식의 현행화이다.175) 앞 절에서 논의한 대로 아뢰야식의 상분과 견분으로의 

이원화과정인 변현이 곧 아뢰야식의 현행화 과정인 것이다. 아뢰야식의 변현을 통

해 현상세계, 즉 개인적 신체와 그 신체가 몸담고 있는 기세간(상분)이 형성되고, 

그렇게 형성된 세계를 연하는 마음의 작용(견분)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둘은 아

뢰야식 자체의 변현 결과이다. 그런데 이 식 자체의 활동성을 알지 못하는 무명으

로 인해 그들 식소변을 각각의 별개의 실체처럼 집착 사량분별하는 현행식이 발

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의식과 말라식의 작용이다. 이를 아뢰야식의 변현과 구

분하여 의식과 말라식의 분별이라고 한다. 그리고 앞서 논의하 듯이 현행훈종자

로서 종자를 훈습하는 현행식은 현행 아뢰야식이 아니라, 바로 현상을 집착 분별

하는 현행 의식과 말라식인 것이다. 

175) 물론 의식과 말라식의 칠전식의 식작용 역시 아뢰야식 내의 종자의 현행이므로, 종자

생현행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현행이 바로 분별작용으로서, 이 분별작용은 

곧 그 결과의 종자를 새로 훈습하게 된다. 그러나 매순간은 아니겠지만, 특별히 의식

을 집중하여 사고하거나 결단해야 할 경우, 아뢰야식 내의 종자 중 어느 종자를 현

행하게 하는가는 의식 자체의 선택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 있어서도 무의

식적 종자에 의해 의식적 현행이 전적으로 규정된다는 결정론이 옹호되는 것은 아니

다. 



Ⅴ. 識과 境(名色)의 관계  109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 109 -

   이와 같이 보면 종자생현행의 근본 현행식은 현상으로 변현하는 현행 아뢰야

식이며, 현행훈종자의 현행식은 현상을 분별하는 능훈의 의식과 말라식이다. 이처

럼 아뢰야식의 변현과 의식 말라식의 분별은 분명히 서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그 

둘은 서로 시작과 끝이 맞물리는 하나의 원으로 표현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그 

순환관계를 굳이 도표화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아뢰야식의) 현행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ꠏ>                      

         ꠐ 변현/인연변 ꠐ  生  ꠉꠏꠏꠏ> ꠏꠏꠏꠈ  (7전식의) 현행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ꠐ        ꠐ      熏           ꠐ 분별/분별변 ꠐ

                              ꠌꠏꠏꠏ <ꠏꠏꠏꠎ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종자            

   이와 같이 변현(종자생현행)과 분별(현행훈종자) 간에 성립하는 순환이 그리는 

원은 앞서와 같이 시작과 끝이 맞물인 완료된 원이 아니라, 오히려 각 순간 마다 

변화의 여지가 남겨지게끔 시작과 끝 사이에 틈새가 존재하는 그런 나선형 원이 

된다.176) 즉 현행화한 종자와는 구별되는 다른 종자가 훈습될 수 있게끔 변화의 

176) 순화구조를 이런 방식으로 읽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유식에 있어 현행식으로

서의 아뢰야식의 변현과 현행식으로서의 의식 말라식의 분별을 서로 구분하는 것이

다. 그런데 이것은 아뢰야식의 전변을 종자생종자뿐 아니라 종자생현행의 변현으로 

이해해야 함을 뜻하며, 이는 다시 아뢰야식을 단지 잠재적 종자의 흐름으로서의 아뢰

야식, 즉 잠재적 아뢰야식만으로 간주하지 않고 종자가 현행화하는 변현과정으로서의 

아뢰야식, 즉 현행 아뢰야식으로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유식의 이러한 기본구도

를 본고에서 계속 논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다시 이 점을 강조하는 것

은 많은 유식전문가들이 이점을 놓치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아뢰야식을 단지 종자

식, 잠재식으로 이해하고 현행 아뢰야식의 측면을 간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橫山

紘一, 묘주 역, 唯識哲學 , 108쪽의 아래와 같은 도표가 그 한 예이다. 

                                    아뢰야식

       

→ (Ⅲ) 종자생종자

(Ⅱ) 현행훈종자 (Ⅰ) 종자생현행

전식 ←

                                     (현행식)

      橫山紘一은 또한 “세친의 식전변”(平川彰, 梶山雄一 편, 이만 역, 唯識思想 , 181쪽)

에서 유식유가행파의 기본적 견해를 “심층적인 심과정(아뢰야식)과 표층적인 심과정

(전식; 제법)이 서로 인이 되고 과가 된다”라고 정리하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아뢰야

식은 심층식으로만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뢰야식의 전변이란 전식의 전

변, 즉 분별이 원인이 되고, 종자가 미성숙의 상태에서 성숙의 상태로 변화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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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가 남겨지는 것이다.177) 

라고 말한다. 太田久紀, 정병조 역, 불교의 심층심리 , 137쪽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도표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A 훈습하는 자기   =   C 훈습에 바탕을 두고            

                          7식                  행위하는 자기

                           ↓                       ↑

                            B 훈습을 받아드리는 자기

                                    (아뢰야식)

      服部正明도 인식과 초월 (이만 역, 민족사, 1993) 116쪽에서 능변식 3종을 언급한 

후, “자아의식[말라식]과 육식은 현재적인 식이고, 아뢰야식은 그것을 생성하는 종자

를 내부에 지니고 있는 잠재의식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아뢰야식을 

단순히 잠재식으로서만 간주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객관 실재라고 간주되는 현상세계

가 실은 아뢰야식의 전변 결과, 즉 식소변일 뿐이라고 설명하는 유식의 기본원리에 

이미 어긋난다. 즉 아뢰야식을 단지 잠재식만으로 간주함으로써, 현상세계(신체와 기

세간과 종자)로 전변하는 현행 아뢰야식의 활동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결국은 

현상세계의 존재 자체가 현행 아뢰야식의 식소변이라는 ‘유식무경’에 함축된 존재론

적 의미를 간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유식이 존재론이 아닌 단순한 인식론 또는 

심리분석으로 축소이해되고 마는 것이다. 

177) 아뢰야식의 변현과 칠전식의 분별의 순환관계를 이와 같이 나선형 원을 그리는 열린 

순환관계로 이해해야지만, 앞서 언급된 명색과 식의 순환관계 또한 바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무명 → 행 → 식 → 명색 → 육처 → ... → 노사’ 라는 12지 연기에 있어 

각 지가 서로 인이 되고 과가 된다는 상호인과성은 두가지 방식으로 구분되어야만 

한다. 하나는 인과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 역방향도 가능하다고 보

는 것으로, 이를 “同時的 상호인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식과 명색의 

경우, 식→명색과 동시에 식←명색도 성립하므로, 식과 명색이 서로 인이 되고 또 서

로 과가 되는 것이 동시적으로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 하나의 상호인과는 그들

이 인과 과로서 성립하는 방식이 동시적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감안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를 계기적으로 이어지는 관계라는 의미에서 “異時的 상호인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와 구분되는 것은 12지연기에서 인과의 방향은 오직 

일방향으로만 성립하지 그 역방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즉 식→명색만

이 가능하지, 식←명색은 가능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색이 식의 원인으로서 

상호인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명색이 직접 식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명

색 → 육처 → ... → 노사 → 무명 → 행 → 식’의 방식으로 인과관계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해된 이시적 상호인과에 있어서는 명색의 

인이 된 식과 그 명색으로 인해서 다시 생하게 된 식은 결코 동일한 식이 아니라는 

점이며, 바로 이점이 명색과 식의 상호관계를 동시적 상호인과로 읽어내서는 안되는 

까닭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야만 각 지의 상호인과관계가 서로가 규정하고 규정받는 

것으로 닫친 구조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변천이 가능한 열린 구조를 이

루며, 그 안에서 시간적 역사적 진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아뢰야식활동인 종자생현행과 칠전식의 현행훈종자의 관계를 본문 중에서 논의했듯

이 시작과 끝이 한점으로 모이는 단일한 원이 아니라, 항상 새로 시작하게 되는 나선

형 원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곧 12지 연기에서 식과 명색의 관계를 닫친 구조를 산출

하는 동시적 상호인과가 아니라, 시간적 변천과 역사성을 허용하는 이시적 상호인과

로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야만 연기과정 속에서도 시간과 더불어 진행되는 

변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닭이 알을 낳고, 알이 닭을 가능하게 한다’에

서의 닭과 알의 상호의존관계는 ‘동시적 상호관계’로 보아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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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 안에도 역시 순환은 존재한다. 이는 현행 아뢰야식

의 변현과 현행 의식 말라식의 분별이 한 시점에서 놓고 보면 분명히 서로 구분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식과정을 시간적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 둘이 

그렇게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아뢰야식 내에 함장되

어 있다가 현상세계로 변현하게 될 종자가 결국은 의식과 말라식의 분별과정을 

통해 심겨진 종자이기 때문이다. 현상으로 변현할 종자가 이미 분별소산의 종자라

면, 존재 생성과 그 존재의 인식, 즉 변현과 분별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

로 순환관계에 있는 것이다. 분별적 인식을 통해 형성된 종자가 아뢰야식에 심겨

져서 결국 그것이 다시 현상으로 현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178)

   이처럼 변현과 분별 사이에 순환이 존재하는 것은 현행 아뢰야식의 상분인 신

체와 기세간으로 변현할 종자가 근원적으로는 우리의 의식이나 말라식의 분별 속

의 닭이 낳은 알과 그 알에서 자란 닭은 서로 다른 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닭에

서 알로 그리고 다시 알에서 닭으로 한번의 순환이 완성되면, 그 순환에 있어 출발지

점의 닭과 마지막 지점의 닭은 이름만 같은 닭일 뿐 실제로는 서로 다른 닭인 것이

다. 이는 곧 이 경우 순환이 시간흐름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 다시 말해 그 순환 안

의 상호관계는 동시적 상호관계가 아니라 ‘이시적 상호관계’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

이다. 반면 볏단 세개가 서로 기대섬으로써 형성되는 상호의존관계는 ‘동시적 상호관

계’이다. 왜냐하면 하나에 의거해서 두 개가 서고 그 두 개에 의거해서 다시 한 개가 

선다고 할 때, 그 앞의 하나와 뒤의 하나는 동일한 하나로서 서로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순환을 형성하는 상호인과관계는 이시적 상호관계와 동시적 상호관

계로 구분되어야 하며, 12연기에 있어 상호인과관계는 시간흐름을 고려한 이시적 상

호인과관계로 해석되어야만, 연기적 순환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변화를 제

대로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上野順瑛이 강조하는 연기에 있어서의 “상호인과”의 동시성은 제고되어

야 한다. 즉 그는 연기의 상호의존성을 동시성의 관점에서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 안

근과 색경 또는 명색과 식은 서로 인과 과가 되는 “시간적 常住性”과 “相互因待”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上野順瑛, “原始佛敎に於ける無我輪廻說の論理的意義”, 印度

學佛敎學硏究 , 권7, 1958, 191쪽 이하 참조.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상호인과에 있어 

동시적 상호인과와 이시적 상호인과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된다.

178) 그런데 종자의 현행 보다는 종자의 훈습과정이 우리에게 더 납득하기 쉬운 것은 종자

의 현상세계로의 현행은 심층적인 아뢰야식의 활동인데 반해, 종자가 우리 마음 안에 

심겨지는 훈습은 표층적인 의식과 말라식의 활동이기 때문이다. 즉 심층적 아뢰야식

의 활동이 우리에게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뢰야식 내의 종자가 현행한 결

과로서의 현상세계는 감각하지만, 그 현행의 과정 자체를 우리 자신의 마음의 활동이

라고 자각하지는 못한다. 반면 전5식이나 제6의식 또는 말라식의 활동은 자각할 수 

있으므로, 이런 인식작용이 우리의 마음에 향을 미치리라는 것, 자신의 흔적인 종

자를 남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공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뢰야식의 

변현보다는 7전식의 분별이 우리에게 더 친숙하게 알려져 있고, 따라서 우리에게는 

존재론적으로는 관념론보다는 실재론이, 인식론적으로는 합리론보다는 경험론이 더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결국 유식의 ‘유식무경’ 또는 아뢰야식의 변현설을 의

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 필히 수행되어야 할 것은 상식에 대한 회의, 즉 유

물론적 또는 경험주의적 기반에 대한 철학적 반성 및 그를 통한 태도변경이다. 훗설

은 이를 세계존재의 일반정립(Generalthesis)에 대한 판단정지(Epoché)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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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성립하는 명언종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개념적 분별을 통해 형성되고 훈습된 

명언종자가 아뢰야식 내에서 성숙하여 결국은 현상세계로 변현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존재하는 현상세계, 自相으로 드러나는 대상세계, 한마디로 우리가 

오감을 통해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이 현상세계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의식적 의

지적 분별작용 속에서 형성된 개념의 현현결과인 것이다. 우리가 개념적으로 분별

하고 집착하는 대로 우리의 대상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식의 작용을 한 순간의 단면으로 볼 경우 아뢰야식의 변현에 의해 형성된 존재하

는 현상세계와 그에 대한 의식 말라식의 작용 안에서 사량분별된 인식대상은 서

로 다른 것으로 구별되지만, 그 존재와 인식을 발생학적 또는 통시간적으로 고찰

해볼 경우 그 둘은 본질적으로 별개의 것이 아니게 된다. 의식적 분별을 많이 행

할수록 그 결과 현현하는 대상 세계 자체가 보다 더 분별적이 되고, 의지적 집착

을 많이 행할수록 그 결과 현현하는 현상세계 자체가 보다 더 집착적이 되는 것

이다.

   그리고 아뢰야식의 변현과 의식 말라식의 분별 사이에서 순환을 형성하는 결

정적 요인은 바로 우리 식의 활동을 주도하는 종자이다. 의식 말라식의 분별작용

을 통해 아뢰야식 안에 심겨졌다가 다시 현상세계로 변현하게 되는 종자, 즉 名言

種子인 것이다. 여기서 ‘名言’이 함의하는 바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유식에 있

어 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또 그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분별 사량되는가

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명언, 즉 개념 또는 언어라는 것을 말해준다. 아뢰야식이 

그려놓은 세계,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 그것은 우리의 마음인 아뢰야식 안에 갖추

어진 개념적 힘, 즉 종자의 발현이다. 이처럼 우리가 보는 세계는 바로 우리 자신

의 명언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유식의 통찰이 ‘유식무경’의 핵심을 이룬다. 즉 ‘無

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식대상인 境이 마음 바깥의 實有가 아니고 假有

라는 것이다. 여기서 假란 곧 가설 또는 시설을 뜻한다. 我와 法을 시설하는 근본 

원동력이 바로 종자, 명언, 즉 개념 내지 관념인 것이다. 

   이러한 유식의 통찰은 현대 철학의 통찰과 통하는 바가 있다. 즉 현대의 우리

들 역시 세계를 보는 방식 또는 세계를 읽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언어 또

는 개념이라고 이해한다. 우리가 세계를 읽어내고 분별 해석하는 방식은 우리 자

신이 가진 언어 또는 개념적 틀에 의해 규정된다. 보다 복잡하고 자세한 개념적 

틀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가 가지는 세계관이 보다 복잡해지고 자세해진다. 그러나 

그처럼 개념에 따라 바뀌는 것은 세계를 읽는 방식 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보는 

방식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상세한 개념적 틀을 갖춘 자에게 세계는 상세

하게, 투박한 개념적 틀을 갖춘 자에게 세계는 투박하게 보여진다. 누군가에게는 

몇 개의 점으로 보이는 색깔 배합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누군

가에게는 의미있는 문장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낙서로 보일 것이다. 어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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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는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도 할 것이다. 이와 연속성 상에서 우

리는 인간에게 마시는 물로 보이는 것이 물고기에게는 거주할만한 집이나 길로 

보이리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아귀에게는 피와 고름으로 보이고 천인에게는 맑은 

수정처럼 보일 수 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우리는 누구나 

같은 것을 보고 단지 다르게 해석했을 뿐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세계는 일단 보

이고 나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해석되는 그 방식대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험을 규정하는 그러한 개념은 불변적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179) 그 개념 자체가 다시 우리의 경험의 산물이라는 것이 유식이 

강조하는 바이다. 현상세계로 현현할 종자는 불변의 의미로서 우리에게 본래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의식과 말라식의 분별작용에 의해 우리 마음에 

심겨진 잔재들일 뿐이다. 의식이나 말라식이 세계를 읽고 해석하는 방식의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그 경험의 흔적이 점차적으로 세계가 마음 안에서 그런 방식으로 

현상하게끔 만든다. 그렇게 해서 세계가 보여지는 방식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졌는가에 따라 세계를 달리 읽어내게 되지만, 또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읽어내는가에 따라 세계를 읽어내는 개념이 달라지게 된다. 즉 개

념에 따라 경험이 바뀌고, 그 경험의 축적에 따라 다시 개념이 바뀐다. 종자에 따

라 세계의 현상방식이 달라지며, 그렇게 현상한 세계의 경험에 따라 또 다른 종자

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개념이 우리의 경험을 규정한다는 것과 우리의 

경험이 다시 개념을 규정한다는 것은 일종의 순환이다. 서로가 인이 되고 과가 되

는 상호인과적 또는 상호의존적 관계인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식과 경, 존재와 인식이 서로 순환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는 그 

순환고리 안에 갇혀버린 존재란 말인가? 우리가 어떤 세계를 형성하는가는 우리

의 이전 경험이 어떠했는가에 의해 결정되고,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는 

우리가 이미 어떤 세계를 형성해놓았는가에 의해 결정되고... 이런 식으로 존재와 

인식이 서로를 규정하며 순환을 이룰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행할 수 있

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일체가 상호의존적 연기관계 안에 맞물려 있을 때, 그 규

179) 이는 곧 초월적 개념의 절대성 여부에 대한 물음이다. 경험에 앞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초월적 개념들은 인간의 경험이라는 제한을 넘어서는 절대적 타당성을 보유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서양에서 초월철학을 처음 주장한 칸트에서 이미 

강조된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초월적 개념을 인간에 관한 한 보편

타당한 것으로 간주하 다. 반면 현대의 해석학은 그와 같은 최소한의 보편적 개념마

저도 부정하고 일체를 경험의 산물로 간주한다. 이처럼 경험의 산물로 환원될 수 없

는 최소한의 초월적 개념이 존재하는가 아닌가의 문제는 唯識에 있어서는 훈습종자

가 아닌 본유종자가 존재하는가 아닌가의 문제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유식에 있어 본

유종자로서 인정된 것은 유루종자가 아닌 무루종자이므로, 현상세계로 변현하는 유루

식을 논하는 현재 문맥에서는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깨달음의 가능근거로서의 무

루종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또 다른 연구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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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이는 곧 과거의 

業에 의해 현재의 행위가 규정되고, 그 현재의 행위가 다시 미래를 규정하는 업이 

된다면, 그러한 업의 순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

제이다. 과거 업에 의한 규정으로부터의 벗어남, 인과적 필연성에 의해 규정받지 

않음을 인과필연성으로부터의 자유 또는 업으로부터의 해탈이라고 한다면, 인간에

게 자유 또는 해탈은 과연 존재하는가? 현상으로 전변하는 아뢰야식의 변현과 그 

현상을 인식하는 의식 말라식의 분별 간의 순환구조를 간파한 유식에 있어 해탈

이란 과연 무엇인가?        

3. 식의 實性

   1) 식의 三性과 轉依

   유식에 있어 해탈은 번뇌와 무명으로부터 열반과 지혜로 전환하는 轉依

( śraya-parivṛtti)로 설명된다. 무명과 번뇌가 있는 한, 우리의 삶은 업의 순환성으

로부터 그리고 결국은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전의란 바로 그와 같은 번뇌를 

열반으로, 무명을 지혜로 전환시킴을 의미한다.   

두가지 麤重 장애[번뇌장과 소지장]를 끊음으로써 능히 의타기상의 변계소집을 버리고 능히 

의타기상의 원성실성을 얻는다. 煩惱障을 전환하여 大涅槃을 얻고, 所知障을 전환하여 大智

慧를 증득한다.180)

   유식은 전의의 의미를 우리 識의 참된 본성, 즉 識의 實性을 통해 해명한다. 즉 

현상으로 변현하는 식의 자성과 그런 현상을 집착 분별하는 식의 자성을 각각 依

他起性과 遍計所執性으로 설명한 후, 전자로부터 후자를 배제함으로써 남겨지는 

180) 成唯識論 , 제9권, 대정장31, 51상, “斷本識中二障麤重故能轉捨(依他起上遍計所執)及轉

得(依他起中圓成實性). 由轉煩惱得大涅槃. 轉所知障證無上覺.” 唯識三十論要釋 에서

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논한다. “이종전의를 증득함이 가능하다... 번뇌를 전하여

서 대열반을 얻고, 소지장을 전하여서 무상각을 증득하므로, 유식의 의미가 성립한다

(便能證得二種轉依... 由轉煩惱得大涅槃. 轉所知障證無上覺. 成立唯識意)”( 唯識三十論

要釋 , 대정장85, 977下). 소지장을 멸하여 열반을 증득함을 貪과 瞋을 멸하는 心解脫

이라고 하고, 소지장을 멸하여 대지혜를 증득함을 痴(無明)를 멸하는 慧解脫이라고 

한다. 탐과 진의 갈애를 끊는 수행을 止라고 하고, 치의 무명을 명으로 전환시키는 

수행을 觀이라고 한다. 이상 藤田正浩, “心解脫と慧解脫”, 印度學佛敎學硏究 , 권42, 

1994, 29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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圓成實性을 해탈적 식의 자성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식의 三自性을 

좀더 상술해보자.

   현상세계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모두 제각기 자기 위치에 그 자체로서 존재하

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저것과 무관하고, 저것은 이것과 무관하게 각각 독립적 

존재인 듯이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는 현상사물들이 실제로 그와 같이 자기 

실유성을 가지는 독립적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

이 있고, 이것이 생하므로 저것이 생한다”는 연기원리가 바로 그것이다. 어느 것도 

그 자체 고유한 자기 자성을 갖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衆緣에 따라 생하는 것

이다. 현상이란 이와 같이 인연에 따라 생하게 된 비실체적 현상이다. 이처럼 자

신 이외의 중연이 갖추어져 생하게 되는 것을 유식은 ‘다른 것에 의지하여 생한다’

는 의미에서 ‘依他起性’(Paratantra-svabh va)이라고 한다.  

緣을 따라 생하므로 依他起라고 한다.181)

   그렇다면 현상을 형성하는 중연 중 가장 근본적인 직접적 원인, 즉 因은 무엇

인가? 현상을 형성하는 직접적 원인을 그대로 현상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러한 현

상으로 변현하는 아뢰야식과 그 안에 함장된 종자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일

반 연기설과 유식의 차이이다. 유식에 따르면 존재를 일으키는 직접 원인은 바로 

식의 종자이다. 그러므로 일체 존재는 아뢰야식 내의 종자가 변현하여 결과된 識

所變으로 이해된다. 우리가 자아 또는 세계라고 실체화하는 것이 사실은 아뢰야식 

자체의 전변에 의한 식소변으로서의 見分과 相分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즉 아뢰

181) 成唯識論 , 제8권, 대정장31, 46상, “從緣生故亦依他起”. 의타기성은 변계소집과 원성

실성과 함께 유식이 규정하는 일체 현상 내지 현상화하는 식의 三性에 해당한다. 三

性說의 내용은 초기불교에서부터 중관에 이르기까지 찾아볼 수 있지만, 일체를 해명

하는 세가지 원리로서 체계적으로 정립되기는 解深密經 , 瑜伽師地論 , 攝大乘論  

등 유식에 이르러서이다. 의타기성, 변계소집성, 원성실성은 현장의 번역이며, 진체는 

이를 의타성, 분별성, 진실성으로 번역하 다. 그리고 三性은 解深密經 과 瑜伽師地

論 에서는 변계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의 순서로 설명되고 있지만, 세친의 攝大

乘論 에서는 의타기성, 변계소집성, 원성실성의 순서로 설명되고 있다. 세친이 그런 

순서로 설명한 것은 뒤의 두가지 性에 대해 의타기성이 근본이 되기 때문이므로, 본

고에서도 그 순서에 따라 서술한다. 유식에서의 삼성 논의는 成唯識論 , 제8권, 제20

에서 22게송의 주석부분, 대정장31, 45下 이하를 참조할 수 있다. 삼성의 산스크리트 

원어 및 그 의미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유식을 논하는 대부분의 서적에서 발견할 수 

있다. 다케무라 마키오, 정승석 역, 유식의 구조 , 민족사, 1989, 57쪽 이하; 太田久

紀, 정병조 역, 불교의 심층심리 , 민족사, 1983, 191쪽 이하; 우에다요시부미, 박태원 

역, 대승불교의 사상 , 민족사, 1989, 140쪽 이하 참조. 특히 攝大乘論 에서의 三性

에 관해서는 崔晶圭, “無着(Asaṅga) 唯識哲學의 硏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6, 

78쪽 이하 및 片野道雄, 唯識思想の연구 , 文榮堂, 1975, 43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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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식 또는 마음을 떠나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유식은 이러한 

현상을 實有가 아닌 假로서 시설된 것, 즉 假有라고 말한다. 아뢰야식 내의 종자가 

중연에 따라 현상으로 전변하는 변현 과정은 바로 인연세력에 따라 발생하는 의

타기활동이다. 이처럼 아뢰야식의 변현으로서 현상이 생기하는 원리가 바로 의타

기성이다. 

   그런데 이처럼 인연화합하여 의타기로서 발생하는 아뢰야식의 견분과 상분에 

대해 그 실상을 알지 못하는 無明에 쌓인 범부는 마치 그 둘이 서로 독립적인 상

주불변의 객관적 실체인 듯 착각한다. 상일주재의 자아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유정의 식을 떠나 객관 물질세계 또는 관념세계 자체가 상주하는 것처럼 계탁분

별하는 것이다. 이처럼 아뢰야식의 식소변으로서의 현상을 그 현상근거로서의 식

을 사상한 채, 실체화하고 고정화하여 집착분별하는 것을 ‘두루 계산하여 집착한

다’는 의미에서 ‘遍計所執性’(Parikalpita-svabh va)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이 

집착된 상일주재의 자아나 항속적 객관 세계가 그렇게 변현하는 식을 떠나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唯識無境이 의미하는 바이다. 

각종 변계(분별)에 의해 각종 사물을 변계한다. 그렇게 변계소집된 것은 自性이 있지 않다.182) 

  이와 같이 아뢰야식의 見相分을 실체화하고 계탁분별하는 식은 앞서 논의하

듯이 제6의식과 제7말라식이다. 따라서 변계소집성의 식, 즉 능히 遍計하는 식은 

바로 제6의식과 제7말라식이 된다.  

오직 제6의식과 제7식의 심품에만 능히 遍計함이 있다.183)

   제7말라식의 근본무명에서 비롯되는 아집과 법집이 바탕이 되고, 그 위에 의식

적 분별이 더해져서 자아 및 세계를 자체 존재로 분별 집착하게 된다. 의타기에 

의해 생긴 假有가 무명에 쌓인 허망한 뜻(妄情)에 따라 實有로 간주되지만 실제 

이치 상은 無라는 의미에서 그러한 변계소집을 ‘情有理無’라고 말한다. 문제는 그

182) 成唯識論 , 제8권, 대정장31, 45하, “由彼彼遍計 遍計種種物 此遍計所執 自性無所有.” 

183) 成唯識論 , 제8권, 대정장31, 46上, “唯於第六第七心品有能遍計.” 이는 호법의 관점이

다. 식전변에 있어 자체분만이 실재라는 一分說을 주장하는 안혜에 따르면 견분과 상

분으로의 이원화도 허망분별의 결과로 간주되므로, 아뢰야식의 활동도 변계소집 역

에 포함된다. 즉 成唯識論 , 제8권에서 “팔식 내지 그 심소가 모두 능변계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有義八識及諸心所有漏攝者皆能遍計)”고 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안

혜의 관점이다. 반면 호법은 아뢰야식의 활동은 의타기에 속하지 변계소집은 아닌 것

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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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아뢰야식의 활동을 알지 못하는 무명을 벗어나 그 실상을 자각함으로써 

허망분별의 변계소집을 극복하는 일이다. 즉 인연에 따라 변현된 의타기의 현상세

계를 우리 자신의 욕망과 집착에 따라 허망분별하지 않은 채 그 모습 그대로 인

식하는 것이다. 이처럼 아집과 법집을 벗어버린 의타기의 현실 자체를 유식은 ‘圓

成實性’(Pariniṣpanna-svabh va)이라고 한다. 원만 두루함의 圓과 성취된 모습의 

成과 진실한 모습의 實의 의미를 합하여 원성실성이라 하는 것이다.  

二空[아공과 법공]에서 나타나는 원만하고 성취된 모든 법의 참다운 성품을 圓成實性이라고 

한다.184)

184) 成唯識論 , 제8권, 대정장31, 46중, “二空所顯圓滿成就諸法實性名圓成實.” 이상 三性 

중 원성실성, 즉 변계소집을 떠난 의타기적 현상의 원성실성 역시 식을 떠난 객관 실

체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의타기의 현실 자체를 실체화하여 집착함이 없이 현상 

모습 그대로 인식할 때, 그것이 원성실성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

성은 결국 현상을 구성하는 식의 삼성이다. 이와 같이 세가지 자성이 식을 떠난 독립

적 자성이 아니므로, 유식의 삼성설은 識外無境의 유식적 관점을 벗어난 것이 아니

다. “세가지 자성은 모두 心王과 心所法에서 멀리 떠나 있지 않다(三種自性. 皆不遠離

心心所法.)”, ( 成唯識論 , 제8권, 대정장31, 46하). 세가지 자성이 심법을 떠난 독립적 

실재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이에 대해 다시 無自性을 말하게 된다. 즉 변계소집에 대

해 그렇게 변계소집된 상은 허공의 꽃처럼 실재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그 상

에 자성이 없다’는 ‘相無自性’을 말하고, 의타기에 대해 의타기의 식이 일체의 연기에 

따라 생하는 것이지 독립적 자성의 실현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그 생에 자성이 없다’

는 ‘生無自性’을 말한다. 나아가 원성실성에 대해서는 원성실성이란 변계소집의 자아

와 법을 떠남으로써 성립하는 것일 뿐 그 자체 독립적 자성이 아니기에 ‘勝義로 보아 

무자성이다’는 의미의 ‘勝義無自性’을 설한다. “처음의 것[변계소집성]에서는 相無自性

을 말하고, 다음의 것[의타기성]에서는 無自然性을 말한다. 나중의 것[원성실성]에서는 

변계소집성에서의 집착된 자아와 법을 멀리 떠난 것에 의거하는 자성을 말한다(初卽

相無性 次無自然性 後由遠離前 所執我法性.)”, ( 成唯識論 , 제9권, 대정장31, 47하). 

이와 같이 식의 삼성에 이어 논의되는 식의 삼무성은 우리의 인식대상이 되는 현상

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자체 독립적 실체로 절대화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상으로 변현하는 식 자체는 자성을 가지지 않는가? 식의 변현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무자성과 그렇게 변현하는 식의 자성을 구분하기 위해, 또는 달리 

말해 법의 무자성과 법성의 자성을 구분하기 위해 成唯識論 은 유식교설에 있어서

의 密意와 了義를 구분한다. 즉 삼자성과 삼무성에 이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

로 석가는 密意로서 일체법은 모두 자성이 없다고 한 것이지, 자성이 전혀 없다는 것

은 아니다. 의로서 말한 것은 了義가 아니다. 뒤에 말한 두 자성[의타기성과 원성실

성]은 그 체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증익하여 망령되게 아와 법의 자성

이 실제로 있다고 집착하는 어리석은 범부가 있으니, 이를 이름하여 변계소집이라고 

한다. 이런 집착을 없애기 위해 세존은 有와 無에 대해 총체적으로 무자성이라고 설

한 것이다(故佛密意說一切法皆無自性非性全無. 說密意言顯非了義. 謂後二性雖體非無. 

而有愚夫於彼增益妄執實有我法自性. 此卽名爲遍計所執. 爲除此執故. 佛世尊於有及無總

說無性.)”, ( 成唯識論 , 제9권, 대정장31, 48상). 다시 말하자면 식의 자성 중 청정의

타기, 즉 원성실성의 부분은 그 자성에 따라 현상이 현현하게 되는 것이므로 완전 무

라고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유라고 칭할 경우, 그 의타기의 진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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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와 法이 의타기의 假有이고 실아실법의 實有가 아니라는 것을 앎으로써 변

계소집을 벗어나면, 현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서 그 여여한 본성을 드러내게 

된다. 그 현상의 참된 모습을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집과 법집에 기반한 

의식과 말라식의 허망한 계탁분별을 벗어나면, 현상은 심층 아뢰야식 내의 종자의 

변현으로서, 인연변의 의타기 소생으로서 원만 성취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한마디

로 말해 의타기로부터 변계소집을 떠나면, 즉 아집 법집의 실체화를 떠나면, 그것

이 곧 원성실성이다.  

 

이것[원성실성]은 의타기성에서 앞의 변계소집성을 멀리 떠난 것이다. 二空[아공과 법공]을 

통해 드러나는 眞如를 그 자성을 삼는다.185)

   인연에 따라 생하는 識의 의타기성과 그 의타기에 따라 현현하는 현상 자체는 주

관의 변계소집을 떠나 그 자체로 보면 원만 구족한 것이다. 따라서 유식에 있어 轉

依란 의타기에서 변계소집을 제거하고 원성실성만이 남겨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

다.186) 그리고 이처럼 의타기를 중심으로 전의가 가능한 것은 의타기가 변계소집으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실체화하고 집착함으로써 다시금 변계소집에 빠지게 될까봐 식 

전반에 대해 무자성을 말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무자성이라는 말이 궁극적 의미, 

즉 요의가 아님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혜있는 자라면 

그것[삼무성]에 근거해서 총체적으로 일체법이 모두 자성이 없다고 부정해서는 안된

다(諸有智者不應依之總撥諸法都無自性.)”, ( 成唯識論 , 제9권, 대정장31, 48中). 이와 

같이 密意와 了義를 구분하는 유식의 관점에서 보면 “一切諸法無生無滅本來寂靜自性

涅槃”만을 강조하는 空宗의 사상은 석가의 了義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채 密意에 머

무른 것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楊惠南, 佛敎思想新論 , 東大圖書公司, 1990, 146쪽 

이하 참조. 

185) 成唯識論 , 제8권, 대정장31, 46中, “此卽於彼依他起上常遠離前遍計所執. 二空所顯眞如

爲性.” 

186) 轉依를 識의 三性說과 결합하여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攝大乘論 에 이르러서라고 한

다. 즉 의타기에 청정이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二分依他起說로서 三性을 해석하고, 그 

잡염분을 버리고 청정분을 취하는 것으로서 전의를 이해한 것이다. “전의는 의타기성이 

일어날 때, 잡염분을 버리고 청정분을 얻는 것이다(轉依謂卽依他起性對治起時轉捨雜染

分轉得淸淨分.)”, ( 攝大乘論 , 권下, 대정장31, 148下). 그러나 이와 같은 轉依의 논리는 

원시 근본불교의 연기사상에 이미 나타나 있다. 즉 연기는 세간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열반에 이르는 출세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이다. 왜냐하면 무명에서 시작

하여 행, 식을 거쳐 노사에 이르는 연기의 원리는 苦의 결과에 이르는 集의 길로서의 

順觀뿐 아니라, 滅의 결과에 이르는 道의 길로서의 逆觀 역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사에 이르는 순관과 해탈에 이르는 역관의 양면성을 가지는 연기에 해당하는 것이 

유식 삼성에 있어서의 의타기성이다. 따라서 의타기의 아뢰야식에 있어서도 그 업에 따

른 윤회와 윤회를 벗어나는 환멸을 말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유식에 있어 아뢰야식은 

단지 妄識일 뿐이고 淨識으로서의 眞如는 아뢰야식과 별개의 실체이다 라는 식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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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는 염오적 분별성과 원성실성으로 나아가는 청정한 진실성의 양 측면을 지니

기 때문이다. 의타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양 측면, 즉 생사를 이루게 될 분별성의 부

분과 열반을 이루게 될 진실성의 부분을 유식은 각기 染分依他와 淨分依他라고 부른

다. 염분의타의 분별성은 곧 변계소집성을, 정분의타의 진실성은 곧 원성실성을 의미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의타기는 染과 淨의 양 측면을 지닌 것으로 간주된다. 

일체의 染分依他와 淨分依他가 모두 그러한 의타기에 포함된다.187)

   따라서 전의는 의타기의 일부분인 염오성을 버리고 의타기의 다른 부분인 청

정성을 취하여 가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즉 의타기 상에서 변계소집의 염오의타기

를 버리고 원성실의 청정의타기를 얻는 것이 전의이다. 

[轉依의] 依는 所依를 뜻하는데, 곧 의타기로서 염정법의 의지하는 바가 되기 때문이다. 염은 

허망한 변계소집을 뜻하며, 정은 진실한 원성실성을 뜻한다. 轉은 두 부분의 전사와 전득을 

뜻한다. 계속하여 무분별지를 닦아 본식 중의 두 추중 장애를 끊으므로 의타기상의 변계소집

을 전사하고 의타기상의 원성실성을 전득하는 것이다.188)

   이러한 전의과정을 간단히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ꠏ  염분의타기 = 변계소집성   ꠏꠏꠈ    

            의타기성  ꠐ                               ꠐ     轉依

                      ꠌꠏ  정분의타기 = 원성실성     <ꠏꠎ

식을 해석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오히려 정식과 망식의 양측면을 포함하여 그것을 “아

리야식”이라고 칭한 대승기신론 의 一心思想은 유식사상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中川善敎, “阿梨耶識と流轉と還滅と”, 佛敎學會報 , 권3, 1969, 2쪽 이하 참조. 

187) 成唯識論 , 제8권, 대정장31, 46중, “一切染淨依他皆是此中依他起攝.” 

188) 成唯識論 , 제9권, 대정장31, 51상, “依謂所依卽依他起與染淨法爲所依故. 染謂虛妄遍計所

執. 淨謂眞實圓成實性. 轉謂二分轉捨轉得. 由數修習無分別智斷本識中二障麤重故能轉捨依

他起上遍計所執及能轉得依他起中圓成實性.” 여기에서 버릴 두가지는 곧 번뇌장과 소지

장의 二障이고, 얻을 두가지는 곧 열반과 반야이다. 이에 관한 좀더 상세한 설명은 唯

識三十論要釋 의 다음 구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二種 전의를 증득함이 가능하다. 

의는 소이를 뜻하며, 의타기와 염정법이 소의가 되기 때문이다. 염은 허망변계소집이고, 

정은 진실원성실성이다. 전은 전하여 버리고, 전하여 취하는 두 부분을 말한다. 의타기

상의 변계소집을 전하여 버리고, 의타기 상의 원성실성을 전하여 얻을 수 있다.(便能證

得二種轉依. 依謂所依卽依他起與染淨法爲所依故. 染謂虛妄遍計所執. 淨謂眞實圓成實性. 

轉謂二分轉捨轉得能轉捨依他起上遍計所執及能轉得依他起中圓成實性.)”, ( 唯識三十論要

釋 , 대정장85, 977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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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분의타기를 버리고 정분의타기를 득하는 전의를 달리 “轉識得智”라고 표현한

다. 즉 염분의타기로서 발생하는 번뇌적 앎인 有漏의 知識을 버리고, 정분의타기의 

번뇌 집착 없는 無漏의 智慧를 얻는다는 뜻이다. 이처럼 전의를 통해 변화된 집착

없는 식을 ‘智慧’라고 한다. 그러므로 유식에 있어 전의란 현상에 대한 앎을 그 

자체로 모두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적 현상 자체가 단적으로 부

정되는 것이 아니라, 허망집착을 벗은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구제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집착된 식, 즉 식에서의 집착

만이 부정되는 것이다. 집착을 제거함으로써 식을 지혜로 변모시키는 것이다.189) 

그렇지 않고 만일 우리의 식에 의해 변현된 세계와 그러한 우리의 식작용을 모두 

다 버려야 한다면, 다시 말해 변현된 境과 변현하는 識을 모두 떠나야 한다면, 

어디에서 열반을 구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유식은 의타기 중 집착되지 않은 

청정분을 원성실성으로 인정하며, 집착을 떠나 청정의타기를 얻음을 전의라고 하

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타기 중 염오분을 제하고 청정분만을 얻는다는 것은 구체

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2) 순환 속의 해탈의 길

   의타기에서 염오의 변계소집을 제거하고 청정분을 획득하는 轉依의 수행을 위

해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의타기에서 변계소집에 상응하는 염분의타기를 버리

고 원성실성에 상응하는 정분의타기를 얻는 전의가 가능하자면, 우선 의타기에 있

189) 전의를 거치기 이전 우리 범부의 인식은 전오식과 제6의식 그리고 제7말라식과 제8아

뢰야식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전의를 통해 분별과 집착을 제거하고 나면, 

각각의 식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가? 모든 분별이 멎기에 인식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알려지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허무주의적 악취공일 뿐이다. 유식은 

각각의 식이 수행을 거치고 나서도 여전히 인식작용을 가진다고 말한다. 다만 집착과 

번뇌를 멸한 상태에서 작용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더 이상 분별적 인식이 아니다. 이

를 “근본무분별”지를 거친 이후의 지로서 “後得智”라고 한다. 이것은 자아와 세계에 

대해 알되 더 이상 분별 집착적 식이 아니라 청정한 지혜인 것이다. 이처럼 전의란 

분별 집착적 식으로부터 청정한 지로의 전환이다. 각각의 식으로부터 전의된 각 智를 

유식은 다음과 같이 부른다 

         전오식      ->  成所作智   

         제6의식     ->  妙觀察智 

         제7말라식   ->  平等性智      

         제8아뢰야식 ->  大圓鏡智 

      轉識得智 결과의 智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吳汝鈞, 唯識哲學 , 佛光, 1978, 

26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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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청정분과 염오분이 확연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전사할 변계소집

과 전득할 원성실성이 확연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의타기와 변계소집, 따라서 청정의타기와 염오의타기가 그렇게 

간단히 나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타기는 곧 현상으로 전변하는 아뢰

야식의 변현을 뜻하고, 변계소집은 곧 현상을 집착사량하는 의식과 말라식의 분별

을 의미하는데, 앞서 논의한 대로 변현과 분별은 서로 순환관계에 있다. 즉 변현의 

의타기와 분별의 변계소집이 서로 순환관계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현현하는 대상세계는 바로 의타기하는 종자의 현행인데, 그 종자 자체가 이미 우

리의 분별적 의식활동의 결과이므로, 의타기 안에 이미 변계소집이 포함되어 있

으며, 따라서 우리는 의타기 중에서 어디까지가 염오의타기이고, 어디까지가 청

정의타기인지를 확연히 구분해낼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세계가 우리의 분별작용

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존재하는 객관 실재 다면, 또는 달리 말해 존재 생성의 

의타기가 그 존재를 분별 집착하는 우리의 변계소집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진행

되는 원리 다면, 한마디로 말해 변계소집결과의 종자를 떠나 현상세계로 변현되

는 종자가 따로 있었다면, 분별종자(인식종자)와 변현종자(존재종자)가 따로 있

었다면, 간단히 말해 우리의 분별과 독립적으로 세계가 그 자체로 실재하는 것이

었다면, 의타기로부터 염오의 부분을 제거하고 청정의 부분만을 취하는 轉依는 

비교적 간단히 수행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주관적 집착이나 분별을 가라 

앉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객관 세계를 그 자체로 보기만 하면 될 것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유식에 따르면 존재생성의 의타기

는 이미 그 자체 변계소집의 분별에 의해 물들어 있다. 현상으로 의타기하는 종자

가 바로 분별하는 마음 작용이 남긴 종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현상 

자체 안에 이미 분별과 망집의 흔적이 들어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가 현상세

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이 분별을 벗어난 순수한 청정의타기의 생성인지 아

니면 분별 망집에 의해 발생한 염오의타기의 결과인지를 나눌 수가 없는 것이

다.190) 의타기와 변계소집이 종자를 매개로 서로를 규정하는 순환관계에 있기 때

190) 이는 마치 이미 문화화되고 사회화된 인간 삶에 있어 사회화되기 이전의 순수 자연적 

본성과 사회화 과정을 거쳐 형성된 문화적 부분을 둘로 나누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

이다. 의도적이고 인위적인 행위도 반복을 거쳐 습관이 되면 그대로 자연적 본성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竹村收男은 이러한 삼성을 일단 “변계소집성 = 언어적 세계, 

의타기성 = 연기적 세계, 원성실성 = 진여”라고 정리한다. 그러나 문제는 연기적 의

타기가 언어적 명언종자를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의타기의 연기가 변

계소집적 명언종자에 의거한 것이므로, 연기적 존재와 언어적 인식, 존재와 사유, 존

재와 언어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竹村收男, “唯識說における言語の問

題”, 佛敎學 , 권20, 1986, 23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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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이는 곧 앞서 논의한 아뢰야식의 변현과 의식 말라식의 분별 간의 순환과 

일치한다. 

                 (아뢰야식의) 현행                                →   존재(경)

     ꠆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　              

     ꠐ의타기성ꠐ 生   ꠉꠏꠏꠏ>ꠏꠏꠏꠈ (7전식의) 현행 ꠐ변계소집성ꠐ        →   인식(식)     :의식표층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ꠐ       ꠐ     熏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

                     ꠌꠏꠏ <ꠏꠏꠏꠎ                                        존재 = 인식   :의식심층 

                       종자             

   도표 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의타기로서 변현된 현상세계와 그것에 대한 의

식 말라식의 분별작용이 구분되는 것은 의식표층에서의 일이다. 아뢰야식의 활동

성 자체를 자각하지 못하는 무명의 의식에 있어서 현상세계는 그 자체 존재하는 

식 독립적 객관 실유로 간주되고, 인식은 단지 주관적 의식현상으로만 간주된다. 

그리고 그러한 범부 의식으로 三性을 해석하면 의타기는 객관적 현상세계의 생성

원리로, 변계소집은 집착으로 오도된 주관적 인식원리로 간주되며, 전의는 가능한 

한 주관을 배제한 객관적 인식태도로의 전환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객관세계의 실유성을 부정하며 그것을 심층 아뢰야식의 식전변 결과로 

설명하는 유식에 따르면 그와 같은 경과 식, 존재와 인식, 객관과 주관의 이원론은 

아뢰야식의 활동을 알지 못하는 무명에서 비롯된 이원화일 뿐이다. 우리의 인식경

계인 객관적 존재는 그와 같이 인식하는 심층 아뢰야식의 작용을 떠나 따로 존재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식을 떠난 객관적 실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곧 

유식무경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식과 경, 인식과 존재가 분리되지 않는 심층 아뢰

야식의 차원에서 그 둘의 순환관계가 성립한다. 객관세계로 변현할 아뢰야식 내 

종자가 바로 그러한 객관세계의 분별적 인식 결과 심겨진 종자이기 때문이다. 이

와 같이 심층에서 작용하는 변현의 의타기는 이미 분별의 변계소집에 의해 물들

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그 둘이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의타기 상에서 변

계소집의 염분의타기를 제거하고 원성실의 정분의타기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겠는가? 내적 종자가 현상세계로 변현하고, 그렇게 변현된 현상에의 

분별적 경험이 다시 종자를 남기고, 또 다시 그 종자가 현상세계로 변현하는 방식

으로 순환적 상호규정이 반복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 순환을 넘어설 

수 있겠는가? 전의를 가능하게 하는 염오와 청정의 구분은 어떤 차원에서 찾아져

야 할 것인가?

   이상 논의된 대로 변현과 분별, 의타기와 변계소집 간의 순환을 인정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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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오와 청정, 변계소집과 원성실성의 구분은 결코 의타기를 일으키는 종자 또는 

의타기 자체 나아가 의타기 결과의 현상 자체 안에서 구할 수는 없게 된다. 즉 

의타기의 발생근거로서 염오종자와 청정종자를 구분한다거나, 의타기 자체의 발

생을 변계소집의 염오의타기나 원성실성의 청정의타기로 구분한다거나, 아니면 

의타기 결과의 현상 자체를 염오적 현상이나 청정한 현상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말이다.191) 문제는 현상세계 자체가 어떤 인연 또는 어떤 종자에 의해 현상으로 

현현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의타기에 있어 염오와 청정의 구

분은 현재 순간의 의타기에 대해 그 과거를 소급해 올라감으로써 대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와 같이 변계소집과 원성실성, 염오와 청정의 구분이 의타기를 일으키는 종

자 자체에서 또는 종자로 인한 의타기 결과의 현상 자체에서 찾아질 수 있는 것

이 아니라면, 남은 길은 그러한 현상에 대한 우리의 현재적 의식 상태의 차이에

서 구하는 수밖에 없다. 즉 문제는 의타기의 현상을 의타기의 것으로서 현재 자

각하느냐 하지못하느냐인 것이다. 의타기를 의타기로서 자각한다는 말은 우리의 

현상 자체가 의타기하는 식의 변현이라는 사실, 즉 일체의 유식성을 자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곧 의식 심층에서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는 아뢰야식

의 활동을 의식적으로 직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외적 물리적 현상세계

나 내적 심리적 현상세계에 대해 그런 현상세계를 일으킨 아뢰야식의 의타기적 

변현과정 자체를 자각한다는 말이다. 

   아뢰야식의 변현 활동 자체를 자각함으로써, 심층 무명이 제거되고 따라서 식

소변의 현상을 실체화하여 집착하는 변계소집이 극복되는 것이다. 아뢰야식의 변

현 결과인 현상이 바로 그런 것으로서 인식되므로, 더 이상 의식이나 말라식의 

변계소집에 의한 왜곡된 분별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의타기의 과정 자체

가 자각된 경우, 그렇게 자각된 의타기는 집착 없는 청정의타기가 되고, 자각되

지 못한 경우, 무명 속에 진행되는 의타기는 집착이 따르므로 염오의타기가 되는 

것이다. 결국 의타기의 발생 자체가 염오냐 청정이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의타기를 의타기로서 자각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그 의식의 활동이 집

착에 물든 염오인가 집착을 벗어난 청정인가가 구분되는 것이다.192) 의타기의 과

191) 바로 이점에 있어 염오와 청정의타기에 대한 구유식과 신유식의 관점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192) 그러므로 문제는 의타기의 발생 자체 또는 의타기 결과의 현상 자체가 아니다. 그것이 

어떤 원인에 의한 어떤 현상인가를 불문하고 발생한 현상을 바로 그런 의타기의 현

상으로, 즉 식전변의 결과로서 자각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현상은 인연에 

따라 의타기로서 발생한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의타기의 발생과정 자체를 우리가 자

각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의 망집 

결과로서 내게 심겨진 종자가 아뢰야식의 변현에 의해 지금 현상화된다면,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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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자체가 의식 차원에서 자각되어 의식 말라식의 변계소집적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앞서의 순환과 구분하여 도표화해보자면, 아래와 같이 될 것이다. 

                          경(식소변)                                 

                          ꠆ꠏꠏ> ꠏꠏꠏꠈ                    

    아뢰야식의 변현  生   ꠐ- - - -ꠐ  熏  의식‧말라식의 자성분별         : 존재 = 인식 

                          ꠐ       ꠐ                 

                          ꠌꠏꠏ <ꠏꠏꠏꠎ                                

                             종자             

   이는 곧 아뢰야식의 변현활동이 그대로 자각될 경우, 변현된 현실에 대한 의

식과 말라식의 왜곡된 분별이 사라지게 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무명에서 발생

하던 이원화의 분할선(중간의 점선), 즉 경과 식, 존재와 인식을 이원화하던 분

할선이 사라지게 되며, 일체는 존재하는 대로 인식되며, 인식되는 대로 존재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의식과 말라식의 분별은 더 이상 현상을 왜곡시키는 계탁분별

이 아니라 자성분별이며, 그렇게 파악된 대상은 더 이상 獨影境이나 帶質境이 아

니라 식소변으로서의 현상 자체인 性境이 된다. 현상의 상이 아닌 본질을 인식

하는 것이다.193)  

   이처럼 유식성을 자각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변계소집을 벗어난다

는 것은 의식 표층에서 성립하는 존재와 인식, 경과 식, 객관과 주관의 이원론을 

극복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단지 이원론을 의식표층의 차원에서 개념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심층에서 현상으로 변현하는 아뢰야

식의 활동성을 직접 자각함으로써 그 둘을 분리시키던 무명의 벽을 허무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 깊이 무의식 차원에서 작용하는 심층식의 활동과 흐름을 꿰뚫어

보는 내적 직관을 의미한다. 내적 직관이란 의타기의 원리를 단지 개념적으로 아

는 것이 아니라, 의타기하는 아뢰야식의 발생 자체를 내적으로 자각하는 것을 의

미한다. 의타기하는 아뢰야식의 변현과정 자체를 내적으로 자각함으로써, 종자가 

어떻게 객관적 현상세계로 변현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

상세계가 바로 식소변이라는 것을 단지 개념적으로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알게 되

순간에 있어 그 현상은 의타기일 뿐 아직 변계소집이 아니다. 문제는 현재 순간 나에

게 주어진 이 현상세계에 대해 그것이 의타기라는 것, 즉 그것이 아뢰야식의 식소변

이라는 유식성을 자각하느냐 못하느냐 이다. 인연에 의해 발생하는 의타기라는 것을 

자각함으로써, 그것이 즐거운 현상이든 괴로운 현상이든 그에 대한 집착, 즉 탐심과 

염심 둘 다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193) 계탁분별과 자성분별의 구분 및 세 종류의 인식대상의 구분에 대해서는 본고 제4장, 

제3절 ‘의식과 말라식의 분별’ 부분 참조. 특히 삼류경설에 대해서는 주 1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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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우리의 일반적 의식 차원에 있어서는 아뢰야식의 변현과정은 마음 심

층에서 작용하는 무의식적 활동일 뿐 그 자체 그런 것으로서 의식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우리의 의식은 無明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러한 무명을 明으로 전환시

킨 사람들, 즉 아뢰야식 자체를 바로 그런 것으로서 직관한 사람들이 바로 요가

를 수행하던 유식행수행자들이었다. 그들은 표면적 심리활동을 정지시키고 내성

함으로써 심층 활동을 내적으로 직관한 것이다. 즉 우리의 일상적인 표층적 의식

보다 심층에서 작용하는 의지적, 욕망적 또는 무의식적 마음의 흐름을 그대로 읽

어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식실천으로서의 ‘유식관’이 지향하는 바이다. 止觀

의 방식으로 자신의 의식 표층에서부터 심층으로 침잠하여 아뢰야식의 흐름을 내

적으로 직관하는 것이다. 유식성의 자각이란 바로 이와 같은 심층활동의 자각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내적 자각은 解深密經 이 세속제와 구분되는 승의제를 설명하기 

위해 언급하는 “스스로의 내적 증득(自內證)”과 같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내증은 범부가 행하는 개념적 분별로서의 尋思와는 구분되며 그 차

원을 넘어선 것이다. 

내가 말한 勝義는 모든 성자가 스스로 내적으로 증득한 바이다. 尋思는 모든 중생이 전전히 

증득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법용이여, 이 도리에 따라 마땅히 알라. 승의는 일체 심사의 경계

를 초월하는 것이다.194)  

   그렇다면 이와 같은 自內證이 勝義에 이르는 깨달음의 길이 될 수 있는 까닭

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유식성의 자각과 더불어 생겨나는 변화는 무엇인가? 내

적으로 증득되어야 할 마음의 본체란 곧 현상으로 변현하는 아뢰야식 자체의 본

성과 그 활동성이다. 내적으로 직관하고자 하는 아뢰야식의 흐름이란 그 안에 심

겨진 업종자를 따라 과거로 소급하여 무한히 이어지는 전체 시간적 지평을 포괄

할 뿐 아니라, 각 시간 대에 있어 획득된 共業종자를 통해 무한히 확대되는 전체 

공간적 지평을 포괄하는 마음이다. 무한히 더 넓게 확대되는 전체 시간과 전체 

공간 지평을 포괄하는 마음, 그 무한한 마음은 그것이 곧 전체 우주를 형성하는 

힘과 그 안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는 의미에서 ‘우주적 마음’ 또는 ‘神

的 마음’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유식은 이를 ‘一心’이라고 표현한다. 유식

이란 결국 이 일심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194) 解深密經 , 제1권, 대정장16, 689下, “我說勝義是諸聖者內自所證. 尋思所行是諸異生展

轉所證. 是故法湧. 由此道理當知勝義超過一切尋思境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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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도처에서 오로지 一心일 뿐이라고 설한다.195)

   일심이란 개체적 표층 의식의 심층에서 작용하되, 그 시간 공간적 포괄성으로 

인해 이미 개체적 제한성을 넘어선 보편성을 지닌 초월적 마음인 것이다. 다시 

말해 개체의 심층에서 현상구성력으로서 작동하는 우주적 에너지와도 같은 것이

다. 그러므로 개체적 의식의 심층에서 작용하는 현상구성의 아뢰야식을 내적으로 

자각한다는 것은 곧 그 개체적 의식이 스스로 현상적으로 제한된 개체성을 넘어 

보편적인 우주적 마음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상적 존재이면서도 그 

마음에 있어서는 현상초월적 주체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식성의 자각으

로서의 유식관의 수행은 단순한 이론적 차원을 넘어서서 수행적 차원의 실천행위

가 된다.196) 

   이와 같이 획득된 보편적 관점에서 보면 현상 전체는 그 심층에서 상호의존적

으로 연관되어 있는 일련의 현상계열일 뿐이다. 따라서 그 현상 전체에 대해 어

느 한 부분을 자아나 법으로서 분별하여 집착하거나 배척하는 탐심이나 염심이 

멸하게 된다. 즉 전의의 결과 개인적 관점에서의 부분현상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

므로 번뇌장의 욕망이 극복되고, 무의식적 심층활동인 현상 전체의 흐름을 자각

하게 되므로 소지장의 무명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번뇌장을 멸해 열반을 증

득하고, 소지장을 멸해 보리를 증득하는 전의가 발생하는 것이다. 

두가지 麤重 장애[번뇌장과 소지장]를 끊음으로써 능히 의타기상의 변계소집을 버리고 능히 

의타기상의 원성실성을 얻는다. 煩惱障을 전환하여 大涅槃을 얻고, 所知障을 전환하여 大智

慧를 증득한다.197)

   이와 같이 유식성을 자각한 마음은 자신의 개체적인 사적 관점을 넘어서서 전

체 현상을 하나의 통일적 지평으로 인식하는 참다운 지혜의 눈을 얻게 된다. 관계 

단절적인 고립된 자아란 존재하지 않으며 주관독립적인 객관 물자체로서의 사물 

역시 실재하지 않는다는 아공 법공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집과 법집을 

벗은 아공과 법공 속에서 드러나는 진리가 곧 眞如(tathatꐀ)이다. 

195) 成唯識論 , 제2권, 대정장31, 10하, “如是處處說唯一心”. 

196) 이처럼 유식성의 자각을 실천하는 단계가 곧 唯識 五位의 수행단계이다. 유식오위에 

관한 유식의 실천론에 대해서는 成唯識論 , 제9권, 대정장31, 48中 이하 참조. 

197) 成唯識論 , 제9권, 대정장31, 51상, “斷本識中二障麤重故能轉捨依他起上遍計所執及能

轉得依他起中圓成實性. 由轉煩惱得大涅槃. 轉所知障證無上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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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空[아공과 법공]을 통해 드러나는 眞如가 곧 성[원성실성]이다.198)

   

   그렇다면 이처럼 전의를 통해 얻어진 원성실성의 진여와 그 진여가 바라보는 

세계는 과연 어떤 세계인가?

 

   3) 眞如와 一眞法界

   전의를 통해 二執을 버린 二空의 깨달음에서 보면 일체 존재는 그 자체 진실

성을 가진 것이다. 심층식의 활동이 그대로 자각됨으로써 무명이 벗겨진 밝음 안

에서는 주와 객, 식과 경, 자아와 세계, 인식과 존재의 이원론이 성립하지 않으므

로, 존재하는 것은 그대로 인식된 것이고, 인식된 것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된

다. 즉 집착 분별을 떠난 밝음 안에서는 인식과 존재, 식과 경의 하나인 것이다. 

바로 이 하나를 둘로 이원화하던 무명으로부터의 분별, 변계소집성이 제거된 상태

이다. 

   이처럼 유식성을 자각한 마음이 곧 眞如心이다.199) 유식무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일원론, 즉 경은 식을 떠나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소위 외적 경

은 내적 심층식의 변현일 뿐이라는 것, 그러므로 식과 경, 주와 객이 둘이 아니고, 

자아와 세계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단지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심층식의 활동을 

자각함으로써 실천적으로 증득한 마음이 곧 진여심이다.200) 따라서 전의 이전에는 

198) 成唯識論 , 제8권, 대정장31, 46중, “二空所顯眞如爲性.”

199) 그러므로 유식의 제8아뢰야식인 심을 단순히 염오식만으로 규정지어서는 안되는 것이

다. 심이 자기 자신의 의타기성을 자각하여 변계소집성을 벗어나 심해탈과 혜해탈을 

이루면, 그 심이 곧 청정한 자기본성을 자각한 마음이 되기 때문이다. 유식에 있어 

자성청정심의 문제에 관해서는 鍵主良敬, “自性淸淨心の背景”, 佛敎學セミナル , 권

28, 1978, 17쪽 이하 참조. 이렇게 해서 유식은 여래장사상과 통하게 된다. 유식 내지 

유심과 여래장사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高崎直道,  “唯心と如來藏”, 平川彰 編, 佛

敎と心の問題 , 喜房佛書林, 1980, 53쪽 이하 및 勝呂信靜, “유식사상よりみたる我論”, 

中村元 編, 自我と無我 , 平樂寺, 1963, 567쪽 이하 참조. 

200) ‘유식무경’은 경이 곧 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경에 대한 완전한 인식 

가능성 또는 존재에 대한 절대지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인식적 낙관론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자연 또는 인간에 대해 완벽한 자연과학적 지식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현대의 과학적 지식에 대한 낙관론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왜

냐하면 유식이 지향하는 지혜와 과학이 추구하는 과학적 지식은 그 방법론에 있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과학적 지식은 경에 대한 3인칭적 접근방식을 통

해 획득가능하며 언제나 관찰가능하고 반복가능한 객관적 지식이다. 이에 반해 유식

이 지향하는 지혜는 그와 같은 객관적인 3인칭적 접근방식으로 획득가능한 인식이 

아니라, 인식하는 마음 자체의 활동을 내적으로 1인칭적으로 자각하고 증득함으로써 

드러나는 앎인 것이다. 경의 본질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방식상의 차이는 결국 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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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뢰야식의 견분”을 자아라고 집착하던 마음이 전의 이후에는 그 실상을 자각함

으로써 “진여”를 소연으로 삼게 된다. 따라서 유식에 있어 진여란 식 또는 심의 

실상일 뿐이지, 심 바깥에 따로 실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이처럼 색법과 불상응

행법 뿐 아니라, 진여로 대변되는 무위법까지도 심식을 떠나 따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유식무경”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無爲가 [心 바깥에] 반드시 존재한다고 집착해서는 안된다. 모든 無爲는 알려지는 

성품이기 때문이다. 또는 色心 등을 통해 드러나는 實性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色心 등과 

마찬가지로 색심 등을 떠나 無爲性이 실재한다고 집착해서는 안된다.201) 

   이와 같이 유식성을 자각한 진여심으로 바라본 현상은 더 이상 변계소집된 염

오의 현상이 아니라, 진여적 일심의 현현으로서의 하나의 참된 법계가 된다. 그러

므로 유식은 아공 법공을 통해 드러나는 진여를 증득의 승의제로 보고 다시 그 

진여를 통해 현상하는 一眞法界를 승의의 승의제로 간주한다. 

證得의 勝義諦는 두가지 空에서 드러나는 眞如이고 ... 勝義의 勝義諦는 一眞 法界이

다.202)  

   이렇게 보면 유식이 지향하는 유식성의 자각은 바로 생멸의 개체적 심성 안에

서 절대 보편적 진여심을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일체 현상이 

의타기로 상호연관되어 있다는 것, 그 현상 중의 일부인 자아나 사물은 관계 단절

적인 개별 실체가 아니라는 것, 그 아공 법공을 자각함으로써 집착을 벗어나 청정

한 원성실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자아나 세계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일

체의 현상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유식성을 깨

달아 전의를 이룸으로써 해탈과 열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다. 

대한 존재론적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대과학은 자연 또는 세계를 그 자

체 객관적 실유로 간주하므로 객관적 인식방식이 추구되는데 반해, 유식은 경을 심

(아뢰야식)의 변현으로 간주하므로 그러한 변현과정에 대한 마음 자체의 자각을 추구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 둘의 차이는 唯物論과 唯心論의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유식이 추구하는 심의 활동성 자각이란 곧 주객합일의 지혜이며, 이는 곧 인

간 마음과 그 마음이 그리는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내성적 직관 또는 지적 직관이라

고 말할 수 있다. 

201) 成唯識論 , 제2권, 대정장31, 6중, “故不可執無爲定有. 然諸無爲所知性故. 或色心等所

顯性故. 如色心等. 不應執爲離色心等實無爲性.”  

202) 成唯識論 , 제9권, 대정장31, 48上, “證得勝義謂二空眞如... 勝義勝義謂一眞法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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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탈이란 현상적 구속, 인과적 필연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현상 전체를 형

성하는 아뢰야식의 우주적 에너지를 내적으로 자각함으로써, 단지 그 힘에 의해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힘의 능동적 주체가 되는 것이다. 자신의 무의식적 활동을 

의식화하여 자각하지 않고는, 자유를 얻을 수 없다. 그것을 자각한 주체가 바로 진

여이다. 진여란 아공 법공을 깨달아 일체 현상의 경계 밖에 선 마음, 즉 현상 초월

적인 보편적 一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진여의 눈으로 보면, 다시 말해 유식성을 깨달아 일체 현상이 우리 

식의 변현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나면, 일체 현상이 다시 구제된다. 한 부분으로 

집착됨이 없는 현상 그 자체는 두루 원만한 원성실성의 현상, 곧 하나의 참된 법

계이다. 그리하여 의타기로 변현된 현상 자체가 다시 긍정된다. 결국 의타기의 정

분과 염분의 차이는 의타기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 안에서 발생하는 그 의타기의 과정을, 다시 말해 그 인과 연의 연관고리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된다. 사태발생의 전반적 연관관계를 알고 나면, 

부분적 사태에 대한 선별적 애착이나 탐착에 이끌리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

정 대상에 대해 愛나 憎이 느껴지는 순간, 그 특정 대상에 대한 그러한 특정 감정

에 매달려 끌려가지 않고, 그와 같은 감정이 생기게 되는 전체적 인연관계를 현생

을 거쳐 전생에 이르기까지 모두 깨달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알아도 

인연결과로서의 애나 증은 그대로 남을 것이다. 그렇지만 無明에서 비롯되는 집착

은 없어질 것이며, 집착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造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리하여 점차적으로 업이 멸하여 해탈에 이른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과정

이 자각되지 않은 무명 속의 의타기는 그 다음의 분별적 업을 이끄는 염오의타기

이고, 과정이 자각되어 무명을 벗은 의타기는 인연에 따라 그저 그렇게 존재할 뿐 

변계소집의 새로운 업을 산출하지 않는 청정의타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아뢰야식의 활동성을 자각함으로써 무명을 극복하는 일이다. 무

명을 통해 분리되어 있는 식과 경, 주와 객, 자아와 세계의 이원성을 극복하고 그 

원래의 하나됨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둘이 원래 하나라는 것이 유식무경

의 본래적 의미이다. 경은 식의 소변이므로, 식과 경은 본래 하나이다. 단지 그것

을 알지 못하기에, 즉 경으로 전변하며 유지되는 일심을 자각하지 못하기에, 그 무

명 때문에 식과 경, 주와 객은 분리된 것처럼 간주된다. 그러나 무명을 벗고 보면, 

그 둘이 본래 하나이었음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지혜는 밖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되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혜 안에 드러나는 참된 세계 역시 밖

에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이 변현해내던 이 현상세계 이외의 다

른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현상에 대한 일체의 앎은 무명으로 인한 집착이 배제된 차원에서 다

시 긍정된다. 자각된 의타기가 곧 청정의타기이므로, 그 의타기에 따라 변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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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세계에 대한 인식은 그 자체 변계소집을 벗은 무분별후득지가 되는 것이다. 

깨달은 자는 다시 이 무분별후득지로써 의타기의 생사를 사는 중생의 苦를 더불

어 알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근본무분별로서의 지혜와 더불어 함께 해야만 

하는 보살의 慈悲를 뜻한다.203)

   이와 같이 유식학파가 “유식무경”으로써 논하고자 한 것은 일체 현상 존재의 

유식성이지만, 그러한 유식성을 밝힘으로써 유식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한 것

은 바로 그와 같은 유식성의 내적 자각, 마음의 활동성에 관한 내적 직관이다. 이 

유식성의 자각이 곧 아공 법공의 깨달음이며, 이것이 곧 二空을 통해 드러나는 진

여심의 회복, 一心의 회복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成唯識論  서두에서 저자는 그 

논서를 서술하는 목적이 바로 二空의 해명임을 강조한다. 

지금 이 논서를 짓는 이유는 二空에 미혹하고 잘못 생각하는 자로 하여금 바른 이해를 내게 

하기 위함이다.204) 

   이공 속에 현현하는 진여를 깨닫는다는 것은 곧 자신 안의 진여심을 자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을 가리는 무명을 걷어내고 그 안의 청정심을 회복하는 길을 

유식은 바로 그 마음 자체의 본 모습을 내적으로 자각하는 유식성의 자각에서 구

한 것이다. 현상으로 변현하는 마음의 활동성을 자각함으로써만 그렇게 변현된 자

아나 세계에 대해 그 空性과 假性을 알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만 현상세계에 

대한 집착과 그 집착에서 오는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처럼 

유식성을 자각한다는 것은 곧 그 자신의 마음의 활동을 단 한점의 무의식적 잔재

도 남기지 않은 채 투명하게 통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처럼 투명해진 마음, 따

라서 세계가 어떻게 그 마음의 활동을 통해 현현하게 되는가를 여실히 직관하는 

그 진여심에 있어 나와 세계, 주관과 객관, 그리고 識과 境은 둘도 아니요 하나도 

아닌 妙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203) 무분별지의 대보리와 후득지의 자비와의 연관에 대해서는 Paul Hooraert, “唯識學派に

おける佛の大悲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硏究 , 권32, 1983, 107쪽 이하 참조.

204) 成唯識論 , 제1권, 대정장31, 1上, “今造此論爲於二空有迷謬者生正解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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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唯識無境”은 대승불교 唯識의 기본관념으로 일종의 唯心사상을 나타낸다. 유

심사상은 원시근본불교의 重心輕色으로부터 발전한 대승불교의 핵심사상으로서, 

유식뿐 아니라 대승의 다른 종파들 역시 그와 같은 유심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華

嚴의 “三界唯心”와 “一切唯心造”, 天台의 “一念三千” 그리고 禪宗의 “見性成佛” 등

은 모두 그러한 유심사상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처럼 불교는 언제나 중생 안에 내

재된 각성과 해탈 주체로서의 마음, 즉 一心을 강조하 지만, 유식은 그러한 유심

사상을 가장 체계적으로 완성하 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205) 이는 유식이 요가

승들의 수행적 통찰로부터 출발하여 그 통찰내용을 인식논리학적 치 함으로 이

론화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현상세계, 인연과 업보로 얽혀있는 이 연기의 세계가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절대적 운명은 아니라는 것, 즉 우리가 비록 인과필연성이

나 업에 따라 현상적 삶을 위해나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업

과 윤회로부터의 해탈, 현상으로부터의 초월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은 현상이 궁극

적 실재가 아니라 그야말로 현상 또는 假象이라는 자각이 없이는 말해질 수 없는 

것이다. 현상세계가 궁극적 실재가 아닌 공에 기반한 가상이라는 것은 이 세계 또

는 세계 속의 우리의 삶이 일종의 꿈과 같다는 것을 말해준다. 꿈꾸는 자의 무의

식의 표출이라는 의미를 제거한다면 꿈은 그 자체 아무런 객관성도 갖고 있지 않

듯이, 우리의 현상세계는 무명에 휩싸여 무시이래로 지어온 업을 떠나 생각하면 

그 자체 아무런 실유성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인생과 이 우주가 꿈과 같은 가상

이라는 자각은 과연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우리가 밤새 꾼 꿈을 꿈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기 때

문이다. 인생의 꿈으로부터 깨어난 적이 없다면, 현상세계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다

면, 인생과 우주 전반을 놓고 그것을 꿈이다 또는 가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

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요가승들의 수행적 통찰 또는 불교

적 돈오가 제몫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현상의 경계를 따라 무한히 확대되어가

던 마음이 어느 순간 한계지워진 일체의 현상을 넘어서서 무한으로 비약하게 되

는 지적 체험일 것이다. 유한한 현상을 넘어서는 그 무한과 절대의 관점에서 보면 

205) 근본부파불교에 이르기까지는 重心이었다가 반야의 空사상을 거쳐 유식에 이르러서 

비로소 유심으로 확립되었다. 楊惠南, 佛敎思想新論 , 東大圖書公司, 1990, 134쪽 이

하 참조. 유심에서 유식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는 舟橋尙哉, “唯識思想の成立につい

て”, 佛敎學セミナル , 권46, 1987, 1쪽 이하 참조. 유식이든 유심이든 “唯”에 담겨 

있는 철학적 내지 수행론적 의미에 대해서는 小川一乘, “大乘菩薩道における「唯」の

思想”, 佛敎學セミナル , 권28, 1978, 32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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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은 업이 빚어내는 가상이요, 무명이 그려내는 환상으로 드러날 것이며, 가상이 

가상임을 자각하는 그 마음 본체만은 그러한 현상을 넘어서는 자유라는 초월성의 

자각이 있게 될 것이다.     

   그 깨달음의 유식적 표현이 바로 “유식무경”이다. 그러나 유식논사들의 위대함

은 그 깨달음 자체에 있지 않다. 인간이 존재하는 전 세계 그 어느 곳에 그와 같

은 깨달음이 없는 곳이 있겠는가? 그들의 위대함은 오히려 그들이 수행적 깨달음

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깨달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이론화하고 체계

화했다는 데에 있다고 본다. 말할 수 없는 신비를 말로 드러내고자 한 것, 말을 떠

난 離言眞如를 방편적 말로써 표현하고자 한 것, 현상초월적 깨달음의 의미를 현

상세계 분석을 통해 밝혀내고자 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유식무경은 수행적 

깨달음의 내용이면서 동시에 일체가 가상임을 논증하는 이론적 작업이기도 하다. 

현상세계가 그것을 지각하는 인식주관의 마음을 떠나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론적으로 또 의미론적으로 논증하며, 그와 같은 현상초월적 주

체의 심층구조를 이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불교 인식론과 의미론과 존재론 그리

고 심성론과 실천론을 두루 포괄하여 하나의 체계를 완성한 것이다. 

   본고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유식무경”이 함축하고 있는 철학적 의미를 이론적

으로 고찰한 것이다. 유식의 “유식무경”이 “法體恒有 三世實有”를 주장한 유부적 

실재론과 가장 직접적으로 대립되는 것이므로 경의 비실유성을 주장하는 제2장과 

제3장에서는 유부적 실재론에 대한 유식의 비판을 먼저 살펴본 후 그와 다른 방

식으로 경을 설명하는 유식의 입장을 밝혀보았다. 개체적 색법을 형성하는 궁극실

재로서 간주된 극미가 객관적 실유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色法 자체의 비실유

성을 말해주는 것이며, 보편적 법체를 형성하는 보편개념으로서의 名句文身이 우

리의 말을 떠난 객관적 실유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 不相應行法 역시 우

리의 마음(心法)을 떠난 객관 실유성을 갖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 둘 다 

우리 마음의 인식작용에 대해 그 인식대상으로서만 존재할 뿐이다. 즉 所緣境으로

서 그것을 연하는 能緣識을 떠나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해 물

질적 색법은 전오식의 대상이며, 관념적 개념은 제6의식의 대상이다. 보편적 개념

이 우리의 말을 떠나 그 자체 객관 실유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개념적 

분별이 그 자체 고정된 객관 의미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언어적 

분별에 따라 임시적으로 시설된 것임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일체의 개념적 분별은 

허망분별이 되며, 그러한 허망분별에 기초한 언어의 의미는 근원적으로 비유적일 

뿐이다. 

   이처럼 경은 객관 실유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로서 시설된 것일 뿐

이다. 그렇다면 그처럼 假를 시설하는 식의 활동은 과연 어떤 활동인가? 이를 해

명하는 것이 제4장 식의 심층구조의 분석이다. 경이 식소변이라면, 식은 그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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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변하는 식인데, 유식에 있어 식이란 단지 우리 의식에 떠오르는 표층적 식, 즉 

감각이나 대상의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은 표층적 의식 심층에서 작

용하는 욕망과 집착의 자기의식이 곧 제7 말라식이며, 그런 욕망보다 더 심층에서 

작용하며 전체 삶과 역사를 꾸려가는 인격적 동일성의 주체가 곧 제8 아뢰야식이

다. 여기서는 경으로 전변하는 식의 활동에 있어 아뢰야식의 변현으로서의 전변과 

의식 말라식의 분별로서의 전변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2장과 제3장이 유식무경 중의 無境에 치중하여 境을 假로서 설명한 것이라

면, 제4장은 그와 같은 假를 설정하는 識을 분석함으로써 唯識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이어 제5장에서는 그와 같은 경과 식의 관계를 다시 한번 더 명료화해

보았다. 전오식의 대상으로서의 물질적 경을 色으로 제6의식의 대상으로서의 관념

적 경을 名으로 구분하 으므로, 여기에서 문제는 명색의 境과 識의 관계이다. 이 

명색과 식은 이미 원시근본불교에서부터 순환관계로 논의되고 있었던 것인데, 이 

순환이 유식에 있어서는 아뢰야식의 변현과 의식 말라식의 분별의 순환, 또는 달

리 말해 아뢰야식 내의 잠재적 종자로부터 현상세계로의 변현과정을 의미하는 종

자생현행과 다시 그 현상세계에 대한 의식 말라식의 분별로부터 아뢰야식 내에 

종자를 훈습하는 과정인 현행훈종자과의 순환으로 드러난다. 이 순환구조를 밝히

는 과정에서 유식이 파악하는 식의 실성이 과연 무엇인가를 해명하 다. 중요한 

것은 일체가 식의 변현이라는 자각, 곧 유식성의 자각이다. 우리가 집착하는 자아

나 세계가 의타기의 식의 변현결과라는 사실을 자각함으로써 자아나 세계를 떠나

지 않고서도 그에 대한 집착을 멸해 원성실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면 어떻게 유식성의 자각이 번뇌와 무명을 멸하는 해탈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일

까?  

   유식성의 진정한 자각은 바로 개체적 자신 안에 내재된 보편적 일심의 자각이

다. 개체 내의 초월적 정신의 자각, 자유의 자각이 그것이다. 그럼으로써 아집과 

법집이 극복되는 것이다. 이는 곧 제한된 유한한 의식으로부터 무한 정신으로의 

비약이며, 자신 안에 내재된 초월적 본질의 회복이기도 하다. 개체 안에 보편이 내

재한다는 것, 유한 안에 무한이 내재한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숲 속 나무들과 

단지 뒤섞여 있을 뿐이라면, 숲 전체를 조망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흐르는 물 

속에 완전히 잠겨 그 안에서 흘러갈 뿐이라면, 자신을 포함하여 일체가 변화하여 

유전한다는 사실을 자각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울창한 숲 밖의 한 점 또는 

흐르는 물 밖의 한 점을 현상 초월적 시점으로 갖고 있지 않다면, 전체의 관망은 

불가능하다. 현상 전체의 존재 원리, 상호규정적 연기의 원리를 자각한다는 것, 아

뢰야식의 변현과 의식 말라식의 분별이 가지는 삶의 순환성을 자각한다는 것, 업

과 윤회의 원리를 자각한다는 것은 이미 그 자각 주체가 그와 같은 업과 윤회의 

현상세계에 대해 현상 초월적 시점을 가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전체를 자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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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은 이미 전체 속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의 경계를 넘어선 초월, 무한의 시점

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계지워진 일체의 현상을 넘어서서 무한

으로 비약하게 되는 초월의 경험이 바로 유식성의 자각이다. 초월의 경험은 곧 경

계너머로의 자유의 자각이며, 해탈의 깨달음이기 때문이다. 유식의 유식관이 지향

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라고 본다. 그와 같은 현상 초월적 눈은 우주 바깥의 신도 

아니고 우주를 창조한 브라만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누구나의 마음 안에 이

미 내재되어 있는 진실한 성품, 불성이고 여래장이며, 한마디로 말해 一心이다. 이

것이 바로 유식이 ‘유식무경’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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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duate School

 Dongg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clarify the meaning of the 

consciousness(vijñ na) and its object(artha), and their relationship in the 

Yog c ra Buddhism, based upon the text called The Doctrine of 

Mere-Consciousness . According to Yog c ra Buddhism, the relation of 

consciousness and its object is best expressed in the motto, “Sole Existence of 

Consciousness and Absence of External Object” which means that all that 

exist is only consciousness, and nothing else exists except consciousness. The 

so-called external physical world is in toto mental phenomena.

   This dissertation classifies the object into two types. The first one is 

the object of sensation(the first five consciousness), and the second one is the 

object of conceptual thinking(the sixth consciousness). The former is called 

rūpa(physical beings) and the letter n ma(ideal or logical beings). In Chapter 

II, I explain the meaning of rūpa and show that all perceived qualities are not 

the real objective entities apart from the perceiving mind. In Chapter III, I 



 140  成唯識論 에서의 識과 境의 관계 연구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 140 -

explain why nꐀma is the object of thinking. Here nꐀma means concepts, 

whose structures are decisive for our thinking, but the concepts themselves are 

the products of our thinking. Therefore, they are not the objective entities 

independent of our thinking mind. 

   In Chapter IV, consciousness(vijñ na) is analysed on depth in such a 

way that upon the first five and sixth consciousnesses the seventh and the 

eighth consciousnesses are founded. The seventh consciousness, called manas, 

is the self-centered consciousness, that is, the source of atman and 

dharma-adhesion. The eighth consciousness, called laya-vijñ na, is the 

storehouse or repository of seeds(bīja), and continuously let the seeds located 

in it mature and have their effects upon the functions and activities of the 

entire consciousness. Our experienced world including our private body and 

public physical world is according to the Yog c ra Buddhism the transformed 

manifestation(parinama) of the laya-vijñ na. It is the principle of 

“Vijnapti-matrata”. But because of the Un-awareness(avidya) of one's own 

mind's activities on a deep level, that is, of the manifestation of laya-vijñ na, 

the sixth and the seventh consciousnesses objectify and substantialize the 

products of that manifestation. So I(atman) and the world(dharma) or subject 

and object as we think are not two real substances independent of each other. 

They are the products of transformation; they are two divided parts of one 

mind, but originally the two are one, undivided unity.

   The transformation of laya-vijñ na is the manifestation(parinama) of 

the potential seeds to the actual phenomena,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sixth and the seventh consciousnesses is the discrimination of the actual 

phenomena, sowing the seeds into the laya-vijñ na. Here we find circular 

activities of the seeds between the manifestation of laya-vijñ na and the 

discrimination of the sixth and the seventh consciousnesses, that is, between 

constructing the phenomena and experiencing the phenomena, in a word, being 

and knowing. Now the question is how to transcend that circle, or how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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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plish the meditative revolution( śraya-parivṛtti) in this circle. This 

problem is discussed in Chapter V.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recognize 

the principle of “Vijnapti-matrata”, the transparent meditation perceiving the 

activity of one's own mind. Only in that way the fundamental Unawareness 

will be changed to the mental brightness, and thereby the vexing passions will 

be extinguished, and also the mental freedom will be accomplished.

 

   In conclusion we can say that by understanding the worldly phenomena 

as the manifestation of our own mind the Yog c ra Buddhism aims to 

discover and to evaluate the nature and the energy of our own mind carrying 

and transcending the phenomena, and ultimately to lead us to the emancipation 

from all kinds of attachments to the phenomena and thereby from the suffering 

of the life in this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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