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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불교는 일찍부터 인간정신의 본질과 기능에 대하여 탐구해 왔다.

그것은 인간이 정신을 가지고 생각할 뿐 아니라, 그 생각에 따라 말

하고 행동하는 존재이므로, 정신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행복과 불행

의 근거이며, 나아가 인간존재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깊은 통

찰때문일 것이다.

대승불교에 들어와 인간의 정신을 더욱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연

구한 것은 유식학파이다. 그 이유는 唯識(Vijñapti-mātra)이라는 이름이
보여주듯이, 이 학파는 마음에 비추어서 나타난 表象(vijñapti) 이외의
어떤 대상이 外界에 존재한다는 견해를 부정하는 학설을 전개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정신의 본질과 작용에 대한 치밀한 이론이 필요



印度哲學 제 집

했기 때문이다.

유식학파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 혹은 마음은 8 가지 요소로 구성

되어 있다고 한다. 그것은 알라야식(阿賴耶識; ālaya-vijñāna)과 末那識(m
ano-vijñāna), 그리고 眼, 耳, 鼻, 舌, 身, 意등 6종의 識이다. 이 중에서
제7末那識과 前六識은 顯勢的인 識(現行識, 轉識; pravṛtti-vijñāna)이며, 제
8알라야식은 나머지 七轉識들을 생성하게 될 種子를 내부에 지니고

있으므로 ‘잠재적인 識’이라고 말해진다.1) 유식불교의 알라야식은 이
와같이 七轉識의 근거일 뿐 아니라, 실재하지 않는 外界의 대상들을
실재하는 것처럼 나타나도록 하는 근원적인 정신요소로 간주되므로,

이에 대한 학설은 유식이론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이론이 되고 있

다.

본고는 유식불교의 ‘알라야식설’과 분석심리학의 ‘무의식설’을 비

교해 보려고 한다. 유식불교의 알라야식설은 意識外的인 정신요소에
대한 학설이라는 점에서 분석심리학의 무의식설과 비교될 만 하며,

더구나 분석심리학은 무의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너머에 있는 미

지의 정신세계’,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모르고 있는

우리 정신의 모든 것’이라고 폭 넓게 정의하고 있으므로,2) 알라야식

의 개념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두 학설의 비교는 알라야식설

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알라야식설의 현대적 의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리라고 생각한다.

2. 알라야식과 무의식

먼저 알라야식(ālaya vijñāna)의 존재가 상정되어진 동기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유식학파의 알라야식 개념은 주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입장에 의해서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無我說과 輪廻 
1) 服部正明等 著, 李萬 譯, 인식과 초월(민족사, 1991), p. 26.
2) 李符永 著, 分析心理學(일조각, 1991), pp. 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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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業說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입장이다. 즉 무아라고 한다면,

윤회 및 업의 주체를 설명하기가 곤란하므로, 이와같은 난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인간정신의 내면에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면서도 윤회

와 업의 주체가 되는 요소를 상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3) 둘째는 無
想定(asaṁjñā-samāpatti)이나 滅盡定(nirodha-samāpatti)과 같은 명상의 상
태에서 기능을 정지했던 마음이 명상을 정지하면 어떻게 다시 작용

하기 시작하는가 하는 요가적 체험의 의문을 해결하려는 입장이다.4)

이에 따라 유식학파에서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면서도 윤회와

업의 주체가 되는 동시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마음이 활동하지

않는 선정등의 상태에서도 마음을 일정기간 동일한 상태로 보관 및

유지시켜 주는 정신요소를 想定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一切種子
識(sarvabījakam-vijñanam)으로서의 알라야식이다. 따라서 유식불교에서
알라야식은 모든 현상을 일으킬 잠재적이고 정신적인 힘인 동시에,

과거 모든 행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일체의 種子(bīja) 를 자신 속
에 간직하고 있는 근원적인 정신요소라고 말해진다.5) 즉 윤회의 노

정에 있어서는 일체의 업을 자신 속에 보관하였다가 미래의 현실로

전개시키는 동시에, 無想定이나 滅盡定과 같은 명상의 상태에서는 마
음을 동일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명상이 정지되었을 때 다시 생

겨 나도록 하는 것이 곧 一切種子識으로서의 알라야식이라고 설명되
어졌던 것이다. 攝大乘論은 그것을 阿毘達磨大乘經의 말을 인용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法을 거두어 저장하므로 一切種子識이라고 한다. 또한 阿賴耶(ālay
a)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6)

3) 橫山紘一 著, 妙柱 譯, 唯識哲學(경서원, 1989), pp. 111-113. 그와같은 요
소는 有分識, 根本識, 窮生死蘊등으로 불리워 졌다.

4) 服部正明等 著, 李萬 譯, 인식과 초월(민족사, 1991), p. 114, 그리고 竹村
牧男 著, 鄭承碩 譯, 唯識의 構造(민족사, 1989), p. 112 참조. 無想定이란
無想天이라는 과보를 느끼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외도나 범부가 닦는

선정이다. 6식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4大(地, 水, 火, 風)를 잘 조화시키지만,
有漏定이다. 한편 滅盡定이란 6식 및 제7식의 활동도 중지시키는 聖者의
선정을 말한다. 滅盡定은 無想定과는 달리 無漏라고 말해진다.

5) 橫山紘一 著, 妙柱 譯, 唯識哲學(경서원, 1989), pp. 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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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심리학에서 무의식의 존재가 상정되어진 것은 유식불교에서

一切種子識으로서의 알라야식이 상정되어진 이유와 동일한 이유에서
이다. 즉 분석심리학의 무의식도 인간의 정신에는 특정체험의 내용

을 특정기간 동안 보관해 주는 정신적 요소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자각으로부터 전제된 것이다. 무의식에 대하여 처음으로 과학적인

연구를 시도한 사람은 프로이드(S. Freud, 1856-1939)인데, 그는 노이로

제(neurose)7)환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신체에 마비를 일으킬 때, 최면

을 걸어 오래전에 겪었지만 잊어버리고 있던 마음의 상처를 말하게

하니까, 마비증상이 사라진 사실에 주목하여 무의식의 존재를 상정

하게 되었다고 한다. 프로이드는 이 현상을 어떤 동기에 의해 의식으

로부터 떨어져 나가 무의식이 되어버린 體驗群이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서 신체에 나타난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환자의 경우 오래

전에 겪었던 특정체험의 내용이 없어지지 않고 동일한 성격으로 남

아 있다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신체 및 의식에 작용하였다. 이로부

터 추론하여 우리 정신의 내면에는 의식되지 못하고 있는 정신요소,

즉 무의식적인 정신요소가 있으며, 그것은 비록 의식되지는 못할지

라도 특정체험의 내용을 동일한 속성으로 보관 및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프로이드는 무의식화한 그 체험내용은

대체로 현실과 맞지 않아서 억압(verdrängung)된 것이며, 주로 性的인
욕망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융(C. G. Jung, 1875-1961)은 프

6) 攝大乘論本 所知依分 第二, 大正 31, p. 133b; 由攝藏諸法 一切種子識 故名
阿賴耶 勝者我開示; ālaya라는 말은 ā-√lī라는 동사에서 파생하였다고 하
는데, 이 말은 원래 ‘① 집착하다, ② 저장하다, 저장되다’라는 의미를 가지

고 있다. 橫山紘一 著, 妙柱 譯, 唯識哲學(경서원, 1989), pp. 116-117 참
조.

7) neurose란 이상성격의 일종으로 神經症이라고도 한다. 이상성격이란 뇌나
신경에 아무런 손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성격을 말

하며, 크게 신경증과 성격장애, 그리고 정신병으로 나누어진다. 이중에서

신경증, 즉 neurose란 불안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환경에 적절하게 적응하

지 못하는 성격을 말하며, 이는 다시 不安神經症, 恐怖症, 强迫神經症, 轉換
神經症, 乖離性神經症, 憂鬱神經症등으로 나뉘어 진다. 鄭良殷 著, 心理學通
論(법문사, 1980),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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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의 무의식설을 대체로 수긍하였지만, 무의식이 주로 성적인

욕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프로이드의 견해에는 반대하였다.

융은 무의식이 성적인 충동뿐 아니라 도덕적 갈등이나 심리적 제경

향, 그리고 그 밖의 많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과거의

모든 체험내용을 저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융의 무의식의

개념은 프로이드의 그것보다 더욱 깊고 넓은 인간심리의 심층을 포

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8) 융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들의 마음은 자체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신체가 자

신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자신이 충수돌

기(appendix)를 가지고 있다면 놀랄 것이다. 그는 자신이 그것을 가져야

함을 알고 있을까? 그러나 그는 그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 사람들은 어

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이 해부학적으로 魚類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모
른다. 우리의 무의식적인 마음도 우리의 신체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모든

흔적과 기억의 저장소이다. 무의식적이고, 집단적인 마음의 구조에 대한

연구는 비교해부학에서와 같은 내용들을 발견하도록 해 줄 것이다.9)

이와같이 알라야식과 무의식은 모두 설사 자각하지 못할지라도,

모든 체험의 내용은 정신의 내면에 저장되어 동일한 속성으로 유지

8) 李符永 著, 分析心理學(일조각, 1991), pp. 50-51, Freud의 학설 가운데서
가장 큰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그의 libido설이다. Freud는 정신적

기능의 역동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정신신체적 에너지를 상정하여 libido

라는 말을 쓰게 되었는데, Jung을 비롯한 비판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Freu

d가 libido를 성적인 본능과 거의 동일시하였기 때문에 성적이 아닌 정신

적 에너지조차도 성적인 충동으로 환원하게 되었고, 그 결과 다양한 정신

현상을 어느 특정한 한 충동의 변종인 듯 설명하게 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Jung이 Freud와 결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분석심리학에서 무의식은 떼어 버려야 할 ‘혹’이 아니고

‘샘물’과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Jung에 따르면, 거기에는 무한한 가능성으

로 향하는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며, 창조적

가능성을 가진 것이라고 한다. 또 Jung은 그것을 방어해야 할 위험한 충

동이라기 보다 체험하여 의식의 것으로 동화해야 할 것들로 간주하고 있

다.

9) C. G. Jung, Analytical Psychology-It's theory & Practice(Random Hou
se, 1968), p. 44. 蟲垂突起란 맹장의 하단 끝에 붙어있는 조그만 돌기로서
일종의 소화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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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잠재하고 있던 그 체험내용은 적당한 조건들을 만나면 다시 현

실 속에 자신을 드러낸다고 하는 공통된 현상의 관찰로부터 상정되

어진 것이다. 따라서 유식불교의 알라야식과 분석심리학의 무의식은

발견의 동기뿐 아니라, 개념 및 기능이라는 측면에서도 유사성을 가

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심리학의 무의식은 다시 個人的 無意識(das persönliche Unbewuβt
e)과 集團的 無意識(das kollective Unbewuβte)으로 구분된다. 개인적 무
의식이란 후천적인 심리내용으로서 개인의 특수한 생활체험과 관련

되고,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이루는 무의식의 층을 말하는 것이며,

집단적 무의식이란 개인적인 특성과는 관계없이 누구에게서나 발견

되는 보편적인 정신내용으로서,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나오는 선천

적인 무의식의 층을 말하는 것이다.10) 유식불교의 경우 알라야식 자

체를 이처럼 몇개의 층으로 나누지는 않지만, 알라야식 내에 저장되

어 있다고 하는 소위 ‘種子’는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뉘어진다.

이 중에서 新熏種子 및 本有種子의 개념은 개인적 무의식 및 집단적
무의식과 개념적인 측면에서 잘 상응한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

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게 될 것이다.

한편 알라야식은 일체경험의 인상인 ‘종자’를 유지하는 기능외에

도 ‘신체를 유지하는 기능’ 과 ‘윤회의 주체로서 잇달아 새로운 생존

상태를 형성해 가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지므로, 분석심리학

의 무의식보다 더욱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존재로 간주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11) 알라야식은 一切諸法, 즉 물질적 존재와 정신적
인 모든 현상들의 궁극적인 근거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10) 李符永 著, 分析心理學(일조각, 1991), pp. 52-53.
11) 橫山紘一 著, 妙柱 譯, 唯識哲學(경서원, 1989), pp. 1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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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자와 콤플렉스

알라야식과 무의식이 인간의 온갖 체험내용을 저장하고 있으며,

저장되어 있던 그 체험내용은 적당한 조건을 만나면 다시 현실 속에

자신을 드러낸다고 할 때,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알라야식과 무

의식을 이루고 있는 종자(bīja) 와 콤플렉스(komplex)의 기능, 혹은 작

용이라고 할 수 있다. 유식불교의 알라야식과 분석심리학의 무의식

이 발견의 동기와 개념의 측면에서 유사함으로부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알라야식과 무의식의 구성요소인 종자와 콤플렉스도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유식불교에 따르면, 現行 七轉識의 활동으로 인해 생겨난 모든 경
험의 인상들은 알라야식 중에 특정형태로 스며 들어간다고 한다. 그

것은 처음에는 아무 향기도 없던 옷에 꽃의 향기를 옮기면, 그 향기

가 배어드는 것과 같다고 설명되고 있다. 그렇게 스며드는 작용을 熏
習(vāsanā)이라 하고, 그렇게 스며든 결과를 習氣(vāsanā)라고 한다. 그
習氣는 온갖 조건이 무르익으면, 다시 七轉識으로 움직이기 시작하

고, 그 습기에 어울리는 상태의 경험을 산출하는데, 이렇게 저장되었

던 습기가 다시 경험을 산출하는 것을 식물의 씨앗과 비교해서 종자

라고 불렀던 것이다.12) 종자는 이렇게 과거 모든 경험의 인상들이

알라야식에 훈습된 결과로서 생성된 것이며, 온갖 조건이 무르익으

면, 현실속에서 다시 작용하는 정신요소라고 할 수 있다. 成唯識論
에서는 종자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종자의 본질을 간

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보여준다.

12) 竹村牧男 著, 鄭承碩 譯, 唯識의 構造(민족사, 1989), p. 81. 여기서 七轉
識의 활동이 알라야식을 훈습하여 특정한 형태로 스며드는 것을 ‘現行熏
種子’라고 하며, 스며든 결과인 습기, 혹은 종자가 여러 조건들을 만나 다
시 칠전식으로 발현하는 것을 ‘種子生現行’이라고 한다. 한편 발현하지 않
은 종자가 찰나찰나 동일한 종자를 만들어 내면서 상속 및 유지되는 것

을 ‘種子生種子’라고 한다. 종자와 七轉識, 혹은 종자와 一切諸法은 이와같
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속해간다고 하는 것이 유식불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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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切種(阿賴耶識)의 相을 다시 분별한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종자라 이
름하는가? 그것은 本識(阿賴耶識) 중에서 스스로의 결과를 일으키는 功能差
別이다. 종자와 本識 및 그것으로부터 생긴 결과는 같은 것이 아니지만,

다른 것도 아니다. 본체와 작용(體用), 원인과 결과(因果)의 관계가 이와같
은 때문이다.13)

여기서 功能差別이란 범어로 śakti-viśeṣa, 혹은 sāmarthya-viśeṣa
이다. śakti와 sāmarthya는 ‘힘’이라는 의미이고, viśeṣa는 ‘특별’이라

는 의미이므로, 종자란 과거의 모든 경험이 알라야식 중에 刻印된 결
과로서 생겨나며, 그 경험의 인상을 동일한 속성으로 저장하고 있다

가, 여러가지 적당한 조건을 만나면 다시 미래의 결과로서 산출하는

‘특별한 힘’, 혹은 ‘정신적인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14)

이번에는 콤플렉스(komplex)에 대하여 살펴보자. 콤플렉스는 어떻

게 하여 생겨난 것인가? 다음의 예는 우리들로 하여금 콤플렉스의

생성 및 작용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즉

어떤 사람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라는 심각한 체험을 겪는다. 이것

은 核要素(kernelement)가 되어 죽은 사람에 대한 일련의 聯想들을 配
列하여 하나의 응어리를 형성하게 되고, 이 응어리는 보통 무의식 속
에 잠들어 있다가 죽음을 생각할 만한 상황에 이르면 자아나 의식,

혹은 신체를 자극하여 특정한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데, 이러한 콤플

렉스의 반응은 흔히 의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융은 콤플렉스를 ‘감정적으로 강조된 심리적 내용(gefühlsbeto

nte Inhalte)’, 혹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심적 요소의 일정한 群集(Gr
uppierungen)’이라고 정의한다.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

의 핵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는데, 핵요소는 정감이라는 강한

심적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주변에 여러 심적 내용들

을 집결시키거나 연결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것을 핵요

소의 配列力(konstellation kraft)이라고 하며, 그와같은 현상을 配列(konst
ellation)이라고 한다. 이렇게 핵요소를 중심으로 여러 심리적 내용들

13) 成唯識論 卷二, 大正 31, p. 8a; 一切種相應更分別. 此中何法名爲種子. 謂本
識中親生自果功能差別. 此與本識及所生果不一不異. 體用因果理應爾故.

14) 橫山紘一 著, 妙柱 譯, 唯識哲學(경서원, 1989),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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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결해 있는 것을 콤플렉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자석으로 인한 자

장의 형성에 비교되고 있다.15)

이와같이 콤플렉스는 특정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강한 정

신적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는 ‘정신적인 응어리’, 혹은 ‘정신적인 힘’

으로 설명되고 있다. 융은 콤플렉스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한다.

콤플렉스란 다소 복잡한 정신적 성격을 가진 일종의 그림들인 聯想(ass
ociation)의 덩어리들이다. 때로 그것은 外傷的 성격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
는 고통스럽고 강하게 고조된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강하게 고조된 것

은 어느 것이나 다소 조절하기가 힘이 든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이 내게 매

우 중요하다면, 나는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망설일 것이다. 그리고 만약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즉각 대답하기 곤란한 주제에 대해 질문했을 때,

나의 반응시간은 길어질 것이다. 나는 말을 더듬기 시작하고, 나의 기억은

필요한 자료들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장애는 내 자신의

개인적 콤플렉스(personal complex)로부터 오는 것이 아닐지라도 콤플렉스

로부터 오는 것이다.16)

콤플렉스의 영역이 시작하는 곳에서 自我(Ich)의 자유는 중지된다. 왜냐
하면 콤플렉스는 아직 그 깊은 성질을 알 수 없는 심적인 힘(seelische mä

chte)이기 때문이다.17)

이상의 것을 요약하면, 콤플렉스(komplex)란 강렬한 정신적 체험을

원인으로 해서 생겨난 것이며,18) 자체의 힘으로 비슷한 심적 내용들

을 주변에 배열하며, 여러가지 조건을 만나면 의식이나 신체를 자극

하는 ‘정신적인 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종자와 콤플렉스가 모두 특정체험의 내용이 정신

15) 李符永 著, 分析心理學(일조각, 1991), pp. 33-34.
16) C. G. Jung, Analytical Psychology-It's theory & Practice(Random Ho
use, 1968), p. 79.

17) C. G. Jung, “Über Psychische Energetik und das wesen der Träume”

(Racher, Zürich, 1948), p. 141. 李符永 著, 分析心理學(일조각, 1991),
p. 40에서 인용. 여기서 자아의 자유가 중지된다는 것은 complex가 자아

나 의식의 통제에 구애받지 않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

다.

18) 李符永 著, 分析心理學(일조각, 1991),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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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면에 각인된 결과 생겨난 것이며, 각각 알라야식이나 무의식 속

에 잠재되어 있다가 여러가지 조건이 성숙하면 현실 속에 자신을 드

러내거나, 의식이나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인 힘’, 혹은

‘정신적인 응어리’라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번째로 살펴볼 것은 분석심리학의 개인적 콤플렉스(personal comp

lex) 및 집단적 콤플렉스(collective complex)와 유식불교의 新熏種子 및
本有種子에 관한 것이다. 분석심리학은 콤플렉스가 의식과 무의식 모
두를 형성하며, 그것은 하나가 아니고 다수라고 말한다. 무수히 많은

체험이 무수히 많은 콤플렉스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19) 그래서 분

석심리학은 자아의식(Ich Bewuβtsein)조차도 여러 콤플렉스 중의 하나

로 간주하고 있다.20) 만약 개인적 무의식이나 집단적 무의식과 관련

해서 말하자면, 콤플렉스는 개인적 무의식을 이루는 것과 집단적 무

의식을 이루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집단적 무

의식의 내용을 이루는 콤플렉스를 특히 像(Imago), 또는 原型(Archetyp
us)이라고 한다.21) 융은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적 무의식을 이렇게 설

명한다.

처음에 무의식의 개념은 抑壓(repressed)된 것이거나 잊혀진 내용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되었다. 최소한 비유적으로라도 무의식이 力動的인
主體(acting subject)임을 알고 있었던 프로이드에게 있어서도, 그것은 잊혀
지거나, 억압된 내용들의 저장소로 간주되었으며, 그런 점에서만 기능의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따라서 무의식이 古態的(archaic)이고 神話的(mytholo
gical)인 思考類型(thought-form)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프로이드에게

있어서도, 무의식은 오직 개인적 속성을 가진 것이었다. 무의식의 다소 표

면적인 층은 의심할 바 없이 개인적이다. 나는 그것을 ‘개인적 무의식’이

19) 李符永 著, 前揭書, p. 32.
20) 李符永 著, 前揭書, p. 36.
21) 李符永 著, 前揭書, p. 43. 원형이란 누구의 정신에나 내재하는 정신의 보
편적이며, 근원적인 핵이다. 원형에는 어린이원형, 영웅원형, 太母原型,
삶의원형, 현자원형, 정신원형등이 있으며, 정신의 구성요소인 anima, an

imus, 자기(selbst)등도 원형으로 간주되고 있다. 원형은 분석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들 중 하나이며, Jung은 이 원형의 의미와 상징에 대해

서 깊은 연구를 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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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개인적 무의식은 더욱 심층적인 것 위에 놓여져

있다. 그것은 개인적인 체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습

득물이 아니며, 생겨난 것도 아니다. 이 더욱 깊은 곳에 있는 층을 나는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부른다. 나는 이 무의식의 부분들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집단적’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그것

은 개인적 무의식과는 달리 모든 곳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공통

되는 내용과 행동유형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모든 사람

들에게 동일하며, 우리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초개인적이고, 공통적인 속

성을 가진 정신의 층을 말하는 것이다.22)

한편 분석심리학은 콤플렉스를 구성하는 근본요인인 소위 ‘핵요소’

에는 개인의 체험에 의해 생긴 것과 개체의 素因으로서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것의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데,23) 그것을 이 개인 및 집

단적 무의식과 관련해서 말해보면, 그 중에서 개인의 체험에 의해 형

성된 핵요소로부터 형성된 콤플렉스, 즉 개인적 콤플렉스(personal co

mplex)들로 이루어진 무의식이 곧 개인적 무의식이며, 선천적으로 내

재하는 핵요소들로부터 형성된 콤플렉스, 즉 집단적 콤플렉스, 혹은

原型(archetypus)들로 이루어진 무의식이 곧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심리학의 개인적 콤플렉스(personal complex) 및 집단적 콤플렉

스, 혹은 원형은 유식불교의 新熏種子 및 本有種子에 비길만 하다. 왜
냐하면 유식불교에 있어서 신훈종자란 개인적 체험의 훈습에 의하여

형성된 종자를 말하며, 본유종자란 개인적 체험과는 관계없이 본래

부터 갖추어져 있는 종자를 말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護法(Dhar
mapāla, 530-561)은 成唯識論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의 說이 있으니, 그것은 種子에 2종이 있다는 것이다. 그
중 하나는 本有種子이다. 이것은 무시이래로 異熟識 중에 본래(法爾)부터
갖추어져 있어서, 蘊, 處, 界를 生하도록 하는 功能差別이다. 세존은 이에

22) C. G. Jung,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ed Unconsciousness" The
Collected Works of C. G. Jung(Routledge & Kegan Paul, 1971), vol. 9
-1, pp. 3-4.

23) 李符永 著, 分析心理學(일조각, 1991),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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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諸有情에게 무시이래로 갖가지 界가 있다고 설하신 것이다. … 이를
本性住種(本有種子)이라고 한다. 두번째는 시작하여 일어난 것(始起)이다.
이것은 무시이래로 여러 차례의 現行熏習으로 인하여 있게 된다. 세존은

이에 따라 유정의 마음은 染淨諸法이 훈습되는 곳이므로 무량종자가 쌓이
는 곳이라고 설하셨다. 제 논서도 역시 染淨種子는 染淨法의 훈습에 의해
생긴다고 설한다. 이를 習所成種(新熏種子)이라고 한다.24)

즉 유식불교의 본유종자란 개인적 체험의 훈습에 의해 생성된 것

이 아니라, 무시이래로 알라야식 중에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종자이

며, 신훈종자란 개인적 체험의 훈습으로 인하여 생성된 종자이다. 따

라서 이 본유종자와 신훈종자는 각각 분석심리학의 원형 및 개인적

콤플렉스에 잘 상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종자와 콤플렉스(complex)가 모두 과거의 체험내용

이 각인된 결과로서 생성되는 것이며, 알라야식이나 무의식중에 잠

재하고 있다가 여러가지 조건이 성숙하면 현실 속에 자신을 드러내

는 ‘정신적인 힘’이라는 점에서 일치하며, 또한 집단적 무의식 및 개

인적 무의식의 구성요소인 원형과 개인적 콤플렉스는 각각 유식불교

의 본유종자 및 신훈종자에 상응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25)

그러나 종자설과 콤플렉스설이 모든 점에서 일치하거나 상응하는

것은 아니다. 그 둘은 다음과 같은 상이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 유식

불교에 있어서 종자는 신훈종자와 본유종자뿐 아니라,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뉘어 진다. 종자를 훈습하는 마음상태의 차이에

24) 成唯識論 卷二, 大正 31, p. 8b-c; 有義種子各有二類. 一者本有. 謂無始以
來異熟識中法爾而有生蘊處界功能差別. 世尊依此說諸有情無始以來有種種界.…
此卽名爲本性住種. 二者始起. 謂無始來數數現行熏習而有. 世尊依此說有情心
染淨諸法熏習故無量種子之所積集. 諸論亦說染淨種子由染淨法熏習故生. 此卽
名爲習所成種.

25) 新熏種子는 선험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체험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서 개인적 complex와 상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

시이래로 여러차례의 現行熏習으로 인하여 생긴다’고 함을 간과해서는

않된다. 우리는 成唯識論의 新熏種子 개념이 윤회를 전제로 하고 있으
며, 따라서 개인적 complex의 개념을 넘어서는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음

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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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분류하면, 그것은 名言熏習種子, 我見熏習種子, 有支熏習種子의
셋으로 나뉘어 진다.26) 또 종자는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는가, 공통되

지 않는가에 따라 共相種子와 不共相種子로 나뉘어 질 수도 있다.27)
만약 종자를 번뇌와 깨달음의 원인이라는 측면에서 분류하면, 그것

은 有漏種子와 無漏種子로 나뉘어 질 수 있다.28) 위에서 살펴 본 본
유종자의 관념은 이 무루종자의 관념과 깊은 관계가 있다.29) 그와

26) 橫山紘一 著, 妙柱 譯, 唯識哲學(경서원, 1989), pp. 138-140. 名言種子란
알라야식 중에 있는 모든 종자의 총칭이다. 모든 종자를 명언종자라고

하는 이유는 유식불교가 종자를 언어활동에 의해 알라야식 중에 이식된

잠재적인 에너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유식불교는 인간에게 갖가지

심리작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언어활동이야말로 심리활동의 핵심이라

고 생각하는 것이다. 我見熏習種子란 자아가 실재한다고 믿는 견해, 즉

我見에 의해 알라야식에 훈습된 종자이다. 이것은 명언종자 중에서 특히
자아의식을 일으키는 종자를 따로 분류한 것이다. 有支熏習種子란 欲界,
色界, 無色界의 三有 속에서 우리를 생사윤회하게 하는 종자를 말한다.

이것도 명언종자 가운데서 미래의 생존상태를 결정하고 발생시키는 종

자를 따로 분류한 것이다.

27) 共相種子란 사람이나 축생등과 같은 同一趣生의 有情이 공통적으로 수용
하는 것처럼 보이는 비슷한 과보를 이끌어 내는 종자를 말하며, 不共相種
子란 單一有情만이 수용하는 과보를 이끌어 내는 종자를 말한다. 竹村牧
男은 자신의 저서 唯識의 構造에서 공상종자를 Jung의 집단적 무의식
에 비교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라는 점에서 공상종자와 집단

적 무의식을 비교한 점은 수긍이 가지만, 공상종자가 특히 器世間의 생
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집단적 무의식과는 상당한 거리

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미 언급했던바와 같이 집단

적 무의식은 선천성과 보편성이 강조되어 있으므로 공상종자보다는 오

히려 본유종자와 더욱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金東華 著, 唯識哲學(보련
각, 1980), pp. 248-250, 그리고 竹村牧男 著, 鄭承碩 譯, 唯識의 構造(민
족사, 1989), p. 82, 145를 참조.

28) 有漏란 번뇌가 새어 나온다는 뜻이므로 유루종자란 번뇌의 원인이 되는
종자를 말하는 것이며, 무루종자란 그와는 반대로 깨달음의 원인이 되는

종자를 말한다. 竹村牧男 著, 鄭承碩 譯, 唯識의 構造(민족사, 1989), p. 1
59 참조.

29) 불교는 우리가 영원한 과거로부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생사의 바다에

윤회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윤회의 흐름을 깨

달음의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일까? 유식불교는 석존의 교법을 듣는

일이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 이미 瑜伽論에서도 出世聖法
種子, 涅槃種子, 善法種子등의 용어가 발견되며, 또 本性住種子를 들어 善
의 종자가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攝大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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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종자의 속성에 대한 연구도 깊이있게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종자에는 6종의 자체적 속성이 있다고 생각되었다.30) 이와같은 종자

설은 요컨대 유식불교가 ‘업과 윤회’, ‘번뇌와 깨달음’의 원인분석이라

는 측면에서 인간의 정신을 탐구하였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또 유식불교의 종자설은 ‘무아와 업’, 그리고 ‘윤회’라는 서로 모순되

는 듯이 보이는 여러 전제들을 조화시키기 위해 고심한 흔적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분석심리학은 콤플렉

스를 다룸에 있어서, 그것이 억압되었을 때 일어나는 신체 및 의식의

장애현상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촛점을 맞춘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

한 일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콤플렉스는 원래 융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던 소위 ‘聯想障碍現象’의 연구과정에서 발견된 것이기 때문이
다.31) 종자와 콤플렉스라는 유사한 정신요소에 대한 이와같은 상이

한 연구와 분석은 두 학파 사이에 있는 근본입장의 차이점을 선명하

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論은 善, 특히 見道에서 처음으로 무루의 出世間心이 생기는 원인을 正
聞熏習種子에 서 구했으며, 成唯識論은 攝大乘論의 학설에 다시 무루
의 本有種子를 첨가한 것이다. 즉 알라야식에는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깨
달음의 종자가 있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깨달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본유종자의 관념은 무루종자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발전해 온 것이다. 橫山紘一 著, 妙柱 譯, 唯識哲學(경서
원, 1989), pp. 141-142, 그리고 太田久紀 著, 鄭柄朝 譯, 불교의 심층심
리(현음사, 1992), pp. 130-131 참조.

30) 그것은 攝大乘論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種子六義를 말한다. 그것은 다
음과 같다. 1) 刹那滅; 찰나에 생멸하는 것, 2) 果俱有; 발생한 결과와 동
시에 존재하는 것, 3) 恒隨轉; 항상 활동하고 존재하는 것, 4) 性決定; 善,
惡, 無記를 일으킬 힘이 결정되어 있는 것, 5) 待衆緣; 여러가지 緣을 기
다려 결과를 일으키는 것, 6) 引自果; 오직 자신의 결과만을 발생시키는
것 등을 말한다. 竹村牧男, 唯識の 探究(춘추사), p. 74, 그리고 長尾雅人,
攝大乘論(강담사, 1982), pp. 156-159를 참조.

31) 李符永 著, 分析心理學(일조각, 1991), pp.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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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신의 구조와 발생

다음으로 살펴 볼 것은 정신의 구조 및 발생에 관한 것인데, 여기

서는 두 학파가 모두 인간의 정신을 삼중적인 구조로 파악하고 있음

이 주목된다. 즉 유식불교가 인간의 정신을 前六識과 자아의식, 그리
고 알라야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분석심리학도 인간의 정신

을 의식과 자아, 그리고 무의식이라는 삼중적인 구조로 설명하고 있

는 것이다. 먼저 분석심리학의 설명을 들어보자.

인간의 마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우선 ‘나(自我, Ich, Ego)’라는
것이 있다. 자아가 없는 정신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강하든 약하든 “나”란 있게 마련이다. 이 “나”의 둘레에는 의식이 있다.

내가 의식하고 있는 모든 것, 나의 생각, 내 마음, 내 느낌, 나의 이념, 나

의 과거, 내가 아는 이 세계, 무엇이든 자아를 통해서 연상되는 정신적 내

용은 ‘의식(das Bewuβstein)’이다. 나, 즉 ‘자아’는 이 의식의 중심에 위치한

다. 내가 아는 정신세계가 의식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모르고

있는 정신세계를 무의식(das unbewuβte)이라고 부른다.32)

즉 분석심리학은 인간의 정신을 의식과 의식의 중심인 자아, 그리

고 자아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모든 심리적 내용인 무의식이라는 셋

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서 의식과 무의식을 구

분하는 것은 그 심리적 내용이 자아와 관련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의해 구분된다.33) 즉 분석심리학의 경우 자아는 의식과 무의식의 경

32) 李符永 著, 前揭書, pp. 41-42.
33) C. G. Jung, Analytical Psychology-It's theory & Practice(Random Ho
use, 1968), p. 10. 金明實은 자신의 논문 唯識學의 心理構造에서 본 兒童
性格心理의 論理的 考察 (동국대학교, 1992), p. 80에서 Jung이 인간의 정

신구조를 자아와 개인적 무의식, 그리고 집단적 무의식으로 파악하고 있

다고 말한다. 이것은 아마 집단적 무의식의 중요성을 자나치게 인식한

결과 내려진 自意的인 해석이 아닐까 생각된다. Jung은 정신의 구조를

명확하게 셋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 셋으로 구분한다면, 그것

은 본 인용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그 양자의



印度哲學 제 집

계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의식과 무의식은 각각 섬과 바다에 비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의식의 영역이 의식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

로 넓다고 생각하는 분석심리학의 입장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무의식을 바다에 비유한다면, 의식은 조그마한 섬에 비유된다. 의식은

우리 정신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며, 극히 조그마한 일부에 지나

지 않는다. 자아란 그 조그마한 일부, 즉 의식의 중심이다. 그것은 수많은

콤플렉스 중의 하나로 간주되며, 자아 콤플렉스(Ich komplex)라고 부른다.

자아 콤플렉스는 의식의 내용을 이루는 동시에 의식이 의식일 수 있는 조

건이기도 하다. 의식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심리내용이 자아 콤플렉스와

관계를 맺는 한 가능하기 때문이다. 심리내용이 가지고 있는 자아와의 관

계성이 자아에 의해서 인지되지 않으면, 그것은 의식이 아니고 무의식적

인 것이다. 따라서 의식이란 자아에 대한 심리적 내용의 관계를 유지하는

기능이며, 활동이다.34)

또 분석심리학의 경우 정신적 발전의 궁극적 목표인 自己實現(selbs
t verwirklichung)에 자아가 깊이 관련되어져 있음도 주목된다.35) 자기

실현이란 意識化(bewuβtwerdung)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
금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 정신적 전체인 그 사람 자신으로서 살아

가도록 촉구하는 무의식의 근원적 가능성을 자아의식이 받아들여 실

천에 옮기는 능동적인 행위를 말한다.36) 분석심리학에 따르면, 의식

의 중심인 자아는 정신의 의식된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나의

전체를 통괄하고 자각하려면, 무의식적인 것을 하나씩 깨달아 나가

는 의식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부딪히

경계를 이루는 자아라는 세 요소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

다.

34) C. G. Jung, “Psychologische Typen”, Gesammelte Werke(Rascher, Zür
ich, 1960), vol. 6, p. 471, p.451. 李符永 著, 分析心理學(일조각, 1991),
p. 44에서 인용.

35) 분석심리학에서의 자기란 의식과 무의식을 통튼 전체로서의 그 사람의

전성품을 말하는 것이며, 그와같은 자기의 지향성을 구현하는 것을 정신

적 발전의 궁극적 목표라고 생각한다.

36) 李符永 著, 分析心理學(일조각, 1991),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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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의식의 내용은 그림자(schatten)이다. 그림자 다음에는 아니마(ani

ma), 아니무스(animus)의 의식화가 뒤따른다. 이리하여 인간은 자기실

현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37)

유식불교도 역시 인간의 정신을 삼중적인 구조로 파악하고 있는

데, 이는 世親(Vasubandhu, 320-400경)에 의해 확립된 전통이다.

임시로 我와 法을 說함에 따라 갖가지의 모양(相)이 생기나니, 이는 오
직 識의 전변에 의한다. 이 能變에 오직 세 가지가 있으니, 異熟(vipāka)과
思量(manana)과 了別境識(viṣaya-vijñapti)이다.38)

이 게송에서 알 수 있듯이 유식불교에서 정신의 삼중적인 구조를

이루는 것은 異熟, 思量, 了別境識이다. 그 중에서 了別境識이란 前六
識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보통 상식적으로 마음이니, 정신이니,
의식등으로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39) 분석심리학의 의식과 상응

하며, 思量이란 제7末那識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아의식이라는 측면에
서40) 분석심리학의 자아와 상응한다. 또 異熟, 즉 알라야식은 이미

살펴 보았던 바와 같이, 일체경험의 저장소라는 측면에서 분석심리

학의 무의식과 상응한다.

그러나 유식불교의 경우 이와같은 삼중적 구조에서 자아의식은

그 중심에 있지 않으며, 깨달음의 증득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도 않

는다.41) 오히려 자아의식인 제7말나는 알라야식 중에 번뇌종자를 훈

습시키는 근본원인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末那識은 항상 薩迦耶見(s
atkāyadṛṣṭi), 我慢(asmimāna), 我愛(ātmasneha), 無明(avidyā)등의 四煩惱와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말나식은 攝大
乘論에서 ‘오염된 末那(染汚意; kliṣṭaṁ-manas)’라고 불리워지고 있다.42)

37) 李符永 著, 前揭書, p. 43, 여기서 anima란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
적인 요소이며, animus란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적인 요소를 말

한다. 한편 그림자란 自我意識의 무의식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38) 唯識三十論頌, 大正 31, p. 60a; 由假說我法 有種種相轉, 彼依識所變 此能

變唯三, 謂異熟思量 及了別境識.
39) 太田久紀 著, 鄭柄朝 譯, 불교의 심층심리(현음사, 1992), p. 77.
40) 太田久紀 著, 鄭柄朝 譯, 前揭書, pp. 108-109.
41) 깨달음과 자기실현의 유사함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고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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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유식불교가 無我의 교법을 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불교에 있어서 자아의식, 혹은 자아에

대한 집착등은 자아에 대한 무지로부터 오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여러가지 번뇌들을 산출하는 근본적인 어리석음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 顯勢的인 七轉識과 알라야식의 관계에 있어서도 분석심리학의

경우와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분석심리학이 의식과 무의

식의 관계를 相互補完的, 혹은 代償的인 것으로 파악하는데 반하여,

유식불교는 七轉識과 알라야식의 관계를 철저하게 相互因果的인 것으
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攝大乘論과 분석심리학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攝大乘論에서 顯勢的인 七轉識은 오염
된 諸存在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그 알라야식과 오염된 諸存在(雜染諸法)는 동시존재하며, 상호에 하나가
다른 것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등불

에 있어서 불이 생기는 것과 심지가 타는 것은 동시이고, 상호 [인과] 인

것과 같다. 또 갈대단이 동시적으로, 서로간에 하나가 다른 것에 의지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 지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서로간에 하나가 다

른 것의 因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알라야식이 오염된 제존재의 원인이고,
오염된 제존재가 또 아뢰야식의 원인인 것과 같이, 어떤 한 쪽에 있어서,

因으로서의 緣은 정립되었다. 그것 이외에 因으로서의 緣은 생각되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43)

무의식의 의식에 대한 관계는 代償的이다. 代償作用(kompensatorische fu
nktion)은 무의식의 중요한 기능이다. 다시 말해서 무의식은 의식에 결여

된 것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그럼으로써 개체의 통합을 꾀한다. 의식이

42) 長尾雅人 著, 攝大乘論(講談社, 1982), p. 90, 그리고 橫山紘一 著, 妙柱 
譯, 唯識哲學(경서원, 1989), pp. 190-191. 여기서 薩迦耶見이란 자아의
실재를 믿는 것, 我慢이란 자아를 믿고 교만한 것, 我愛란 자아에 대한
맹목적인 애착, 無明이란 무아의 이치를 모르는 것을 말한다.

43) 攝大乘論本 所知依分 第二, 大正 31, p. 134c; 復次阿賴耶識與彼雜染諸法 
同時更互爲因 云何可見. 譬如明燈焰炷生燒 同時更互. 又如蘆束互相依持 同時
不倒. 應觀此中更互爲因道理亦爾. 如何阿賴耶識爲雜染諸法因 雜染諸法亦爲阿
賴耶識因. 唯就如是安立因緣 所餘因緣不可得故. 長尾雅人 著, 攝大乘論(강
담사, 1982), pp. 141-1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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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일방적으로 知的이면 무의식은 情的인 특성을 띄우며, 의식이 지나치
게 외향적이면 무의식은 내향적인 경향을 띈다.44)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정신의 삼중적 구조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일치점은 분석심리학이 “의식은 무의식으로부터 생겨난다”고

생각하는 점에 있다. 분석심리학은 이렇게 말한다.

처음에 있던 것은 분명히 무의식적인 것이다. 의식은 무의식적인 상황

으로부터 생겨났다. 유아기에 우리는 무의식적인 상태에 있다. 가장 중요

한 본능적인 기능들은 모두 무의식적인 것이다. 아이들은 마치 자아가 없

는 것처럼 행동한다. 네 살 또는 그 이전에 자아감각(sense of ego), 즉

“나”, 혹은 “나 자신”이라는 의식을 발전시킨다. … 의식은 이와같이 첫째

로는 자기 신체, 혹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둘째로는 일련의

기억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리고 그 뒤 많은 것이 의식을 구성하게 된다.

정신적 기능의 분화, 여러 종류의 개인적 분화등이 뒤따른다. 思考, 感情,
感覺, 直觀등 이른바 융이 말하는 정신의 네 가지 기본기능도 의식의 내용
이 된다. 이것은 분화정도에 따라 무의식의 내용이 되기도 한다.45)

유식불교에서도 現行 七轉識은 모두 알라야식으로부터 생겨난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것은 轉變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여기서 전
변이란 識이 식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말한다.46) 그것은 위에서 언급
한 唯識三十頌의 게송과 다음의 게송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첫번째 能變은 알라야식이다. 이는 異熟이며, 일체종자식이다. … 다음
은 두번째 能變으로 이 識은 末那라고 부른다. 이는 알라야식에 의지해서
전변하고, 그것을 대상으로 하며, 思量을 본질로 한다. … 다음은 세번째
能變으로써 6종이 있으며, 了境을 본질로 한다.47)

44) C. G. Jung, “Die Beziehungen zwischen dem Ich und dem Unbewuβte

n”(Racher Paperback, 1963), p. 13, - 李符永 著, 分析心理學(일조각, 19
91), p. 54에서 인용.

45) 李符永 著, 分析心理學(일조각, 1991), pp.46-47, 그러나 Jung은 Freud가
그의 초기에 ‘무의식이 의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봄으로써 무의식의 자율

적인 기능을 축소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46) 服部正明等 著, 李萬 譯, 인식과 초월(민족사, 1991),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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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분석심리학은 인간정신을 삼중적 구조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의식적인 정신요소가 무의식적인 정신요소로부터 발

생했다고 하는 점에서 유식불교와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다.

5. 깨달음과 자기실현

마지막으로 궁극의 목표라는 측면에서 두 학설을 살펴보자. 유식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깨달음이다. 瑜伽行(Yogācāra)이라는 학파의 이
름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유식불교는 유가행의 실천을 통하여 자기

를 변혁하고, 미혹의 세계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48) 한편 분석심리학은 정신적 발전의 목표가 ‘자기(S

elbst)’이며,49) 자기를 실현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과제라고 말하고 있

다.50) 따라서 분석심리학의 궁극적 목표는 자기자신(Selbst)을 옳바르

게 이해하고, 자기자신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란 무엇인가? 융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무의식적 과정들은 의식적인 마음에 대하여 代償
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대상적’이라는 말을 쓰고, ‘상대적’ 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식과 무의식은 서로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서

로 보충해서 자기(self) 라고 하는 전체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자기는 量的인 면에서 의식적인 자아를 넘어선다. 자기는 의식뿐
아니라 무의식적인 정신도 포함하는 것이다.51)

47) 唯識三十論頌 大正 31, p. 60a-b; 初阿賴耶識 異熟一切種. … 次第二能變 
是識名末那 依彼轉緣彼 思量爲性相. … 次第三能變 差別有六種 了境爲性相.

48) 橫山紘一 著, 妙柱 譯, 唯識哲學(경서원, 1989), p. 205.
49) 李符永 著, 分析心理學(일조각, 1991), p. 101.
50) 李符永 著, 前揭書, p. 111.
51) C. G. Jung, “The Relation Between The Ego and The Unconscious" T
he Collected Works of C. G. Jung(Routledge & Kegan Paul, 1971), vo
l. 7, p.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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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분석심리학의 ‘자기’란 의식과 무의식을 통튼 정신의 전

부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이며, ‘그 사람의 전체’이

며, ‘그 사람의 전 성품’ 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전부’이며, ‘그 사람의 본성’이라고 말해진

다.52)

이와같은 정의 중에서 의식과 무의식을 통튼 정신의 전부라는 의

미로서의 자기는 유식불교의 依他起性(paratantra-svabhāva)에 해당한

다. 왜냐하면, 유식불교에 있어서 8식, 즉 알라야식과 七轉識을 합한
전체의 식은 依他起性이라고 말해지기 때문이다.53) 依他起란 다른 것
에 의존해서 일어난다는 뜻이다. 8식 전체는 종자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이루며,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므로 의타기성이라고

부른 것이다.54) 또 만약 인간정신의 본질, 혹은 본모습이라는 측면에

서의 자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圓成實性(pariniṣpanna-svabhāva)의 개념
을 벗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성실성이란 諸法의 實性, 혹은 諸法
의 있는 그대로의 본 모습이라고 말해지므로 인간정신의 본 모습, 혹

은 본질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이다.55) 즉 분석심리학의 자기

와 유식불교의 원성실성이란 모두 인간정신의 본질, 혹은 본모습이

라는 의미에서 서로 상응하는 것이다. 成唯識論은 원성실성을 다음
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二空에 의해 드러나는 것으로서 원만하게 성취되어 있는 제법의 실성
을 원성실성이라고 한다. 그 이름은 偏在(遍)와 永遠性(常)을 암시하며, 그
體에 虛謬가 없음을 암시한다.56)

52) 李符永 著, 分析心理學(일조각, 1991), p. 99.
53) 橫山紘一 著, 妙柱 譯, 唯識哲學(경서원, 1989), p. 257.
54) 太田久紀 著, 鄭柄朝 譯, 불교의 심층심리(현음사, 1992), p. 192.
55)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기자신과 眞如, 혹은 원성실성이 개념적으로 완전
하게 일치하는가 하는 것은 의문이다. 왜냐하면, 원성실성은 二空, 즉 我
空, 法空의 진리가 실현된 곳에서 나타나는 제법의 실상이라고 말해지는
데, 분석심리학에서도 ‘자기’를 空으로 해석하는데 동의할는지는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56) 成唯識論 卷八, 大正 31, p. 46b. 二空所顯 圓滿成就 諸法實性 名圓成實性.
顯此遍常體非虛謬. Wei Tat, Ch’eng Wei-Shin Lun(The Ch’eng Wei-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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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분석심리학에 따르면 무의식 속에는 언제나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로서 살도록 촉구하는, 자기실현의 원동력이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즉 무의식 속에는 그가 사회와 이웃, 혹은 다른 사람의 투사와

기대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의 탈(maske, persona)이나 자아의식에 집착

하여 좁고 경화된 역할 속에서 기계적인 인생을 보내지 말고, 그의

전 생명력을 불태우도록 촉구하는 힘이 원초적으로 조건지워져 있다

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자기는 원형으로 다루어진다.57) 自
己原型(Archetypus des Selbst)은 ‘指南力의 원형’으로서 우리가 정신적인
혼돈에 빠져 있을 때, 방향을 가리켜 주는 것이라고 말해진다. 그것

은 질서를 형성하며, 혼돈으로 하여금 질서(kosmos)로 전환케 한다.

정신장애의 치유도 이와같은 내적인 치유기능이 있음으로써 가능하

다고 말한다.58) 따라서 자기원형이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내

재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본연의 자기, 혹은 자기자신으로 살아가

도록 촉구하는 힘인 동시에, 자기실현의 원동력이 되는 정신적인 힘

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앞에서 유식불교의 깨달음이란 원성실성을 증득하는 것이며,

원성실성의 개념은 인간정신의 본모습, 혹은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분석심리학의 자기의 개념과 상응함을 밝혔다. 그렇다면 분석심리학

의 자기원형은 기능의 측면에서 유식불교의 本有無漏種子와 상응한

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식불교에 있어서 본유무루종자란 선천

적으로 내재하는 깨달음의 가능력이라고 말해지기 때문이다.59) 유식

불교가 인간정신의 내면에 깨달음의 가능력이 선천적으로 내재한다

고 생각했다는 사실은 三性說의 관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삼성
설의 관점에서 볼 때, 깨달음이란 의타기성이 자신을 덮고 있는 遍計
所執性을 여의고, 자신의 내면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원성실성을
증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변계소집성과 원성실성은

의타기성에서 함께 미망의 측면(雜染分)과 깨달음의 측면(淸淨分)을 이

n Lun Publication Committee, 1973), pp. 632-634 참조.

57) 李符永 著, 分析心理學(일조각, 1991), p. 98.
58) 李符永 著, 前揭書, p. 103.
59) 太田久紀 著, 鄭柄朝 譯, 불교의 심층심리(현음사, 1992), pp. 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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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고 있으며, 깨달음이란 미망의 측면인 변계소집성을 버리고 깨달

음의 측면인 원성실성을 증득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을 轉依라고도
부른다.60) 唯識三十頌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원성실자성이란 의타기자성이 변계소집자성을 멀리 여읜 것이다.61)

만약 우리가 전체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자기원형의 요구를 억누

르거나 외면한다면 어떻게 될까? 분석심리학에 따르면, 그 결과는

자기분열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노이로제, 혹은 강박관

념이란 자아가 자기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을 때 나타나는

자기소외의 결과인 것이다.62) 따라서 인간은 자기전체의 인격을 실

현시켜야만 하는 소위 ‘자기실현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해진다.63)

자기실현은 달리 말하면, 個性化(Individuation)라고도 한다. 그것은 진
정한 의미의 개성을 실현하는 것이며, 그 사람 자신의 전부가 되는

것이다.64) 자기실현, 혹은 개성화의 첫걸음은 외부에 대한 집착을 버

리고 내면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라고 한다.65) 그 다음에는 자아를

덮어 씌우고 있는 페르조나(persona)를 벗기고, 나아가 자아를 무의식

의 암시적인 힘으로부터 구출해야한다.66)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

이 분석심리학에 있어서 자기실현은 意識化라고도 한다. 그것은 무의
식을 의식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무의식의 의식화란 무

엇인가? 분석심리학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의식의 중심으로서의 자아는 나의 정신의 의식된 부분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나의 전체를 통괄하고 자각하려면, 무의식적인 것을 깨달아 나가

는 의식화(bewuβtwerdung)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부

60) 服部正明等 著, 李萬 譯, 인식과 초월(민족사, 1991), pp. 181-182.
61) 唯識三十論頌, 大正 31, p. 61a; 圓成實於彼 常遠離前性 - 橫山紘一 著, 妙

柱 譯, 唯識哲學(경서원, 1989), p. 260를 참조.
62) 李符永 著, 分析心理學(일조각, 1991), p. 201.
63) 上揭書, p. 111.
64) 上揭書, p. 106.
65) 上揭書, p. 364.
66) 上揭書,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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딪히는 무의식의 내용은 그림자(schatten)이다. 그림자란 자아의식의 무의

식적인 부분을 말한다. 그림자 다음에는 아니마(anima), 아니무스(animus)

의 의식화가 뒤따른다. 이리하여 인간은 자기실현을 하게 된다. 자기실현,

또는 개성화란 결국 자기전체의 인격을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67)

여기서 말하는 페르조나,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등 무의식 속에

있는 자기자신의 假像이나 原型들을 의식화하는 자기실현의 과정은

本有無漏種子가 번뇌종자에 대항해서 싸우고, 마침내 그것을 무루종
자로 전환시키는 轉依(āśraya-parivṛtti)의 과정과 흡사하다. 종자론적

관점에서 볼 때, 유식불교의 깨달음이란 부처님의 진리를 들음으로

써 훈습된 무루의 正聞熏習種子와 알라야식 중에 선천적으로 내재하
는 진리에의 가능력인 본유무루종자의 힘이 유가행이라는 수행의 힘

에 의해 증장되어 번뇌종자를 소멸시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

이다. 이 때 수행의 여러 단계를 지나 이원성을 여읜 초세간적인 지

식이 생겨나면 비로서 알라야식을 자기라고 믿는 집요한 자아의식은

붕괴되고 진리세계 그 자체가 자기 본래의 근거로서 자각된다고 하

는데, 이것을 ‘전의’라고 하는 것이다.68) 그것을 成唯識論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두 가지의 麤重을 끊으면, 곧 광대한 전의를 증득하게 된다. 依는 所依
로서의 의타기를 말한다. 이것은 染淨法의 所依이다. 染은 허망한 변계소
집이며, 淨은 진실한 원성실성이다. 轉이란 두 가지를 버리고 얻는 것이다.
여러 無分別智를 닦아서 本識중에 있는 두 가지 장애의 麤重을 끊었으므로
의타기 위의 변계소집을 소멸한다. 또한 의타기 안의 원성실성을 증득한

다. 煩惱障을 전환하여 대열반을 얻는다. 所知障을 전환하여 최고의 깨달
음을 증득한다.69)

67) 上揭書, p. 43.
68) 服部正明等 著, 李萬 譯, 인식과 초월(민족사, 1991), p. 146.
69) 成唯識論 卷第九, 大正 31, p. 51a; 此能捨彼二麤重故 更能證得廣大轉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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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由修習無分別智 斷本識中二障추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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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서 麤重이란 번뇌의 종자를 말하는 것이며, 두가지의 추중이란 곧 煩惱
障과 所知障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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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석심리학이 말하는 자기(Selbst)의 개

념은 그 사람의 본성이라는 의미에서 원성실성의 개념에 위배되지

않으며, 자기실현을 촉구하는 自己原型(Archetypus des Selbst)의 기능은
깨달음을 가능하게 하는 本有無漏種子의 기능과 상응함을 알 수 있

다. 또 분석심리학이 말하는 자기실현, 혹은 의식화의 과정은 유식불

교의 전의의 과정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6. 결 론

지금까지 본고는 유식불교의 알라야식설과 분석심리학의 무의식

설을 비교하여 보았다. 그리고 이 두 학설이 다음과 같은 일치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1) 인간정신의 내면에는

심리적 체험내용을 특정기간 보관하고, 유지하는 요소가 있음을 인

정하고 있다는 점, 2) 그처럼 보관된 체험내용은 적당한 동기를 만나

면, 어떤 경로를 거쳐 현실이나 의식 속에 자신을 드러낸다고 생각하

는 점, 3) 알라야식 혹은 무의식 속에서 체험내용을 보관하고 유지하

는 요소인 종자, 혹은 콤플렉스(complex)는 모두 정신적인 힘, 혹은 에

너지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 4) 인간정신의 의식적인 요소는 무의식

적이거나 잠세적인 요소로부터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점, 5) 인간정신

의 내면에는 자기실현, 혹은 깨달음의 가능성이 선천적으로 내재되

어 있다고 생각하는 점 등이다.

그러나 이미 각 장에서 조금씩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 두 학설이

모든 측면에서 유사하거나 상응하는 것은 아니다. 두 학설은 유사성

과 상이점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본고의 고찰에 의해서도 다음과 같

은 상이점이 발견되었다.70) 그것은 1) 알라야식은 무의식과는 달리

체험의 인상을 저장하는 기능외에도 ‘신체를 유지하는 기능’과 ‘현상

계를 현현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더욱 근원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70) 본고에서 그 모두를 살펴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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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는 점, 2) 분석심리학의 자아는 자기실현의 중심이 되는 요

소로 간주되는 반면, 그에 상응하는 유식불교의 말나식은 오염의 근

원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 3)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는 알라야식과

七轉識과의 관계처럼 상호인과적인 것으로 파악되지 않고, 상호보완
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 등이다.

요꼬야마 고우이쯔(橫山紘一)는 두 학설의 차이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알라야식은 흔히 프로이드나 융이 주장하는 무의식에 비교된다. 둘 다

우리 마음의 무의식적 영역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프로이드나 융이 말하는 무의식은 수 많은 신경증

환자의 증상이나 그들의 꿈, 또는 正常人의 실어증이나 기억상실등을 분석
하고 해석함으로써 그 존재가 가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알라야식은 요가

수행자들에 의하여 직접 파악되고 인식된 것이다.71)

“유식불교의 알라야식은 요가 수행자들에 의해 직접 파악되고 인

식된 것인 반면, 분석심리학의 무의식은 환자들의 정신장애현상의

연구로부터 상정된 것이므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요꼬야

마의 지적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피상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두 학파가 탐구한 것은 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는 동일한 대

상이므로, 정확하게 관찰하고 설명되어진다면, 비록 관찰방법에 차이

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학설이 반드시 달라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

다.

그러면 두 학설의 차이점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 원인

은 주로 목적과 전통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유식불교의 목적은 알라야식의 분석을 통하여 번뇌의 원인을 규명하

고, 궁극적으로는 제법의 실상을 파악하여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

다. 한편 분석심리학의 목적은 무의식의 분석을 통하여 노이로제(neu

rose)등 정신장애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고, 나아가 선천적으로 내재하

는 자기자신의 지향성을 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학파는 알라야

71) 橫山紘一 著, 妙柱 譯, 唯識哲學(경서원, 1989), p. 147.



알라야식설과 무의식설의 비교고찰 남수영

식, 혹은 무의식이라고 하는 동질적인 정신요소를 분석함에 있어서

도 서로 다른 측면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요컨데, 유식불교

는 깨달음이라는 종교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는 반면, 분석심리학은

정신장애의 치료라는 의학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또

알라야식설은 불교적인 전통위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무아, 연기, 공,

윤회, 업등과 같은 논리적인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는 반면, 무의식설

은 그와같은 전제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학설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 공간적, 역사적, 사상적

배경의 커다란 차이를 감안한다면, 두 학설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

은 여러가지 유사한 이론과 개념들을 가지고 있음은 실로 놀라운 일

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두 학설을 조화시켜 서로 보완하거나 차

이점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면, 보다 온전한 인간정신의 구조와 역

동에 관한 모델을 확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하이젠베르그

(W. Heisenberg)가 “인류사상사에 비추어 볼 때, 상이한 시간적, 문화

적,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두 사상조류가 만나는 곳에서 가장

유익한 발전이 흔히 일어났음을 볼 수 있다”72)고 지적했던 바와 같

이 유식불교의 전통과 현대심리학의 전통이 만나는 곳에서 인간정신

의 더욱 온전한 이해를 위한 사상적 진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72) Fritjof Capra, The Tao of Physics(Shambhala Boulder, 1975), p.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