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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불교 기 유식문헌에서의 언어와 실재와의 계

瑜伽師地論의 三性과 五事를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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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상/ 상), 事(vastu), 비유  표 (upac ra), 명칭, 분별(vikalpa)

본 논문은 유식학 의 삼성설의 선행이론으로서 ｢진실의품｣에 나타

난 언어표 과 그 근거로서의 사태(vastu)의 계와 ｢진실의품｣ <五事

章>에 나타난 五事의 범주 에서 언어표 의 근거로서의 相(nimitta)과 

명칭의 계를 논의했다. 그리고 이 두 개소의 설명을 해심 경의 삼

성설과 련하여 세 문헌의 련성과 성립사  선후문제를 논의했다. 

아울러 이들 문헌에 한 근래의 선행연구들의 업 과 몇 가지 문제

들을 다루었다. 

Ⅰ. 들어가는 말

인도불교는 세존의 교설 자체에서 찰되듯이 처음부터 인식론

 근방식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실재론(realism)에 의거한 

인도정통학 와는 달리 唯名論的(nominalistic) 방식으로 실재를 

악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때 실재론  근과 유명론  근방

식을 나 는 가장 큰 차이는 언어의 지시  기능에 한 다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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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 놓여 있다고 보인다. 불교가 실체론  악을 포기하고 어떤 

상이든 그 명칭에 응하는 실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비해, 실재론  통에 서 있는 미망사 학  등은 언어로 표시

할 수 없는 사태는 보편  사태가 아니며 따라서 확실한 실재성

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인도불교는 이런 종류의 언어실재론  사고와 립하고 논쟁하

면서 발 되어 왔다. 붓다의 교설을 처음으로 체계화한 아비달마

불교라고 불리는 학 불교 시기에는 이러한 실재론  이 아

직도 주류 통으로서 남아있었다. 여기서 붓다의 언설을 언어실재

론  방식으로 해석하고 체계화시키려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는 

설일체유부의 ‘법실유론’으로서 알려진 이론이다. 그러나 기 승

문헌인 반야경에서 아비달마의 실유론  사고는 비 되게 되었

고, 궁극 인 것은 언설을 월한다고 하는 사고에 의해 모든 언

어 , 개념  다양성(prapañca, 戱論)을 떠난 것으로서 간주되게 

되었다. 이러한 언어  악에 한 부정  평가는 승불교 

학 에 있어 두드러지는데, 그들은 일체 사물의 無自性과 空性의 

입장에 서서 언어에 의해 구성된 사물이 그 언어에 의해 정립된 

의미에서 공하다는 것, 즉 비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유식학 의 형성은 (근본)설일체유부의 존재론과 심리분석의 

체계에 반야경의 일체법 무자성, 공성의 이념을 결합시킨 데에서 

시작된다. 유식학 의 특징은 언어나 사유와 련해 특히 두드러

지며, 특히 학 의 공성의 철학이 함축하고 있는 부정의 사유

에 한 비 으로서 사상사 으로 발 되었던 유식학에 있어 언

어의 작용과 기능에 한 최소한의 정  평가가 주어지게 되었

다. 이는 유부의 실재론  해석과 공사상의 언어의  비실유

성을 유식학 가 유무의 양극단으로서 지양하고 이를 도로서 

종합시키려 했다는 에서 잘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유식

학 의 시도가 소  三性(tri-svabh va) 는 三相(tri-lakṣaṇa)의 

이론이다. 

비록 삼성설이 유식학의 핵심이론으로서 제시되고는 있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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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유식문헌 속에서 조 씩 다르게 설명되고 있고  크게 두 

종류의 삼성설이 제시되고 있다는 악도 있기 때문에 이를 모든 

유식문헌에 타당한 등질 인 이론으로서 간주할 수는 없다고 생

각된다. 역사 으로 삼성설은 해심 경에서 처음으로 설해졌고 

 유가사지론(이하 유가론)의 후기층에 속하는 부분인 ｢섭결

택분｣에서 부연해서 설명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론에 선행하

는 설명방식이 이미 ｢보살지｣ 제4장 ｢진실의품｣  이에 한 일

종의 주석인 ｢섭결택분  보살지｣에서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정

형화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이다. 나아가 해심 경 체가 유
가론 ｢섭결택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심 경보다 이 시기에 편찬된 유가론에
서 삼성설의 기형태를 추 하려는 것이다. 그러한 삼성설의 

기형태란 구체 으로 ｢진실의품｣에서의 언어와 개념  그것들의 

근거로서의 事(vastu)와 모든 언어  개념  인식을 월한 것으

로서의 眞如의 논의이다. 이러한 논의는 다시 ｢섭결택분｣에서 五

事의 범주(pañcavastuka)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조명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① ｢보살지｣와 ② ｢섭결택분｣에서의 五事를 

심으로 삼성설 성립 이 의 기형태를 논의하면서, 이를 ③ 해
심 경의 삼성설과 연 시켜 텍스트의 상호 계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Ⅱ. 선행연구의 검토

기유가행 에 있어서 진실 상과 상  존재  그것에 

한 언어  악의 계를 탐구하기 해서는 이 학 의 최 의 

백과 서  문헌인 유가론에서 출발하는 것이 선결 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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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가론은 단일 자에 의해 편찬된 것이 아니고 그 자료도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수집된 것이기 때문에 그 상이한 성립사

 층을 구별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 지만 유가론의 여

러 개소의 선후 계와 그 속에 포함된 개념들의 이념사  선후

계에 해서는 이미 학계에서 오래 부터 논의되고 있고  이

에 한 선학들의 치 한 연구가 있기에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의 연구범 와 련해서 최 기 

유식문헌의 성립사  순서는 ｢보살지｣ → 해심 경 → 유가론

 ｢섭결택분｣의 순서로1) 편찬되었다는  불교학계에서 리 

제되고 있는 설명방식을 인정한다면 충분할 것이다. 

｢진실의품｣은 ｢보살지｣ 체 에서 가장 철학 인 내용을 담

고 있는 부분으로서 ｢섭결택분｣의 응개소(이하 <五事章>)와 함

께 기유식학 의 궁극 인 것과 상  요소의 계를 잘 보여

주는 개소로서 여기서 논의된 주제는 유식학 의 핵심  이론인 

삼성설과 련하여 근래 외국의 유식학 연구자 사이에서 가장 활

발히 논의되고 있는 문제의 하나이다. ｢보살지｣ ｢진실의품｣과 

<오사장>  해심 경에서 취 된 언어와 실재와의 계에 

한 연구는 사실상 유식학 의 삼성설과 련되어 있기에 그 문제

를 다룬 논문을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진실의품｣과 <오사장>의 선후 계에 한 최근의 연

구로서 Jowita Kramer, Kategorien der Wirklichkeit im frühen Y

og c ra (Wiesbaden 2005)과 高橋晃一, 菩薩地 ｢眞實義品｣から 

｢摂決擇分中菩薩地｣への思想展開 - vastu 槪念を 中心として (東
京 2005)를 검토하고자 한다. 자는 <오사장>에 한 상세한 주

석  연구이고 후자는 주로 菩薩地 ｢眞實義品｣에 의거한 연구로

서 같은 해에 출간되었다. 이하에서는 양 텍스트의 선후 계를 둘

러싼 학계의 논의를 소개하고, 한 명칭과 그 상에 한 기

유식학 의 문헌에 나타난 세 개의 논증2)에 한 최근의 논의를 

1) L. Schmithausen(1969), p. 818 + 822f; L. Schmithausen(1987), p. 14; 

勝呂信靜(1989), p. 26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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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오래 부터 유식학 연구자에게 삼성설과 유사한 사고를 보여

주고 있는 섭결택분의 <오사장>의 설명은 주목되어왔고, 이 개소

의 설명이 삼성설을 제하는지 는 삼성설의 선행이론인지는 

삼성설의 기원과 련해서 논의되어왔다. 福原에 따르면 삼성과 

오사의 선후 계는 확정 으로 말해질 수 없다.3) 반면 舟橋尙哉에 

따르면 삼성설에 근거해서 후 에 오사설로 체계화된 것이다.4) 

그는 그 이유로 해심 경의 ｢일체법상품｣에서 삼성이 주제화되

고 있지만 오사는 설해지지 않고 다만 상, 명, 분별의 세 요소만이 

보이며,  五事의 나열순서와 계도 유식문헌에서 일정하지 않

다는 을  변분별론 III. 13에 한 범본과 한역의 차이를 지

하고 있다.5) 나아가 그는 오사 의 앞의 세 요소는 해심 경 
｢심의식상품｣의 “相名分別 語習氣執受”라는 술어에서 생되었

으리라고 추정한다.6) 그 지만 이를 한 舟橋尙哉의 논증은 치

하지 않으며, 다만 문헌에 나타난 개념을 후 맥락을 고려함이 

없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해심 경의 

성립이 ｢섭결택분｣에 비해 앞선다고 간주하지만, 이것은 일반론일 

뿐이고 유가론 자체가 다수 편찬자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이라

는 설명을 고려할 때 보다 맥락에 한 치 한 분석이 선행되어

야 한다고 생각된다. 

최근 高橋晃一은 해당 텍스트 자체에 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舟橋尙哉와는 정반 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그는 <오사장>에

서의 술어의 용법은 ｢진실의품｣과 공통되며  ｢진실의품｣을 이

해하기 해 설했다는 언명으로 미루어 그것을 계승, 발 시키고 

있다고 여긴다.7) 한 vastu가 언어표 될 수 없는 본질을 갖고 

2) 참고문헌 항을 볼 것. 

3) 福原亮嚴, ｢三性三無性の源流｣, 印度學佛敎學硏究 20-2, p. 3. 
4) 舟橋尙哉, 初期唯識思想の硏究. 東京, pp. 176-180. 

5) 舟橋尙哉, op. cit. p. 176f. 

6) 舟橋尙哉, op. cit. p.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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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에 한 세 논증과 분별에서 vastu가 생겨난다는 ｢진실

의품｣의 기술은 <오사장>에서도 발견된다고 지 한다. 따라서 

<오사장>은 ｢진실의품｣의 vastu설에 한 논의에서 사용된 개념

에 正智를 더해 오사 개념으로 확장하고 이를 통해 vastu 개념을 

분석했다고 해석한다.8) 

한 그는 ｢섭결택분｣에서 설해지는 삼성설은 내용 으로 해
심 경의 설명을 계승하고 있으면서 삼성설을 설명할 때에 모두 

五事를 구성하는 요소인 상, 명, 분별이라는 술어를 사용하고 있다

고 지 한다. 즉 해심 경에서 변계소집상은 상, 명이라는 술어

를 사용하여 정의되고 있고 원성실성의 정의에는 진여가 사용되

고 있다. 그와 같이 해심 경의 삼상설은 삼상의 개념만으로 완

결된 교설은 아니고 상, 명, 분별, 진여라는 개념을 제로 구성되

고 있다. 그러므로 오사를 구성하는 개념이 삼성설 성립 이 에 

술어로서 사용되었다고 그는 추정한다.9) 

오사 개념이 삼성설에 선행할 것이라는 高橋晃一의 추정은 기본

으로 Kramer에 의해서도 공유되고 있지만, 그녀는 에서 언

된 텍스트10)들의 상호 연결성에 해서는 高橋晃一에 비해 비

이다. 그녀는 먼  ｢진실의품｣과 <오사장>의 계를 고찰함에 

있어 양자 사이의 공통된 용어법을 분석하고 있다. 

기본 으로 Kramer는 <오사장>과 ｢진실의품｣ 사이의 련성

이 하다는 을 인정하면서, ｢진실의품｣의 설명은 오사설의 

재료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그녀 역시 高橋晃一의 주장처럼 ｢진

7) ｢진실의품｣과 <오사장>의 계에 해서 高橋晃一(2005), pp. 38-41. 

8) 高橋晃一(2005), p. 49. 

9) ｢섭결택분｣의 삼성설과 해심 경의 계에 해서는 高橋晃一(2005), pp. 

50-55. 

10) 상기 문헌들의 해당개소 이외에도 Kramer는 오사를 구성하는 개념이 

｢섭결택분｣과 내용 으로 가까이 있는 문헌에서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녀가 언 하는 문헌은 

Bhavasaṃkr ntisūtra와 반야경의 ｢미륵청문장｣ 등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에 해 언 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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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품｣의 vastu 개념이 양면 이며, 일면으로는 언어표 의 기체

가 되는 측면과 타면으로는 언어표 의 기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간주한다. 오사의 도식에서 자는 nimitta를 통해 그리고 

후자는 진여를 통해 체되었을 것이며, 이 에서 오사의 도식은 

vastu 개념을 갖고 두 개의 상이한 존재 역을 서로 결합시키려

고 시도함에 의해 생겨난 ｢진실의품｣의 내용상의 문제 을 극복

하려는 시도로서 발 된 것이라고 추정한다.11) 

그 지만 양자의 계에 해 내용상의 련성을 가로막는 측

면도 발견되고 있는데, 를 들어 8종의 분별이나 악취공의 설명

은 <오사장>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이런 불

일치를 설명하기 해 Kramer는 <오사장>을 내용상으로 이분하

여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사장>의 반부에는 ｢진실의품

｣에서 요시된 4종의 진실, 4종의 심사, 4종의 여실지와 같은 범

주가 결여되어 있고, 단지 <오사장>의 후반부에 언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Kramer는 <오사장>의 반부에 있어서 비록 ｢

진실의품｣에서와 비슷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을  ｢진실의품｣의 향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반면 

<오사장>의 후반부에 있어 ｢진실의품｣의 향은 명백하다고 인

정된다.12) 

<오사장>과 해심 경의 련성에 한 Kramer의 태도는 더

욱 부정 이다. 舟橋尙哉와 高橋晃一 등의 연구자들이 일반 으로 

해심 경에서 <오사장>과 련된 개념들이 사용되는 경우 그것

들을 동일한 것으로 제하는 경향이 강한데 비해 그녀는 비록 

용어가 동일하다고 해도 사용된 맥락을 검토하지 않는다면 직

인 향 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런 에서 그녀는 
해심 경 제8장에 나오는 5종의 vastu가 비록 오사와 동일하다

고 해도 그 개념들은 각기 상이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

에 그 개소를 직 으로 오사의 선구로 볼 수는 없다고 간주한

11) Kramer(2005), p. 54. 

12) Kramer(2005),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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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 해심 경에서 이들 개념들이 사용되는 맥락과 <오사장>

에서의 맥락은 정확히 분석한다면 상이하기 때문에 용어가 동일

하다고 해서 이를 동일한 설명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를 들어 해심 경에서 相(nimitta)은 mtshan ma의 의미에

서 념상이나 상상의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때 상이한 

상과 련된 공성을 통해 제거되는 10종의 nimitta(VIII. 29)와 다

양한 미세한 nimitta가 나열되고 있다(VIII. 36.2). 한 진여의 

찰을 통한 nimitta의 제거에 해서도 언 되고 있다(VIII. 26). 이 

맥락에서 명칭이 등장하는데, 즉 명칭의 자성을 지각하지 않고  

nimitta로서의 그것의 의지체도 더 이상 지각하지 않을 때 nimitta

와 명칭이 사라진다. 그 지만 여기서(VIII. 19.1; 23.2-3) 명칭에 

해 그것이 명, 구, 의 내지 계와 같은 개념과 같은 차원에서 설

명되고 있는 한에 있어 <오사장>의 맥락에서와 동일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지 않다는 이 지 된다.14) 

Kramer는 vikalpa(分別)가 해심 경 VIII. 34.2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식에 비해 단지 부수  역할 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 한다.15) 이와 련하여 그녀는 해심 경 V. 2에서 nimitta, 

n man, vikalpa가 하나의 그룹으로 나열되는 개소를 주목하고 있

다. 이 개소는 이미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지 되고 있었지

만, 그녀는 이 개소에서의 설명의 주안 은 식이 새로운 존재를 

취함에 있어 상, 명, 분별과 련해 일상  언어사용의 다양성(戱

論, prapañca)의 습기인 取(up d na)에 의존해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여기서 이 세 개념이 히 연 되어 설명되고 

있지만 해심 경의 개소에서의 vikalpa의 기능은 오사의 맥락보

다 매우 제한 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식에 종속되어 있고 그것의 

동반자로서만 생겨나기 때문이다. 한 해심 경서 인정된 식의 

13) Kramer(2005), pp. 55f. 

14) Kramer(2005), p. 56. 

15) 이하 해심 경에서 사용된 분별의 뉘앙스에 해서 Kramer(2005), pp. 

56f를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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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 vikalpa의 범 를 벗어난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알라야식

의 측면을 포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여의 규정의 경우 두 문헌에서 동일하지만 진여를 7종으로 

나 는 것은 <오사장>에서 발견되지 않으며, 한 정지 개념도 
해심 경에서 사용되지 않고 단지 비슷한 개념이 시용되고 있지

만 그것은 <오사장>에서와 같이 세간 인 인식과 출세간 인 인

식으로 구분되고 있지 않다.  정지가 갖고 있던 상 범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16) 

이러한 차이 을 지 함에 의해 Kramer는 해심 경은 <오사

장>에 해 동기론 으로 근 해 있지만 오사 개념의 발 에 있

어서는 어떤 요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Ⅲ. 언어표 과 그 상과의 계에 한 기 

유식문헌의 설명

기 유식문헌에서 언어표 과 실재의 계는 세 가지 는 네 

가지 논리에 의해 제시되어 있다. 특히 궁극 인 것은 언설을 

월한다고 하는 에 서 있는 승불교에 있어 언어를 월한 

실재와 언어  사유 내지 개념의 계를 이해하는 것은 불교철학

의 핵심과제의 하나로 보인다. 

일반 으로 언어와 실재와의 계는 유식학의 핵심  이론으로

서의 三性說로서 알려져 있고 이 교설은 유가론과 해심 경 
이외에도 섭 승론,  변분별론, 유식삼십송, 三性論 등의 

유식학 의 문헌 속에 산재되어 있다. 삼성은 언어와 념에 의해 

구성된 것을 실유로서 집착하는 바로서의 遍計所執性(parikalpita-

16) Kramer(2005),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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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abh va), 다른 것에 의존하는 존재로서의 依他起性(paratantra-s

vabh va), 법성으로서의 圓成實性(pariniṣpanna-svabh va)이다. 

삼성설은 거의 모든 유가행 의 문헌들 속에서 설해지고 있지만 

특히 유가론은 유가행 의 기에 형성된 일종의 백과사 인 

문헌으로서 여기서 유식학 의 심 념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

지를 이념사  에서 추 할 수 있기에 기유가행 의 이해

를 해서 매우 핵심 인 치를 차지한다. 나아가 삼성설 성립 

이 의 선행이론으로 유가론 ｢보살지｣ 제4장 ｢眞實義品｣에서의 

설명과 ｢섭결택분｣의 ‘五事’ ( 는 ‘五法’)의 범주에 한 연구는 

삼성설의 성립사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오사란 

相(nimitta), 名(n man), 分別(vikalpa), 眞如(tathat ), 正智(samyag

jñ na)를 말한다.

1. ｢보살지｣ ｢진실의품｣에 나타난 언어표 과 상의 계

｢진실의품｣은 보살지 에서 가장 철학  문제를 다루고 있는 

章으로서, 그 내용의 핵심은 언어와 언어표 의 근거로서의 사태

(vastu)  불가언설로서의 진여와의 계를 체계화한 것이다. ｢

진실의품｣에서 이 문제는 vastu의 성격에 한 논의로 환원되는

데, 高橋晃一의 말을 빌리면 언어표 의 근거로서의 측면과 언어

표 될 수 없는 측면으로서의 vastu의 이  성격17)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데 있다. 여기서 자로서의 vastu는 후기 유식학

에서 말하는 외계 상의 념  성격과는 달리 언어표 의 근

거라는 에서 존재하는 것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즉 비록 상

 존재가 그것에 한 명칭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에서 唯名

論的 존재라고 해도, 그것은 완 한 비존재는 아니고 명칭의 지시

17) 高橋晃一(2005), p. 18. 

인도불교 기 유식문헌에서의 언어와 실재와의 계 ∙ 2 0 9

상으로서 ‘존재’하여야 하며, 이 에서 ｢진실의품｣은 아비달마

 존재론의 연속선상에서 있다고 보인다. 

반면 언어표 될 수 없는 본질(自性)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의 

vastu의 성격은 증익견과 손감견이라는 兩邊을 여  도의 입장

에서의 악이라고 설해진다. 그러한 도란 결국은 논의의 마지

막 부분이 스스로 말하고 있듯이 결국 제법이 언어표 될 수 없

음을 본질로 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논의의 목 도 불가언설로서

의 제법의 자성을 가르치기 함이다. ｢진실의품｣은 불가언설 인 

제법의 자성에 해 증익하는 오류를 아래의 세 가지로 정리, 논

증하고 있다.18) 

① 만약 어떤 법들 혹은 어떤 사태에 해 언어표 (abhil pa)이 있

는 것처럼, 그 법들 혹은 그 사태(vastu)가 그것을 본질로 하는 것으

로서 존재한다면, 그 다면 하나의 법, 하나의 사태가 많은 종류의 많

은 본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나의 법과 하나의 사태에 

해, 여러 종류의 많은 가설을 한 비유  표 (upac ra)이 다양한 

언어표 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많은 가설  언어에

게 있어서 [하나의 법, 하나의 사태라는] 확정성은 결코 지각되지 않

는다. 곧 많은 가설  언어  하나에 의해 그 법과 그 사태의 동일성

과 그것으로 구성된 성질, 그것의 본성이 있다면 다른 남아있는 가설

 언어에 의해서는 [결코 지각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온 하고 

온 하지 못한 모든 가설  언어에 의해서는 모든 법과 모든 사태의 

동일성은 없고, 그것으로 구성된 것은 없으며 그것의 본성은 없다.19) 

18) BoBh(D) p. 30, 8-23. 이하 세 논증에 한 우리말 번역은 

불교원 연구, 동국  불교문화연구원(2004), pp. 193-194를 약간 

교정하여 사용했다. 高橋晃一(2005), p. 163f의 일본어 번역과 비교. 

19) BoBh(D) 30, 8-12: sacet punar yathaiv bhil po yeṣu dharmeṣu yasmin 

vastuni pravartate/ tad tmak s te dharm s tad vastu sy t/ evaṃ sati 

bahuvidh  bahavaḥ svabh v  ekasya dharmasyaikasya vastuno 

bhaveyuḥ/ tat kasya hetoḥ/ tath  by ekasmin dharma ekasmin vastuni 

bahuvidh  bahavo bahubhir abhil paiḥ prajñaptaya upac raḥ kriyante/ 

na ca bahuvidh n ṃ bahūn ṃ prajñaptiv d ṇ ṃ niyamaḥ kaścid 

upalabhyate/ yad anyatamena prajñaptiv denaikena tasya dharmas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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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 만약 색 등의 모든 법이 이 에 가르쳐진 로 가설  언

어를 본질로 하는 것이라면, 그 다면, 이 에 먼  사태가 있고 나

에 그것에 한 욕망으로부터 가설  언어에 의한 비유  표 이 있

게 될 것이다. 가설  언어 이 에 가설  언어에 의한 비유  표 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법과 사태는 오직 본질을 결여한 것일 것이

다. 본질이 없을 때, 사태를 갖지 않는 가설  언어는 합리 이지 않

다. 그리고 가설  언어에 의한 비유  표 이 없을 때 법과 사태가 

가설  언어를 본질로 한다는 것은 합리 이지 않다.20) 

③  만약 가설  언어에 의한 비유  표  이 에 가설  언어에 

의한 비유  표 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법과 그 사태는 그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 다면 색이라고 하는 그 가설  

언어에 의한 비유  표  없이 색이라고 명명된 법과 색이라고 명명

된 사태에 해 색이라는 인식이 생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생기지 않

는다.21) 

이 논증을 요약하자면 ① 가설은 다양하기에 하나의 사태에 다

수의 자성이 생겨난다는 오류, ② 가설하기 이 에 사태는 무자성

한 것으로 되며 그 경우 가설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오류, ③ 가설 

이 에 이미 명칭의 이해가 생겨나는 것으로 된다는 오류를 가리

tasya vastunaḥ t d tmyaṃ tanmayat  tatsvabh vat  sy n n nyair 

avaśiṣṭaiḥ prajñaptiv daiḥ/ tasm t sakalavikalaiḥ sarvaprajñaptiv daiḥ 

sarvadharm ṇ ṃ sarvavastūn ṃ n sti t d tmyaṃ n sti tanmayat  

n sti tatsvabh vat / 

20) BoBh(D) 30, 12-16: api ca saced rūp dayo dharm  yath  

pūrvanirdiṣṭ ḥ prajñaptiv da-svabh v  bhaveyuḥ/ evaṃ sati pūrvaṃ 

t vad vastu paśc t tatra cchandataḥ prajñaptiv dopac raḥ/ pr k 

prajñaptiv dopac r d akṛte prajñaptiv dopac re  sa dharmas tad vastu 

niḥsvabh va eva sy t/ sati niḥsvabh vatve nirvastukaḥ prajñaptiv do 

na yujyate/ prajñaptiv dopac re c sati prajñaptiv da-svabh vat  

dharmasya vastuno na yujyeta/ 

21) BoBh(D) 30, 16-19: sacet punaḥ pūram eva prajñaptiv dopac r d akṛte 

prajñaptiv dopac re sa dharmas tad vastu tad tmakaṃ sy t/ evaṃ 

sati vin  tena rūpam iti prajñaptiv dopac reṇa rūpasaṃjñake dharme 

rūpasaṃjñake vastuni rūpabuddhiḥ pravarteta/ na ca pravartate/ 

인도불교 기 유식문헌에서의 언어와 실재와의 계 ∙ 2 1 1

킨다. 

高橋晃一은 증익견과 련된 이들 세 오류가 모두 복수의 언어

표 을 한 말과 vastu 사이에는 동일성(t d tmya)이 인정될 수 

없다는 논증①과 련되어 있고, 반면 손감견과 련되어 뒤이어 

설명되는 두 가지 오류는 논증②와 유사하다고 지 한다.22) 두 오

류는 (1) “‘오직 vastu만’(vastum tra)이 존재하는 경우 색 등의 

요소에 한 비유  표 은 타당하고,” (2) “‘오직 vastu만’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 가설  언어에 의한 비유  표 은 근거를 결여

하고 있을 것”23)이다. 

이와 같이 ｢보살지｣에 있어서 언어와 vastu의 계는 증익과 

손감의 양변을 여  도의 에서 설명되고 있고, 이것은 ｢보

살지｣가 가진 독특한 설명방식이라고 보인다. 

22) 高橋晃一(2005), pp. 26-27. 

23) BoBh(D) 31, 6-11: rūp d n ṃ dharm ṇ ṃ vastu-m tram  apavadato 

naiva tattvaṃ n pi prajñaptis tadubhayam etan na yujyate/ tadyath  

(1) satsu rūp diṣu skandheṣu pudgalaprajñaptir yujyate/ n satsu/ 

nirvastuk  pudgalaprajñaptiḥ/ (2) evaṃ sati rūp d n ṃ dharm ṇ ṃ 

vastu-m tre sa rūp didharma-prajñaptiv dopac ro yujyate/ n sati 

nirvastukaḥ prajñaptiv dopac raḥ/ tatra prajñapter vastu n st ti 

niradhiṣṭh n  prajñaptir api n sti/ (색 등의 법들의 사태일 뿐임을 

부정하는 자에게는 진실도 없고 가설도 없다. 이 양자는 타당하지 않다. 

를 들어 (1) 존재하는 색온 등에 해 푸드갈라를 가설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색온]에 해서는 [타당하지 않다]. 이와 

같이 존재하는 색 등의 요소들의 사태만(vastum tra)에 해 그 색 

등의 요소를 가설  언어에 의해 비유 으로 표 하는 것은 타당하다. 

(2)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가설  언어에 의한 비유  표 은 근거를 

결여하고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가설의 사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설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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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사장>에 나타난 언어와 상의 계 

에서 보았듯이 ｢보살지｣에 있어 언어와 vastu 사이의 계를 

둘러 싼 논의는 기유식학  인식론의 핵심을 이루며, 여기서 

은 vastu가 가진 이  성격에 맞추어져 있다. 그 지만 여기

서 삼성설은 아직 용어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단지 그 단

만이 발견될 뿐이다. 삼성설에로의 발 의 다음 단계는 이 ｢보

살지｣에 한 해석으로서의 ｢섭결택분｣에서 제시된 五事 개념에 

의해 주어졌다고 보인다.24) 

五事란 相(nimitta), 名(n man), 분별(vikalpa), 眞如(tathat )와 

正智(samyagjñ na)의 다섯 가지 범주로서 <오사장>에서 이 개념

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상(nimitta)이란 무엇인가? 언어  표 (prajñapti)의 근거(padasth

na)인 사태(vastu)이다. 명(n man)이란 무엇인가? 바로 그 상에 한 

기술이다. 분별(vikalpa)이란 무엇인가? 삼계에 속하는 심(citta)과 심

소법(caitasik  dharm ḥ)이다. 진여(tathat )란 무엇인가? 법무아를 통

해 특징지어지는 사태이며, 성자의 인식의 역이며, 어떠한 언어  

표 의 근거가 아닌 것이다. 정지(samyagjñ na)란 무엇인가? 그것은 

간략히 으로 출세간 인 것과 세간-출세간 인 것의 2종이라고 

알아야 한다.25)  

24) ｢진실의품｣ → <오사장> → 해심 경의 삼성설로의 사상  발 에 

해서 高橋晃一과 Kramer는 체로 동의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 인 

성립사  맥락에서 ｢보살지｣ → 해심 경 → ｢섭결택분｣에로의 사상  

발 이 이루어졌다는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25) VinSg(D) 287b2ff: (1) rgyu mtshan gang zhe na/ mdor bsdu na/ 

mngon par brjod pa'i tshig gi gzhi'i gnas su gyur pa'i dngos po gang 

yin pa'o// (2) ming gang zhe na/ rgyu mtshan de nyid la tshig bla 

dags gang yin pa'o// (3) rnam par rtog pa gang zhe na/ khams gsum 

na spyod pa'i sems dang sems las byung ba'i chos rnams so// (4) de 

bzhin nyid gang zhe na/ chos bdag med pas rab tu phye ba/ 'phags 

pa'i ye shes kyi spyod yul mngin par brjod pa thams cad kyi gzh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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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는 사태(vastu)라는 단어를 갖고 정의되고 있는 범

주가 相과 진여뿐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vastu는 ｢진실의

품｣에서 언어표 의 기체로서  언어표 될 수 없는 본질을 가

진 것으로서 이 으로 악되고 있는데, 의 개소에서는 자

는 상으로서 후자는 진여로서 구분되고 있다. 이 게 볼 때 ｢진실

의품｣에 한 해석으로서의 <오사장>의 설명에서 심  역할을 

하는 것이 相임을 알 수 있다. 그럼 먼  이 단어의 의미에 해 

알아보자. 

相(nimitta)은 일반 으로 어떤 사물의 특질을 의미하고 있지만 

이 말은 단순히 일상사물에 해서 뿐 아니라 선정 속의 상에 

해서도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기불교 이래 상의 

특질을 악하는 방식과 결부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상을 

념(saṃjñ )이나 언설(... iti)로써 악하고 집착하는 작용을 나

타내고 있다. 安慧의 유식삼십송석에서 상은 “ 상 역의 차별

이고 靑黃 등의 상을 결정하는 원인”26)으로 정의되고 있다. 원

인이라는 의미는 어떤 사물이 가진 특색이나 형상을 nimitta라고 

할 때 그 특색이나 형상은 언어와 결부되어 우리에게 표상되는 

한에 있어 인식되는 것이고 그 에서 nimitta는 언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nimitta는 상의 표식과 언설을 

일으키는 원인의 두 측면에서 악되고 있는데,27) 이것은 유가론 
｢본지분｣에서 nimitta를 lambana-nimitta(所緣相)와 nid na-nimi

tta(因緣相)의 두 종류로 구분하는 것에 응한다. “소연상이란 분

별의 본체로서 그 상에 의해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고, 인연상이

란 삼매의 자량에 의해 선정에 들어가는 것”28)으로 정의되고 있다. 

gnas su ma gyur pa'i dngos po gang yin pa'o// (5) yang dag pa;i 

shes pa gang zhe na/ de ni mdor bsdu na rgyu gnyis su blta bar bya 

ste/ gcig tu 'jig rten las 'das pa dang/ 'jig rten pa dang 'jig rten las 

'das pa'o// 

26) TrBh 21, 2f: tadviśeṣo n lap t dy lambanavyavasth k raṇam. 

27) 橫山紘一(1976), p. 92f 참조. 

28) YBh(D) 153a6f (T 30: 342a4ff): mtshan ma gnyis te/ dmigs p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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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nimitta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 티벳역에서는 이를 

의미상으로 구분하여 소연상의 경우 mtshan ma로 번역하고 인연

상의 경우 rgyu mtshan이나 rgyu의 번역어를 사용하고 있다. mt

shan ma가 상  상 내지 상에 한 념상29)의 의미로 사용

되는 반면 rgyu mtshan은 그 상이 언어표 을 한 원인이나 

근거로서 작용한다는 을 나타내는 말이다. <오사장>에서 五事

를 정의할 때 사용된 한역 因相이나 티벳역 rgyu mtshan은 모두 

후자의 의미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오사장>이 주로 nimitta를 

명칭의 근거로서의 사태로서 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nimitta는 처음부터 상에 한 념(saṃjñ )이나 

언어  악방식과 히 련되고 있는데, 문제는 승불교에 

있어 상에 한 언어  규정이나 악이 상 자체와는 일치하

지 않는다는데 있다. 왜냐하면 모든 법은 언설될 수 없는 것을 본

질로 하기 때문이다. 이 듯 상은 언설된 그 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해 유식학은 상과 언설 간의 결합

계가 단지 우연 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려고 시도

했다. 이미 ｢진실의품｣에서도 세 가지 논증을 통해 상과 명칭 

간의 계가 조명되고 있었지만 <오사장>은 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에서 포 으로 제시하고 있다.30) 약간 길고 장

mtshan ma dang/ gzhi'i mtshan ma'o// de la dmigs pa'i mtshan ma 

ni/ rnam par rtog pa'i lus te/ dmigs pa gang gis snyoms par 'jug 

pa'o// gzhi'i mtshan ma ni ting nge 'dzin gyi tshogs gang gis 

snyoms par 'jug pa ste/ 

29) nimitta를 ' 상 인 상'(Erscheinungsbild)과 상에 한 

' 념상'(Vorstellungsbild)으로 구분한 것은 L. Schmithausen의 해석을 

따른 것이다. Schmithausen(1982), p. 62, fn. 15a (= ｢성문지에서의 

선정수행과 해탈경험｣, 안성두 역, 불교학리뷰 1, 2006. p. 130, 각주 

16). 

30) 이하에서 i-iv 까지 네 개의 논 을 번역했다. 반면 高橋晃一은 i-vii 

까지 7개의 논  에서i-ii가 심을 이루며 나머지는 i-ii의 부가  

설명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특히  iii-iv는 보충  설명이고 v-vii은 

심화설명이라고 간주하면서 iii-iv는 논의하지 않고 신 v-vii의 논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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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지만 이를 티벳역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i) 만일 어떤 자성을 가진 것으로서 정립된 이 相에 해 그것과 

유사한 명칭을 비유  표 (upac ra)하기 때문에, 비유  표 은 相에 

의존한다고 한다면 그 다면 ③ [相에 한] 비유  표  이 에 相에 

해서도 그와 같이 정립된 명칭 로 그 [명칭]에 한 인식이 일어나

야만 한다는 모순과 한 ① 단일한 相에 해 비유  표 은 많고 다

양하게 되기 때문에 다수의 본체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비

유  표 이 상에 의존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31) 

(ii) 만일 相에 해 명칭을 정립하는 로 그같이 명칭의 힘에 의해 

바로 그 相의 자성이 생겨날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다면 ② 비유  표

 이 에 相의 자성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며, 그것이 비존재한다

면 비유  표 도 비존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양자 모두 비존재한

다는 모순이 있게 될 것이다. 한 ① 비유  표 이 다수이고 다양하

기 때문에 다수의 본체가 될 것이라는 [모순과], ④  [상이] 다른 [명

칭]에 의존하게 된다32)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모순이 있게 된다. 다

다루고 있다. 그 지만 필자에게는 과연 iii-vii에 한 高橋晃一의 

평가가 정확한지에 해 의문이 든다. 한 vii에서 다루어진 주제가 

본고 IV장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 논의에서는 i-iv 까지 만을 

번역해 다룰 것이다. 

31) VinSg(D) zi 11b6ff: gal te ngo bo nyid gang gis rgyu mtshan rnam 

par gzhag (P: bzhag) pa de la de dang mthun (P: 'thun) pa nyid kyi 

ming nye bar 'dogs par byed pa'i phyir nye bar 'dogs pa ni rgyu 

mtshan la lags pa yin no zhe na/ des na nye bar 'dogs pa'i sngon rol 

na/ ji ltar ming rnam par gzhag pa bzhin du rgyu mtshan la de'i blo 

'byung bar 'gyur ba dang/ rgyu mtshan gcig la yang nye bar 'dogs 

pa mang ba'i phyir dang/ sna tshogs pa'i phyir bdag nyid mang po 

'thob par 'gyur bas/ de'i phyir nye bar 'dogs pa rgyu mtshan la rag 

las par mi rung ngo// 

32) 이 문장의 번역에 어려움이 있다. 티벳역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인 티벳어 구문의 이해에 따르면 주어는 앞의 문장에 

나오는 nye bar 'dogs pa(비유  표 )이어야 한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高橋晃一(2005), p. 43  각주 29 참조)은 주어를 “자성인 명칭” 는 

“명칭”으로 보고 있다. 그 지만 이 단락 체의 주제가 정립된 명칭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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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명칭]에 의존한다는 것은 [비유  표 이란] 相에 해 비유 으

로 표 된 것이기 때문에 비유  표 이 모든 방식으로 그것의 본체

를 자성으로 갖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33) 

(iii) 만일 相과 비유  표  양자가 결합함에 의해 그것과 별개의 

자성이 산출된다고 한다면 그 [자성]은 相이거나 명칭이거나 그 양자

이거나 는 그 간 인 것으로서 지각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와 같이 지각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것도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자성은 일상언어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34) 

(iv) 만일 비유  표 이 자성들을 명료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면 

그것도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相을] 잡은 후에 는 잡으면서 비유

 표 한다는 오류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相을 잡은 후에 

상의 자성이 생겨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주어를 

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Kramer(2005), p. 155.는 주어를 

rgyu mtshan(相)으로 간주하며, 그 에서 체  의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그녀는 각주 277에서 번역의 근거를 뒤따르는 

문장에 한 한역(由彼諸相 但依於他假建立故)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33) VinSg(D) 12a1-3: gal te ji ltar rgyu mtshan la ming rnam par 'jog 

par byed pa (P: rnam par 'jog pa) de bzhin du ming gi dbang gis 

rgyu mtshan gyi ngo bo nyid de nyid (P: de) 'byung bar 'gyur ro 

zhe na/ des na (P: ni) nye bar 'dogs pa'i sngon rol na rgyu mtshan 

gyi ngo bo nyid med par 'gyur te/ de med na nye bar 'dogs pa yang 

med par 'gyur bas de'i phyir de gnyi ga yang med par thal bar 'gyur 

ba dang nye bar 'dogs pa mang ba'i phyir dang/ sna tshogs pa'i 

phyir bdag nyid mang po nyid dang/ gzhan gyi dbang du 'gyur ba'i 

skyon du yang 'gyur ro// gzhan gyi dbang du 'gyur ba ni rgyu 

mtshan la nye bar 'dogs pas de'i phyir (P: nye bar 'dogs pas de'i 

phyir 결락) nye bar 'dogs pa thams cad kyis de'i bdag nyid kyi ngo 

bo nyid yin par mi rung ste/ 

34) VinSg(D) 12a5f: gal te rgyu mtshan dang nye bar 'dogs pa gnyi ga 

'dus pas de dang bral ba'i ngo bo nyid skyed par byed na ni des 

rgyu mtshan nam ming ngam de gnyi ga'am bar ma do zhig yin par 

dmigs pa'i rigs ni mi dmigs te/ de'i phyir de yang (P: de'ang) mi 

rung ngo// de lta bas na ngo bo nyid ni tha snyad las byung ba yi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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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비유  표 한다면 [비유  표 이 자성을] 명료하게 만든다

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반면] 만일 相을 잡지 않고 [그것을] 비유  

표 한다고 한다면 근거 없이 비유  표 하게 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본체는 많다고 하는 오류로 될 것이

다. 왜냐하면 비유  표 들은 다수이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명료하게 

한다는 는 하지 않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그와 련하여 

하지 않다는 것은 이것이다. 즉 하고 명료하게 하는 원인(nimitt

a)은 모든 [ 상]에 해 구별 없고  다양하지만 비유  표 은 그

와 같이 악하는 원인으로서 그 지 않다.35) 

여기서 (i)과 (ii)에서 ①-④ 등으로 번호매긴 것은 <오사장>에

서의 언어와 상 간의 불일치에 한 논증이 ｢진실의품｣의 그것

에 비해 약간 다르다고 하는 高橋晃一(2005: 43f)의 설명을 알기 

쉽게 보여주기 해 표시한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i)-(ii)에서 사

용된 논증이 보살지의 그것과는 완 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을 

밝힌 것은 高橋晃一의 요한 공헌이라고 생각하지만 왜 그가 (iii)

-(iv)의 논증을 후맥락과 동떨어진 것으로서 다만 (i)-(ii)에 

한 보충 인 설명으로서 간주하는지36) 잘 이해되지 않는다. 왜냐

하면 (i)-(iv)는 모두 상과 상에 한 비유  표   상의 자성의 

35) VinSg(D) 12a6-b2: gal te nye bar 'dogs pa ni ngo bo nyid rnams kyi 

mngon par gsal bar byed pa yin par 'dod na/ de ltar yang mi rung 

ste/ bzung (P: gzung) nas sam bzung (P: gzung) bar nye bar 'dogs 

pa'i skyon du 'gyur ba'i phyir ro// gal te rgyu mtshan bzung (P: 

gzung) nas nye bar 'dogs par byed na ni mngon par gsal bar byed pa 

yin par mi rung ngo// ji ste rgyu mtshan ma bzung (P: gzung) bar 

nye bar 'dogs par byed na ni gzhi med par nye bar 'dogs pa mi rung 

ngo// snga ma bzhin du bdag nyid du ma yin pa'i skyon du yang 

'gyur te/ nye bar 'dogs pa rnams ni mang po sna tshogs yin pa'i 

phyir ro// gsal bar byed pa'i dpe ni mi mthun pa yin pas mi rung 

ste/ de la mi mthun pa ni 'di yin te/ snang zhing mngon par (P: 

mngon par 결락) gsal bar byed pa'i rgyu ni thams cad la bye brag 

med pa dang sna tshogs pa yang yin la nye bar 'dogs pa ni de ltar 

'dzin pa'i rgyu ni de lta ma yin pa'o//

36) 高橋晃一(2005),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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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계를 네 가지 에서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형식

인 면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즉 반론과 그에 한 답의 형식

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 구체 으로 이들 네 가지 

에서의 문제제기의 의미를 요약해서 정리해 보자. 

(i)에서의 반론은 명칭(=비유  표 )이란 어떤 nimitta에 한 

기술이며 그런 한에 있어 nimitta에 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주

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명칭과 상의  동일시를 제하고 

있는 데에서 생겨난 것이지만, 그 경우 ③ 분별의 상이 된 nimi

tta는 그 상의 명칭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 명칭의 nimitta를 

일으킬 수 없게 된다는 오류와 ① 단일한 nimitta에 해 다수의 

비유  표 이 있게 되기 때문에 다수의 본체를 얻게 된다는 오

류가 생겨날 것이다. 후자의 경우 를 들어 동일한 nimitta인 탁

자를 어로는 table, 독어로는 Tisch라고 명명되지만 어느 경우

에도 동일한 nimitta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양한 명칭이 다양한 

nimitta에 응하는 것이 아니다. 

(ii)에서는 만일 nimitta에 해 명칭을 정립하는 로 그같이 

명칭의 힘에 의해 nimitta의 자성이 생겨난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오류를 ② 비유  표  이 에 nimitta의 자성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며, 그것이 비존재한다면 비유  표 도 비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양자 모두 비존재하게 된다는 오류, ③ 비유  표 이 다

수이기에 본체도 다수가 된다는 오류, 그리고 ④ [상이] 다른 [명

칭]에 의존한다는 세 가지 오류가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高橋晃一은 ④의 논증은 유식학 의 논서 에서 단지 

<오사장>에서만 발견된다고 주장한다.37) 반면 Kramer는 이 논증 

역시 ｢진실의품｣에서 응개소를 발견할 수 있다고 지 하는데, 

그 응개소는 高橋晃一이 말하는 ｢진실의품｣에서의 논증 ③에 해

당된다.38) 즉 Kramer에 따르면 실질 으로 ｢진실의품｣과 <오사

37) 高橋晃一(2003), p. 155; 高橋晃一(2005), p. 43f. 

38) Kramer(2005), p. 157, fn. 278. 보살지의 응개소는 BoBh(W) 44, 

24-25, 2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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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논증은 이 에서 차이가 없는 것이다. 필자에게 양자의 

이해의 차이는 “다른 것에 의존한다”는 문장에 한 구문론  이

해의 차이로부터 연유한다고 보인다. 이 문장의 주어를 Kramer와 

같이 상이라고 볼 때 상이 다른 명칭에 의존하게 된다는 오류는 

상의 자성이 비유  표 을 통해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는 의미가 

되며 이는 곧 A라는 명칭을 지닌 상에 해 A라는 인식이 생겨

난다는 ｢진실의품｣에서의 논증 ③과 상통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

다. 반면 이 문장의 주어를 高橋晃一과 같이 명칭으로 보아 “[명칭

이] 다른 것에 의존한다는 것으로 된다”는 오류라고 해석한다면39) 

이것은 삼성설에 있어서 변계소집성으로서의 명칭이란 다른 것에 

의존해서 생겨나는 것으로 해석되게 된다는 오류가 되며 따라서 

이 문장은 명칭이란 단지 존재하는 것에 한 이차  표시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과 같이 상기 구 은 다의  해석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어 

어느 해석이 더 개연 인가에 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양자의 해석의 차이는 뒤따르는 (iii)-(iv)의 설명방식을 (高橋晃一

의 경우처럼) (i)-(ii)의 보충설명으로 보느냐 아니면 (Kramer의 

경우처럼)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느냐의 여부와도 

련되어 있다. 

이제 (iii)-(iv)의 해석으로 되돌아가 보자. (iii)은 상과 명칭의 

결합으로부터 제3의 요소인 상의 자성이 생겨난다고 하는 주장의 

오류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그 주장이 맞는다면 자성은 상이든지 

명칭이든지 양자를 합한 것이든지 아니면 양자 사이의 어떤 것이

든지 四句(catuṣkoti)의 어느 하나여야 하지만 그 어느 안도 타

당하지 않다고 설해진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의 안으로서 

“자성은 일상언어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40)라는 설명을 덧붙이

39) 高橋晃一(2005), p. 43, fn. 29 참조. 

40) 일반 으로 四句부정의 뒤에 새로운 정  해석이 제시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이 구 은 후맥락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후 의 

삽입구로 보이지만, 이런 난 을 제외하더라도 티벳역(de lta bas na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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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주지하다시피 ｢진실의품｣에서의 유명

한 주장인 <분별에서 생겨난 vastu>와 내용 으로 연결된다.41) 

(iv)는 비유  표 이 상을 명료하게 만든다고 하는 주장의 난

을 밝히고 있다. 아비달마가 스스로의 철학  역할을 “특성을 

명확히 하는 것”(l kṣaṇika)42)으로 규정했듯이 언어란 실재론  

입장에 서 있는 학 에 있어 상이 가진 특징을 악함에 의해 

그것을 명석하게 의식 속에 불러오는 역할을 한다. 그 지만 명칭

과 상의 본질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는 유식학 에 있어 상의 

명확한 특징을 명칭을 통해 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여기서

는 그 가능성을 상을 악한 후에 비로소 그것의 명칭을 인식한

다는 것도 모순되며 한 상을 악하지도 않고 상이 명명된다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함을 통해 부정한다. 

이상으로 우리는 ‘비유  표 ’으로서의 언어와 ‘相(nimitta)’으

로서의 지시 상  그것의 자성의 계에 한 네 가지 문답을 

검토했다. (i)-(iv)의 각각의 설명에서 우리는 논증들이 반복되어 

제시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高橋晃一이 악했

듯이 (iii)-(iv) 내지 (vii)의 설명이 (i)-(ii)의 반복이나 보충설명이 

아니라 비유  표 과 상  그 자성 간의 계에 한 다양한 측

면에서의 조명이라고 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구문론  이해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高橋晃一이 논증

④라고 부른 것이 과연 독립된 논증인가에 한 해석의 여부는 

남아있고 이것이 Kramer의 이해와 큰 차이를 보여 다는 사실도 

bo nyid ni tha snyad las byung ba yin no)은 이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을 지 하고 싶다. 여기서 tha snyad las byung ba는 

“일상언어로부터 생겨남”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는 vy vah rika라는 

형용사로서 “일상언어 인” 등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 자로 번역할 

경우 앞 문장과 직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고 후자로 

번역할 경우 앞 문장과 직  련은 없는 것으로 된다. 

41) 이 문제는 IV장에서 다룰 것이다. 

42) AKBh 27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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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게 된다. 

이것으로 <오사장>에서의 相(nimitta)의 개념을 심으로 상과 

명칭과의 계를 살펴보았다. 유가행 의 다른 문헌 속에서도 언

어와 상간의 계는 약간 다른 에서 논의되고 있다. 를 

들어 섭 승론43)과  양성교론44) 등에서 인식 상이 명칭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경우 생겨나는 모순을 3종으로 거론하고 있

다. 즉 (a) 명칭 이 에 상에 해 명칭에 한 인식이 생겨난

다는 모순, (b) 단일 상이 여러 다른 본체를 가지고 있다는 오

류, (c) 동일 명칭으로 불리는 다른 상은 동일한 사물로서 혼동

되게 된다는 모순이다. 그 지만 본고에서는 그 유사 만을 지

하고 그 상세한 논구는 선행연구에 미룰 것이다.45) 

이와 같이 <오사장>에서는 개념 내지 명칭(n man)과 그 개념

의 외  응체로서의 nimitta, 그리고 상  의식작용으로서의 

vikalpa의 계를 통해 우리의 의식작용에 있어서의 개념의 역할

과 작용, nimitta와 개념 간의 계 등이 논구되어 있다. 이것은 

많은 경우 삼성설의 논리구조에 그 로 용될 수 있다. 즉 앞의 

세 개념은 삼성설에 있어 변계소집성과 의타기성의 계로서 해

석될 수 있고 그것은 주로 언어의 상창출 , 상구성  측면에 

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진여란 삼성설에서의 원성실성에 

응한다. 삼성설에서 원성실성이 ‘의타기에서 변계소집이 없는 것’

으로 정의되고 있듯이 사물의 진실한 본성이라는 의미에서의 진

여란 nimitta와 n man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것이다. 

高橋晃一은 <오사장>에서 강조 이 nimitta에 놓여있으며, 이는 

논의의 심이 세속제의 측면에 향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언

한다.46) 그의 지 은 ｢진실의품｣에서 vastu가 보여주는 언어표

의 기체로서의 측면과 언어표 될 수 없는 측면의 이  성격

43) MSg II. 24. 

44) 顯揚聖敎論 T 31: 557c9-12. 

45) 이에 해서는 袴谷憲昭(1991); 池田道浩(1996); 高橋晃一(2003) 참조. 

46) 高橋晃一(2005),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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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사장>에서 각기 nimitta와 진여의 개념으로 체되었다는 

을 의식한 설명이라고 보인다. 사실 어떤 에서 이는 유식학

의 실재인식이 보여주는 역동  성격을 아비달마의 평면 인 수

행론 /분석  차원으로 옮겨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도 다. 

그 지만 필자는 <오사장>의 설명에서 주목해야 할 요소는 오

히려 正智라고 생각하고 있다. 진여와 정지의 문제는 이후 출 될 

졸고47)에서 다루어질 것이기에 여기서 상세히 논의하지는 않겠지

만 에서 언 한 高橋晃一의 이해는 지나치게 일면 인 악은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는다. 를 들어 <오사장>에서 정지가 출

세간정지와 세간-출세간정지의 2종으로 나 어지고 이를 통해 정

지는 각기 진여와 nimitta에 이 으로 련됨으로써 ｢진실의품｣

에서의 vastu나 삼성설에서의 의타기성이 가진 역동  성격을 보

여주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즉 오사에서 가장 역동  성격을 보여

주는 것이 정지라고 한다면 <오사장>의 자는 ｢진실의품｣과 삼

성설에서 행해지던 실재성의 이  성격을 상  측면에서 찾

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식주 에서 찾고자 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를 기 유식문헌에 나타난 삼성설의 도식에 한 北野新

太郞의 해석48)에 따라 설명하자면 이것은 제일구조에서 제이구조

로 이행해 가는 과정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3. 해심 경의 三相說에 나타난 언어와 상의 계 

유식학 의 문헌들 에서 해심 경은 성립사 으로 기에 

속하는 경 으로 여기서 설해진 삼상설은 유식논서에서 설해지는 

삼성설 에서 가장 최 로 성립되었다고 추정되고 있다.49) 삼성

47) 이 논문은 ｢진여의 불가언설성과 佛說 - 기 유식문헌을 심으로｣라는 

제목으로 天台學硏究 10집(서울 2007)에 게재될 정이다. 

48) 北野新太郞(2000), pp. 7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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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설해지는 곳은 (티벳역의 분류에 따른) VI장 ｢一 法相品｣과 

VII장 ｢無自性相品｣인데, 특히 VII장에서의 설명이 보다 상세하

다.50) 먼  三相의 정의를 보자. 

VI장에서 변계소집상은 “일상언어의 언어표 에 의해 제법의 

자성이나 차별을 명칭과 표식(saṃketa)으로 정립하는 것”51)으로

서, 의타기상은 “제법이 연기하고 있다는 것”52)으로서, 그리고 원

성실상은 “제법의 진여이며,  보살들이 정진을 원인으로 하여 

올바른 사유에 의해 그 [진여]를 증득하고 그것을 반복함에 의해 

무상정등각에 도달하는 것”53)으로서 정의된다. VII장의 삼무자성

은 이들 삼상이 각각 相으로서 본질이 없고 (相無自性), 생겨난 것

으로서 자성이 없고 (生無自性)  궁극 으로 자성이 없는 것(勝

義無自性)이란 에서 다시 설명하는 것이다. 

의 정의에서 보듯이 언어와 상간의 계라는 에서 변

계소집상과 의타기상이 문제되고 있다.54) 먼  변계소집상의 정

의에서 사용된 명칭과 표식에 의해 제법의 자성과 차별을 정립한

49) 長尾雅人(1978) p. 465. 

50) 6장에서는 변계소집상 등의 ‘상’이란 명칭으로 사용되고, 반면 7장에서는 

상과 자성이란 용어가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어 주 를 요한다. 

51) SNS VI. 4: de la chos rnams kyi kun brtags pa’i mtshan nyid gang 

zhe na/ ji tsham du rjes su tha snyad gdags pa’i phyir chos rnams 

kyi ngo bo nyid dam bye brag tu ming dang brdar rnam par bzhag 

pa gang yin pa’o//

52) SNS VI. 5: chos rnams kyi gzhan gyi dbang gi mtshan nyid gang zhe 

na/ chos rnams kyi rten cing ’brel par ’byung ba nyid de/ 

53) SNS VI. 6: chos rnams kyi yongs su grub pa’i mtshan nyid gang zhe 

na/ chos rnams kyi de bzhin nyid gang yin pa ste/ byang chub sems 

dpa’ rnams kyis rtul pa’i rgyu dang/ legs par tshul bzhin yid la byas 

pa’i rgyus de rtogs shing de rtogs pa goms par byas pa yang dag par 

grub pas kyang bla na med pa yang dag par rdzogs pa’i byang chub 

kyi bar du yang dag par ’grub pa gang yin pa’o//

54) 삼성과 오사의 상호 계에 해서는 유식문헌에서 상이하게 설명되고 

있다. 이에 해서는 葉阿月, ｢三性と五事との相互關係｣, 

印度學佛敎學硏究 21-1, 19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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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표 은 ｢진실의품｣에서의 명칭과 vastu의 계의 기술에 비

해 뉘앙스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크게 다르지는 않으며 <오사장>

에서의 명칭의 정의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반면 제법의 

연기성이란 조건지워져 생기하는 상 인 모든 요소를 말하며, 

이것은 ｢진실의품｣에서의 사태(vastu)보다는 <오사장>에서의 상

(nimitta)의 의미에 더욱 근 해 있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vastu의 

두 측면을 해심 경의 원성실상과 의타기상에 응시키려고 한

다면 원성실상은 언어표 될 수 없는 것을 가리킬 것이고 반면 

의타기상은 언어표 의 기체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도식화는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해심 경에서의 의타기상은 

소멸될 수 없는 기체  측면을 갖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어야 할 

것이라고 서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에서 해심 경은 ｢진실

의품｣의 논리보다는 <오사장>의 서술방식과 보다 유사성을 보여

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게 본다면 해심 경에서의 의타기상의 소멸은 진실의품

에서의 vastu의 역할이나 <오사장>에서의 nimitta의 역할과 련

하여 이 경의 요한 특색을 보여 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 의타

기상의 소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해심 경 VII. 13에
서 살펴보자. 그 직 (VII. 11-12)에 생무자성에 해 상무자성  

승의무자성을 이해시키기 해 상무자성과 승의무자성을 설한다

고 말한다. 그리고 VII. 13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생들은 이 교설을 들은 후에 생무자성에 해 상무자성과 승의무

자성으로서 믿고 분석 으로 이해하고 여실하게 이해한다. 즉 언어사

용에 의해 훈습되지 않은 智는 언어사용과 결부되지 않은 것이며,  

언어사용의 잠재  경향(수면)이 없는 智에 의해 의타기상은 생에서

는 智의 힘을 일으키고 내생에서는 원인55)이 단 됨을 통해, 소멸되는 

것이다.56) 

55) 한역에 因으로 번역했다. 티벳역에 따르면 rgyud(상속)가 단 되는 

것이다. 티벳역의 rgyud를 rgyu(인)의 오자로 보인다. 

56) SNS VII. 13: tha snyad btags pas yongs su ma bsgos pa’i shes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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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의타기상의 소멸이 수행도의 맥락에서 언어사용에서 생

겨나지 않은 智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설명의 의미를 고찰해 보자. 

이것은 세간  언어활동으로서의 변계소집  작용을 떠난 지가 

작용할 때 의타기상이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의타기상은 조건지

어 생멸하는 법들의 특질로서 설명되고 있는데, 그 다면 의타기

상의 소멸은 이러한 연기의 세계가 변계소집상을 떠난 智에 의해 

악되었을 때 존재론 으로 소멸한다는 것을 말하는 듯이 보인

다. 그 지만 이러한 주장은 섭 승론의 모델에 의거해서 삼성

설을 의타기를 심으로 구성된 것으로57) 이해하는 長尾雅人의 

58)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va

stu의 존재를 언어표 의 근거로서 제하는 ｢진실의품｣의 입장

과도 배치된다고 보인다. 근거가 소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반

면 의타기상의 소멸이라는 선언에서 의타기를 <오사장>의 맥락

에서 상  이미지나 념상으로서의 nimitta로서 이해한다면 그 

주장은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오사장>에서 nimitta를 本性相

(prakṛti-nimitta)와 影像相(pratibimba-nimitta)으로 구분하는 기

술이다. “본성상이란 이 의 분별에 의해 생겨난 상이고  상(ni

mitta)에 의해 생겨난, 잘 알려진 상이다. 상상이란 망분별된 것 

그것이 勝解(adhimukti)59)에 의해 하는 것이지만 본성 으로 

tha snyad btags pa dang rjes su ’brel pa med cing tha snyad bag la 

nyal med pa’i shes pas gzhan gyi dbang gi mtshan nyid de/ tshe ’di 

la shes pa’i stobs bskyed pa dang/ phyi ma la rgyad yang dag par 

chad pas ’gog par byed de/

57) 삼성설의 두 모델에 해서는 A. Sponberg(1983) 참조. 유식논서에서 이 

두 유형의 상이한 설명에 해서는 안성두(2005) 참조. 

58) 長尾雅人의 삼성설 이해에 해서는 中觀と唯識에 게재된 그의 논문 

｢ 환の論理｣ 참조. 

59) 勝解 는 信解로 한역되는 adhimukti(/ adhimokṣa)의 의미에 해서 

Schmithausen은 “어떤 상에 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집 함” 

“어떤 것을 작의 으로 념 속에 특정한 방식으로 상함”(1982, p. 65, 

fn. 33; 이 번역은 불교학리뷰 1, p. 132, fn. 34 참조)으로 해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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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것은 아니다.”60) 해심 경에서 말하는 nimitta의 소멸

이 이 맥락에서 단지 상상의 소멸의 의미에 해당된다고는 생각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사장>은 자를 實有(dravyasat)로 후

자를 假有(prajñaptisat)로 악하고 있기 때문에,61) nimitta의 소

멸 = 상상의 소멸 ǂ 본성상의 소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해심

경의 을 아비달마 실재론의 연장선상에서 악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nimitta의 소멸을 모든 종류의 nimitta의 

소멸로 보는 것이 해심 경의 의도에 부합될 것이다.62) 이것은 

바로 이 경의 삼상설에서 사용된 비유에 의해서도 드러난다고 보

인다. 

삼상설을 비유 으로 설명하기 해 유식문헌에서는 여러 종류

의 비유가 제시되고 있는데, 해심 경의 경우 두 가지 비유가 

삼상설과 련해서 제시되고 있다.63) 그 에서 첫 번째 비유가 

병에 걸린 자의 비유로서 본 논의의 맥락에서 보다 요하다.64) 

본 맥락에 매우 합하다. 

60) VinSg(D) zi 4b4f: rang bzhin rgyu mtshan gang zhe na/ sngon gyi 

rnam par rtog pas bskyed pa'i mtshan ma dang/ mtshan ma bskyed 

pa grags pa'i mtshan ma'o// gzugs brnyan rgyu mtshan gang zhe 

na/ kun brtags pa gang yin pa de ni mos pas snang ba yin gyi/ rang 

bzhin du gnas pa ni ma yin no//

61) 高橋晃一(2005), p. 48 참조. 

62) 나아가 이것은 “식은 인식 상을 단지 표상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고 

설함에 의해 최 로 불교  사유에서 상의 념론  성격을 

일반화시키려고 했던 해심 경 VIII. 7의 유명한 만법유식의 선언의 

근거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 

63) 해심 경은 비유의 체 내용을 서술하지 않고 다만 비유의 각 항목이 

삼상의 어느 것에 응하는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해심 경의 자나 독자에게 이 비유가 잘 알려져 있음을 보여 다. 

64) 이에 비해 해심 경의 두 번째 비유에서 왜 의타기상이 제거되어야 

하는지는 명백하지 않다, 두 번째 비유는 투명한 수정 앞에 청색 등의 

물체를 놓으면 수정은 그 색에 따라 푸른색의 보석으로 나타난다는 

비유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어떤 색도 여읜 투명한 수정이 

의타기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이 수정을 제거한다는 것은 첫 번째 

비유에서처럼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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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 변계소집상이 병에 걸린 사람의 에 있는 병(timira)의 

과환이며, 의타기상은 바로 그 에 병의 상  相(nimitta), 

를 들면 머리카락이나 벌, 참깨씨앗 는 청황 백의 상  이미

지의 이고, 원성실상이란 그 사람의 이 청정하고 이 병

의 과환을 여의었을 때 바로 그 의 본성 인 역이 오류를 벗

어난 것이라고 설한다.65) 이 비유는 왜 의타기상이 소멸되어야 하

는지를 잘 보여 다. 왜냐하면 그것은 병이라는 조건에 의해 생

겨난 상  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의 에는 나타

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건강한 상태를 회복하기 해서는 제거

되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66) 

의타기상의 소멸의 의미를 이해하기 해  하나 요청되는 것

은 해심 경에서의 삼상의 설명방식에 한 고려이다. 필자는 

이 의 논문에서 해심 경의 삼상설이 Sponberg가 말하는 의미

에서 < 추  모델>보다는 <발  모델>에 더 가깝지만 반드

시 후자의 도식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을 지 했다.67) 여기

서 그 논의를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다만 그 방식이 수행과정 속

에서의 인식의 발  내지 상승과 히 연 되어 있다는 은 

65) SNS VI. 7; ... ’di lta ste dper na/ skyes bu gang zag rab rib can gyi 

mig la rab rib kyi skyon chags pa de lta bur ni kun brtags pa’i 

mtshan nyid blta bar bya’o// ... ’di lta ste dper na/ de nyid la rab rib 

kyi mtshan ma skra bshad ’dzings pa’am/ sbrang ma’am/ ti la gyi 

’bru’am/ sngon po’i mtshan ma’am/ ser po’i mtshan ma’am/ dmar po’i 

mtshan ma’am/ dkar po’i mtshan ma snang bar gyur pa de lta bur ni 

gzhan gyi dbang gi mtshan nyid du blta bar bya’o// ... ’di lta ste dper 

na/ skyes bu gang zag de nyid kyi mig yongs su dag cing mig la rab 

rib kyi skyon chags pa dang bral bar gyur pa na/ mig de nyid kyi 

rang bzhin gyi spyod yul ma nor ba’i spyod yul de lta bur ni yongs 

su grub pa’i mtshan nyid du blta bar bya’o//

66) <오사장>에서도 병의 비유가 사용되고 있는데, 병에 걸린 자의 

지각은 nimitta를 가진 자의 상 악으로서, 반면 건강한 자의 지각은 

상에 한 nimitta의 지각를 여읜 것으로서 설명되고 있다. (VinSg(D) 

13b5f). 

67) 안성두(2005), pp. 72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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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려 시도하는 에서 
해심 경이 의타  세계의 이 구조를 설정하고 있는 것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경에서 의타  세계는 일부는 생무자성으로서 일

부는 승의무자성으로 이  구조를 가진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여기서 의타  세계의 생무자성이란 제법의 의타기상으로서, “왜

냐하면 그 [의타기상]은 다른 조건의 힘에 의해 생겨난 것이지 자

체 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생겨난 것으로서의 무자성(ut

patti-niḥsvabh vat )이라고 설해진다.”68) 경은 이것을 幻像(sgyu 

ma byas pa)으로 비유하면서 생무자성의 일부인 동시에 승의무

자성의 일부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반면 의타  세계의 승의무자

성이란  일상  사물이 승의무자성성의 의미에서 단순히 환상일 

뿐이며 진실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을 가리킨다. 일상 상

이 가진 환상  성격은 <오사장>에서 꿈에서 거친 물살에 휩쓸

려 내려가는 사람의 비유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는 커다란 노

력을 하면서 그 물살에서 벗어나려고 애쓴다. 그 순간 그는 꿈에

서 깨어나고 깨어난 그에게 있어 더 이상 거친 물살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물살을 벗어나기 해 많은 

노력을 경주했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꿈에서 깨어난 것이다.69) 

그 지만 우리는 이 구분이 ｢진실의품｣에서의 vastu의 이 구

조와 같은 존재론  구분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수행자의 

인식론  증득의 정도에 따른 인식론  구분의 성격을 갖고 있음

에 주목해야 한다. 이 에 서 본다면 의타기상의 소멸은 앞에

서 언 한 長尾雅人의 의미에서의 환이 아니라 명상행  속에서 

즉 우리의 인식 속에서 실질 으로 이루어진다고 이해해야 한다

고 생각된다. 그 지만 해심 경의 입장에서 모든 인식 상은 

68) SNS VII. 5: 'di ltar de ni rkyen gzhan gyi stobs kyis byung ba yin 

gyi/ bdag nyid kyis ni ma yin pas de'i phyir skye ba ngo bo nyid 

med pa nyid ces bya'o// (해심 경 694a19f: 何以故 此由依他緣力故有 

非自然有 是故說名生無自性性). 

69) VinSg(D) 15a1ff (T 701c4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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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표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재론  철학에서와는 달리 

상의 소멸이 근거의 소멸로 인식될 필요가 없는 것이며, 따라서 

근거를 존재론 으로 해석함으로써 唯名論的(nominalistic) 입장이 

부딪쳤던 험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Ⅳ. 분별에서 산출된 상의 문제

언어 내지 념이 상을 산출한다는 사고는 일면 ‘삼계에 속하

는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 지어진 것’이라는 유식학의 심테마를 

연상시킨다. 이런 주장은 유명론 내지 나아가 념론과 연결시켜 

논의될 여지도 있고 실제 불교사상사에서 그런 방향으로 발 되

어 오기도 했지만 기 유식문헌에 나타난 이런 사고방식을 후

의 정형화된 유식철학에서 말하듯 외계 상은 비존재하고 단지 

‘오직 나타남’(唯識, vijñaptim tra)이 있을 뿐이라는 념론  방

식으로 이해하기에는 많은 문제 이 있다고 보인다. Schmithause

n은 해심 경에서 수행된 명상 속에서 경험된 상의 유식성을 

일상  상으로 용에 이르기까지는 보살지에서의 “분별에서 v

astu가 생겨난다”는 唯名論的 악과 <오사장>에서의 “분별에서 

실제 인 상(nimitta)이 생겨난다”는 사고가 선행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70) 따라서 해심 경 이 의 기 유식문헌에서의 분

별과 상의 계에 한 논의는 오히려 아비달마의 실재론  사

유를 반 하고 있으며 이것은 ｢진실의품｣에서 논의된 분별에서 

생겨난 사태(vastu)의 서술에서 뿐 아니라 <오사장>에서의 설명

에서도 그 다고 보인다. 

｢진실의품｣에서는 과거의 분별에서 재의 사태(vastu)가 생기

70) Schmithasuen(19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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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재의 사태에서 재의 분별이 생긴다고 말해진다. 그러면서 

과거의 분별을 8종으로  재의 사태(vastu)를 3종으로 나열하

고 있다. 여기서 8종의 분별이란 본질이라는 분별(自性分別, svabh

va-vikalpa), 차이라는 분별(差別分別, viśeṣa-vikalpa), 단일자로 

악하는 분별(總執分別, piṇḍagr ha-vikalpa); 나라는 분별(我分

別, aham iti vikalpa), 나의 것이라는 분별(我所分別, mameti vikal

pa); 좋아한다는 분별(愛分別, priya-vikalpa), 좋아하지 않는다는 

분별(非愛分別, apriya-vikalpa), 양자와 다르다는 분별(俱相違分別, 

priy priyobhayaviparita-vikalpa)로서 차례 로 3-2-3의 세 그룹

으로 나 어진다. 이러한 분별로부터 생겨나는 3종의 사태란 순서

로 “분별이라는 다양화의 근거이며 분별이라는 다양화의 

상”71)과 “다른 견과 아만의 근본인 유신견과 그것과 다른 만의 

근본인 아만”72)  “탐진치”이다. 이 3종의 사태도 자가 후자의 

조건이라는 방식으로 설명되어 있다. 즉 분별의 근거인 사태 → 

유신견과 아만이라는 사태 → 탐진치라는 사태의 순서로 생겨나

는 것이다. 

여기서 이들 분별은 3종의 사태를 산출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사태 ( 는 어도 첫 번째 사태)는 유정세간

71) BoBh(W) 51, 4: vikalpaprapañc dhiṣṭh naṃ vikalpaprapañc lambanaṃ 

vastu. 여기서 복합어 vikalpa-prapañca의 해석에 해서는 

高橋晃一(2005) p. 171, fn. 35 참조. 그는 Karmadh rya일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지만 이 맥락에서는 Tatpuruṣa로 해석하는 것이 낫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제시하고 있듯이 vikalpaḥ 

prapañcayan이라든가 는 vikalp dhiṣṭh nasya 

prapañc lambanasya(BoBh(W) 51, 15)의 표 에서 보듯 양 개념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인다. 

72) BoBh(W) 51, 9-11: ... imau dvau vikalpau satk yadṛṣṭiṃ ca 

tadanyasarvadṛṣṭimūlaṃ m namūlaṃ ca asmim naṃ ca 

tadanyasarvam namūlaṃ janayataḥ/ 유가행 문헌강독회(2004), p. 

202의 번역을 약간 정정했다. satk yadṛṣṭi가 다른 모든 견의 근본이라는 

언 은 유가론에서 빈번히 발견되지만 ( 를 들어  621c2f) m na의 

근본이라는 주장은 (필자가 아는 한에 있어 유가론에는) 나오지 

않는다.  asmim na가 다른 모든 m na의 근본이라는 주장도 낮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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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세간으로 언 되고 있기 때문에 Schmithausen은 분별이 실

질 으로 물질세계를 창출한다는 이런 사고를 “특수한 형태의 

승  환 주의”(Sonderform des mah yanistischen Illusionismu

s)”73)라고 부르고 있다. 

<오사장>은 분별로부터 산출된 사태라는 사상을 이어받아 그 

계를 보다 세분화해서  상(nimitta)은 이 의 분별에서 생길 뿐

만 아니라 상에서도 생기며, 한 재의 분별도 분별에서 생길 

뿐 아니라 상에서도 생긴다고 설명한다.74) <오사장>은 이러한 결

합방식에 의해 잡염(saṃkleśa)75)의 흐름이 단 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분별의 비유  표 (vikalpa-upac ra)76)을 제거한다면 잡

염의 지조차도 가능하다고 설한다.77) 

｢진실의품｣에서 vastu가 분별로부터 생겨난다고 했을 때 문제

시되었던 vastu의 실체  성격을 둘러싼 의문은 <오사장>에서도 

제기된다. <오사장>은 만일 상으로서의 사태를 확립하기 해 분

73) Schmithausen(1973), p. 167. 

74) VinSg(D) zhi 289a5-7: rgyu mtshan gang las rab tu skye bar brjod 

par bya zhe na/ smras pa/ rgyu mtshan las rab tu skye ba dang/ 

sngon gyi rnam par rtog pa las rab tu skye ba yin no// ... rnam par 

rtog pa gang las rab tu skye bar brjod par bya zhe na/ smras pa/ 

rnam par rtog pa las rab tu skye ba dang/ rgyu mtshan las rab tu 

skye ba yin no// 

75) 유가론에서 ‘잡염’ 개념은 하나의 상 범주로서 '번뇌라는 

잡염'(kleśa-saṃkleśa), '업이라는 잡염'(karma-), '생의 

잡염'(janma-)을 포 하고 있다. 유가론에서 이 개념의 이념사  

개와 의미에 해서는 Ahn, Sung-doo, Die Lehre von den Kleśas in 

der Yog c rabhūmi, Alt- und Neu-indische Studien No. 55, Stuttgart 

2003 Einleitung 참조. 

76) rnam par rtog pa'i nye bar 'dogs pa(= vikalpa-upac ra)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불분명하다. 高橋晃一은 “분별에 의한 이차  표시”로 

번역하고 있고 Kramer는 “분별 속에서 완수된 명명”(das in der 

Vorstellung [vollzogene] Benennen)으로 번역한다. 

77) VinSg(D) 12b6f: de ltar 'brel pa'i tshul gyis kun nas nyon mongs pa 

rgyun mi 'chad par 'gyur bas ... rnam par rtog pa'i nye bar 'dogs pa 

spangs na/ kun nas nyon mongs pa ldog pa yang rung 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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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 비유  표 을 제거한다면 성자의 유일한 인식을 통해서 모

든 사태는 소멸된다는 모순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고 묻는다.78) 

이에 한 해결은 vastu를 공동 (s dh raṇa) 분별로부터 일어난 

것과 개인 (as dh raṇa) 분별로부터 일어난 것으로 나눔에 의해 

잠정 으로 해결되고 있는데, 여기서 개인  분별로부터 생겨난 v

astu는 개인  인식을 통해 소거되지만 공동  분별로부터 생겨

난 사태는 타인에 의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해진다.79) 이것은 Kramer가 섭 승론의 인용을 통해 보여주

고 있듯이80) 共業과 개별  업 는 공동  알라야식과 개인  

알라야식의 구별과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개인  분

별로부터는 자신에 속한 상이 나오는 반면 공동  분별로부터는 

공동의 세계인 기세간이 산출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V. 맺는 말

이제까지 기 유식문헌에서의 명칭과 상에 한 계를 세 

문헌을 심으로 기술했다. 명칭 속에는 세간에서 약에 의해 사

용되는 단어들이 포함된다. 이 단어들은 일상  언어사용의 가능

성을 여는 것이고 그런 에서 보살지에서 “세간에서 통용되는 

78) VinSg(D) 13a1f. 

79) VinSg(D) 13a2-4: dngos po ni rnam par rtog pa thun mongs ma yin 

pa'i rgyu las byung ba dang/ rnam par rtog pa thun mongs ba'i rgyu 

las 'byung ba yin pas/ rnam par rtog pa thun mongs ma yin pa'i 

rgyu las byung ba rnam par ma brtags pa gang yin pa de ni 'gog 

par 'gyur la/ rnam par rtog pa thun mongs ba'i rgyu las byung ba 

rnam par ma brtags pa gang yin pa de ni gzhan gyi rnam par rtog 

pas zin pa yin pas mi 'gog ste/ 

80) Kramer(2005), p. 159, fn. 2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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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lokaprasiddhaṃ tattvam)로 불려진다. 그 지만 이를 부정

 측면에서 보면 명칭의 반복  사용에 의해 그 명칭에 한 잠

재인상이 생겨나고 이것이 무시이래의 재생 속에서 축 되어, 어

떤 말을 들을 때면 마치 르노 의 개처럼 우리의 인지구조 속

에 자동 인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로그래 의 선구조가 형성되

는 것이다. 유식학에서는 이러한 일상  언어사용의 잠재성을 

說隨眠(vyavah ra-anuśaya)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nimitta가 생

겨나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언설수면을 올바른 인식을 반

복 으로 수습함에 의해 제거한다면 그와 동시에 모든 nimitta도 

사라진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울의 한 쪽이 올라갈 때 다른 쪽이 

동시 으로 내려가는 것이나 그림 속에 있는 어떤 형태의 색깔을 

지울 때 형태 자체도 동시에 사라지는 것으로 비유되고 있다.81) 

이를 통해 우리는 왜 유식학에서 名 種子의 제거가 핵심  과제

로 등장하게 되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언어나 명칭의 반 축에 있는 vastu나 nimitta에 

해 주로 설했고 vastu가 가진 언설될 수 없는 측면을 나타내는 진

여에 해서는 거의 논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추후의 논문에서 다

룰 것이며, 이제 우리는 이들 논의가 단순한 철학  이론만은 아

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본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오히려 그것

은 각각의 상이한 명상 통을 반 하는 설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보살지｣의 ｢진실의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실천  

수행법으로서의 4종 심사(paryeṣaṇa)와 4종 여실변지(yath bhūta

-parijñ na)에 의한 상의 여실한 인식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에

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하지만 그 논의는 본 논문의 범 를 벗어

81) VinSg(D) 15a: ci gang gi tshe tha snyad kyi bag la nyal spong bar 

byed pa de nyid kyi tshe na mtshan ma rnam par 'jug par byed dam/ 

'on te spangs pa'i 'og tu dus gzhan gyi tshe na rnam par 'jug par 

byed ce na/ smras pa/ de spong bar byed pa dang de rnam par 'jug 

par byed pa ni srang mda''i mtho dman gyi tshul bzhin du mgo 

mnyam zhing dus gcig tu ste/ ... ri mo'i dbyibs la tshon rtsi byid 

(DP: byed) pa na dbyibs kyang byid par gyur pa d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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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았다.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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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 of the Language and Reality in the 

Early Indian Yog c ra Literatur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Tri-svabh va and 

Pañca-vastuka in the Yog c rabhūmi

  Ahn, Seong-doo

(Guemgang University)

Indian Buddhism has shown from the outset the 

tendency to the nominalistic analysis, and in this respect it 

differs from the orthodoxical systems of Indian philosophy, 

which based themselves on the realism. The criterion for 

dividing realism from the nominalism lies in the different 

views on the referential meaning of the language. The most 

characteristical theory that rejects the external objects and 

accepts only their mental images was presented by the 

Buddhist Mind-Only School, which is also named as 

Vijñ nav da or Yog c ra School. 

The present paper deals with the Tri-svabh va ("Three 

Natures")and Pañca-vastuka theories in the Yog c rabhūmi, 

As far as the first theory is concerned, it was for the first 

time formulated in the Saṃdhinirmocana-Sūtra and is 

typical for the Mind-Only School, and  also called 

"Tri-lakṣaṇa" (three Characteristics). The Tri-svabh va 

consists of Parikalpita-svabh va ("imagined Nature"), 

Paratantra-svabh va ("Dependent Nature") and 

Pariniṣpanna-svabh va ("Perfectly accomplished Nature"). 

'Imagined Nature' means that the so-called objective 

referents are actually projections of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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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Nature' means that the consciousness itself is 

constituted by dependent origination. 'Perfectly accomplished 

Nature' means the absence of projection of consciousness. 

From the history of ideas the theory of Tri-svabh va is 

said to be developed from the Yog c rabhūmi, which has 

five parts. In the first part, Maul  Bhūmi, there are no solid 

bases that show the full development of the terminologies, 

though they are mentioned in some passages. In the 

Bodhisattva-bhūmi of Maul  Bhūmi, for exampl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ferential object and projection of 

consciousness are fully realized and their philosoph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But it would be too far away, if 

one assumes that the chapter discusses the problems in the 

context of the "Three Natures", though it can be regarded 

as a forerunner of this theory. 

The Problems is more complicated through the another 

chapter in the second part of the Yog c rabhūmi, the 

Viniścayasaṃgrahaṇ , which presents the same conceptual 

implications in the context of the "Five categories" 

(Pañca-vastuka). 

In the Viniścayasaṃgrahaṇ  the same problems are 

discussed with the following five categories (vastu): nimitta 

(referential object"), n man ("concept"), vikalpa 

("projection"), tathat  ("thusness") and saṃyagjñ na ("right 

knowledge"). This chapter analyses the relation of these 

five categories through 40 aspects. Present paper aims at 

determining the historical priority of the five categories. In 

the next step, I deal with the Tri-svabh va of the 

Saṃdhinirmocana-Sūtra, focusing on the extinguishment of 

Paratantra-svabh va. In comparing this aspect with the 

standard description on Trisvabh va presented in the 

Mah y na-Saṃgr ha, I tries to show that the 

Saṃdhinirmocana-Sūtra has  syncretistic attitude, which 

was later divided and clearly formulated in the two form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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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svabh va. 

Recently two books, dealing with the problems in the 

Yog c rabhūmi, are published separately. I have examined 

some themes in these books and suggested my own 

observations. 

Key words : yogAcAra, tri-svabhAva, nimitta, vastu, 

upacAra, vikal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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