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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식불교의 심리치료적 특징 고찰
__선행연구 분석과 연구방향 모색__*

박재용**1)

I 들어가는 말. Ⅱ 유식불교의 세 가지 특징과 선행연구. Ⅲ
‘유식불교와 심리치료’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Ⅳ 유식불교의

심리치료 기제 모색. Ⅴ 맺는 말.

요약문 [주요어: 유식불교, 심리치료, 인지치료, 알라야식, 삼성설, 유식성,
의언, 사심사관, 사여실지관]

본 연구는 유식불교의 심리치료적 특징을 이에 대한 선행연구에 기
반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유식불교의 핵심 사상은 알라야식, 삼성설, 유
식성(유식관)의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이를 심리치료와 연관시켜
연구한 선행연구를 분석·고찰해보았다.
알라야식은 정신분석학·분석심리학에 대한 비교 연구가 가장 많았는

데 주로 무의식과 비교하고 있으며, 삼성설은 분석심리학, 인지치료와
연결시키고 있는데 특히 삼성설에서 전환의 논리는 인지치료와 밀접하
게 연관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식성(유식관)은 인지치료와 관련된
연구가 행해져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음에도 전반적으로 미
미한 수준이다.
그렇지만 유식성에 대한 논의는 유식수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기대된다. 특히 유식은 언어에 대한 반
성을 수단으로 하는 수행이자 고도의 언어철학이므로 이를 향후 심리언
어학이나 인지치료와 연결시킨다면 유식불교 고유의 심리치료 기제가
개발되리라 본다.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6A02049047)

** 동국대학교(경주) 한의학연구소 연구교수. wilkfi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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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유식불교의 교리와 수행법이 심리치료와 어떤 관련

이 있는지를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유식

(唯識)불교는 모든 것은 오직 마음[識] 뿐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마

음 밖에 있는 독립적인 사물의 존재를 부정한다. 이는 초기불교

이래 소박한 실재론적 전통과는 다른 유심론적 교학체계로서, 세

계가 실재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냈다는 점은 색다른 철

학적, 심리학적 접근법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불교는 마음을 성찰하는 종교이므로, 불교의 실천

수행은 심리치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번뇌의 제거를 통한 깨달음이지만, 수행 도중 끊임없이 자신의 마

음을 내성(內省)함으로써 번뇌의 근원을 통찰하게 되고 그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불교 수행을 현대의 심리치료 등에 적용하

고자 하는 시도를 통해 현대인이 항상 느끼고 있는 기본적인 불

안과 고통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초기불교 전

통의 사띠(sati) 즉 마음챙김에 기반한 명상프로그램은 이미 서구

의 심리치료법으로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으며, 불교수행의 핵심기

제를 파악하고 이를 현대인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다.1) 대표적으로 MBSR, MBCT, DB

T, ACT 등과 같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또한 초기불

교 전통의 수행법 중 대표적으로 무상(無常)·고(苦)·무아(無我)의

삼법인(三法印)이라든지, 사성제(四聖諦)인 고집멸도(苦集滅道)의

순차적 관찰 등의 방법을 심리치료에 적용하려는 시도2) 역시 행

1)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명상과 관련된 연구경향은 불교와
사상의학연구회(2013)를 참조하라.

2) 김형록(2010) pp. 307-344 ; 김재성(2006) pp. 1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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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졌다.

그렇다면 유식불교는 어떻게 심리치료와 결합할 수 있을까? 이

를 위해 세 가지 방법론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첫째로, 초기

불교 및 부파불교의 전통과는 다른 유식불교 만의 고유한 교리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국내에서 행해진 유식불교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확인하기로 한다. 둘째로, 유식불교가 심리치

료와 연관되어 어떠한 연구가 행해졌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유식불교 고유의 심리치료적 특징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어떠한 요소에 중점을 두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셋째

로, 선행연구에서 다루고자 했던 연구의 방향을 살펴보면서 그 한

계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향후 유식불교의 어떤 요소들을 심리

치료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모색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초기불교

전통의 수행법과는 다른 유식불교 고유의 수행법 중 심리치료에

활용 가능한 기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로 한다.

II. 유식불교의 세 가지 특징과 선행연구

불교사에서 유식불교만이 갖는 고유의 특징3)을 기존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스구로 신조(勝呂信靜)는 유식불

교를 특징짓는 3종의 이론으로 1) 알라야식 연기설, 2) 삼성·삼무

성설, 3) 영상문(影像門)의 유식설로 들고 있다.4) 여기서 영상문의

3) 김성철은 한국유식학연구사 에서 유식학 고유의 세부주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① 아뢰야식을 포함한 심식론 일반, ② 유식무경설과
삼성설, 유식관을 포함하는 수행론, ③ 무주처열반론과 3종 불신론의 세
가지가 그것이다. 김성철(2006) pp. 31-34. 본고에서는 이 중 알라야식,
삼성설, 유식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4) 平川彰 외(1993) pp. 1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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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식설이란 유식성의 획득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이지수는 유

식학을 구성하는 3대 요소로서 1) 알라야식론, 2) 삼성설, 3) 유식

관을 꼽으면서 유식관은 실천론이고, 알라야식이 삼성설에 흡수

통합되므로 유식철학의 중심이 되는 것이 삼성설이며, 삼성에 깨

달아 드는 것이 유식성의 실현이라고 하고 있다.5) 안성두 역시 유

식사상이 섭대승론의 조직6)에서 볼 수 있듯이 1) 알라야식설,

2) 삼성설, 3) 유식성에 대한 깨달음의 셋으로 분류 할 수 있다고

한다.7)

이처럼 앞선 연구들에서는 ‘유식’의 핵심적 요소를 1) 알라야식,

2) 삼성설, 3) 유식성(유식관)의 3가지로 보고 있으므로,8) 본고에

서도 유식불교의 핵심사상을 이 3가지로 놓고 이에 대한 연구경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유식불교의 연구경향에 대해서는 김성철(2006)과 김치온(2

013)의 연구가 있으며, 본고에서는 이 두 논문의 내용을 참고해서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9)

5) 이지수(1994) p. 279.
6) 다카사키 지키도(高崎直道)는 섭대승론의 내용이 알라야식을 포함한
심의식설과 삼성설 및 유식관에 기본을 두고서 그 상호관계가 확립되었을
때 유식설은 완성된다고 하고 있다. 平川彰 외(1993) p. 51.

7) 조계종교육원 불학연구소(2005) p. 693.
8) 유식성은 달리 말해 유식관의 결과인 유식5위가 달성된 상태라고도 볼 수
있다. 가츠라 쇼류는 山口益(1953)을 인용하여 유식의 핵심교리를 담은
세친의 유식삼십송의 체계를 1) 식전변론(1송～16송) 2)
일체유식론·삼성설(제17송～제25송), 3) 입무상방편론(제26송～제30송)의
3부로 구성된다고 하고 있다. 세 번째인 입무상방편론의 과정이
유식수행위이고 이를 유식성의 획득으로 본다면 동일한 결론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츠라 쇼류 외(2014) pp. 7-16.

9) 김성철(2006) pp.13-54. 김치온(2013) pp.135-168. 최근 연구로서
김치온(2013)은 국내 유식불교 관련 논문은 해방전 ～ 2012년까지
일반논문 400편, 번역논문 34편, 학위 논문 125편(박사: 30편, 석사:
95편)이 발표되었으며, 2000년 이후 일반 논문은 179편, 학위 논문은
55편이 발표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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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라야식

알라야식설은 유식불교의 핵심 사상으로 부파불교의 유분식(有

分識), 궁생사온(窮生死蘊) 등과 유사한 논의를 거쳐 등장한 교설

이다. 알라야식은 유식불교 심식설의 핵심이자 유식교리의 근간으

로 볼 수 있으며, 7전식(轉識)인 전5식·제6식·7식으로 전변하는 근

원적인 식이므로 근본식이라고도 한다. 또한 제법의 종자를 내포

하는 동시에 윤회의 주체로서 ‘알라야식 연기설’과 연관이 있다.

알라야식과 관련된 연구 주제는 다양한데 이를 몇 가지 핵심 키

워드로서 선행연구 논문들을 분류하여 배치하면 <표-1>10)과 같

다.

10) 김치온(2013)의 알라야식 연구 현황을 참조하여, 2015년 10월까지의
연구를 추가한 결과이다. 학술연구논문과 학위논문 모두를 포함하였다.

분류 핵심 키워드 논문명
편

수

알라야식 일반
론

근본식, 소연
행상, 알라야
식의 어의분
석

전임호(1969), 이종인(1983), 정
철호(1992)

3

알라야식의 기
원과 성립

심식설, 아뢰
야식성립, 형
성과정, 초기
유식, 아려야
식관, 존재증
명, 환멸

목정배(1964), 오형근(1966, 19
74, 1986), 정경란(1996), 이지중
(2000), 김치온(2001), 권오민(2
010), 김성철(2010), 추인호(201
4, 2015)

11

알라야식의 특
성및구조연구

집수와 요별,
종자론, 진망
의, 전의, 무

송찬우(1996), 최정규(1998), 김
사업(2000), 이동우(2002), 최유
라(2002), 이상옥(2004), 백진순

9

<표-1> 알라야식과 관련된 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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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야식과 관련된 연구는 1960년대 이후 2015년 8월까지 총 4

0편의 연구가 있으며, 이중 초기에 해당하는 1960년대～1980년대

에는 알라야식과 관련된 개론적 연구가 주로 행해졌다. <표-1>에

서 볼 수 있듯이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는 알라야식의 기원과 성

립에 대한 연구로서 최근에는 존재 증명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

루어진다. 또한 알라야식의 특성 및 구조에 대한 연구로서 알라야

식의 집수, 기세간과의 관계, 종자와 현행의 작용을 7전식(七轉識)

과의 관계, 알라야식 연기와 업의 상속 및 기세간에 대한 연구도

행해졌다.

또한 비교 연구로서 불교의 다른 부파와 관련성 및 상카야 철

학의 유사원리와의 비교 등이 주로 연구되었다. 또한 원측, 쫑카

빠 등 유식 논사들 간의 해석상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

도 이루어졌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알라야식과 무의식의 관계를 비

교한 연구로서 알라야식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가 아니라 응용연

구에 해당한다. 즉, 알라야식을 개인의 중심에 있는 잠재심의 존

기성, 타인의
마음, 기세간

(2010), 강명희(2014, 2015),

알라야식의 상
속

연기, 윤회의
주체, 업의상
속, 중유(中
有)

홍현식(1956), 황욱(1984), 정준
기(1994), 김영미(2008), 손민아
(2009)

5

해석/개념의 차
이

상키야 철학,
쫑카파, 원측,
짠드라끼르
띠, 상좌슈리
라타, 경량부

정승석(2010), 차상엽(2010), 안
성두(2011), 김현구(2011), 권오
민(2014, 2015)

6

알라야식과 무
의식

프로이드, 융
의무의식, 정
신역동학, 분
석심리학

이만(1981), 강옥녀(1995), 남수
영(1995), 김명실(1997), 원혜영
(2011), 문을식(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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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라고 파악하면 필연적으로 서구의 프로이드 혹은 융의 무의식

이론과 연결되므로 이에 대한 비교 연구가 행해졌다. 불교 전공자

들의 논문은 총 6편이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논의할 것

이다.

2. 삼성설

두 번째로 유식불교의 핵심사상인 삼성설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기로 한다. 삼성설은 변계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을 가

리키며, 총 20편의 연구가 행해진 것으로 파악된다.11)

11) 김치온은 삼성설을 유식성에 대한 연구와 합하여 논의하고 있다. 반면
본고에서는 삼성설과 유식관을 나누어서 고찰하고자 한다. 김치온(2013)
p. 155.

분류 핵심 키워드 논문명
편

수

경론의
삼성설

해심밀경의 삼성설,
대승장엄경론의 삼
성설, 중변분별론의
삼성설, 섭대승론의
삼성설, 유가사지론
의 삼성과 오사(五事),
삼성설의 형성

조수동(1982), 고명석(1985), 김
성철(1996), 김명우(2003), 서대
원(2006), 안성두(2007, 2015), 정
호영(2008), 김재권(2008)

9

삼성설
의 유
형

삼성·삼무성설, 유식
문헌의 삼성설 유형,
변계소집성

변상섭(1994), 이혜숙(1997), 안
성두(2004), 김재권(2009), 정호
영(2011)

5

삼성설
의 해

원측의 해심밀경소,
존재의 실상, 진제의

한자경(1996), 양재경(1998), 임
병환(1998), 오형근(1999), 최은

7

<표-2> 삼성설과 관련된 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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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설은 해심밀경에 처음 등장하며, 이후 대승장엄경론, 
중변분별론, 섭대승론 등에서도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
서 삼성설에 대한 연구는 총23편의 연구가 행해졌는데, 삼성설의

형성에 대한 논의 및 초기 형태와 각 논서에 등장하는 삼성설을

비교하는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원문에 입각한 문헌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진제나 원측의 설과 비교하는

연구도 행해졌다. 삼성설은 유식성 혹은 유식관과 같이 수행체계

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분리시켜 다루

고자 한다. 삼성설을 심리치료와 연관짓는 불교학 전공자의 논문

은 2편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3. 유식성(유식관)

유식성(vijñaptimātrata)은 해심밀경 분별유가품 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원뜻은 “단지 알게 함”으로서 어떤 대상이 의식됨에

있어 단지 의식됨만 있지 외부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

시하며12) 진실·진여를 일컫는 말로도 사용된다13). 해심밀경에
서는 삼매 속에서 떠오른 영상이 마음과 같은지 혹은 다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 영상은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그것들의 ‘유식성’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유식성은 유

12) 안성두(2004) pp. 161-162.
13) 요코야마 고이치(1989) p. 31.

석 삼성설 정(2010), 안성두(2014, 2015)

삼성설
과 심
리치료

변계소집성, 인지치
료, 분석심리학

인경(2004), 김재권(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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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관이라고도 하는데14), 세친에 의하면 유식성의 상태는 능취·소

취의 2원화가 사라진 상태로서 진여, 원성실성, 법계 등과 동의어

이다.15) 본고에서는 유식성과 유식관을 같은 개념의 용어로 놓을

것이며, 나아가 유식수행의 과정 및 도구라는 관점에서 유식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14) 진제(眞諦)의 번역에서 ‘유식성’으로 표현되는 용어가 현장이 역출한
경론에서는 ‘유식관’이라는 용어대신 ‘유식성(唯識性)’이나 ‘유식’의
형태로 등장한다고 한다. 따라서 유식성과 유식관이 혼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根無一力(1982) pp. 61-64.

15) 이혜경(2010) p. 300. 그런데, 안성두(2004)는 슈미트하우젠(1981)을
인용하여 현상을 유식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유식을 단지 궁극적 실재를
파악하는 중간단계의 인식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고 있다.
안성두(2004) p. 164.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유식성은 수행의 최종단계가
아니라 수행과정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유식성’을
최종단계로 보고 이를 목표로 수행하는 것을 유식수행의 목표로 보기로
한다.

분류 핵심 키워드 논문명
편

수

유식성
유식성 개념의 유래,
정의, 실천원리

안성두(2004), 이혜경(2
010),

2

유식수행

해심밀경, 유가사
지론, 유가사지론
성문지 , 해심밀경
소, 보리도차제론
, 수행의 증과, 지관
사상, 수행관, 보살도,
유식5위, 수행론 비
교, 수행체계, 견도, 입
무상방편상, 4선근

오형근(1975, 1989, 199
5), 조환기(1990), 김묘주
(1996), 이만(1996), 임성
묵(1997), 강명희(2000, 2
013), 안명희(2000), 안성
두(2002, 2003, 2004, 200
6, 2010, 2012), 김치온(20
03), 김성철(2004), 차상
엽(2004, 2005, 2008), 강
명희(2005)

22

<표-3> 유식성과 관련된 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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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에서 볼 수 있듯이 총 34편의 연구가 행해졌는데, 유식

성의 개념에 대한 논의보다 유식수행과 관련된 논문이 대부분임

을 알 수 있다. 초기 연구에서는 유가사지론이나 해심밀경 등
에 나타난 수행법과 수행계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곧

유식5위(자량위, 가행위, 통달위, 수습위, 구경위)로 일컬어지는 각

수행 단계 및 구체적 수행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각 단계의 유식수행을 좀 더 분석해서 언어를 통한

문훈습, 명언(名言)과 의언(意言)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나아가 이

를 통해 궁극적으로 언어로부터 해탈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도 행

해지고 있다. 또한 유식관의 특징을 이용해서 유식불교의 수행법

을 심리치료에 활용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논

문편수에서 볼 수 있듯이 그다지 활성화 되지 않았다.

김치온(2013)은 국내 유식불교 관련논문을 분석하면서 해방 전

부터 2012년까지 일반논문 400편이 발표되었고, 2000년 이후에는

179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2000년대를 발전기라고 부르고 있다.16)

이들 선행연구 중 유식불교의 3가지 특징인 1) 알라야식론, 2) 삼

성설, 3) 유식성(유식관)과 관련된 총 97편에 이르는 논문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았는데, 이 중 알라야식에 대한 연구가 40편으로 가

장 많이 행해졌으며 다음으로 유식성 및 유식수행에 대한 연구가

34편으로 뒤를 잇고 있으며 삼성설에 대한 연구도 23편으로 활발

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17)

16) 김치온(2013) pp. 135-168.
17) 김치온(2013)의 연구에 의하면 2013년까지 유식 사상사부문이 총

언어관

언어관, 의언(意言),
가설(假說), 진리와
언어의 관계, 언어관,
사심사관

이종철(1995), 김성철(2
003), 백진순(2003, 201
1), 이지중(2013), 안환기
(2013), 홍응경(2014)

7

유식관의 응용
영상유식관, 규기의
오중유식관

인경(2008a, 2008b), 박
재용(2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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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유식불교와 심리치료’에 대한 선행연구

1. 선행연구 고찰

앞 장에서는 유식불교의 3가지 특징에 대해 선행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고찰해보았는데, 앞으로는 이 3가지 특징을 중심

으로 심리치료와 연관시켜 연구경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국내에서 ‘불교’와 ‘심리치료’ 혹은 ‘정신치료’를 연결시켜 그 융

합 가능성을 모색한 시도는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이며, 1960년

대～1970년대에는 선(禪) 불교를 중심에 놓고 그 심리치료적 기능

에 대한 논의가 시도되었다.18) ‘유식불교’를 ‘심리치료’와 연결시키

고자 한 시도는 198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행해졌는데 이만(1981)

이 제8아뢰야식과 무의식을 비교하였으며, 이죽내(1982), 최훈동·

이부영(1986)이 유식불교를 분석심리학과 비교하였다. 1980년대～

1990년대 말까지 주로 유식불교의 알라야식을 프로이드 및 융의

무의식과 비교하는 연구가 행해졌다. 이시기 연구 주체는 정신의

학자들이 주축이 되었으며, 알라야식과 무의식의 단순비교에 그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유식불교와 인지행동

치료, 행동주의, 상담심리의 비교 등이 행해졌는데 주로 상담심리

학 전공자와 같이 비불교전공자들이 중심이 되어 연구가 행해졌

다.19)

65편으로 가장 많고, 역사부문, 비교융합부문, 아뢰야식(심식설), 수행부문,
삼성설이 뒤를 잇고 있다고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아뢰야식,
수행부문, 삼성설 등의 연구와 비교융합부문 중 심리치료와 관련된 논문
97편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18) 박재용(2015)은 ‘유식불교와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릍 통해 이에 대한
경향을 분석하였는데, 1960년대～1970년대 불교와 심리치료에 대한
개략적인 동향은 박재용(2015) pp. 284-2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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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전공자가 유식불교와 심리치료를 비교한 연구는 이만(198

1), 남수영(1995), 김명실(1997), 2000년대 들어와서 산발적으로 행

해졌는데, 인경(2004, 2008), 강명희(2013), 원혜영(2011), 문을식(2

014), 박재용(2014), 김재권(2015)의 연구 등이 있으며, 유식학에

대한 연구가 2000년대 들어 많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식불

교와 심리치료’에 대한 융합 연구는 소수의 연구자에 의해 행해졌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유식불교와 심리치료’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이 주목하고자 한 유식의 핵심사상이 무엇이고, 어

떤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981년～2015년 8월까지의 유식불교와 심리치료에 대한 융합연

구는 학술논문 29편, 학위논문 21편으로 총 50편으로 집계된다.20)

이 50편의 논문은 불교 전공자 외에도 정신치료/심리치료, 상담심

리 전공자들에 의해 연구된 것이다. 이들 논문을 앞서 논의한 유

식불교의 핵심사상을 중심으로 분류하면 아래 <표-4>와 같다.21)

19) 박재용(2015)은 유식불교와 심리치료의 연구경향을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고찰하였는데, 제1기(80년대～90년대)를 정신의학자가 주도한
시기로 보면서 김동화의 유식철학의 핵심 교리를 철학적 반성없이
정신분석·분석심리학과 1:1로 비교한 점을 한계로 들고 있다.
제2기(2000년대)는 상담심리전공자들이 상담심리학에 적용하기 위해
고찰한 시기로서 1기와 마찬가지로 유식철학의 교리를 그대로 1:1
비교하고 있다. 제1기와 제2기의 연구가 주로 정신과 의사,
상담심리전공자 등과 같이 비전공자에 의해 주도된 반면,
제3기(2000년대～현재)는 불교전공자가 심리치료에 삼성설, 오정심관,
오중유식관 등 유식불교의 내용을 적용하고자 시도 한 시기라고 하고
있다. 박재용(2015) pp. 287-295.

20) 유식불교와 심리치료에 대한 논문 검색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의
메타검색을 통해 실시하였는데, 동국대 메타검색은 RISS, KISS, DBPia,
학술교육원, 교보문고스콜라 등의 자료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또한
김치온(2013), 박재용(2015)의 논문 목록을 참조하여 논문을
선정하였으며, 학위논문과 학술 연구논문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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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식불교의 
핵심사상

핵심 키워드 연구 논문

(굵은 글씨는 불교학
전공자)

유식불교 심리치료

알라야식

알라야식,
말나식등7전
식
종자(종자6
의),
전식득지

무의식(개인,
집단),
분석심리학,
정신분석(초
자아, 자아),
융의 원형론,
성격이론

학술논문 : 이만(1981), 이
죽내(1982), 최훈동·이부
영(1986), 김성관(1990),
이광헌·김진성(1995), 남
수영(1995), 김명실(199
7), 최연자(1999a, 1999b,
2000), 정현숙(2000), 최훈
동(2001), 조상희·천성문
(2003), 천성문·장정희(20
04), 조순희(2006), 조수동
(2008), 원혜영(2011), 문
을식(2014)
학위논문 : 이상구(1987),
황욱(1990), 김명실(199
2), 강금자(1994), 강옥녀
(1995), 유미정(1996), 안
상환(1997), 도미수(199
8), 김희영(1998), 이윤영
(2004), 유희조(2004), 신
권철(2005), 고남정(2012)
학술논문 18편, 학위논문
13편, 총 31편

삼성설
삼성·삼무성
설, 변계소집
성

인지치료, 분
석심리학, 상
담심리, 대상
관계이론

학술논문 : 서동혁(2000),
인경(2004), 박애자(201
0), 김재권(2015), 박지현·
최태산(2015)
학위논문 : 서동혁(1997),
박애자(2009), 조은혜(20
10), 고남정(2012)

<표-4> 유식불교의 특징에 따른 논문 현황



110 ∙ 印度哲學 제45집

<표-4>에서 볼 수 있듯이, 알라야식과 무의식에 대한 비교 연

구가 31편으로 주종을 이루고 삼성설은 9편, 유식성에 대한 연구

는 4편으로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표의 내용을

중심으로 유식불교의 핵심교리와 심리치료에 적용하고자 한 시도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알라야식의 경우 대부분 정신분석·분석심리학의 무의식과

비교하고 있다. 알라야식의 종자설인 본훈종자·신훈종자를 융의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과 비교하고 있으며, 유식불교의 전식

득지를 분석심리학의 자아실현과정과 비교하기도 하였다. 총 31편

(학술논문: 18편, 학위논문: 13편)의 논문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중 불교전공자의 논문은 9편으로서 대부분 알라야식을 정신분석

또는 분석심리학과 비교한 논문이다. 나머지 비불교전공자의 22편

의 논문은 정신치료 전공자, 상담심리학 전공자 들이 연구한 결과

학술논문 5편, 학위논문 4
편, 총 9편

유식성
영상유식관,
오정심관, 오
중유식관

인지치료, 인
지도식, 심리
치료, 명상프
로그램

학술논문 : 인경(2008), 강
명희(2013), 박재용(2014)
학위논문: 김신곤(2015)
학술논문 3편, 학위논문 1
편, 총 4편

기타

4분설, 종자
설등교리전
반

인지행동치
료, 행동주의

학술논문 : 최연자(1998),
강종구(1999)
총 2편

식전변, 삼성
설, 유식5위,
유식무경, 다
문훈습 등
교리 전반

매슬로우, 로
저스, 윌버의
상담이론, 무
의식, 우울증

학술논문 : 강종구(2000),
김경일·이영순·천성문(2
008),
학위논문: 강종구(2000),
김경일(2005), 성활인(20
14)
학술논문 2편, 학위논문 3
편, 총 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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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유식 교리와 심리치료를 단순 비교한 논문이 주종을 이룬다

둘째, 삼성설과 관련된 논문은 총 9편이며 이중 불교전공자의

논문이 5편, 비전공자의 논문이 4편이다. 불교전공자의 논문은 삼

성설을 인지치료, 분석심리학, 상담심리 등에 적용하고자 하였으

며, 비불교전공자의 경우는 정신치료와 분석심리학, 대상관계이론

등에 적용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셋째, 유식성과 관련된 논문은 모두 불교전공자의 논문으로 유

식관법이나 유식수행법을 심리치료에 적용하고자 한 시도이다. 유

식불교의 교학적 내용이 기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불교전공

자의 논문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의 수는 학위논문 포

함하여 총 4편이며 초기 유식수행, 법상유식의 유식관법을 인지치

료 등에 적용하거나 명상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넷째, 유식불교의 핵심사상인 알라야식, 삼성설, 유식성에 해당

되지는 않지만 기타 유식의 심식설을 포함하여 4분설, 5심, 삼성

설 등을 총망라하여 나열형으로 비교한 연구로서 모두 불교학 비

전공자의 논문이 이에 해당한다. 유식불교의 교설 전반을 인지행

동치료, 상담심리학, 질병의 완화 등과 연관시켜 비교한 연구이며

총 7편이 이에 해당한다.

2. 선행연구에 나타난 유식불교의 심리치료적 특징

지금까지 유식불교의 심리치료적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

해 먼저 선행연구의 현황을 고찰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선행연

구에 나타난 유식불교의 심리치료적 특징을 <표-4>의 선행연구

논문 중 주요 연구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하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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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라야식

알라야식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알라야식을 무의식과 단순

비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만(1981)은 알라야식과 융의 무

의식을 처음 비교하였는데, 융의 무의식이 갖는 성질이 알라야식

과 비슷하다는 점을 알라야식의 무기성(無記性)과 무의식의 비선

비악(非善非惡) 개념, 종자설과의 유사성을 거론한 후 두 사상의

차이성에 대해서도 간략히 논하고 있다.22) 다음으로 이죽내(1982)

는 유식의 심(心)과 분석심리학의 정신 개념을 비교하면서, 유식

의 제6식, 말나식, 알라야식을 분석심리학의 의식, 자아, 무의식과

대응시키고 있는데23) 이 논의는 이만(1981)의 논의에서 조금 진

전이 있는 것이다.

또한, 최훈동·이부영(1986)은 정신치료적 입장에서 유식사상과

분석정신치료 이론을 비교하면서, 알라야식의 종자 개념을 정신분

석에서 말하는 무의식에 억압된 내용들과 유사하다고 보았으며

그 중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arche type)이 본유종자(本有種子)와

유사하다고 보았다. 특히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달성과 정신치료

에서의 자기실현을 비슷한 관점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24)

90년대 이후의 연구들은 앞선 80년대 연구를 바탕으로 그 연장

선상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비교하였다. 이를테면 김성관(1990)은

개인무의식을 업종자에, 집단무의식을 본유종자에 비교하고 있으

며25), 남수영(1995)은 신훈종자와 본유종자를 각각 개인적 콤플렉

스와 집단적 콤플렉스와 대응시킨 후 깨달음을 가능하게 하는 본

유무루종자를 자기원형의 자기실현과 비교하였다.26) 2000년대 이

후의 연구들은 모두 앞선 연구를 바탕으로 좀 더 내용을 구체화

22) 이만(1981) pp. 112-117.
23) 이죽내(1982) pp. 179-181.
24) 최훈동·이부영(1986) pp. 107-110.
25) 김성관(1990) p. 198.
26) 남수영(1995) p. 110, pp. 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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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이를 인지행동치료, 상담이론27) 등에 응용하고자 하였다.

알라야식설과 정신분석학·분석심리학과의 비교는 비록 많은 수

의 연구가 행해졌지만 대부분 단순 비교연구에 그치고 있으며, 이

를 응용한 심리치료의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즉, 인간의 번뇌로

인한 고통의 치유기제로서 알라야식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시도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0년대 초반 프로이드나 융을

전공하는 정신의학자들이 이들 이론의 비교에 앞장섰으나 이를

실제 임상에서 적용한 사례에 대한 연구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

다. 그 주된 이유는 알라야식설이나 무의식에 대한 이론이 형이상

학적이고 추상적 차원의 논의에 해당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로 미

루어 볼 때 알라야식설을 무의식과 대비시키는 시도는 서로의 지

평을 넓히는 데는 의의가 있지만, 이를 실제로 적용할만한 수준의

심리치료 기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삼성설

유식 삼성설에 대한 교학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심리치료와 연관시켜 행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표-4>에 제시한 주요 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학술연구로는 서동혁(2000)이 세친의 유식삼십송(제20송～제25송)

에 나오는 삼성설과 삼무성설을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처음 비

교하였는데, 변계소집적 인식은 잘못된 것으로 ‘자아’에 해당하고,

의타기성은 연기의 실상이자 자아를 넘어선 자기이며, 원성실성은

변계소집성을 떠난 중도이자 자아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파

악하였다. 이를 위해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징적 이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체험한 결과가

변계소집과 원성실성을 나누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특히 삼

27) 천성문·장정희(2004) pp. 1268-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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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의 승의무성(勝義無性)을 통해 드러나는 진여를 분석심리학의

자아의식의 초월과 비교하고 있다.28)

인경(2004)은 처음으로 삼성설을 인지치료와 비교하는 연구를

행했는데, 변계소집성에 대한 문헌적 연구로서 해심밀경, 대승
장엄경론, 성유식론의 입장을 차례로 열거하였다. 이때 변계소
집성-의타기성-원성실성으로의 전개를 순차적 치료단계로 보았으

며, 변계소집성에 주목하여 이를 사물에 대한 집착이 형성된다는

측면에서 사성제와 대비시키고 있다. 변계소집이란 기호와 개념이

얽힌 언어적 분별작용으로서 사유작용(想)의 영역에서 속하며, 자

아[我]와 세계[法]에 대한 지속적 집착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변계소집성의 치료는 서구의 인지치료 기법과 비교할

수 있다. Michael L. Free이 제시한 인지치료의 심리적인 장애의

3가지 인자인 선행인자, 촉발인자, 유지인자 이론과 A. Ellis의 A

BC이론[사건-사고-감정] 모델을 통해 변계소집성의 대표적인 예

인 뱀-새끼줄-짚의 비유를 비교 설명하고 있다. 인경의 연구는 유

식불교의 핵심 교설인 삼성설의 변계소집성을 인지치료와 단순히

비교차원이 아니라 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29)

최근연구로서 김재권(2015)은 삼성설의 전환의 논리를 통해 융

의 분석심리학과 대응시키고 있다. 우선 명상의 ‘치료적 의미’로

서, 실천적 수행인 4제현관(四諦現觀)과 삼성설을 결합시켜 변계소

집성에 대한 완전한 자각을 통해 ‘과학적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

였다. 또한 명상의 ‘수행론적 의미’로서, 본질적 고통의 소멸은 ‘입

무상방편상(入無相方便相)’을 통한 유식성의 획득, 곧 전의(轉依)의

구조와 결합할 때 이루어지는데 이는 원성실성의 드러남으로 보

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분석심리학의 내용은 ‘자기실현’에 해당하

며 이를 ‘철학적 치료’로서 정립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30) 삼성설

28) 서동혁(2000) pp. 9-18.
29) 인경(2004) pp. 13-36.
30) 김재권(2015) pp.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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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과학적 치료와 철학적 치료의 2단계로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

한 점에서 이전의 연구에서 한걸음 나아가 측면은 있지만 심리치

료의 실천이라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차후의 과제로 남

기고 있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삼성설은 유식학의 핵심사상으로 삼성설을 수행적 관점에서 파

악하면 최종적으로 원성실성이 유식성의 실현이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천 수행의 최종 목표인 유식성과 연관지어 논의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삼성설을 별도로 떼어서 논의하였다. 이

때 삼성설을 전환의 논리31)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 중 변계소

집을 제거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접근법은 현대의 ‘인지치

료’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의 알라야식

과 무의식에 대한 논의는 추상적인 면이 많아서 심리치료와의 연

관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삼성설의 경우는 기존

의 심리치료 특히 인지치료와 결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앞으

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유식성(유식관)

유식성 혹은 유식관은 유식수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연구

가 많이 행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로서 인경

(2008)은 유가행파의 영상관법을 정의하고 그 과정과 절차를 자세

히 분석한 후 서구의 인지행동치료와 비교하고 있다. 인지행동치

료로는 Joseph Walpe의 체계적 둔감법과 이완 기술을 통한 불안

의 감소, Aron Beck의 심상작업과 Young의 도식치료를 통한 인

지재구조화 방법이 있으며, 이를 유식불교의 영상관법의 재경험과

수용을 통한 통찰의 방법을 같은 비교선상에서 논의하고 있다.32)

31) 안성두는 삼성설에 대한 스폰버그의 중추적 모델, 발전적 모델을
인용하면서, 삼성설의 두 가지 유형을 대승장엄경론과 섭대승론의
설을 중심으로 논하고 있다. 안성두(2005) pp. 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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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인경은 유식불교의 영상관법에 기반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을 구안하였는데, 이를 다양한 심리치료의 현장에 활용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33)

강명희(2013)는 유가사지론 성문지 의 오정심관(五停心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각 요소를 심리치료와 연관시키고

있다. 오정심관은 부정관-자비관-연기관-계차별관-수식관으로 각

각의 수행은 탐욕-분노-무지-아만-산란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

나 오정심관은 초기 불교 이래 행해져 온 수행법34)으로 유식불교

고유의 수행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유식불교의 관점에서 소

연(所緣)을 확대 정의하고 그런 맥락에서 오정심관을 해석하고자

한 점35)은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박재용(2014)은 법상종의 규기(窺基)가 창안한 오중유

식관법(五重唯識觀法)을 분석한 후 이를 현대적 명상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오중유식관은 견허존실(遣虛

存實), 사람유순(捨濫留純), 섭말귀본(攝末歸本), 은열현승(隱劣顯

勝), 견상증성(遣相證性)의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견허존실

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관법이다. 이 논문에서는 오

중유식관이 실제로 행하는 수행법이 아니라 규기의 교학적 정립

이라는 관점에으로 파악하면서 오중유식관 전체를 명상프로그램

화하기에는 어렵고 이 중 첫 번째인 견허존실의 내용 중심으로

프로그램 가능하다고 결론짓고 있다.36)

유식성(유식관)은 유식불교의 대표적 수행법에 해당하며, 이를

32) 인경(2008) pp. 63-86.
33) 영상관법을 심리치료 및 상담에 적용한 사례논문은 2010년 이영순의

영상관법에 의한 명상상담 개인사례연구 이후 지금까지 10여 편에
이르고 있다.

34) 초기불교의 오정심관에 대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라. 김재성(2006)
pp. 183-221.

35) 강명희(2013) pp.305-323. 특히 성문지 의 수식관은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초기불교와는 차별성이 있다고 한다.

36) 박재용(2014) pp.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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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와 연결시키는 시도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럼에도 유식특유의 수행법을 심리치료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는

지금까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선행연구의 특징과 한계

지금까지 선행연구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유식불교의 심리치

료적 특징을 관련된 핵심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알라야식 및 종자설과 관련된 내용은 그동안 정신치료

등의 임상에 적용된 논문이나 사례가 없다는 점, 2000년대 초반

이후 최근까지 기존의 비교연구를 차원을 넘어선 심층연구가 전

혀 없다는 점에서 알라야식과 관련된 심리치료적 기제의 발굴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알라야식이나 무의식에 대

한 내용이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 논의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삼성설과 관련된 논의는 삼성설의 변계소집성의 전

환 혹은 극복을 통한 원성실성의 증득이란 차원의 논의가 서구의

인지치료적 접근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새로운 연구들이

기대된다. 따라서 특히 초기, 중기에 걸친 여러 형태의 유식문헌

의 삼성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를 인지치료와의 결합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삼성설의 인지치료적 적용에 있어 변계소

집의 제거라는 측면만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반면, 변계소집-의

타기성-원성실성의 전환의 논리는 추상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삼

성설 전체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유식성(유식관)과 관련된 연구로서 앞으로 많은 가능

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식성(유식관)은 유식 수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유식수행계위에서 실참하는 다양한 형태의 수행

법을 고찰함으로써 심리치료와의 적극적 모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식성(유식관)을 향후 유식불교를 심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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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적용하기위한 핵심 기제 중 하나로 보았으며 다음 장에서

중심주제로 다룰 것이다.

IV. 유식불교의 심리치료 기제 모색

앞에서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식불교 고유의 세 가지

특징과 그에 근거한 심리치료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다

음으로 유식불교 고유의 심리치료적 기제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

인지에 대해 ‘유식성’과 관련된 유식불교 전공자들의 연구를 통해

모색하고자 한다.

유식불교에서 수행 과정은 반복되는 지관수행의 결과 소취와

능취가 사라지는 단계를 말하는 입무상방편상(入無相方便相)을 통

해 유식성을 획득한다고 한다.37) 그런데 입무상방편상의 실천이

의언(意言, manojalpa)에 의해 실천된다는 점이 중요하다.38)유식

불교는 말의 철학이자 말의 반성을 수단으로 하는 수행이며, 이때

말의 반성은 의언(意言, manojalpa)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특징이

다. 의언은 내면적 사유로 볼 수 있는데, 이 의언이 바로 깨달음

즉 전의의 토대가 된다.39) 하야시마(早島理)는 의언을 명언과 구

37) 입무상방편상은 중변분별론에 처음 등장하는데 다음 두 단계로
구성된다. ① 유식의 인식에 근거하여 대상의 비인식이 생하는 단계, ②
대상의 비인식에 근거하여 유식의 비인식이 생하는 두 단계이다. 이
단계는 인식대상과 인식주체가 동일한 지(智)가 발생하는데 이를
소연능연평등평등부분별지(所緣能緣平等平等無分別智)라고 한다.
김성철(2004a) pp. 43-45. 입무상방편상에 대한 국내 연구논문으로는
김성철(2004b), 김재권(2013)을 참조하라.

38) 하야시마는 대승장엄경론 교수교계품 을 인용하면서,
대승장엄경론에서 비로소 언어를 통한 입무상방편상의 실천을 논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심사와 사여실변지를 연관시키고 있다. 平川彰(1993) p.
2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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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면서, 명언(名言)이란 구체적으로 ‘현재화 된 말’ 또는 ‘개념적

사고’를 의미하고 의언이란 명확한 말이 되기 전의 개념화를 발생

시키는 상태의 말 혹은 말의 잠재태라고 보고 있다. 의언은 명언

과 더불어 일상의 언어활동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명언이란 명언

훈습종자의 현현으로서 유식불교에서 명언종자 개념은 업종자와

더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업종자가 이숙(異熟)인 반면 명언

종자는 등류습기에 해당하는데, 명언종자의 현현은 우리가 일상적

으로 항상 겪는 분별작용인 주(主)와 객(客)의 분리의 원인이 된

다. 여기서 명언의 배후에는 바로 의언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결국 유식불교에서는 일상적인 말인 명언의 배후에 의언 개념

을 도입함으로써 언어 발생의 근원을 숙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유식불교의 텍스트에서는 어떻게 언어와 그로 인해

생긴 개념작용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고 하는가. 그것은 바

로 사심사(四尋思)와 사여실지(四如實智)의 수행을 통해 가능하다.

유가사지론 보살지 에서는 8가지 잘못된 분별(vikalpa)40)을 언

급하고, 자성과 차이에 의거해서 단일자[총체적 대상]로 파악하는

잘못된 분별이 언어를 매개로 명칭, 개념화하는 훈습을 이끈다고

한 후 사심사관과 사여실지를 설하고 있다.41)

39) 의언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이지수(2014) p. 398.
김성철(2004a) pp. 141-142. 김성철은 의언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교법을 인식대상으로 하는 수행관이 이미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 부정관과 같이 실질적인 대상에 대한 개념이 확대되어 교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의언의 특징 중 하나로 보고 있다.

40) 여덟 가지 잘못된 분별은 ① 자성에 대한 분별, ② 차이에 대한 분별, ③
단일자로서 파악하는[總執] 분별, ④ 나라는 분별, ⑤ 나의 것이라는
분별, ⑥ 좋아하는 것에 대한 분별, ⑦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별, ⑧
그 두 가지 모두와 상위한 분별이다. 유가사지론(대정장 30) p. 489c,
범본의 경우는 안성두 역주(2015) pp. 93-94.

41) 안성두 역주(2015) pp. 96-98. 사심사관은 유가사지론 본지분 중
문소성지(聞所成地)에 처음 등장하는데, 보살지
진실의품(眞實義品)에서는 이를 8가지 잘못된 분별과 관련시켜 설하고
있다. 홍응경(2014) pp. 32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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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심사관(四尋思觀)이란 명심사(名尋思), 사심사(事尋思), 자성가

립심사(自性假立尋思), 차별가립심사(差別假立尋思)이다. 여기서 명

심사(名尋思)는 명칭은 명칭이라고 심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사물을 확인하고 구별하기 위해 명칭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책

상’이라는 명칭을 갖는 외부의 물건에 있어서 ‘책상’은 명(名, nām

a)이고, 그렇게 말해지는 물건은 사(事, vastu)이다. 우리는 명칭을

통해 갖가지 사물을 인식하며, 그들 명칭에 상응하는 사물이 실재

한다고 무반성적으로 생각한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명칭에 대해

오직 명칭뿐이라고 보고, 사물에 대해 오직 사물뿐이라고 보라고

하는 것이다. 사물에 대해 사물뿐이라고 보는 것이 사심사(事尋思)

이다. 자성가립심사는 명칭과 사물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이것은 책상이다’라고 할 때의 ‘책

상’을 말하는데 이때 이미 ‘책상’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실제로 존

재하는 것처럼 가립되어 나타나므로 이것을 ‘自性인 것처럼 가립

된’ 심사라고 한다. 네 번째인 차별가립심사는 책상을 ‘네모 모양

으로 반듯하게 생긴’ 것으로 묘사할 때의 바로 ‘네모 모양으로 반

듯하게 생긴’이라고 책상을 표현하는 술어를 말한다.42) 이것은 다

른 사물의 성질과 달리 차별되는 부분을 묘사하는 것인데, 여러

명사와 형용사를 이용해 표현하지만 이 역시 가립된 것이다. 명칭

과 사물을 이렇게 분석적으로 보는 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여

실(如實)하게 보기 위한 것이며 이것이 바로 사심사 다음에 설해

지는 사여실지이다. 유식불교에서 명칭과 사물을 별개의 것으로

보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적 인식이 명칭과 사물을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 명칭과 사물로 분화해서

각각을 관찰하고자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사물이 식(識) 바깥

에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여실지를 통해 바르게 인식하고

자 하는 것이다.43)

따라서 사심사관 및 사여실지로 특징지어지는 유식불교 특유의

42) 박재용(2014) p. 16.
43) 요코야마 코이치(1989)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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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관과 그에 대한 치밀한 접근법은 향후 유식불교 고유의 심리

치료 기제로서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심리치료의 한 분야인 인

지치료에서도 왜곡된 인지과정을 교정해서 심리적 장애를 제거하

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유식 특유의 의언개념, 사심사, 사여실지

를 통한 통찰은 인간의 언어적 본성을 좀 더 치밀하게 파고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인지치료 연구에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식불교와 구별되는 초기불교의 심리치료 핵심기제로서 사성

제, 삼법인, 사띠(sati)등을 들 수 있다. 즉, 초기불교 교리와 심리

치료를 융합한 대표적인 예로는 사성제, 삼법인44) 등을 인지치료

와 연결한 사례45)와 마음챙김 즉 사띠(sati)46)를 이용한 프로그

램47) 등이 있다. 사띠를 이용하게 되면 생각의 증식(戱論, papañc

a)48)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치료를 포함하여 여러 형태

44) Grabovac 등(2011) 초기불교의 무상(無常)·고(苦)·무아(無我)를 찰나
찰나 관찰하는 것을 중심으로 알아차림이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Andrea D. Grabovac(2011) p. 3.

45) 초기불교의 교설인 사성제를 인지치료와 연결시킨 연구로서는
권석만(1997)은 아론 벡의 인지치료를 소개하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해탈을 이루고자 하는 사성제와 결부시킨다. 권석만(1997).

46) 사띠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다섯 과정인
주의기울임(作意)-사띠(念)-알아차림(正智)-집중(三昧)-지혜 중 한
요소이다. 정준영·박성현(2010) p. 3.참조. 심리치료에서는 사띠의
정의로서 ① 알아차림(자각), ② 현재적 경험, ③ 수용을 들고 있다.
Shapiro(2006) 등은 사띠의 핵심기제를
주의(Attention)–의도(Intention)-태도(Attitude)로 보고 있다. Shapiro,
S. L(2006) p. 375.

47)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MBSR(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MBCT, ACT, DBT 등이 있으며, 각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우울 분노
불안 스트레스 등을 줄이고 정서안정이나 주의집중 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48) 맛지마니까야 마두삔디까(Madhupiṇdika)경 에 나오는 일련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벗들이여, 안(眼)과 색(色)을 조건으로 해서 안식(眼識)이 생겨나고, 이
세 가지를 조건으로 촉(觸)이 생겨나고, 촉(觸)을 조건으로 수(受)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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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리치료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49)

이처럼 초기불교의 사띠를 이용해서 현대적 심리치료에 적용했

듯이, 유식불교에서도 유식불교 고유의 언어관을 심리치료에 적용

하려고 시도해야 할 것이다. 오직 식(識)만이 있다고 하며 외계대

상을 부정하는 이 교학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말의 철학이자 언어

의 반성을 수단으로 하는 수행이다.50) 다양한 유식문헌에 나오는

분별(vikalpa) 개념과 그 분류방법, 의언(manojalpa) 개념, 사심사

관·사여실지관의 언어관, 영상(pratibimba)의 의미 등을 좀 더 교

학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현대 심리언어학, 인지치료학51) 등과의

융합연구를 통해, 언어와 생각의 메커니즘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

며 이로부터 이끌어낸 연구 성과는 향후 심리치료에 발전적으로

적용되리라 본다.

V. 맺는 말

본 논문에서는 유식불교와 심리치료의 결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세 가지 방법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첫째로, 유식불교를

생겨나고, 수(受)를 지각[想]하고, 지각[想]한 것을 사유[思]하고,
사유[思]한 것을 희론[papañca]한다.” 전재성 역주(2003) pp. 384-401.

49) 임승택(2012) pp. 251-252. 참조. 안양규(2007) pp. 97-118. 안양규는 아론
벡의 인지왜곡 11가지 유형을 5가지 불선(不善)한 생각과 연결시키고
있다.

50) 平川彰(1993) pp. 214-215.
51) 심리치료의 언어적 측면에 대한 연구로는 ACT의 한 요소인
RFT(Relational Frame Theory)를 들 수 있다. 우리는 사회 관습에
의거해서 여러 사건들을 서로 관련짓는데 이 경우 언어의 관계성이 주된
역할을 한다. Steven C. Hayes(2002) 참조. ACT에서 RFT의 역할에
대한 최근 연구는 손정락(2015) pp. 371-3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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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하는 교리적 특징인 알라야식, 삼성설, 유식성(유식관)의 세

가지를 중심으로 유식전공자들의 연구논문 경향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알라야식, 유식성, 삼성설 순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행해졌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이 세 가지 유식불교의 교리 특징

과 심리치료를 연관시킨 연구경향을 살펴보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특징이 중심이 되어 심리치료와 비교하고자 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로, 연구경향 분석을 통해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했다. 먼저 알라

야식과 관련해서는, 알라야식과 정신분석학·분석심리학의 비교가

90년대까지는 활발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 주춤해졌음을 고찰하

였다. 그 이유로서 알라야식과 무의식에 대한 이론이 형이상학적

이고 추상적 차원의 논의에 그친 결과, 연구논문 뿐 아니라 임상

에서도 국내에서 거의 적용된 사례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치

료 기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고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삼성설

과 관련해서는, 삼성설을 심리치료에 활용하고자 한 사례로서 삼

성설 특유의 전환의 논리를 인지치료와 융합하는 연구들이 행해

졌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심도 깊은 통합연구가 예상된다. 마지막

으로 유식성(유식관)과 관련해서는 기존 연구가 많이 행해지지 않

았지만 앞으로 유식불교와 심리치료의 융합연구에서 반드시 주목

해야할 분야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유식성(유식관)은 유식불

교 수행의 핵심요소이므로 유가사지론, 섭대승론과 같이 방대
한 유식문헌의 수행법을 고찰함으로써 이에 대한 단초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유식불교 특유의 언어관에 해당하는 사심사

관, 사여실지관 및 의언개념 등을 현재 서구에서 행하는 심리언어

학이나 인지치료 등과 비교하여 융합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고찰했듯이 유식불교를 심리치료에 적용하려는 시도

가 다각도로 행해졌으나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연구

성과가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초기불교의 사띠를 기반으로

한 심리치료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임상에 활용되고 있는 것과는

뚜렷이 대비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식불교의 핵심 교리인 알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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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삼성설, 유식성(유식관)의 세 가지 측면에서 1980년대 이후 국

내의 선행연구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그 한계점을 분석하고, 유식

불교 고유의 심리치료 기제의 발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만을 통하여 유식불교의 심리

치료적 특징을 고찰한 점이나, 분석 대상을 국내 연구논문만으로

한정한 점은 본 논문의 한계점이자 앞으로의 과제라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유식의 언어관 및 유식성(유식관)을 심리치료에

구체적으로 융합하고자 하는 모색도 향후 풀어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본고의 논의가 바탕이 되어 앞으로 유식불교와 심리치료에

대한 융합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행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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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racteristics of Consciousness-only 
Buddhism from Perspective of Psychotherapy:

Research Trends Analysis and Proposal

Park, Jae-Yong

Research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sychother-
apy-related characteristics of Consciousness-only Buddhism.
Consciousness-only Buddhism has three core ideas:
ālaya-vijñāna, the three nature theory (samseongseol), and
vijñaptimātrata. We examine these ideas in context of cur-
rent research on Consciousness-only Buddhism. By analyz-
ing research tren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ciousness-only Buddhism and psychotherapy, we dis-
cuss how the three core ideas can be linked to
psychotherapy.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most
frequently conducted research was on a comparison between
ālaya-vijñāna and psychoanalysis·analytical psychology, fol-
lowed by research that linked the three nature theory to an-
alytical psychology, cognitive therapy, and counseling
psychology. Some studies connected vijñaptimātrata to cog-
nitive therapy and meditation programs, but in a meaningful
depth. Previous studies show that research on psychother-
apy has been conducted that closely tied psychotherapy to
three core ideas of Consciousness-only Buddhism.
We found out that psychotherapy-related features of

Consciousness-only Buddhism mostly overlap with the core
ideas of Consciousness-only Buddhism. Specifically, dis-



130 ∙ 印度哲學 제45집

cussions on ālaya-vijñāna can be linked to psychotherapy
that emphasizes unconscious state of the mind, and the log-
ic of transition in the three nature theory can be associated
with analytical psychology or cognitive therapy. Lastly, as
for vijñaptimātrata,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be-
fore, and there remains ample room for future research.
Achievement of vijñaptimātrata can be done through five
stages of practicing asceticism, and the key practice is to
transcend the realm of language through the use of
language. It would be meaningful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practicing Consciousness-only Buddhism in connection
with the perspective on language in psychotherapy. It is be-
cause language plays an important role in psychotherapy,
and works as a key mechanism in areas such as cognitive
therapy, ACT, and RFT.
Going forward, conducting psycholinguistic analysis of

the concept of manojalpa or the four reflections
(sashimsagwan) and the four enlightenments (sayeoshilji)
that deal with myeongshimsa, sashimsa, jaseongshimsa, and
chabyeolshimsa would be useful to identifying how to apply
vijñaptimātrata to psychotherapy.

Keywords : Consciousness-only Buddhism, psychotherapy,
cognitive therapy, ālaya-vijñāna, the three
nature theory (samseongseol), and
vijñaptimātrata, manojalpa, our reflections
(sashimsagwan), the four enlightenments
(sayeoshil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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