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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外境論 와 唯識論 의 論

唯識二十論(Viṃśatik )의 이해를 하여

이지수
*

1)

이끄는 말

Ⅰ 유식에 한 敎證과 理證 (송 1)

Ⅱ 장소･시간의 한정, 心相續의 비한정, 작용에 한 유식  해석 (송 2～7)

Ⅲ 12處의 密意性과 二無我에 깨달아 듦 (송 8～10)

Ⅳ 원자설 비  (송 11～14)

Ⅴ 상의 단일성 비  (송 15)

Ⅵ 外境實在의 근거로서의 現量(지각)에 한 비  (송 16)

Ⅶ 기억에 근거한 상의 실재성 비  (송 17 반)

Ⅷ 꿈과 깬 상태의 다름에 한 유식  해석 (송 17 후반)

Ⅸ 사회  상호 계와 識의 한정 (송 18 반)

Ⅹ 꿈과 깬 상태의 業果의 다름에 한 유식  해석 (송 18 후반)

Ⅺ 殺生業과 그 果報에 한 유식  해석 (송 19, 20)

Ⅻ 他心知의 문제 (송 21)

맺는 말 (송 22)

요약문 [주요어: 唯識, 識, 似顯, 상(=境), 原子(=極微), 衆集, 12처, 꿈, 

相續, 轉變, 分別性, 不可 表性]

외부 상(境)이 실재하는가 아니면 실재하지 않으면서 단지 境처럼 

나타나는 識뿐인가 하는 것은 유식20론에서 논의되는 심 주제다. 

唯識無境을 주장하는 세친은 통 으로 9難이라고 알려진 有外境論

의 반론들에 답변하고 반박한다. 이 논쟁 과정에서 種子(b ja)라든가 

식(vijñ na), 轉變(pariṇ ma), 人法無我, 分別, 無分別智(nirvikalpaka- 

jñ na), 後得淸淨世間智 등 유식학의 기본 개념들이 등장하여 유식20론
이 단순히 唯識을 증명하기 한 건조한 논쟁서에 그치지 않는, 깊은 

종교 ･실천  의도를 함유하고 있는 논서임을 시사한다.

* 李芝洙 : 동국 학교 인도철학과 교수. jisoo@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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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끄는 말

미륵‧무착에 의해 창도되고 발 된 고  유식학은 세친에 의해 

일단 완성되었다. 세친은 유식20론(viṃśatik -vijñaptim trat -s
iddhi)과 유식30송(triṃśika-vijñapti-k rik ), 합하여 成唯識論
(vijñapti-m trat -siddhi)으로 부르는 은 분량이 두 작 속에

서 미륵‧무착에 의해 발 된 기존의 유식사상과 자신의 독창  

사상을 통합하여 고  유식학의 사상을 재구성하고 체 으로 

통합‧체계화 하 다. 그는 유식 20론에서 唯識無境을 증명하

고, 유식 30송에서는 20론에서 확정된 唯識에 바탕하여 유식

학의 세 기둥이라 불리우는 ‘識轉變’, ‘三性三無性’, ‘唯識性에의 安

立’을 30개의 운문으로 압축, 요약하 다.

본고의 주제인 20론은 論主(v din)인 唯識論 와 論敵(prativ

din)인 外境實有論 의 사이의 여러 가지 주제들을 둘러싼 반론과 

답론, 질문과 답변의 논쟁(v da)으로 이루어진 형 인 논쟁서이

다.

논 인 外境實有論 에 속하는 학 로는 힌두의 승론학 , 불교

의 有部, 輕量部 그리고 세상의 일상인들의 상식 , 혹은 素朴的 

實在論이 포함되며, 外境의 실제를 부정하는 唯識論 는 논주인 세

친 자신이다.

논쟁(v da)이 성립되기 해선 의심스런, 즉 문제의식을 야기시

키는 주제가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수 함으로써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이는 주제에 해선 논쟁이 일어날 수 없다. 논주의 

견해, 혹은 주장명제(pakṣa)가 있고, 그에 해 의문을 가지고 반

론을 제기하는 논 (prativ din)의 반  견해(pratipakṣa)가 있을 

때 논쟁(v da)이 이루어진다. 20론에서 의심을 일으키는 주제는 

상(境,artha)이 실재하는가 아니면 실재하지 않으면서 단지 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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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나타나는 識뿐인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논주는 境이 없이 境으로 나타나는 識뿐임을 주장하는 

세친이고, 논 은 상의 실재성을 반 명제(pratipakṣa)로 거론하

는 外境實在論 (b hya-artha-v din)이다. 필자는 有外境論 의 문

제제기나 반론은 ‘논 ’이라는 말로, 唯識論 (vijñapti-m tra- v d

in)의 답변이나 반박을 ‘논주’라는 말로 표시했다.

20론에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논쟁의 상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들은 통 으론 유식의 九難(아홉 가지 문제)1)으로 불리워 

왔다. 이 문제들은 成論 권 七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唯識所因難: 유식의 진리는 어떤 敎證( gama)과 理證(yukti)에 

근거한 것인가?

2) 世事乖宗難: 만일 유식무경이라면 세상의 일반  상식인 장소와 

시간의 한정, 특정 개체에의 비한정, 작용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

가?

3) 聖敎相遺難: 유식무경이라면 세존께서는 어 하여 12처(6內處, 6

外處)를 설하셨는가?

4) 唯識成空難: 法執을 소멸시켜 제법무아의 진리에 悟入시키기 

해 유식을 설한다고 한다면, 유식 자체도 없는 것이 아닌가?

5) 色相非心難: 色따 도 識을 그 본성으로 갖는다면 형태나 장애가 

없어야 하지 않는가?

6) 現量差宗難: 色따  다섯 外境이 지각(現量)으로 인식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7) 夢覺相遺難: 논주는 수차례 꿈속의 상이 실재가 아님을 로들

어 깬 상태의 상도 다만 식일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떻게 꿈

속의 상을 깨어있는 상태에서의 상과 동일시 할 수 있는가?

8) 外取他心難: 外界의 색 따 는 識의 所變意이라 할지라도 他人의 

心識은 自心과 독립 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지 않을 경우 

他心知라는 신통력을 설명할 수 없다.

9) 異境非非難: 自心 바깥에 他心이라는 境을 인정해야 한다면 이미 

유식이 아니지 않는가?

1) 金觀應 譯(1993) pp. 365-381. 九難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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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口益는 다음과 같이 20논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2)

1. 3계 유식의 安立(제1송)

2. 유식무경에 한 有外境論 의 4事에 해서의 질문과 그에 한 

식론자의 답변(제2-4송)

3. 異熟所感에 한 毘婆沙師의 유외경  사유와 그 비  (제5송)

4. 異熟所感에 한 경량부의 有外境的 회통과 그에 한 비  (제6, 7송)

5. 경량부 有外境說의 유식성에의 포섭 (제8-10송)

6. 有外境說 不成立의 도리로서의 극미성 척(1)(제11-13송)

7. 有外境說 不成立의 도리로서의 극미성 척(2)(제14송)

8. 有外境說 특히 有分色으로서의 단일한 色境實有說의 척 (제15송)

9. 경량부의 유외경  인식(量)과 그 유식  비  (제 16-17송)

10. 유외경성의 업론에 한 唯識說의 所立

ⅰ. 경량부에 의한 行用, 세간의 有外境的 立宗과 유식  성취(身

業･語業에 하여) (제 18송 상반)

ⅱ. 有外境때문에 업의 果가 성립한다는 주장에 한 유식에 의한 

성립 제시 (제 18송 후반)

ⅲ. 身語二業의 유외경  성립과 그것의 유식  비  (제 19, 20송)

11. 유식에 있어서 他心知의 문제 (제 21송)

12. 결론 (유식의 종교  귀결) (제 22송)

필자는 목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분석방식을 참조하면

서 필자의 소견에 따라 12개의 항목으로 나 어 20론의 내용을 

이해하고자 했다. 다소 난해할 수도 있는 원 의 내용을 가능한한 

이해 가능하도록 하기 해 원 의 표 방식을 바꾸고 재구성하

다. 원 의 내용을 ‘논주’와 ‘논 ’의 론 형식으로 재표 했고 

그것만으로 의미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은 註解로써 보충설명 하

다.

20론은 정확히는 20송이 아니라 22송(k rik )을 골격으로 하

여 그에 한 논주(세친) 자신의 주석으로 이루어진 형 인 논

서이다. 20론의 총설에 해당되며 ‘유식무경’의 명제를 세우는(立

2) 山口益 외(1968) pp. 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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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 제 1송과 결어에 해당되는 마지막 제 2송을 제하면 20송이 되

며, 본론에 해당되는 이 20송에서 다양한 주제에 한 논주와 논

의 논쟁(v da)이 개된다.

논쟁 과정에서 種子(b ja)라던가 식(vijñ na), 轉變(pariṇ ma), 人

法無我, 分別, 無分別智(nirvikalpaka-jñ na), 後得淸淨世間智등 유식

학의 기본 개념들이 등장하여 단순히 唯識을 증명하기 한 건조

한 논쟁서에 그치지 않는, 깊은 종교 ･실천  의도를 함유하고 

있는 논서임을 시사한다.

Ⅰ. 유식에 한 敎證과 理證 (송 1)

敎證( gama): 화엄경에서 세존께선 ‘오! 佛子들이여, 3界에 속

하는 것(traidh tukam)은 마음뿐이다’라고 설하셨다.3) 이러한 聖

敎量( gama)에 의해 승에선 3계에 속하는 것은 오직 識일뿐(vi

jñapti-m tram)임이 확립되었다. 心(citta)과 意(manas), 識(vijñap

ti)는 동의어이며, ‘오직’(m tra, 唯)은 境(artha)을 부정하는 목

으로 사용되었다.

理證(yukti): 제 1송은 唯識無境에 한 논증(anum na, 比量)이

며 아래와 같다. 

宗(pratijñ ): 이것은 실로 다만 識일 뿐이다. (vijñapti-m tram eva-

etad)

因(hetu): 실재하지 않는 상이 似顯하기 때문에. (asad-artha-ava

bh san t) 

喩(dṛṣṭ nta): 마치 眼疾 에게 실재하지 않는 머리카락이나 [두개

3) citta-m traṃ bho jinaputr  yad uta traidh tuk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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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달 따 가 보이는 것과 같이. (yath  taimirikasya asat-keśa-cand

r di-darśanam)4)

주해: 흔히 唯識無境이라는 표 을 잘 사용하지만 텍스트에서 

말하듯이 ‘唯(m tra)’는 상(artha, 境)을 부정하기 해 사용된 

것이며 ‘唯識’이라는 말 속에 이미 無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

다. 그러므로 ‘유식무경’이란 ‘유식’을 보다 강조하는 표 에 지나

지 않는다.

텍스트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唯識’이라는 말이 ‘다만 識 혹은 

心만이 있다’라는 識의 무조건 이고 인 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교증으로 인용된 화엄경의 문구는 唯心이라는 술어에 

해 ‘三界에 속하는 것’(trai-dh tukam)이 주어로 되어 있다. 욕계‧

색계‧무색계로 이루어진 3계란 법화경의 ‘三界火 ’이라는 말과 같

이 무명과 업과 苦에 속박된 윤회계로서 불교도가 벗어나고자 염

원하는 역이다.

理證에서 唯識의 주어로 사용된 ‘etad’(이것)는 바로 ‘3계에 속하

는 것’(trai-dh tuka)을 가리키며, 그것은 한 허망분별작용을 본

성으로 하는 識(vijñ na)에 의해 분별되어진 세계(parikalpita), 즉 

遍計所執의 세계를 가리킨다.

그것은 因(hetu)에서 말하듯이 ‘실재하지 않는 것이 상으로 

거짓 나타난 것’(asad- artha-avabh s )이다. 이러한 생각을 뒷받

침해주는 것은 바로 喩이다. 여기서 ‘ 병 든 사람에게 보이는 머

리카락’이나 ‘두개의 달’은 ‘三界에 속한 것’, ‘妄分別되어진 세계’에 

한 상징  표 이다. 앞으로 자주 거론 될 ‘꿈’의 비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강경의 제32 應化非眞分의 四句偈도 함께 음미할 만하다.

4) 眞諦는 이 게 한역했다.

   實無有外塵 似塵識生故

   猶如翳眠人 見毛二月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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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rak  timiraṃ d po may -avaśy ya budbudaṃ 

svapnaṃ ca vidyud abhraṃ ca evaṃ draṣṭavyaṃ saṃskṛtam

만들어진 것은 별, 병, 등불, 마술, 이슬, 물거품, 

꿈, 번개, 구름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5)

여기서 有爲法(saṃskṛta)는 열반･해탈에 립되는 無常･苦･無我

의 세계이고, ‘三界에 속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병(timira)과 

꿈에 비유되고 있다.

요컨  ‘唯識’이란 ‘다만 식만이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무명

의 번뇌에 속박된 생들이 實有하는 것으로 分別하고 집착하는 

것들은 실재하지 않는 상이 似顯(pratibh s )한 생들의 마음

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기불교의 ‘無我’나 中觀의 ‘空’도 주어를 무시한 무조건 이고 

인 명제로 해석할 때 커다란 오류에 빠질 수 있다. ‘無我’(a

n tman)를 무조건 我가, 더 나아가 우빠니샤드나 베단따에서 말

하는 형이상학  개념인 ‘아뜨만’(眞我)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

는 것은 석존의 의도를 왜곡하는 것이다. 無我는 색･수･상･행･식 

五蘊을 주어로 삼아 ‘오온은 我가 아니다’ 혹은 ‘오온엔 我가 없다’, 

‘오온은 我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해야 한다,.

空의 완 한 표 은 용수가  론송에서 분명하게 밝혔듯이 ‘x

의 自性(svabh va)이 空하다’로서 ‘x의 자성’이 空이라는 부정을 

나타내는 술어에 한 주어이다.6) 무조건 인 空을 주장하는 것

이 바로 空執 혹은 空見이라는 邪見이다. 그러한 空病은 ‘부처조차 

구원할 수 없다’고 용수는 말한다.

我( tman)가 용수에 와선 自性(svabh va)이라는 표 으로 바  

5) 꾸마라지바는 다음과 같이 한역하 다. “一 有爲法 如夢幻泡影 如露亦如電 

應作如是觀.”

6) 반야심경의 장역은 ‘照見五蘊皆空’이지만 범어 원 은 

‘pañca-skandh s, t ṃś ca svabh va-śūnyan paśyati sma’ ‘오온, 

그것들을 自性이 빈 것으로 보았다’와 같이 그냥 오온이 空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온의 자성의 空’하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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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5온 무아’, ‘一 法의 自性의 空함’, ‘三界唯識’에서 五蘊, 一

法, 三界라는 주어를 생략해 버리고 해석할 때 불교는 허무주의

라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Ⅱ. 장소･시간의 한정, 心相續의 비한정, 작용(四事)에 

한 유식  해석 (송 2～7)

논 : 만일 識(vijñapti)과 분리된 독립  상(境)이 없이도 識

이 일어날 수 있다면7), 세상에서 상식 으로 당연시하는 장소와 

시간의 한정(deśa-k la-niyama), 相續의 비한정(sant na-aniyam

a), 작용(kṛtya-kriy )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8)

를 들어 만일 色(rūpa) 따 의 境이 없이도 色 따 의 識이 

일어난다면, 어 하여 色 따 에 한 識이 ① 모든 곳이 아니라 

특정 장소에 한정되어 일어나며, ② 그 장소에서도 모든 때가 아

니라 특정한 때에 한정되어 일어나는가? ③ 특정 장소와 시간에

서도 특정한 심상 속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心相續에 동일한 상

이 나타난다. 그 는 眼疾 의 를 들고 있으나 非有의 境인 머리

카락이나 二月 따 는 병 든 사람의 心相續에만 한정되어 나타

나는 것이며, 건강한 을 사람들에겐 만일 그들이 특정 장소･시

7) ‘識’으로 번역된 범어엔 ‘vijñ na’와 ‘vijñapti’의 두 가지가 있다. 둘 다 

상(境)의 인식으로서 상 없이는 존속할 수 없지만, vijñ na가 상을 

인식하는 작용으로서 識의 능동  측면을 강조한 말이라면, vijñapti는 

상으로 나타난 것(artha-pratibh sa, artha- bh sa) 즉 識 의 수동 이고 

정태 인 면이 강조된 말이다. 그러므로 ‘唯識’(vijñapti-m tra)이라고 할 

때의 識(=vijñapti)은 非有의 境으로 似顯한 것(asad-artha-avabh sa)과 

연 되어 사용된다.

8) yadi vijñaptir anarth  niyamo deśak layoḥ/ sant nasya aniyamaś ca 

yukt  kṛtya-kriy  na ca// (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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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서 달을 본다면 그 달은 그들 가운데 특정인에게 한정되지 

않고 모든 심상 속에 나타난다. 그런 상을 어떻게 설명하겠는

가? ④ⓐ 병자에게 보이는 머리카락 따 는 길게 자란다든가, 묶

을 수 있다든가 하는 작용(kṛty -kṛy )이 없는데 반해 건강한 

에 보이는 머리카락은 그런 작용이 있다. 이런 상을 어떻게 설

명할 것인가? 

ⓑ 어 하여 꿈속에 보이는 음식이나 옷･독･무기 따 엔 배고

픔과 갈증을 달래 다든가 상해를 입힌다든가 하는 작용이 없으

나 깬 상태의 사람에게 보이는 음식･옷 따 에는 그런 작용이 있

는가? 

ⓒ 어 하여 신화  이야기 속의 건달바 엔 도시로서의 작용

(기능)이 없는데 반해 붇다가야나 바라나시 같은 도시엔 작용이 

있는가?

논주: 불합리하지 않다.

① 꿈에서와 같이 外境이 없더라도 모든 곳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에 한정되어 벌･정원･여자･남자 따 가 보인다.

② 같은 장소에서도 모든 때가 아니라 특정한 때에만 한정되어 

그들이 보인다. 그러므로 外境이 없더라도 장소와 시간의 한정이 

성립된다.

③ 同業의 과보(tulya-karma-vip ka, 共業異熟)를 받는 아귀들

은 어느 특정 아귀에만 한정되지 않고(aniyama) 모든 아귀들이 

함께 고름이나 소변으로 가득한 강을 본다. 이와 같이 外境이 

없이도 心相續의 비한정이 성립한다.

④ 꿈속에서 실제로 남녀의 교 이 없이도 몽정하는 경우처럼 

外境이 없이도 작용이 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모두는 지옥에서 지옥 생이 지옥간수를 보

며, 그들에 의해 핍박받는 사례로써 합리 으로 설명된다. 여러 

가지 지옥에서 지옥 생들이 특정한 장소･시간에 한정되어 지옥

간수나 개･까마귀･철산의 움직임을 보며, 지옥간수가 실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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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아니더라도 共業의 과보의 힘에 의해 특정 지옥 생에 한정

되지 않고 모든 지옥 생들이 지옥간수 따 로 보며(상속의 비한

정), 지옥 생 모두가 지옥간수의 핍박을 받는다(작용).

이 네 가지(四事)는 지옥 뿐 아니라 윤회의 다른 차원(아귀･축

생･수라･人･天)에도 성립된다.

논 : 지옥 생의 경우는 네 가지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지옥

간수들에게 개･까마귀들은 무슨 까닭으로 境으로서 실재하지 않

는가?

논주: 그들은 지옥 생과 같이 지옥고를 받지 않으므로 지옥

생이라 할 수 없다. 만약 지옥 생과 지옥간수가 서로 핍박한다면 

그들은 구분되지 않을 것이다. 벌겋게 달아오른 쇠로 만들어진 땅 

에서 견디기 힘든 뜨거움의 고통을 겪는 지옥 생이 어떻게 지

옥간수를 핍박할 수 있겠는가?  지옥 생이 아닌 자들이 어떻

게 실제로 지옥에 태어날 수 있는가?

논 : 그 다면 가축들은 어떻게 天에 태어날 수 있는가? 축생

이 天에 태어나는 것과 같이 특수한 축생이나 아귀들은 지옥간수

나 개, 새 따 와 같이 지옥에 태어날 수 있다.

논주: 축생들은 天(svarga)에 태어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

옥에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아귀들도 마찬가지다. 축생이나 아귀

는 지옥고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天에 태어나는 축생들은 天에 

태어날 수 있는 業으로 인해 그 곳에 태어나서 天의 樂을 리지

만, 지옥간수 따 는 지옥에서 지옥고를 겪지 않는다. 그러므로 

축생이나 아귀가 지옥에 태어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논 : 지옥 생들의 업에 의해 지옥에 특수한 지･수･화･풍의 원

소(四大)가 생성되며, 특수한 色･形･무게･힘을 가짐으로써 지옥간

有外境論 와 唯識論 의 論 ∙ 2 8 7

수 따 의 이름을 얻은 자들이 태어나고, 공포심을 일으키기 해 

손을 뻗치는 따 의 갖가지 행 를 하는 듯이 보이며, 그와 같이 

변화한다. 그들은 실제로 지옥에 태어나는 것이다.9)

논주: 그 는 지옥 생의 업에 의해 지옥에 四大가 생성되며, 

그 업에 따라 四大가 변화한다고 주장하는데, 어 하여 지옥 생

의 업에 의해 四大가 아니라 識(vijñ na)이 변화한다(vijñ na-pari

ṇ ma, 識轉變)고 인정하지 못하는가?10)

원인인 업은 지옥 생에 있고 결과는 지옥에서 四大의 생성과 

변화에 있다고 하여, 원인의 처소와 결과의 처소를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원인인 업의 습기(karma-v san )는 다른 곳

이 아니라 지옥 생들의 識의 흐름(vijñ na-saṃt na, 識相續)에 

거주하며, 업의 습기(因)가 있는 바로 그 곳, 즉 識相續에 원인과 

같은 類의 결과인 識轉變(vijñ na-pariṇ ma)이 있음을 왜 받아들

이지 못하는가?

주해: 송1에서 논주인 세친의 ‘唯識無境’의 주장(pakṣa)에 한 

첫 번째 반론으로서 송2에서 논 은 세상에서 상식 으로 받아들

이는 네 가지, 즉 상의 공간 ･시간  한정, 동일 공간과 시간 

속에서 상이 특정인에게만이 아니라 그 공간과 시간에 있는 모

든 사람에게 공통 으로 인식되는 상, 즉 相續의 비한정, 그리고 

眼疾 나 꿈꾸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상이 공통 으로 작용

하는 상이 實有의 境이 없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묻는다. 

논주는 그에 해 송3에서 꿈과 共業의 과보(tulya-karma-vip

ka)를 받는 아귀를 로 들어 그 네 가지가 外境이 없이도 성립된

9) 논주는 지옥 생이건 지옥고를 겪지 않는 지옥간수나 지옥의 동물들도 

非有의 境이 나타난 識이라고 보는데 해 논 은 그들도 실제로 지옥에 

태어난 실물들이라고 주장한다.

10) yadi tat-karmabhis tatra bhūt r ṃ sambhavas that / iṣyate pariṇ maś 

ca kiṃ vijñ nasya na-iṣyate// (송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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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답한다.

무명과 업보에 구속된 윤회계는 三界로 분류되기도 하며 지옥･

아귀･축생･人･수라･天의 6趣 로 구분되기도 한다. 앞에서 人과 아

귀의 경우를 거론한데 이어 송4에선 지옥의 경우에도 네 가지가 

外境 없이도 성립된다고 말한다. 송3-7은 부 의 유부･아비달마 

교학에 한 유식론  비 이기도 하다.

그 에서도 제7송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外境으로서 실재하는 

지옥 생의 業이 因이 되어 그 결과로서 지옥에 지･수･화･풍 등의 

4大(원소)가 생성되고 변화된다는 논 의 주장에 해 논주는 왜 

因이 머무는 곳과 다른 곳인 4大에 果를 상정하는가라고 반문한

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원인이 머무는 곳과  다른 곳에 결과

가 일어날 수 있는가?

논주에 따르면 원인과 결과가 머무는 基體는 같아야 한다. 씨앗

은 밭에 뿌렸는데 싹은 그 밭이 아닌 물속에 있다는 것은 불합리

하다. 그러므로 원인인 業의 훈습(karma-v san )이 머무는 지옥

생들의 識相續(vijñ na-saṃt na)에 그 결과인 識轉變(vijñ na-p

ariṇ ma)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 이라고 논주는 말한다. 식

변은 유식 30송에서 세 가지 주제 가운데 첫 번째로 논의되는 

세친의 독창  사상이며, 20론의 제6송에서 처음으로 발견된다.

Ⅲ. 12處의 密意性과 二無我에 깨달아 듦 (송 8～10)

논 : 우리는 업 훈습(因)이 없는 곳에 그 결과(境)가 있다고 생

각한다. 왜 그런가? 세존의 가르침( gama)이 그 근거이다. 만일 

色 따 의 外境(artha)이 없고 識(vijñ na) 자체가 色따 로 나타

난다(pratibh sa)고 한다면 세존께서 12處가 있다고 설하지 않았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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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주: 세존께서 12처가 있다고 설한 것은 교화될 상 (제자)의 

수 과 근기에 따라 설해진 것이다. 마치 미래에 있어 마음의 흐

름(心相續)이 끊어짐이 없음을 가르치시려는 의도로 세존께서 ‘化

生하는 생(upap duka-sattva)이 있다’고 설한 것과 같다.11) 色 

따 의 處가 존재한다는 것도 교화될 생을 해 密意로서 설해

진 것이며 문자 그 로 실재하는 것은 아니다.12)

논 : 그 감추어진 의도(密意)란 무엇인가?

논주: 자기의 種子(b ja)로부터 한 식이 활동(現行)할 때, 종

자와 의 둘은 識(vijñapti)의 두 가지 處라고 무니께서 설하셨

다. 다시 말해서 色으로 한 識(vijñapti)이 특수한 변의 상태

에 다다른 자기 종자로부터 일어날 때 그 종자(b ja)와 似顯(pratib

h sa)의 둘은  識(vijñapti)에 해 차례로 眼處(根), 色處(境)라

고 세존께서 설하셨다.13)

그와 마찬가지로 声･香･味･觸･法境으로 似顯하는 識이 특수한 

변화에 다다른 자기 종자로부터 생성될 때 그 종자와 似顯의 둘을 

차례로 그 식에 하여 身處･觸處로 세존께서 설했다. 이것이 바

로 密意이다.

논 : 12처를 구태여 密意로서 설하여 무슨 이익이 있는가?

논주: 의의 가르침으로써 人無我性(pudgala-nair tmya)에 들

11) 생이 태어나는 방식엔 胎生･卵生･濕生･化生의 네 가지(四生)가 있다. 

그  化生은 다른 것에 의탁하여 그로부터 生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業力에 의해 홀연히 생하는 것으로서 神(deva)들, 지옥  

中有의 有情들이 태어나는 방식이라고 한다.

12) rūp di- yatana-astitvaṃ tad-vineya-janaṃ prati/ abhipr ya-vaś d 

uktam upap duka-sattvavat// (송 8)

13) yataḥ sva-b j d vijñaptir yad bh s  pravartate/ 

dvi-vidha- yatanatvena te tasy  munir abrav ta// (송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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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간다. 6내처(根)와 6외처(境)의 둘로부터 6식이 활동(現行)하는 

것이지 어떤 단일한 보는 주체(draṣtṛ)나 사유주체(mantṛ)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서 人無我性에 깨달아 들게 된다.

반면 密意가 아닌 ‘唯識’의 가르침에 의해서 法無我性(dharma-n

air tmya)에 깨달아 들게 된다. 다만 識뿐인 것이 色 따 의 法으

로 나타나지만 色 따 의 특성(lakṣaṇa, 본성)을 갖는 法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앎으로서 法無我에 깨달아 든다.14)

논 : 만일 法이  없다고 한다면 唯識도 있을 수 없다. 그

다면 어떻게 唯識이 확립되는가?

 

논주: 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法無我에 깨달아 

드는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자들에 의해 諸法의 自性(svabh va)

과 能取･所取 따 가 分別되며, 그 분별된 본성(kalpita- tma)으로

서 그들에게 無我性(nair tmya, 무실체성)이 있는 것이지 諸佛의 

경계(viṣaya)인 不可 表的 본성(anabhil pya- tma)으로서 그들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唯識’에 해서조차 다른 識에 

의해 분별된 본성으로서 실체성이 없음에 깨달아 듦으로 인해 유

식이 확립되며, 그리하여 一 法의 無我性(무실체성)에 깨달아드는 

것이지 무조건 一 法의 존재성(astitva)을 부정함으로써 무아성에 

드는 것은 아니다.15)

그 지 않을 경우 識에 해서도 다른 識의 상(境)이 되므로 

유식성(vijñapti-m tratva)은 실 되지 못한다. 識들이 실유의 

상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14) tath  pudgala-nair tmya-praveśo hi anyath  punaḥ/ deśan  

dharma-nair tmya-praveśaḥ……// (송 10)

15) na khalu sarvath  dharmo n sti-ity-evaṃ dharma-nair tmya-praveśo 

bhavati api tu,……kalpita- tman // (송 10 후반) yo b lair dharm ṇ ṃ 

svabh vo gr hya-gr hak diḥ parikalpitas tena kalpitena tman  teṣ ṃ 

nair tmyaṃ na tv-anabhil pyena tman  yo buddh n ṃ viṣaya iti (송 

10에 한 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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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 有外境論 는 원인은 外境이고 결과는 그 外境에 한 識

으로서 因의 처소와 果의 처소가 다르다고 본다. 그리고 세존의 1

2처의 가르침을 그 근거(敎證)로 들고 있다. 이에 해 논주는 세

존의 12처의 가르침을 감추어진 의도(密意)를 가진 것으로서 문자 

그 로 이해해선 안 된다고 답한다. 12처란 종자(b ja)와 그로부터 

色따 로 似顯(p bh sa)한 識(vijñapti)이 일어날 때 그 識에 해

서 그것을 생성시킨 알라야식의 종자(b ja)를 6內處(6根)로, 識의 

色따 로의 似顯( bh sa)을 6外處(6境)로 명명한 것이다.

제10송은 유식의 근본사상을 담고 있는 주목할 만한 게송이다. 

알라야식의 종자와 그로부터現行한 識의 境으로서 似顯을 각각 6

根, 6處, 즉 12처로 나 어 설함으로써 단일하고 독립 인 인식주

체, 사유주체가 없음을 알게 하여 人無我에 깨달아 들게(pudgala-

nair tmya-praveśa)하는 것이 12처를 설한 감추어진 의도(密意)이

다.

 12처라는 다르마들도 다만 識의 으로서 有部 아비달마

에서 말하는 고유한 본성을 가진 것(svalakṣaṇa)16)이 아님을 알게 

함으로써 法無我性에 깨달아 들게 된다(dharma-nair tmya-praveśa). 

유식교학의 목 은 人法無我에 깨달아 들게 하는 것이다. 人無

我에 깨달아 듦으로써 5온을 ‘나’라고 집착하는 번뇌장이 소멸되

고 그로부터 해탈(열반)이 성취되며 法無我에 깨달아 듦으로써 

상에 한 바른 이해를 장애하는 所知障이 소멸되고 一 智 性, 

곧 붇다의 본성인 깨달음(菩提)이 성취된다.17)

그런데 法無我와 련하여 논 은 만일 法이  없다고 한다

면 ‘唯識’ 한 法의 일종이므로 유식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

16) 有部 아비달마 교학에선 5온은 我가 아니지만(無我) 5온을 이루는 궁극  

요소나 12처, 18계 혹은 75法은 각자의 독특한 특성(lakṣaṇa)을 가진 

勝義有라고 본다. 法에 한 이러한 사고가 후 에 法을 고유한 

본성(svabh va)을 가진 것으로 실체화시켰고 마침내 용수의 비 의 

세례를 받기에 이르 다.

17) 유식30송 안혜 釋 서두에서 二無我의 실 을 유식학의 목 으로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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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에 한 논주의 답변은 ‘唯識’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

는데 있어서 매우 요하다. 法無我에 깨달아 든다는 것은 法의 

존재성 자체를 부정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미혹 생에 의해 諸

法의 自性(svabh va)이나 능취･소취(gr hya-gr haka)가 분별되며

(parikalpita), 그와 같이 분별된 것(kalpita- tma, 遍計所執性)으로

서의 諸法이 無我(무실체)라는 것이지 諸佛의 경계(Buddh ṇ ṃ vi

ṣayaḥ)인 表不可能한 본성(anabhil pya- tma, =圓成實性)의 차

원에서도 제법이 無我라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諸法을 다양한 상계와 사물들이라고 본다면 ‘유식’은 

분별되어진 사물의 상들을 부정하는 것이지 분별을 넘어선 眞

如로서의 사물이나 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凡夫들은 山을 

山이라고 분별하여 집착하며 唯識은 그러한 산은 ‘山이 아니라 다

만 識일 뿐’이라고 부정한다. 唯識에 의해 분별되어진 山이 부정되

고 나면 무분별 인 眞如로서의 山은 山으로서 정된다. 唯識은 

이와 같이 부정  기능과 정  기능을 함께 지닌 역동  개념

이다. 마치 空 이 一 法의 自性을 부정하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살리는 活人劍에 비유되는 것과 같다.

Ⅳ. 원자설 비  (송 11～14)

논 : 色 따 의 處가 있다는 것은 세존께서 密意로 설한 것이

며, 色 따 의 處가 色 따 의 識(眼識 따 )에 해 각각 상(viṣ

aya, 境界)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 의 말은 무슨 뜻인

가?

논주: 상(viṣaya)은 ①하나도 아니고 ②개개의 원자의 다수도 

아니며, ③원자들의 衆集(saṃhat , 聚和)도 아니다. 원자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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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증명)되지 않기 때문이다.18) 다시 말해서 色 따 의 識(眼識 

등)에 해 각각 그 상이 될 色 따 의 處(境)는 ① 勝論學派가 

생각하는 체(avayavin)와 같이 단일한 것이거나 ② 개별 인 

원자들의 다수이거나 ③ 원자들의 衆集이거나 이 세 가지 안 

의 어느 하나일 수밖에 없다.

① 승론학 가 주장하는 단일한 체(avayavin)는 상(viṣaya)

이 될 수 없다. 체란 부분의 결합이고 부분으로부터 분리된 단

일한 체로서의 色은 어디에서도 보이기 않기 때문이다.

② 다수의 개별 인 원자들도 상이 될 수 없다. 개개의 원자

 하나가 인식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원자의 다수도 인식될 수 

없기 때문이다. 

③ 원자의 衆集도 실재하는 상이 될 수 없다. 원자가 단일한 

실체(ekaṃ dravyam)로서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논 : 어 하여 성립되지 않는가?

논주: 원자의 衆集이 識의 실재하는 상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원자가 동･서･남･북･상･하의 방향에서 여섯 원자와 동시에 결합

하므로 앙에 있는 하나의 원자가 여섯 부분을 갖게 된다.19) 하

나의 원자가 있는 장소에 다른 원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

일 여섯 개의 원자가 동일 장소를 차지한다고 상정한다면, 일곱 

원자가 동일한 공간을 하게 되므로 일곱 원자의 덩어리는 실제

로 하나의 크기와 같게 될 것이다.20) 그럴 경우 원자의 衆集이라

고 하나 지각의 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논 : 까쉬미르 毘婆沙師(Vaibh ṣika)에 따르면 원자들은 부분

18) na tad-ekaṃ na ca-anekaṃ viṣayaḥ param ṇuśaḥ/ na ca te saṃhat  

yasm t param ṇur na sidhyati// (송 11)

19) ṣaskena yugapad-yog t param ṇoḥ ṣad-aṃśat / (송 12 반)

20) ṣaṇṇ ṃ sam na-deśatv t piṇḍaḥ sy d aṇu-m trakaḥ// (송 12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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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지 않으므로 결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곱 원자의 덩어리

가 하나의 원자의 크기가 되는 오류에 떨어질 수 없다. 원자들이 

아니라 衆集들이 서로 결합하는 것이다. 

논주: 원자들의 衆集은 그것을 이루는 원자들과 별개의 상이 

아니다. 원자가 결합되지 않는데 그것들의 衆集에서 어느 원자에 

그 결합이 있는 것인가? 원자에 결합이 없으므로 그것의 衆集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원자의 무부분성 때문에 결합이 성립되

지 않는 것은 아니다.21) 衆集이 그것을 이루는 원자들과 같다면 

원자들이 결합하지 못하므로 衆集들도 결합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런데 衆集은 부분을 갖고 있음에도 결합할 수 없다면 무부분성이 

원자가 결합할 수 없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자의 결합이 인정되든 인정되지 않든 원자는 단일

한 실체로서 성립되지 못하며, 따라서 그러한 원자들의 衆集도 外

境으로서 실재하지 않는 것이다. 원자가 결합할 수 있을 경우 원

자는 부분을 가지므로 단일한 실체가 못되고, 결합하지 못할 경우 

衆集이 성립할 수 없다.

원자가 부분을 가질 경우 서로 다른 동･서･남･북･상･하의 여섯 

방향에서 여섯 원자들과 결합된 원자는 여섯 공간  부분으로 분

할될 것이다. 따라서 원자는 단일한 실체가 될 수 없다.22)

논 : 원자가 부분을 갖지 않는다고 할 경우 어떻게 그림자나 

장애( vṛti)가 있을 수 있는가?23) 

① 만일 원자가 공간  부분으로 분할되지 않는다면 태양이 비

칠 때 어떻게 한 곳엔 빛이 있고 다른 곳엔 그림자가 있을 수 있

는가? 부분이 없기 때문에 빛이  비추기 않는 다른 부분이 

21) param ṇor asaṃyog t tat-saṃgh te 'sti kasya saḥ/ na 

ca-anavayavatvena tat-saṃyogo na sidhyati// (송 13)

22) digbh ga-bhedo yasya-asti tasya-ekatvaṃ na yujyate (송 14 반)

23) ch y vṛt  kathaṃ v  …… (송 14 후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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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없고, 따라서 그림자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②  공간  부분으로 분할되지 않는다면 한 원자가 있는 곳

에 다른 원자가 옴으로서 허공처럼 장애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원자 상호간에 장애가 없으면 모든 원자들이 동일 공간을 차지함

으로써 衆集이 원자 하나의 크기가 될 것이다.

논 : 그림자와 장애는 원자가 아니라 원자들이 모여 이루어진 

덩어리(piṇḍa 혹은 물체)에 있다.

논주: 그 다면 그림자와 장애를 가진 덩어리와 그것을 구성하

는 원자들은 다른 것이란 뜻인가? 체는 부분과 다른 것이 아니

며, 체인 덩어리는 부분인 원자들의 일시  집합이므로 양자는 

다르지 않다. 만일 덩어리가 그것을 이루는 원자들과 다른 것이 

아니라면, 그림자와 장애의 둘은 원자에 없듯이 덩어리에도 있을 

수 없다.24) 덩어리란 단지 形相의 分別(sanniveśa-parikalpa)일 뿐

이다.

논 : 色 따 의 특성(lakṣaṇa, 相, 본질)이 부정될 수 없다면, 

원자인가 衆集인가 하는 논의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25)

논주: 그 다면 무엇이 色 따 의 특성인가?

논 : 眼根 따 의 상이며, 청색 따 이다.

논주: 그 가 眼根 따 의 상(viṣaya)이라고 하는 푸른 색, 황

24) ……anyo na piṇdaś cen-na tasya te// (송 14 후반 b)

25) 원자가 外境을 이룬다는 견해의 불합리성이 드러나자 논 은 원자이건, 

원자들의 衆集이건 어 든 色 따 의 法들은 任持自性으로서 각자 

자기만의 특성(lakṣaṇa)을 갖고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음은 사실이 

아닌가라고 반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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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따 는 단일한 실체인가, 아니면 다수인가?

논 : 단일하다면 어떻고, 다수라고 한다면 어떤가?

논주: 상이 원자와 같이 다수라고 할 때 래되는 과오(doṣa)

에 해서는 이미 논의 되었다. 

주해: 송11-14는 實有의 外境이 원자(param ṇa, 極微)라고 보는 

견해에 한 비 이다. 논주는 원자설에 있어 가능한 세 가지 

안을 제시한 후 각각의 안이 지닌 불합리성을 지 한다. 먼  

힌두의 勝論學派는 아홉 가지 실체(dravya)를 인정한다. 그 의 

네 가지 물질  실체는 원자가 궁극  단 이며 부분(avagava)인 

원자들이 모여 체(avagavin)로서의 실체를 형성한다고 생각한

다. 를 들어 물단지는 체로서의 실체(avayavi-dravya)이며 원

자들은 부분이다. 그런데 승론철학의 기본  제는 체는 부분

을 질료인으로 하여 생성된 결과이며 체는 부분을 떠나 독립

으로 존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체(果)는 부분(因)

과  다른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因中無果說

(asat-k rya-v da)이다. 승론학 에 있어 인식 상은 원자들이 모

여 이루어진 체이고 이 체는 다수의 부분들과  다른 단

일체이다.

이에 해 논주는 부분이 일시 으로 결정되어 형성된 체는 

승론학 가 주장하듯 부분과  다른 단일체가 아니며, 그런 

상은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한다. ‘人’ 혹은 ‘我’가 假合된 5온에 

한 假名(prajñapti)이듯이 부분과  다른 체로서의 상은 없

다는 것이다. 원자들 각각이 다수로서 인식의 상이라는 안도 

불합리하다. 원자가 따로따로 지각될 수 없으므로 그런 원자의 다

수도 인식 상이 될 수 없다.

세 번째 원자의 衆集(saṃhat )도 상이 될 수 없다. 이 설은 

有部 아비달마의 7극미 聚和說에 한 비 이다. 원자의 衆集이 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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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원자 자체가 단일한 실체(ekaṃ dravy

a)로서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며, 원자를 단일 실체로 가정할 경

우에 여러 가지 과오에 부딪침을 보여주었다.

Ⅴ. 상의 단일성 비  (송 15)

논주: 色 따 의 상이 단일하다고 할 때 ① 운동의 진 인 

진행이 불가능하다.

② 지각과 비지각이 동시에 있을 수 없다.

③ 분리된 다수가 공존할 수 없다.

④ 미세하여 보이지 않는 상이 있을 수 없다.26)

만일 의 상이 다수의 원자들이 아니고 단일한 실체라고 한

다면

① 땅 에서 한 발자국씩 진 으로(kramena)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단 한 번의 발걸음으로 모든 곳에 도달되기 때

문이다. 

② 동시에(yugapat) 한 사물의 앞부분은 지각하고 뒷부분은 지

각하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단일한 것에 해 동시에 지각

하고 지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③ 개별 인 다수의 코끼리･말 따 가 한 장소에 있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나가 있는 곳에 다른 것도 있으므로 둘은 독립  개

체로 존속할 수 없게 된다.  도달되는 것과 도달되지 않는 것 

사이에 빈 곳이 지각되는데 어떻게 상이 단일한 것일 수 있는

26) ekatva na krameṇa-etir-yugapan-na gr ha-agr hau/ 

vicchinna-aneka-vṛttiś-ca sūkṣma-anikṣ  no bhavati// (송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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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④ 미세한 水中 생물들이 粗大한 것과 동일한 色(rūpa, 형태와 

색깔)을 가지게 됨으로 미세한 것도 지각되어야만 할 것이다. 만

일 다른 방식이 아니라 특성(lakṣaṇa)의 차이만으로 실체들의 차

이가 상정된다면, 실체는 원자와 다른 것이 아니므로 원자 사이의 

차이가 반드시 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미 보았듯이 단일한 실

체로서의 원자는 성립되지 않는다. 원자가 성립되지 않을 때, 色 

따 가 眼 따 의 상(viṣaya)이라는 것도 성립될 수 없다. 그러

므로 ‘다만 識일뿐’임이 증명된다.27)

주해: 外境이 실유한다면 그것은 다수이거나 단일체이거나 둘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상이 다수라는 안에 해선 앞 의 

원자설 비 으로 그 불합리성과 과오가 드러났다. 본 은 상이 

단일한 것이라고 상정할 때 래되는 불합리성을 지 한다.

Ⅵ. 外境實在의 근거로서의 現量(지각)에 한 비  (송 16)

논 : 상이 실재하는가, 아닌가는 인식수단(pram ṇa, 量)에 

27) sa ca-eka na siddhyati. tasya-asiddhau c kṣur di-viṣyatvam asiddham 

iti siddham vijñapti-m traṃ bhavati-iti. 논 은 원자니 衆集이니 하는 

논의에 상 없이 色 따  法의 특성(lakṣaṇa)만으로 그것의 상성이 

성립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해 논주는 다시 원자를 끌어들여 답변한다. 

만일 色 따 의 lakṣaṇa의 차이에 따라 dravya의 차이가 결정되는 

것이라면 dravya(물체)가 원자와 다른 것이 아니므로 원자들 사이에도 

차이가  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미 원자가 단일 실체로서 성립되지 

않음이 밝 졌으므로 lakṣaṇa를 가진 色 따 도 眼 따 의 상이 될 수 

없다. 다수의 원자로서도 단일한 체로서도 外境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논주는 다만 識뿐임이 증명되었다고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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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모든 인식수단들(現量･比量･聖敎量) 가운데 

가장 요한 것은 상을 직  인식하는 現量(pratyakṣa, 지각)이

다. 만일 푸른 색 상이 실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푸른색이 나

에게 지각된다’라는 인식이 일어날 수 있는가?

논주: 꿈에서 상을 직  지각하듯이 外境이 실재하지 않더라

도 상에 한 現量이 일어난다. 그리고 상(viṣaya)이건 識(vij

ñ na)이건 찰나생멸하므로 ‘이것은 푸른색이다’라는 現量知(pratya

kṣa-buddhi)가 일어났을 땐 상은 이미 소멸해 버린 후이다. 뿐

만 아니라 ‘이것은 푸른색이다’라는 인식은 이미 意識(mano-vijñ

na)에 의한 단(pariccheda)이므로 ‘푸른색이 내게 직  인식된

다’라는 現量知(pratyakṣa-buddhi)가 일어났을 땐 푸른 색 現量은 

이미 소멸한 후이다.28) 푸른 색 境도, 푸른 색 眼識(現量)도 이미 

사라진 상태인데 어떻게 그것이 現量임을 알 수 있겠는가?29)

주해: 앞에선 상(境)의 에서 상이 다수의 원자로 이루

어졌다고 하는 안과 원자가 아니라 체로서의 하나라고 하는 

안을 제시한 후 그러한 주장이 래하는 불합리성과 모순을 폭

로하 다.

제 16송 이하는 을 상으로부터 인식(jñ na)으로 옮겨서 

다시 外境의 비실재성을 증명한다. 인식수단(pram ṇa, 量)의 수에 

해선 학 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상을 직  인식하는 現量(pra

tyakṣa)은 인도철학의 모든 학 들이 수용하며,  現量이 모든 pr

am ṇa 가운데서 상을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며 다른 量들의 토

이자 다른 量에 의해 알려진 인식을 최종 으로 확정지어 주기

28) pratyakṣa buddhiḥ svapn dau yath  s  ca yad  tad / na so’rtho 

dṛśyate tasya pratyakṣatvaṃ kathaṃ matam// (송 16)

29) 세친은 여기서 現量이라는 말과 現量知라는 말을 달리 사용하고 있다. 

자가 因이라면 후자는 상을 지각하는 작용인 現量으로부터 생성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디그나가가 量과 量果를 동일한 것에 한 

개념  구분이라고 본 것과 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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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는 가장 요한 pram ṇa라고 생각한다.

논 은 바로 이 pram ṇa, 그 에서도 가장 요한 pratyakṣa-

pram ṇa(現量)에 근거하여 外境의 실재성을 주장한다. 를 들어 

푸른색이 나에게 직  지각된다는 것은 푸른색이 外境으로서 實有

한다는 증거이며 만일 푸른색 外境이 없다면 내게 푸른색 現量知

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해 논주는 다시 꿈의 비유를 들어 꿈에서 外境이 없어

도 상이 직  보이듯이, 現量의 존재가 外境의 實有를 보증해 주

는 것은 아니라고 답한다.

이어서 논주는 輕量部의 찰나멸론에 근거하여 ‘ 상이 나에게 

직  지각된다’라는 단(意識, mano-vijñ na)이 外境의 존재를 

보증해 주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논한다. 前五識은 아직 단(kal

pan )이 작용하기 이 의 순수감각(pure sensation), 즉 現量이며 

그에 뒤이어 ‘나는 푸른색을 직  보고 있다’라는 제 6 意識(mano

-vijñ na, 分別)의 단(kalpan , 分別)이 뒤따른다.

그런데 찰나멸론(kṣanika-bhaṅga-v da)에 따르면 상(viṣaya)

도 그것을 인식하는 識(vijñ na)도 찰나에 생멸하므로 상이 識

을 발하여 푸른색 감각이 일어나는 순간 상은 이미 소멸해 

버리며, 푸른색 순수감각(現量)에 뒤이어 ‘푸른색이 나에게 지각된

다’라는 意識이 일어난 때엔 푸른색 現量도 소멸해 버린다. 상도 

現量도 없는 상황에서 ‘푸른색을 직  본다’라는 現量知(=意識 혹

은 지각 단)가 어떻게 現量의 존재를 보증해  수 있는가라고 

논주는 반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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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기억에 근거한 상의 실재성 비  (송 17 반)

논 : 이 에 직  경험하지 않은 것(ananubh ta)은 意識에 의

해 기억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드시 실재하는 상의 경험(arth

a-anubhava)에 바탕해서만 꿈속에서의 지각이 있을 수 있다. 그

러므로 色 따 의 상의 現量性이 기억에 근거하여 추론될 수 있

다.

논주: 이미 경험된 상에 해서만 기억이 일어난다는 것은 성

립되지 않는다. 마치 識(vijñapti)이 꿈속에서와 같이 상 없이도 

似顯하듯이, 기억은 바로 그 識으로부터 일어난다.30) 그 色 따 로 

似顯하는 識으로부터 기억과 결합하여, 色 따 를 似顯시키고, 色 

따 로 분별하는 意識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기억이 實在하는 

상경험(artha-anabh va)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주해: 송16에서 논주는 ‘나에게 상이 직  경험된다’라는 의식

이 現量의 존재근거가 될 수 없다고 논박하자 논 은 한 걸음 물

러서서 기억(smṛti)의 경우를 들어서 現量의 존재를 주장한다. 

우리의 인식은 크게 量(pram ṇa)으로부터 일어나는 새로운 경

험(anubhava)과 그 anubhava가 잠재의식 가운데 남긴 印象(saṃs

k ra, 혹은 v san )으로부터 일어나는 기억(smṛti, smaraṇa)의 두 

가지로 분된다. 삶은 잠재의식과 재의식, 기억과 새로운 경험

의 상호보완  계 속에서만 정상 으로 진행될 수 있다. 논 은 

우리가 a라는 상에 해 기억한다는 것은 이 에 그 상에 

한 anubhava가 있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기억이 現量의 존재근

거라고 주장한다. 

30) uktaṃ yath  tad- bh s  vijñaptiḥ smaraṇaṃ tataḥ/ (송 17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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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 논주는 꿈에서 a라는 外境이 없이도 a 상이 識에 

나타나듯이, a로 似顯한 識으로부터 a에 한 기억과 결합되어 a

로 似顯되며, a를 분별하는 意識이 일어난다고 답한다.31) 그러므

로 상의 기억이 실재하는 그 상에 한 現量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

Ⅷ. 꿈과 깬 상태의 다름에 한 비  (송 17 후반)

논 : 만일 꿈에서 識(vijñapti)이 실재하지 않는 사물(artha)을 

상(viṣaya, 境界)으로 하는 것과 같이 깬 상태에서도 그러하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꿈에서와 같이 깬 상태에서도 상이 실재

하지 않음을 스스로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그 지 않

다. 꿈속의 상은 비실재이나 깨어난 상태의 상은 실재임을 당

연시 한다. 그러므로 상의 지각(artha-upalabdhi)이 모두 實有의 

外境 없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논주: 잠든 사람이 꿈속에서 보이는 상이 실재가 아님을 모르

듯이32), 윤회의 迷妄속에 사는 생들은 妄分別(vitatha-vikalpa)

의 반복된 훈습(abhy sa-v san )이라는 잠에 깊이 빠져서 꿈속에

서와 같이 비실재의 境(abh ta-artha)을 보지만 잠에서 깬 사람은 

꿈속의 境이 실재가 아님을 알게 된다.33)

31) tato hi vijñapteḥ smṛti-saṃprayukt  tat-pratibh s -eva 

rūp di-vikalpik  mano-vijñ ptir utpadyate…….

32) svapna dṛg-viṣaya-abh vaṃ na-aprabuddho ’vagacchati// (송 17 후반)

33) vitatha-vikalpa-abhy sa-v san -nidray  prasupto lokaḥ svapa 

iva-abhūtam arthaṃ paśyan na prabuddhas tad-abh vaṃ yath van na 

avagacch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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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妄分別에 治하는(pratipakṣa) 出世間的 無分別智(lo

kottara-nirvikalpaka- jñ na)를 얻음으로써 깨친 자(prabuddha)가 

될 때, 後得淸淨世間智(tat- pṛṣṭha-labdha-śuddha-laukita-jñ na)

가 나타남으로써 망분별에 훈습되어 있을 때는 실재라고 믿고 집

착했던 상들이 실재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覺 의 차

원에선 迷惑 생의 깨어 있을 때의 경험도 꿈과 다름이 없다.34)

주해: 본 은 유식학의 핵심  사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제1

송에서 ‘이것은 다만 식일뿐이다. 마치 꿈에서와 같이 非有의 境이 

似顯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고, 그 후 外境의 실재성을 반박할 때

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꿈을 비유로 들와 왔는데 본 에서 비로

소 그에 한 유식학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논 은 깬 상태

에서 경험되는 상이 실재가 아니라면 어 하여 꿈속의 상을 

비실재가 아니라고 알듯이 깬 상태의 상도 실재가 아니라고 인

식하지 못하는가라고 반문한다. 일상 ･윤회  차원에서의 논

의 반론에 해 논주는 識(vijñ na)에서 智(jñ na)로, 分別(vikalpa)

에서 無分別(nirvikalpa)로 환된 覺 의 차원에서 답변한다.

일상인들의 깨어있는 상태의 경험은 꿈과 마찬가지로 허구 이

다. 그것은 無明이라는 잠 속에서 꾸는 우주 ･형이상학 인 꿈이

며 착각이다. 생들의 마음 즉 識(vijñ na)이란 실재가 아닌 것을 

假構하는 작용(vithatha-vikalpa)이며(=依他起性), 이 망분별의 반

복  훈습이라는 잠속에서 能取･所取, 人과 法이 실재로서 分別되

어지고 집착의 상이 된다(遍計所執性). 唯識性에 安住할 때 識에

서 能所二取의 分別이 사라지고, 分別識이 出世間的 無分別智로 

환되며(圓成實性), 다시 後得 淸淨世間智가 성취되면 실체로서 집

착했던 山이 개념  허구에 지나지 않으며, 있는 그 로의(如如한) 

34) yad  tu tat-pratipakṣa-lokottara-nirvikalpa-jñ na-l bh t praboddho 

bhavati tad  tat-pṛṣṭha 

labdha-śuddha-laukika-jñ na-saṃmukh bh v d viṣaya-abh vaṃ 

yath vad avagacch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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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識에서 二取의 분별이 사라질 때, 무분

별지와 후득청정세간지에 의해 眞如로서 山을 보게 된다. 본 에

서 논주의 답변은 30송의 三性說에서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Ⅸ. 사회  상호 계와 識의 한정 (송 18 반)

논 : 만일 생에게 境으로 似識하는 識(artha-pratibh sa-vijñ

apti)이 특수한 境으로 부터가 아니라 자신의 心相續의 특수한 변

화(轉變)로부터 일어난다면, 바르거나 그릇된 교제 혹은 바르거나 

그릇된 가르침도 실재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어떻게 善한 혹은 

惡한 벗과의 교제로 인해 는 바르거나 그릇된 가르침을 들음으

로 인해 생들의 識이 그에 限定지워질 수(vijñapti-niyama) 있

는가?

논주: 상호간의 識의 향력(adhipati)에 의해 서로의 識이 한정

지워진다.35) 그러므로 특정한 境으로부터가 아니라 다른 相續의 

특수한 識(sant na-antara-vijñapti, =他心)으로 인해 다른 相續에 

특수한 識이 일어나는 것이다.

주해: 앞에선 하나의 識, 즉 하나의 개체의 에서 現量, 기억, 

꿈과 깬 상태의 同異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본 에선 서로 다른 

심상속들 사이의 계, 즉 사회  에서 ‘유식’이 부딪치는 남

에 해 논의한다.

만약 상을 시키는 識이 外境없이 자신의 相續(sva-sant na, 

자기의 마음의 흐름)의 특수한 변화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면 他

35) anyonya-adhipatitvena vijñapti-niyamo mithaḥ/ (송 18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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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도 나의 心相續 밖에 實有하는 境이 아닐 것이다. 그 다면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계가 어떻게 가능하며, 선한 친

구, 혹은 악한 친구와의 사귐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識의 

한정)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반론에 해 논주는 識들 상호간의 향력에 의해 서로에

게 識의 한정이 일어난다고 답한다. a라는 마음의 흐름(sant na) 

가운데의 특수한 識이 b라는 마음의 흐름에 향력을 주어 특수

한 識을 결정짓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친은 識이 단일한 것이 아니라 개체

에 따라 특수하고 다른 것이고, 自相續(sva-saṃt na, 自心)과 다

른 他相續(sant na-antara, 他心)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唯

識’을 識만이 유일한 존재라고 해석하고 더 나아가 그 識을 단일

한 실재(one reality)라고 보아 유식사상을 識一元論내지는  

유심론이니  념론으로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오해이다.

Ⅹ. 꿈과 깬 상태의 業果의 다름에 한 유식  해석 

(송 18 후반)

논 : 만일 꿈에서 識이 상 없이 일어나는 것처럼 깨어서도 

그와 같다면, 어 하여 잠든 사람과 깨어있는 사람의 善･不善(kuś

ala-akuśala)의 業이 미래에 동일한 과보를 낳지 않는가?

논주: 잠든 사람과 깨어있는 사람의 업의 과보가 같지 않은 원

인은 깨어있는 사람의 업이 境으로서 실재하기 때문이 아니다. 꿈

속에선 마음이 수면에 지배되어 있으므로 양자의 과보가 같지 않

은 것이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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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 9 에서 우리는 윤회  생존에 있어서 깨어있는 상태는 

그 識이 妄分別의 습기라는 수면에 빠져 있으므로 覺 의 차원에

선 꿈과 다름없음을 보았다. 본 에서 논 은 만약 깨어있는 상태

와 꿈의 상태가 본질 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면 어 하여 꿈속에

서의 지은 善･惡業의 과보와 깨어 있을 때 지은 善･惡業의 과보가 

같지 않은가라고 묻는다. 논주는 꿈속에서의 살생과 깬 상태의 살

생이 같은 비 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은 꿈속에선 識이 수면에 지

배되어 각성시에서와 같은 자유와 책임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한

다.

Ⅺ. 殺生業과 그 果報에 한 유식  해석 (송 19～20) 

논 : 만일 이것이 다만 識뿐이라고 한다면 그 구에게도 신체

와 언어가 없을 것이다. 신체가 없다면 어떻게 양 따 의 짐승이 

도살자에 의해 살해될 수 있는가?  그 죽음이 도살자에 의해 

행해진 身業이 아니라면, 어떻게 양의 도살자가 살생죄를 지었다

고 할 수 있겠는가?

논주: 마치 어떤 사람의 기억상실 따 가 귀신 따 의 마음(ma

nas, 意)의 향력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과 같이 죽음은 타인의 

특수한 識(vijñapti-viśeṣa)으로 인한 변화이다.37) 다시 말해서 악

귀 따 의 念力에 의해 사람들에게 기억상실, 꿈을 보기, 악령에 

홀림 따 의 변화가 일어나고,  신통력을 가진 자의 念力에 의

36) middhena-upahataṁ cittaṃ svapne tena-asamaṃ phalam// (송 18 

후반)

37) maraṇaṃ paravijñ ptiviśeṣ d vikriy  yath / smṛtilop dika-anyeṣ ṃ 

viś c di-manovaś t// (송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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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런 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를 들면 聖 마하까짜나의 통

제력에 의해 사라나 왕이 꿈을 보고, 숲에 사는 르쉬(仙人)의 분심 

때문에 베마 뜨라가 패한 것과 같이 타인의 특수한 識의 향력

(para-vijñapti-viśeṣa- dhipatya) 때문에 사람들에게 命根(j v ta-i

ndriya)이 끊어지는 변화가 일어나며, 同分相續의 斷滅(sabh ga-s

aṃtati-viccheda)이라고 불리는 죽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만일 타인의 특수한 識의 향력으로 인하여 생들에게 죽음

이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仙人의 분심으로 

인해 단다까 숲이 폐허가 될 수 있겠는가?

심 폭력(mano-daṇḍa)이 큰 죄임을 밝히고자 세존께서 우빨리 

장자에게 “장자여, 그 는 어떻게 단다까 숲들이 폐허가 되었는지

에 해 들었소?”라고 물었고 그에 해 장자는 “고따마시여, 

는 선인들의 분심(manaḥpradoṣa)에 의해 그 게 되었다고 들었습

니다.”라고 답했다. 

만일 그 仙人을 공경하는 인 인 존재들에 의해 숲에 거주하

는 생명들이 멸되었으며, 선인들의 분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뭇생명들을 멸시킨 업에 해 어떻게 심 인 고통, 

괴롭힘이 몸과 말의 고통, 괴롭힘보다도 더 큰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선인들의 분심에 의해서만  생들이 죽기 때문

에 심  고통이 큰 죄임이 증명된다.38)

주해: 상식 인 에서 살생이란 신체  동작(身業)으로 상

의 목숨을 끊는 것이다. 그런데 논주가 주장하듯이 이 모든 상

이 단지 識일뿐이라면 身業도 있을 수 없을 것이고, a의 身業에 의

한 b의 죽음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살생업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a를 죄인으로 속박하고 벌을  수도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모

든 것이 識일뿐이라면 도덕  책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논주는 a에 의한 b의 죽음을 a의 특수한 識의 향력으로 b에

38) kathaṃ v  daṇḍak raṇya-śūnyatvam ṛṣi-kopataḥ/ maṇo-ḍaṇḍo 

mah vadyaḥ kathaṃ v  tena sidhyati// (송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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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일어나는 변화라고 해석한다. 그 마음이란 일종의 에 지의 흐

름이며, 이 힘을 他相續에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악귀나 요

가수행자, 자연  능력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의 識에 기억상실

이나 꿈의 시 홀림 따 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하나의 자

기 동일 인 相續이 끊어지는 죽음도 他 의 특수한 識의 향력

의 결과라고 답한다. 이와 련하여 身･口･意의 3업 가운데서 意

業이 나머지 身口業의 바탕이 된다는 불교의 업사상도 이해될 수 

있다.

Ⅻ. 他心知의 문제 (송 21)

논 : 만일 그 가 주장하듯이 ‘이것이 단지 識일 뿐이다’(vijña

pti-m tram eva-idam)라고 한다면 他心知人은 실제로 他心을 아

는 것인가, 모르는 것인가?

만일 모른다고 한다면 이 他心知人이 아닐 것이며, 안다면 他心

知人의 인식이 어떻게 如實치 않은 것(ayath rtha, 허 )일 수 있

는가?

논주: 他心知의 경우도 自心知가 非如實한 것과 마찬가지이다.39)

논 :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아는 自心知조차도 허 일 

수 있는가?

논주: 能取･所取의 妄分別을 여의지 못한 凡夫들에게는 諸佛이 

39) para-citta-vid ṃ jñ nam ayath rthaṃ kathaṃ yath / 

sva-citta-jñ nam … // (송 21 반, 후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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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分別的, 不可 表的 차원(nirabhil pya- tma)에서 상(gocara, 

行境)을 아는 것처럼 自心과 他心이 인식되지 않으며, 거짓된 것의 

似顯(vitatha-paribh sa)이므로 他心知도 自心知와 마찬가지로 비

여실한 인식이다.40)

주해: 마지막으로 세친은 他心知의 문제와 련하여 유식의 깊

은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能取･所取의 妄分別에 훈습된 생들에 

있어 이 모든 상은 非有의 境으로 似顯한 識일 뿐이며, 따라서 

自心知건 他心知건 거짓된(ayath rtha) 인식이다. 반면 覺 의 인

식 상(Buddha -gocara)은 분별을 여의고 따라서 不可 表性을 

본질로 하는(anabhil pya- tma) 眞如(tathat )로서 이것만이 참된 

인식(yath rtha)이다.

맺는 말 (송 22)

결정지어야 할 문제의 종류가 무한히 많으며 오묘한 唯識性(vij

ñapti-m trat )에 해 나(=논주 세친)는 나 자신의 능력의 한계 

내에서 증명(siddhi)했으며, 그 모든 측면에서 논의할 수는 없었

다. 유식성의 성취(siddhi)는 논리의 상이 아니며(tarka-aviṣaya), 

그 체에 있어서는 오직 覺 의 역(Buddha-gocara)이다. 붇다

(一 智 )는 모든 형태와 모든 상에 한 智(jñ na)에 걸림이 

없기 때문이다.41)

40) yath  tan-nirabhil pyena tman  buddh n ṃ gocaraḥ tath  

tad-ajñ n t tad-ubhayaṃ na yath rtham vitatha-pratibh satay  

gr hya-gr haka-vikalpasya aprah ṇatv t.

41) vijñapti-m trat -siddhiḥ sva-śaktisadṛś  may / kṛta-iyaṃ sarvath  s  

tu na cinty  Buddha-gocaraḥ// (송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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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 제21송에서 보이는 언어로 표 할 수 없는 覺 의 인식

역(nirabhil pa- tma-Buddha-gocara)이라는 말이나 마지막 제22

송에서 말하는 唯識性의 성취(vijñapti-m trat -siddhi)란 논리의 

상(tarka-aviṣayatva)이 아니라 붇다의 인식 역(Buddha-gocar

a)이라는 표 은 ‘唯識’이라는 말이 단순히 평면 으로, 문자 으

로만 이해될 수 없는 깊은 종교 , 실천  함의로 가진 명제임을 

시사해 다.

‘이것은 다만 識일뿐이다’(vijñapti-m tram eva-idam)라는 제1

송의 첫 구 은 무명과 윤회에 속박된 三界에 속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의해 妄分別된 허구이며(三界唯心, 一 唯心造), 꿈이나 

병 든 자의 에 비치는 헛것과 같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이

것은 다만 識일뿐이다’라는 말은 ‘오직 識만이 있다’라는 뜻이 아

니라 이것(三界)은 다만 꿈일 뿐이고 병자에게 보이는 두 개의 

달과 같이 착각(幻)일 뿐임을 뜻한다. 

그런데 꿈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夢中의 識에 나타나는 상이 

실재가 아님을 모르듯이 能所二取의 遍計所執(parikalpita)에 사로

잡  있는 미혹 생들도 그것이 단지 非有의 境의 似顯임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唯識은 미혹 생들의 분별  인식의 상이나 논

리의 상이 아니며, 분별식을 소멸시키고 언설을 넘어선 차원에 

든 覺 의 인식 역(Buddha-gacara)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有外境論 와의 논쟁만을 보면 唯識이 서양철학에서 말하는 

념론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문자 그 로 논리의 상(tarka

-viṣaya)으로서의 유식이며, ‘논’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유

식이  다른 識의 상(境)이 되는 한 그것은 唯識性의 성취가 아

니다. 唯識性에 깨달아 들 때 妄分別의 識(vijñ na)과 非有의 境이 

似顯한 識(vijñapti)은 소멸되고, 능취･소취의 분별이 없는 智(jñ n

a)로 환된다(轉識得智). 非有의 境의 似顯이 소멸될 때 識도 소멸

되며(境識俱泯), 있는 것은 境도 識도 아닌 眞如法界뿐이다. 이것은 

境(실재론)과 識( 념론)을 넘어선 언표불가능한 그 무엇이다. 

山은 그  말 없는 山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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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rgument between the B hy rthav din and 

the Vijñapti-m trav din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Vasubandhu's Viṃśatik

Lee, Ji-soo

(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is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Vasubandhu's Viṃśatik -vijñapti-m trat -siddhi  the 

contents of which is the argument between the 

B hy rthav din and the Vijñapti-m trav din. The 

B hy rthav din represented by the Sarv stika and 

Sautr ntika school maintains that the external objects exist 

separated from the knowing subjects or 

consciousness(vijñ na). On the other hand, Vijñ nav din 

supports the view that all the things(artha) within the 

sphere of tridh tu(traidh tuka) are only the representation of 

consciousness(vijñapti-m tra) on account of the false 

appearance(pratibh sa) of the non-existent objects.

The Vijñ nav din is obliged to answer the questions 

and objections challenged by the B hy rthav din on the 

various subjects which are traditionally known as the nine 

difficulties and the Vijñ nav din interprets and explains 

those questions from the standpoint of vijñ nav da.

The meaning of the word 'vijñapti-m tra' has been 

interpreted by many scholars as the 'Mind-only' or 

'Consciousness-only' in the sense of that the Mind(citta) or 

Conscioussness(Vijñ na) is the only Reality.

Accordingly they have denominated the Vijñ nav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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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stic Idealism, Subjective Idealism, Absolute Idealism, 

Mind-only school or Consciousness-only school and so on.

In this paper I pointed out the mistake of such an 

interpretation. The vijñapti-m tra is the not unconditional 

and unqualified assertion that the mind is the only Reality.

The vijñapti-m tra is a predicative word the 

grammatical subject of which is the 'traidh tuka', i.e. the 

saṃs ric realm which is dominated and contaminated by 

nescience(avidy ), latent karmin force(v san ) and 

passions(kleśa).

It is worth to be noted that the 'traidh tuka' which is 

only the representation of consciousness, is often compared 

figuratively to dream-experiences.

The text proclaims clearly and definitely that the 

vijñapti-m tra is not the object of logic(tarka-aviṣaya) but 

the cognitive sphere of the Buddhas(Buddhagocara). As the 

object of logical discourse, vijñapti-m tra seems to be a 

form of idealism, but it is only a beginning step and a 

lower dimention in the full meaning of the vijñapti-m tra.

The real intention and final aim of the 'vijñapti-m tra' 

is to go beyond the duality of external objects(gr hya) and 

knowing subjects(gr haka), and realise the ultimate reality, 

value and truth i.e. Tathat  which transcends both realism 

and idealism.

A mountain seen by nescient human beings is only a 

representation of their consciousness(vijñapti-m tra) so it is 

negated not being a mountain. However that is not the full 

story. When the conceptual construction(vikalpa) of 

consciousness disappears and vijñ na is transformed to 

jñ na the mountain as it is, i.e. the tathat  of the mountain 

is seen. A mountain is a mountain only.

Key words : vijJapti-mAtra, vijJAna, vijJapti, pratibhAsa, 



3 1 4  ∙ 印度哲學 제23집

AbhAsa, artha, viSaya, paramANu, saMghAta, 

svapna, santAna, pariNAma, kalpita-Atma, 

anabhilApya-At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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