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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유식사상이 교설로서 체계화되기 이 에 삼성설의 원형으

로 상정되는 보살지  ｢진실의품｣의 ‘vastu’와 변분별론 의 

‘abhūtaparikalpa(허망분별)’의 사상 ․구조  계에 한 이해를 통해 

삼성설과 이제의 계 등 교리 으로 발 해 가는 기 유식학 의 존

재론의 형태와 그 의의를 사상사 으로 살펴본 것이다. 이 때 해심

경  ｢무자성상품｣의 말미에 설해진 ‘삼 법륜설’의 해석학  지평과 석

궤론 에서 유식학 의 이제설에 한 설명 가운데 제시된 세친의 해석

학  입장을 그 기반으로 삼았다. 사실 구사론  석궤론  ｢진실의품｣ 

등에 설시된 유식학 의 이제설에 련된 기술이나 그 해석학  입장들

은 유식학 의 존재론을 악하는 데 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특히 

｢진실의품｣에 인용된 유경 의 구 에 한 유식학 의 견해는 삼성

설과 이제설의 긴 한 구조  계를 시사한다. 따라서 삼성과 이제의 

계를 통한 기유식학 의 존재론의 형태에 한 탐구는 유식사상의 

3  이론 가운데 하나인 삼성설의 철학 ․실천  의의 등 유식사상의 

구조체계를 악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Ⅰ. 들어가는 말

일반 으로 기 유가행유식학 (이하 유식학 )의 존재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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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M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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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의 존재는 마음의 표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유식사상’에서 

그 본질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유식사상은 경론의 성

립과정에서 교리사 으로 발 해 가는 변천의 양상을 보이고 있

기 때문에 일률 으로 그 특징을 악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에서 유식학 의 존재론의 원형은 유식사상이 체계 으로 도입되

지 않은 기 형태인 해심 경 의 삼상설이나 ｢섭결택분｣의 삼

성설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석궤론  등에 소개된 학 나 유식학 의 이제설을 

살펴보면, 이미 삼성설이 독자 인 교설로 확립되기 이 에 용수

의 이제설을 표 으로 삼는 유식학 의 비 인 입장이 천명되

어 있고, 그곳에서 유식학 의 존재론에 한 단 를 엿볼 수 있

다.1) 이러한 견해는 유식 인 이제설로 상정되는데, 그것은 유식

학  최 기의 논서인 유가사지론 (이하 유가론)의 단계에서는 

교설의 형태로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유가론 ｢본

지분｣에 속하는 유가행  최고층의 논서인 보살지 ｢진실의품｣

(이하, 진실의품)의 <vastu>의 사상구조와 ｢섭결택분｣의 <五事>

에 한 해석 속에서 단편 으로 확인될 뿐이다.

한편 미륵의 표  논서인 변분별론(Madh ntavibh ga)

(MAV 변론)의 삼성설은, 일 이 MAV(Ⅰ.1)게송을 통해 이미 

알져진 바와 같이, 유식 인 공 에 입각한 공성의 사상이 그 속

에 내재된 허망분별(abhūtaparikalpa)을 사상  기반으로 확립되

어 있다. 특히, MAV(Ⅰ.1a)구에 한 세친이나 안혜의 견해에 따

르면 그 사상  구조 속에서 유부나 용수의 이제설을 표 으로 

삼는 유가행 의 사상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2) 한 MAV(Ⅲ.10bcd-11ab)에서는 유식학 의 이제설

이 삼성과 이제의 계 속에서 명확히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석

궤론(Vy khy yukti) (Vy)의 이제설과 함께 유식학 의 존재론을 

이해하는 데 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1) Cf. 松田(1985) pp.115-116.

2) Cf. 졸고(2008b) pp.1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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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논문은 유식학 의 이제설이 교설의 형태로서 명확

히 제시된 변론 의 입장과 석궤론 에서 유식학 의 이제설에 

한 설명 가운데 제시된 세친의 해석학  인식지평을 기반으로 

삼아, 삼성설이 교설로 확립되기 이 의 단계로서 유식 인 이제

가 그 원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진실의품｣의 <vastu>의 사

상구조와 그 교리  개양상을 사상사 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 유가행 의 존재론의 형태가 해명됨과 동시에 삼

성설이 형성되는 사상  배경, 삼성과 이제의 계가 갖는 철학

․실천  의의 등 유식사상의 심 구조를 악하는 단 가 어

느 정도 마련될 것이다.

Ⅱ. 선행연구에 한 검토

유식학 의 이제설에 한 연구로는 山口[1962]의 연구를 비롯

하여 竹村(1975)와 松田(1985) 등이 있고, 이것과 련하여 <vast

u>의 사상에 한 최근의 연구로는 高橋(2005), Kramer(2005), 그

리고 안성두(2007) 등이 표 이다. 

우선, 山口(1944)는 유식사상을 이해하기 한 해석학  지평으

로서 석궤론 의 요성을 선구 으로 제시하 고, 특히 해심

경 ｢무자성상품｣의 말미에 설시된 ‘삼시법륜’의 제2시에서 제3시

로의 역사  개의 흔 을 석궤론 의 기술을 통해 지 하

다.3) 이와 련하여 山口(1962)가 학 의 이제설과 별되는 

유식학 의 이제설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는 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4) 

3) 山口(1944(同 1972에 수록) pp.341-344.

4) 山口(1962(同 1973에 수록)) pp.3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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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田(1985)는 이러한 山口[1962]의 연구를 계승하여 석궤론 제

4장의 이제설에 한 기술들을 번역과 함께 소개하고 있고, 

학 나 유식학 의 이제설에 한 경증으로서 동일하게 원용되는 

유경 의 구 에 한 번역과 주석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를 

토 로 바수반두의 이제설에 한 입장과 유부․ 학 ․유식

학 의 이제설에 해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유식학 의 이제설을 이해할 수 있는 토 를 제공하고 있다는 

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5) 

한 竹村(1975)는 ｢진실의품｣에 인용된 유경 의 구 을 

요시 하면서 <vastu>의 사상을 삼성설의 원  형태로 간주하

고 있다. 사실 그는 ｢진실의품｣의 논지를 유․무의 이변을 지양하

는 제3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는 이제에서 삼성

으로, 공 에서 유식으로의 개가 보인다고 지 한다. 특히 삼성

설의 논리  근원으로서 세속과 승의의 둘을 매개하는 것을 ‘가설

의 의지처=事’라는 형태로 이제에서 3성으로의 개를 상정하고 

있는 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6) 그 지만, 학 와 유식학

가 함께 각각 그들의 이제설을 주장하기 한 경증으로 유경

의 구 을 동일하게 원용하고 있는 이나, <vastu>의 사상이 

학 의 이제설과 별되는 유식 인 이제설로서 유식학 의 독

자 인 입장에서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을 간과하고 있다는 측

면에서 그 한계가 드러난다. 

한편, 최근의 연구로 高橋(2005)와 Kramer(2005)는 ｢진실의품｣

의 <vastu>에 한 기술을 심으로 해심 경 의 삼상설과 ｢섭

결택분｣의 <오사설>의 기술에 한 비교․검토를 통해서 각 텍

스트 간의 한 련과 그 교설들의 성립사  후 계를 고찰

하고 있다.7) 한 안성두(2007)는 이러한 연구에 발되어 해심

5) 松田(1985) pp.114-120.

6) 竹村(1975) pp.211-212.

7) 高橋(2005) pp.18-49 ; Kramer(2005) pp.54-57. 더 자세한 것은 

안성두(2007)가 두 논의를 비 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그의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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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의 삼상설을 매개로 한 ｢진실의품｣의 <vastu>와 ｢섭결택분

｣의 <오사>의 계를 언어와 상이라는 측면에서 두 연구를 비

으로 재검토하고 있다.8) 이러한 논의들은 유식사상 가운데 

삼성설이나 오사설 등의 교설들이 체계화되는 과정을 사상사 으

로 이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Ⅲ. 유식학 의 이제설에 한 검토

일반 으로 이제설은 인도불교사상사에서 붓다의 교법의 형식

이나 진리의 형식에 한 학설로서 다루어져 왔다. 그 원형은 

기 불교경 의 아함  등에서 산견되고, 구사론 에도 등장한

다.9) 한편 론 에서 용수는 반야경 계통의 공사상을 체계 으

로 이해하는 토 로서 이제설을 승 인 입장에서 독특한 진리

으로 새롭게 확립시켰고, 그것이 그 이후로 학 의 심

인 교설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런데 용수의 이제설은 인도불교사상사에서 승불교의 양  

산맥 가운데 하나인 유가행 의 비 의 표 이 되고 있다. 그러한 

는 ｢진실의품｣에서 ‘일체법무자성’이라는 입장에서 이 되고 

있나 기체를 면 으로 부’이는 ‘허무론자’나 ‘악취공자’에 한 

기술 등에서도 간 으로 확인된다.10) 특히 이러한 기술들은 해

심 경  ｢무자성상품｣의 말미에 설해진 ‘삼 법륜설’의 해석학  

참조하기 바란다. Cf. 안성두(2007) pp.201-207.

8) 안성두(2007) pp.199-239.

9) 安井(1961) pp.1-56.

10) BBh(W46,7-18 ; T5.3.4). 安井(1961) pp.227-233에서는 이 부분을 

의 이제설에 한 유가행 의 비 인 입장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부분은 유가행 는 삼성설을 정 하려는 

입장에서 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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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상기시킨다.11) 

이러한 ‘삼 법륜설’의 해석학  입장을 고려하면, 사실 기 유

식학 의 이제설은 유부와 학 의 다르마에 한 견해를 지

양하는 입장에서 새롭게 제시된 것으로, 그 원  형태는 ｢진실

의품｣에서 가설의 의지처나 기체로서 <vastum tra>를 정 으

로 설정하고 있는 에서 <vastum tra>를 내재하고 있는 <vast

u>의 사상구조에 있음을 상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구사론  석궤론  등의 논서에 제시된 유

부․ 학 ․유식학 의 이제설에 한 견해를 간략하게 소개

한 후, 유식 인 이제설의 경증으로서 ｢진실의품｣에 인용된 유

경 의 구 을 통해서 유식학 의 이제설에 한 입장을 검토할 

것이다. 이 때 학 나 교설의 성립사  측면을 고려하여, 이제설

과 련된 논의는 기 유가행 의 실재 이나 진리 과 한 

련이 상정되는 기 학 까지를 범 로 삼는다.

1. 설일체유부· 기 학 ·유식학 의 이제설의 특징

우선 ｢진실의품｣의 <vastu>의 사상에서 제시되고 있는 기 

유식학 의 이제설에 한 견해를 해명하기 한 비단계로서 

11) 解深密經 의 ‘三轉法輪說’은 석존이 3時에 걸쳐서 乘․大乘․一 乘의 

가르침을 설했다는 것이다. 즉 初時에는 성문승을 해 ‘4제’를 설하고, 

第2時에는 승을 해 ‘一 法無自性․無生無滅․本來寂靜․自性涅槃’을 

‘隱密相’으로 설하고, 第3時에는 일체승을 해 ‘一 法無自性’ 등을 

‘顯了相’으로 설했다는 것이다( 해심 경 정16, p.697a-b). 유가행 의 

입장에서 보면, 般若經 (Prajñ p ramit -sūtra)과 그것을 소의경 으로 

삼는 용수로 표되는 의 ‘일체법무자성’이라는 空의 가르침은 

아직 석존이 설한 가르침의 진의를 문자 그 로 하는 것이 

아니라(不了義, ney rtha), 해심 경 에서 설하고 있는 

‘三自相․三無自相說’이야말로 ‘了義’(n t rtha)라고 하는 것이다. ; Cf. 

山口(1944(同1972에 수록)) pp.32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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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론  론  등에 소개된 이제설에 련된 기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구사론 등의 기술_<취의>

【유부의 이제설】 한 두 가지 진리란 세속제와 승의제이다. 

【문】그 두 가지 [진리]의 특징은 무엇인가?

【답】 를 들면 병과 같이 깨지면, 혹은 물과 같이 사유에 의

해 타자를 배제하면, 그 념이 없어지는 것은 세속유이고, 그

지 않으면 승의유이다.12) (AKBhⅥ.4)

【유식학 의 이제설】실로 유식학 에게 있어서 존재는 3종이다. 

[즉] 승의유․세속유․실유이다. 실체로서 즉 자상으로서 존재하는 것

이 실유이다.13) (AKVy)

【 학 의 이제설】2종의 진리에 의지하여 붓다들은 가르침을 

설했다. 즉 세간의 일반 인 진리와 승의 인 진리이다(8). 이 2종

의 진리 사이의 구별을 모르는 사람들은 붓다의 교설이 지닌 깊은 

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9). 언어습 에 의지하지 않고서 승의는 

설해지지 않는다. 승의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열반이 획득되지 않는

다(10).14) (MMK24.8-10)

12) AKBh(P333,21-334,2) : dve api satye saṃvṛtisatyaṃ 

param rthasatyaṃ ca / tayoḥ kiṃ lakṣaṇam / yatra bhinne 

na-tadbuddhir any pohe dhiy  ca tat / ghaṭ mbuvat-saṃvṛtisat 

param rthasad anyath  // Ⅵ.4

13) AKVy(W524,28-30) : trividhaṃ hi yog c r ṇ m sat / 

param rtha-saṃvṛti-sat dravya-sac ca / dravyataḥ sva-lakṣaṇataḥ 

sad dravya-sad iti /

14) MMK(P492,4-494,13) : 

dve satye samup śritya buddh n ṃ dharmadeśan  / 

lokasaṃvṛtisatyaṃ ca satyaṃ ca param rthataḥ // 24.8 

ye 'nayor na vij nanti vibh gaṃ satyayor dvayoḥ /

te tattvaṃ na vij nanti gaṃbh raṃ buddhaś sane // 24.9

vyavah ram an śritya param rtho na deśyate /

param rtham an gamya nirv ṇaṃ n dhigamyate // 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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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유부의 이제설은 존재의 특성으로 설명되는데, 즉 존재

의 역에 의해서 세속제와 승의제로 구분된다. 를 들면 색․

수․상․행․식으로 구분되는 오온에 한 자아(pudgala) 등의 

념이나 언어표 은 세속유(saṃvṛtisat)이고, 색․수․상․행․식 

등의 제법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존재로서 승의유(param rthas

at)로 설명된다. 이 때 세속유는 가유(prajñaptisat)와 동일시되고, 

승의유는 실유(dravyasat)와 동일시 된다.15)

용수의 이제설은 론 (24.8-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언어습

에 의한 표 은 세속제로, 언어 습을 떠난 것은 승의제로 이해된

다. 이 둘의 구조  계는 ①승의(空, 涅槃)가 언어습 (세속제)

에 의해 설시되는 측면과, ②승의에 한 바른 이해를 통해 열반

이 획득된다는 두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空性에 한 이해

는 세속과 승의를 매개하는 것으로, 바로 공성에 한 바른 이해

를 통해 공성의 획득(열반)이 성취되는 구조로 분석된다. 바바비

베카의 표 을 빌리면, 聞․思․修에 의한 지혜나 궁극 으로는 

무분별지가 요구되지만, 용수의 단계에서는 ‘희론 멸’을 통한 공

성의 획득이 제시되고 있다.16) 사실 이런 구조에는 용수에 의해 

지 되고 있듯이 공성을 잘못 이해할 경우 악취공에 떨어질 험

이 내포되어 있다.

15) Cf. AKBh(P334,3-10) : yasminn avayavaśo bhinne na tadbuddhir 

bhavati tat saṃvṛtisat / tad yath  ghaṭaḥ / tatra hi kap laśo bhinne 

ghaṭabuddhir na bhavati / yatra c ny napohya dharm n buddhy  

tadbuddhir na bhavati tac c pi saṃvṛtisad veditavyam / tad yath mbu 

/ tatra hi buddhy  rūp d n dharm napohy mbubuddhir na bhavati / 

teṣv eva tu saṃvṛtisaṃjñ  kṛteti saṃvṛtivaś t ghaṭaś c mbu c st ti 

brūvantaḥ satyam ev hur na mṛṣety etat saṃvṛtisatyam / ato 'nyath  

param rthasatyam tatra bhinne ’pi tadbudhir bhavaty eva / 

anyadharm pohe ’pi buddhy  tat param rthasat / tad yath  rūpam / 

tatra hi param ṇuśo bhinne vastuni ras rh n api ca dharm napohya 

buddhy  rūpasya svabh vabuddhir bhavaty eva / evaṃ vedan dayo 

’pi draṣṭavy ḥ / etat param rthena bh v t param rthasatyam iti / 

16) Cf. 斎藤(1998) pp.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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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식학 의 이제설은, 松田(1985)가 이미 지 하고 있듯이, 

AKBh(Ⅵ.4)의 이제설에 한 세친의 주석 가운데 ‘pūrv c rya’의 

설로서 언 되고 있는 에 주목하게 된다.17) 즉 “출세간지 혹은 

출세간․후득[청정]세간지에 의해 악되는 것이 승의제이고, [그

와] 다른 식으로 악되는 것이 세속제라고 선궤범사들은 [말한

다].”18) 이러한 견해를 유부의 견해에 용시켜 보면, 논리 으로 

pudgala 등의 명칭이나 언어표 은 세간지의 상인 세속제이고, 

색 등의 제법은 출세간지나 청정세간지의 상인 승의제로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친의 주석의 단계에서는 승의제가 

출세간지나 청정세간지의 상으로 제시된 ‘pūrv c rya’의 설의 

진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야쇼미트라의 주석에 따라 ‘pūrv c rya’의 설을 유식학

의 견해로 보면,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식학 의 이제설이 

3종의 有(승의유․세속유․실유)로 제시되고 있는 은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특히 유식학 의 입장에서 유부의 견해와는 달리 승의

유와 실유를 별하고, 즉 승의유는 불가언의 공상(법계․법성 

등)으로, 실유는 가설의 의지처로서 색 등의 제법을 나타내는 ‘vas

tu’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에서 ｢진실의품｣의 <va

stu>의 사상구조와 연 됨을 상정할 수 있다.19) 

그러나 3종의 有와 세친이 제시한 ‘pūrv c rya’의 이제설을 함

께 고려하면, 과연 삼성설 가운데 의타기성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실유로 천명된 존재의 상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인가?라

는 문제가 남는다. 왜냐하면, MAV나 MVT의 안혜의 견해를 따

르면 의타기성은 청정세간지의 상으로 해석되는 에서 청정세

간지를 승의제로 해석하는 ‘pūrv c rya’의 설과 상 이 인정되

17) Cf. 松田(1985) pp.118-120.

18) Cf. AKBh(P334,10-11) : yath  lokottareṇa jñ nena gṛhyate 

tatpṛṣṭhalabdhena v  laukikena tath  param rthasatyam / yath nyena 

tath  saṃvṛtisatyam iti pūrv c ry ḥ /

19) Cf. 松田(1985) pp.11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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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20) 사실 여기서 세친이 제시한 ‘pūrv c rya’의 이제설

의 진의는 다음에 소개할 석궤론 의 이제설에 한 기술에서 확

인된다.

그러면 석궤론 에서 세친이 제시하고 있는 유부․ 학 ․

유식학 의 이제설에 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 2] 석궤론 의 기술21)_<취의>

【유부에 한 비 】명칭, 언어표 , 가설, 그리고 언설이 세속이

고, 제법의 자상이 승의라고 [유부가] 말한다면, 만약 그 다고 한다

면, 업과 이숙의 둘은 명칭으로서도 존재하고, 자상으로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둘은 생각하는 로 존재한다고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개아로서] 푸드갈라는 세속유이고, 실유는 아니다. 제온에 해서 그 

명칭이 가설되어 있기 때문이다.22)

20) MVT[Y22,14-15]: akalpi t aḥ prat yayajo 'nabhi l pyaś ca sar vat h  / 

par at ant r asvabh vo h i  śuddhalauki kagocaraḥ // 

실로 의타기성이란 구상된 것이 아니고, 조건으로부터 생긴 것이며,  

항상 언어표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청청세간[智]의 

상 역이다.

Cf. TrBh[L40,23] : nirvikalpalokottarajñ nadṛśye pariniṣpanne 

svabh ve adṛṣṭe apratividdhe as kṣ tkṛte 

tatpṛṣṭhalabdhaśuddhalaukikajñ nagamyatv t / paratantro 'nyena 

jñ nena na gṛhyate / ataḥ pariniṣpanne adṛṣṭe paratantro na dṛśyate /

무분별출세간지에 의해서 보여야만 하는 원성실성이 보이지 않고, 

[무분별출세간지에 의해서 원성실성이] 통달되거나 직  증득되어 있지 

않으면, 의타기성은 그 [무분별출세간지를 획득한] 뒤에 얻는 

청정세간지(후득청정세간지)에 의해서 도달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청정세간지) 이외의 지에 의해서는 악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성실성이 보이지 않으면, 의타기성도 보이지 않는다.

21) P.si 127b6f, 松田(1985) pp.115-116 참조

22) VY(L) p.236 : miṅ daṅ / brjod [128a2] pa daṅ / gdags pa daṅ / tha 

sñad ni kun rdsob yin la chos rnams kyi raṅ gi mtshan ñid ni don 

dam pa ma yin no ṣe na /ḥo na de lta na las daṅ rnam par smin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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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식학 의 이제설】업과 이숙이란 세속으로서는 실유이고, 승의

로서는 무이다. 세간지의 상이기 때문이다. 승의란 출세간지이고, 그

의 상이기 때문에 승의이다. 이 둘(업과 이숙)의 자상은 출세간지의 

상은 아니다. 그것(출세간지)의 상은 불가언의 공상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세간지 혹은 출세간지는 인식근거(量)인가. 출세간지는 면

으로 인식근거이다. 세간지에는 구별이 있다. 결국, 출세간지의 뒤에 

얻는 세간지는 인식근거이지만, 그것 이외의 세간지는 인식근거는 아

니다.23)

【 학 에 한 비 】 한 어떤 승의 사람은 ‘일체는 자상으

로서는 무이지만, 세속으로서는 제법은 유라고 세존은 설했다’고 하는 

식으로 [‘일체법무자성’이라는 교설을] 문자 그 로의 의미를 지닌 것

(yath rut rtha, 료의)이라고 설하고 있지만, [실은] 그러한 사람들에 

해 [여기서 최 에] 언 한 바와 같은 논의를 제기한 것이다.24) 

세속이란 언어표 이고, 그것이 잡염과 상응하면 삿된 설로 표 되

고, 청정과 상응하면 善說로 표 된다고 한다면, [세속이] 언어표 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떻게 善說 혹은 삿된 설이 될 것인가. 세속이

더라도 어떤 것은 반드시 실체로서(vastutas)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

gñis miṅ du yaṅ yod / raṅ gi mtshan ñid du [128a3] yaṅ yod pas de 

gñis ji ltar ḥdod par yod pa ñid du rtogs la rag go // ṅed ni gaṅ zag 

kun rdsob tu yod kyi rdsas su ni ma yin te / phuṅ po rnams la deḥi 

miṅ gdags paḥi phyir ro //

23) VY(L) pp.236-237 : las daṅ [D.110a] rnam par smin pa dag ni kun 

[128a4] rdsob tu rdsas su yod / [C.114a] don dam par ni med de / 

ḥjig rten paḥi śes paḥi yul yin paḥi phyir ro // dam pa ni ye śes ḥjig 

rten las ḥdas pa yin te / deḥi don yin pas don dam paḥo // de gñis 

kyi raṅ gi [128a5] mtshan ñid ni deḥi yul ma yin te / deḥi yul ni 

brjod du med paḥi spyiḥi mtshan ñid yin paḥi phyir ro // ḥdir ḥjig 

rten paḥi śes paḥam / ḥjig rten las ḥdas pa tshad ma yin ṣe na / gcig 

kho nar ni ḥjig [128a6] rten las ḥdas pa yin no // ḥjig rten pa ni dbye 

pa yod de / ḥjig rten las ḥdas paḥi rjes las thob pa gaṅ yin pa de ni 

tshad ma yin no // gṣan ni tshad ma ma yin no // 

24) VY(L) p.237 : yaṅ theg pa chen po pa kha cig thams cad raṅ gi 

mtshan ñid du ni med pa kho na yin la / kun rdsob tu ni bcom ldan 

ḥdas kyis chos rnams yod pa ñid du bstan to ṣes sgra ji bṣin pa ñid 

kyi don [128b1] yin par brjod pa gaṅ yin pa de dag la ji skad bstan 

paḥi rtsod pa ḥdi yaṅ ḥbyuṅ bar ḥgyur 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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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약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째서 세속으로서 존재한다고 

설하겠는가. [세속이 언어표 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잡

염과 청정의 일체를 손감하고, 타당한 이치(處)와 타당하지 않은 이치

(非處)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한 스스로 자설과 모순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 것도]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체법이 무

자성이라는 교설이] 密意( bhipr yika)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오류에 

떨어지는 일은 없게 된다.25)

와 같이 세친은 유부와 학 의 이제설에 한 비  입

장과 두 학 의 견해를 지양하는 측면에서 유식학 의 이제설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① 유부의 입장에서 세속은 명칭, 언어표 , 가설, 언설 등으로, 승

의는 제법의 자상으로 설명되는데, 이러한 입장은 앞에서 논의한 구

사론 의 기술과 일치한다. 

② 학 는 ‘일체법무자성’이라는 교설을 료의로 해석하는데, 세

속은 언어표  등에 불과한 것으로 유부와 같이 색 등의 법을 승의로 

인정하지 않고, 한 유식학 와 같이 세속의 차원에 언설이나 가설

(세속유)과 구별되는 자상을 가진 세속  존재인 업과 이숙 등을 실유

로서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용수 등에게는 색 등의 제법이나 업

과 이숙은 세속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③ 유식학 는 유부나 학 와는 달리 세속  존재의 벨을 두 

25) VY(L) pp.237-238 : kun rdsob ces bya ba yaṅ brjod pa yin la / de 

yaṅ kun nas ñon moṅs pa daṅ mthun pa ñes [128b2] par bśad pa ṣes 

bya ba la / rnam par byaṅ ba daṅ mthun pa ni legs par bśad pa ṣes 

bya ba yin no ṣe na / brjod pa tsam du zad na ji ltar na legs par 

bśad paḥam/ ñes par bśad par ḥgyur / kun rdsob kyaṅ kha cig 

[128b3] gdon mi za bar dṅos su khas blaṅ bar bya bar ḥgyur ro // 

yaṅ na de yaṅ med na ni ji ltar kun rdsob tu yod pa ñid du gsuṅs pa 

yin / kun nas ñon moṅs pa daṅ rnam par byaṅ ba thams cad la skur 

ba btab [128b4] pas gnas daṅ gnas ma yin pa gñis la mi gnas paḥi 

phyir daṅ / raṅ gis raṅ smra ba bkag paḥi phyir brjod du med par 

ḥgyur ro // [C.114b] [D.110b] dgoṅs pa can yin par smra ba na ni ñes 

pa ḥdi dag tu mi ḥgyur 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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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으로 분류하는데, 즉 제온에 한 단순한 명칭에 불과한 pudgala 

등은 세속  존재(saṃvṛtisat)로, 업과 이숙 등은 승의 으로는 무이

지만, 세속 으로는 자상을 가진 실유(dravyasat)로 설명한다. 한 업

과 이숙 등의 실유는 세속지의 역인 청정세간지의 상으로 설명된

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구사론 에서 세친이 

‘pūrv c rya’의 설로서 제시한 이제설과 약간 상이한 이 발견된

다. 즉 구사론 에서는 승의제를 출세간지와 출세간지를 획득한 

후에 얻는 청정세간지의 상으로 정의하는 것에 해, 석궤론

에서는 업과 이숙 등을 상으로 하는 청정세간지는 세속제로 분

류되고 있는 에서 그 차이를 드러낸다. 이러한 상 는 어디에 

근거하는 것일까? 약간 의문이 든다. 아무튼 이러한 석궤론 의 

입장이 삼성설의 구조와 더욱 일치하고 있는 은 분명하다. 

이상으로 구사론 론 석궤론  등의 기술을 심으로 유

부․ 기 학 ․유식학 의 이제설을 종합 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리] [§ 1]과 [§ 2]에 근거한 유부․ 기 학 ․유식학

의 존재론

①【유부】

<prajñaptisat≡saṃvṛtisat> (자아, 꽃병 등) : <dravyasat≡param

rthasat> (dharma)

②【 기 학 】

<prajñaptisat≡vyavah ra≡saṃvṛtisat> : <param rthasat(≡śūnya

t , nirv ṇa)>

③【유식학 】: <3有⇛3性>

<saṃvṛtisat≡prajñaptisat>(명칭) : <dravyasat>(dharma) : <para

m rthasat> (dharmat )

와 같은 유부․ 학 ․유식학 의 존재론의 상 를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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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1】

여기서 주목해야한 하는 것은 유부에서 실체로 제시된 법은 승

의유로서 인정되지만, 그것이 학 에서는 언어에 지나지 않는 

가유나 세속유로 간주된다. 그런데 유식학 에서는 가설이나 언설

로 표 되는 법(업과 이숙) 등은 세속유(가유)로 분류되고, 동시에 

가설이나 언설 그 자체와 구별되는 법(업과 이숙) 등은 자상을 지

닌 실유로 새롭게 설정되고, 그 가운데 자상을 가진 실유가 출세

간지(무분별지)가 아닌 청정세간지의 상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이다. 이때 청정세간지가 과연 세속제의 역에 속하는지, 아니

면 승의제의 역에 속하는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아무튼 이러

한 것은 유식학 의 존재론의 특징으로 청정세간지의 상인 실

유가 의타기성으로 새롭게 확립되었음을 시사한다. 즉 유식학 의 

이제설에서 실유로 제시된 매개  존재인 가설의 의지처나 기체

의 의미가 확 되는 측면에서 유식학 의 존재 역인 3유가 3성

으로 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식학 의 견해 등은 나 에 바바비베카 등 기 

학 에게 비 의 표 이 되고, 후기 학 에 의해서도 비 을 

받는 등, 인도불교사상사에서 유식학 와 학  사이에 ‘유와 

무와의 논쟁’을 야기한 주된 원인임과 동시에 논쟁 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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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식 인 이제설에 한 해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친은 석궤론 의 이제설에 한 논

의에서 학 가 ‘일체법무자성’이라는 교설을 료의로 받아들여 

해석하는 입장을 표 으로 삼아 유식학 의 진리에 한 입장을 

명확히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해석학  입장은 ｢진실의품｣

에서 ‘일체법무자성’이라는 입장에서 ‘가설의 기체나 의지처’를 

면 으로 부정하는 ‘악취공자나 허무론자’에 한 유식학 의 비

 태도와 그 취지가 일치한다. 그리고 석궤론 에서 세친이 제

시하고 있는 유식 인 이제설은 ｢진실의품｣의 ‘선취공’에 한 기

술에서 유식 인 공 에 입각하여 가설과 언어로 표 할 수 없는 

승의  자성인 <vastu>의 계를 매개하는 ‘가설의 기체나 의지

처’로서 <vastum tra>를 유 인 존재로서 새롭게 설정하고 있는 

기술과도 내용 으로 상통한다.

한 ｢진실의품｣에는 일체법이 언어로 표 할 수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논증하기 한 경증으로서 유경 말미의 제2

게가 인용되어 있고, 그것에 한 유식학 의 해석이 부가되어 있

다. 특히 유경 의 제2게는 석궤론 에서 세친에 의해서도 동일

하게 원용되어 비 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이러한 세친의 해석학  입장을 고려하여 

｢진실의품｣에 인용된 유경 의 구 에 한 기유식학 의 이

해방식이나 그 심내용을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3] 유식  이제설에 한 경증으로서 유경 의 기술

바로 이상과 같은 [일체법이 언어로 표 할 수 없는 본질을 가진다

는] 의미는 게송을 읊는 것에 의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고 

유경 에서 세존이 설한 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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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로 각각의 명칭에 의해 각각의 법이 언어로 표 되지만,

⒝ 그곳(명칭)에 있어서 그것(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실

로 제법의 법성이다.

【문】그 다면 어떻게 바로 이 게송은 [그 일체법이 언어로 표

할 수 없는 본질을 가진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가?

【답】‘색’ 등의 명칭을 가지는 법에는 ①‘색’ 등의 명칭이 있고, ②

‘색’ 등의 명칭에 의해 ‘색’ [등의 법]은 그것들 ‘색’ 등의 명칭을 가지

는 제법이라고 언어로 표 되어, 일상 으로 표 된다. [ 를 들면] 

‘색’이나 ‘수’나 상세하게는 ‘열반’에 이르기까지이다. 그러나 ③그곳(명

칭)에 있어서 ‘색’ 등의 명칭을 가지는 제법은 그것 자체가 ‘색’ 등을 

본질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④그것들(제법)에 있어서 그것(명칭) 

이외에 ‘색’ 등을 본질로 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⑤그것

들 ‘색’ 등의 명칭을 가지는 제법에 언어로 표 할 수 없다고 하는 의

미로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승의의 에서 

자성으로서의 법성이라고 이해되어져야만 한다.26)

상기의 게송에 해당하는 부분은 굵은체로 표시하 고, 게송에 

한 유식학 의 해석은 로 표시하 다. 

일반 으로 ⒜구는 세속제를 표 하는 것이고, ⒝구는 승의제

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 에서 ⒜구에 한 유식학 의 

①과 ②의 해석을 보면, 학 의 일반 인 세속제의 이해와 어

떤 다른 도 없고, 그것에 상통하는 것으로 단된다. 

한편, ⒝구에 한 해석을 보면, 3단계로 설명되어 있다. 그 

26) BBh(W48,10-22) : yathoktaṃ bhagavat  evam ev rthaṃ 

g th bhig tena parid payat  Bhavasaṃkr ntisūtre / 

yena yena hi n mn  vai yo yo dharmo 'bhilapyate 

na sa saṃvidyate tatra dharm ṇ ṃ s  hi dharmateti / 

kathaṃ punar iyaṃ g th  etam ev rthaṃ parid payati / 

rūp disaṃjñakasya dharmasya yad rūpam ity evam di n ma / tena 

rūpam ity evam din  n mn  te rūp disaṃjñak  dharm  abhilapyante 

rūpam iti v  vedaneti v  vistareṇa y van nirv ṇam iti v  / tatra na 

ca teṣu tadanyo rūp dy tmako dharmo vidyate / y  punas teṣ ṃ 

rūp di-saṃjñak n ṃ dharm ṇ ṃ nirabhil pyen rthena vidyam nat  

saiṣ  param rthataḥ svabh vadharmat  veditavy  / 



기 유가행 의 존재론의 형태와 그 의의 ∙ 2 9 9

에서 ‘p da c’에 한 해석은 2 구조로 되어있고, 그 취지를 정리

하면, 명칭을 가지는 제법은 명칭을 본질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명칭 그 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학 가 주장하듯이 일

체는 명칭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명칭은 명칭에 지나

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해된다. 여기에 유식 의 의도가 감춰져 있

는 것으로 단된다. 즉 명칭이 지시하려고 하는 제법은 명칭을 

본질로 하는 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제법은 명칭을 부여

할 수 있는 토 가 된다는 입장에서 가설의 의지처로서 어떠한 

형태의 제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p da d’에 한 해석을 보면, 제법에는 언어로 표 할 수 없는 

승의  존재로서의 자성이 정 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제

법의 자성으로서의 법성으로 설명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은 제법과 법성의 계에 의해서 존재의 진실을 가설의 의지처

와 언어로 표 할 수 없는 본질이라는 두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것에 의해 가설의 의지처로서의 기반을 설정하

려고 하는 유식학 의 입장이 엿보인다. 

실제 이러한 유식학 의 입장은 ｢진실의품｣의 ‘선취공’에 한 

기술 등 여러 곳에서 산견되는 <vastu>의 사상 가운데 <vastum

tra>를 가설의 의지처로서 인정하고 설정하려고 하는 에서 분

명히 드러난다.27)

27) Cf. BBh(W47,16-48,6 ; T5.4.2) : kathaṃ ca punaḥ sugṛh taśūnyat  

bhavati / yataś ca yad yatra na bhavati , tat tena śūnyam iti 

samanupaśyati / yat punar atr vaśiṣṭaṃ bhavati , tat sad ih st ti 

yath bhūtaṃ praj n ti / iyam ucyate śūnyat vakr ntir yath bhūta 

avipar ta / tad yath  rūp di-saṃjñake yath nirdiṣṭe vastuni rūpam ity 

evam diprajñaptiv d tmako dharmo n sti / atas tad rūp disaṃjñakaṃ 

vastu prajñaptiv d tman  śūnyaṃ / kiṃ punaḥ tatra rūp disaṃjñake 

vastuny avaśiṣṭaṃ / yad uta tad eva rūpam ity 

evam diprajñaptiv d śrayaḥ / tac cobhayaṃ yath bhūtaṃ praj n ti 

yad uta vastum traṃ ca vidyam naṃ vastum tre ca prajñaptim traṃ 

/ na c sadbhūtaṃ sam ropayati / na bhūtam apavadate n dhikaṃ 

karoti na nyūn karoti notkṣipati na prakṣipati / yath bhūt ṃ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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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p da d’에 한 석궤론 에 제시된 세친의 해석을 소개하

면, 다음과 같이 “이것이 제법의 법성이라고 설해져 있는 것도 

여기서는 불가언의 법성을 의로서 [설한 것이다.] [일체가] 다만 

언어표 에 지나지 않는다면, 도 체 어떠한 법의 어떠한 법성이 

존재하겠는가”라고 되어 있듯이, 세친은 법과 법성의 계에 의해

서 법성으로서의 공성을 자리매김하려고 하고 있다.28) 그러므로 

세친은 ‘일체법무자성’을 의로서 악하는 것에 의해 가설의 의

지처와 법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동시에 확립하려고 한다. 

이런 이제에 한 세친의 태도에서는 ‘3 법륜’의 료의․미료의에 

한 해석학  입장이 그 근 에 도사리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tathat ṃ nirabhil pyasvabh vat ṃ yath bhūtaṃ praj n ti / iyam 

ucyate sugṛh taśūnyat  samyakprajñay  supratividdheti /

【문】그러면, <잘 악된 공성>이란 어떠한 것과 같은 것인가?

【답】ⓐ어떤 A가 어떤 B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B는 A의 에서 

공이라고 바르게 본다. ⓑ그러나, 여기에 어떤 C(B-A)가 남겨진 경

우, 재 존재하는 그 C는 여기에 존재한다고 여실하게 안다. ⓒ이것

이 여실하게 도되지 않은 공성에 한 악이라고 불리 운다. 를 

들면, 이미 시설한 바와 같이 색 등으로 명명되는 <실재>에 색 등이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가설  언어표 을 본질로 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색 등으로 명명되는 <실재>는 가설  언어표 을 

본질로 하는 에서는 공이다.

【문】그런데 그 경우에, ⓓ색 등(A)으로 명명되는 <실재>(B)에 남겨진 

C(B-A)는 도 체 무엇인가? 

【답】ⓔ참으로 그것(C)은 즉 색 등(A)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가설  언

어표 의 의지처이다. 그리고 그 양자[색과 가설  언어표 ]은 즉 

[각각] 재 존재하는 <실재에 지나지 않은 것>과, 실재에 지나지 않

는 것에 있어서 <가설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여실하게 안다. 그

리고 비실재를 증익하지 않고, 실재를 손감하지 않고, 증감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며 바꾸지 않는다. 그리고 있는 그 로 진여를 언어로 표

 할 수 없는 본질을 가진 것으로서 여실하게 안다. 이것이 正智에 

의해서 잘 통달된 것으로서 <잘 악된 공성>이라고 불리 운다.

28) Cf. 松田(1985) pp.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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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  세친이 학 가 자 의 교설을 의로서 승인한다면 

어떠한 모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에서 그 입장

은 명확히 확인된다. 

와 같이 석궤론 에서 세친이 제시하는 해석학  입장이나 

유경 의 ‘p da c’와 ‘p da d’의 유식학 의 해석을 종합 으로 

고려하면, ｢진실의품｣에서 ‘가설과 vastu’의 계에서 가설의 의지

처로서 ‘vastum tra’를 설정하고 있는 ‘vastu’의 사상구조는 유식

인 이제설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3. ｢진실의품｣의 <vastu>의 사상  구조와 그 의의

｢진실의품｣의 첫머리에서 진실의 특징은 유․무의 양극단을 떠

난 不二로서 확립되어 있고, 바로 그 불이가 없는 ‘ 도’(madhy

am  pratipad)로서 설명되고 있다. 이 때 ‘유’란 자성을 가지지 않

은 가설이란 말에 의해 승인된 제법의 자성으로 설명되고, ‘무’란 

가설이란 말이 vastu(실재)를 가지지 않은 것이고, 근거를 가지지 

않은 것이고, 가설이란 말의 의지처가 면 으로 완 히 없는 것

으로 설명된다.29) 이러한 유․무의 견해는 유부와 학 의 실

재 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유식학 의 ‘진실’이란 아비다르마의 논사들이 진실로 여

겼던 색․수․상․행․식 등의 제법의 유와, 학 의 논사들이 

‘일체법무자성’의 에서 진실로 여겼던 그러한 제법에 한 언

설의 의지처에 한 부정(무)이라고 하는 양극단을 떠난 것 즉 

‘불이 도’를 말한 것이다. 이곳에는 유부와 학 의 치우친 두 

견해를 지양하고 가설의 기체나 의지처를 인정하는 불이 도 등

으로 불리는 유식학 의 독자 인 실재 이나 존재론이 엿보인다. 

29) Cf. BBh(W37,1-38,8) ; 졸고(2008a) pp.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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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언어표 을 월하는 것으로 ‘승의  자성’ 혹은 ‘무분별지

의 소연’으로 불리고, ‘진여나 법계’로 등치된다. 

이러한 진실은 <vastu>로 불리고, 그 구조 내에는 앞에서 논의

한 바와 같이 유식 인 공 에 입각하여 가설의 의지처로서 <vas

tum tra>가 정 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때 <vastu>가 그 구

조 내에 가설의 의지처로서 <vastum tra>가 설정되어 있다는 

에서 이  구조로 악되고, 그것은 언설이나 가설과의 계에 

의해서 유식 인 이제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vastu>의 사상사  의의는 유부의 이제설과 가설의 

의지처를 면 으로 부정하는 학 의 이제설을 도  입장

에서 지양하는 유식학 의 독자 인 진리 이나 존재론을 천명하

고 있는 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Ⅳ. 유식학 의 존재론의 형태와 그 의의

기 유가행 의 삼성설은 横山(1971) 등에 의해 이미 지 되고 

있듯이 성립사 으로 유식 논서의 성격에 따라 구조 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변론 을 비롯한 미륵 논서의 삼성설

은 기형태의 해심 경 ․ 유가사지론 ｢섭결택분｣(이하 섭결택

분)의 삼성설에 비해 더 한층 진 된 유식사상이 도입되어 있다는 

에서 삼성설의 사상사  변천의 일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

다.30) 

사실 기 형태의 해심 경 이나 ｢섭결택분｣의 삼성설을 살펴

보면, ‘연기를 자성으로 한다’라는 ‘의타기성’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변계소집성’과 ‘원성실성’의 정의는 용수로 표되는 의 이

30) Cf. 横山[1971]pp.27-45 ; 勝呂[1985]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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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의 개념에 상당하는 것으로 악된다. 

이 때 여기에서 주목해야만 하는 것은 ｢진실의품｣의 ‘vastu’의 

사상에서 확인되듯이, 가설의 기체나 의지처로서 ‘vastum tra’를 

인정하고 있는 이다. 이러한 ‘vastu’의 사상은 삼성설이 확립되

기 이 의 단계로서 용수의 이제설과는 상이하게 ‘vastu’의 사상 

구조 속에 언어표 이나 가설의 의지처로서 ‘vastum tra’를 내재

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에서 유식 인 이제설로 인정된다. 

한편 변론 의 ‘허망분별’의 사상 구조를 살펴보면, 세친의 주

석에서 확인되듯이 기 유가행 의 유식 인 공 이나 실재 이 

반 되어 있다는 에서 ｢진실의품｣의 ‘vastu’의 사상구조와 련

됨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진실의품｣의 ‘vastu’의 사상 구조를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상정되는 변론 의 ‘허망분별’의 사상 구조에 한 

철학  고찰을 통해 삼성과 이제의 구조  계를 살펴볼 것이다.

1. 허망분별의 사상  구조

변론 의 ‘허망분별’의 사상구조는 이하의 MAV Ⅰ.1의 게송

에서 확인된다. 

[§ 4] abhūtaparikalpo 'sti dvayan tatra na vidyate /

 śūnyat  vidyate tv atra tasy m api sa vidyate // Ⅰ.131)

허망분별은 있다. 그곳(허망분별)에 두 가지(소취ㆍ능취)는 존

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성이 여기(허망분별)에 있다. 그곳

(공성)에도 그것(허망분별)이 있다.(1-1)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친 부분의 ‘허망분별은 있다’라

31) MVBh[Na17,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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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句’의 사상  의의와, ‘허망분별과 공성’의 두 계를 不一不異

의 계로서 설정하고 있는 ‘cd句’의 존재론 ․실천  의의 등이

다. 먼  ‘a句’는 안혜의 견해에 따르면, ① 가 ‘일체법무자성’

이라는 입장에서 의지처로서의 의타기성을 손감하는 견해, 그리고 

②설일체유부가 심․심소와 색법 등이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증익

하는 잘못된 견해를 배척하기 해 설해진 것으로 이해된다.32) 즉 

의타기성으로서의 허망분별은 자성으로서 존재하고, 한 심․심

소와 색법 모두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심․심소’ 즉 

‘허망분별’만이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바로 이 구 은 ｢

진실의품｣에서 ‘vastu’를 ‘승의  자성’으로서 무분별지의 소연인 

‘진여’ 는 ‘법계’와 등치시키고 있는 과도 일맥상통한다. 다만, 

여기서는 ｢진실의품｣에서 ‘vastu’가 승의  실재로 설정된 것과는 

다르게 ‘허망분별’은 세속  실재로 설정되고 있는 에서 그 차

이를 드러낸다.

 한편 세친의 견해에 의하면, ‘b句’는 ‘공성’, 즉 허망분별이 이

취를 결여한 것으로 정의된다. 한 안혜의 견해에 의하면, c句는 

허망분별과 공성이 不一不異의 계로 설정되어 있음과 해탈의 가

능성을33), d句는 세간의 착란이나 해탈을 한 노력의 필요성 등

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34) 사실 MAV1-1게송은 표면 으

32) MVT[Y10,9-11,10] : 

① kecit virundhanti sarvadharm ḥ sarvath  niḥsvabh v ḥ śaśaviś ṇavad 

ity ataḥ sarv pav dapratiṣedh rtham ha - abhūtaparikalpo 'sti, 

[iti /] svabh vata iti v kyaśeṣaḥ /

② atha v  cittacaitt  rūpaṃ ca dravyataś sant ti yeṣ ṃ dṛṣṭis teṣ ṃ 

pratiṣedh rtham ha - abhūtaparikalpo 'sti, [iti sa ev sti] dravyataḥ 

/ n sti rūpaṃ tadvyatiriktaṃ [n sti] dravyata iti / ; Cf. AKBh(P), 

p.333f. 더 자세한 것은 졸고([2008b];[2009])를 참조.

33) MVT[Y13,9-12] : śūnyat svabh vo hi vyavad naṃ 

dvay bh vasvabh vatv t / atra ca śūnyat prabh vitatv t 

m rganirodhayor api grahaṇaṃ veditavyam / saṃkleśapakṣ d eva 

vyavad napakṣo m rgayitavyo na punaḥ pṛthaktvam asy st ti 

pradarśan rtham ha atre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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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성설로서 설정된 것은 아니지만, MAV1-5를 고려하면 삼성

설로 이해된다.35)

 이상으로 세친이나 안혜의 견해를 따르면, ‘허망분별’의 구조  

의의는 소공경 의 공사상을 유식 인 공 에 의해 새롭게 용

한 ｢진실의품｣의 ‘vastu’의 사상체계를 계승하면서도, 세속에서 승

의로 환되는 것이나 잡염에서 청정으로 환되는 기반을 허망

분별에 둔 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때 허망분별은 실체로서 존재

함과 동시에 그 안에 공성의 존재를 실재로서 내재화시키고 있다

는 에 의 이제와는 별되는 유가행 의 독자 인 입장

이 엿보인다. 특히 허망분별이 유식 인 이제설을 그 구조 속에 

체계화시키고 있는 은 유식 인 이제에서 삼성으로 개되었음

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변론 에서 삼성과 이제의 계

이미 서론에서 언 했듯이, MAV(Ⅲ.10bcd-11ab)에는 삼성과 

이제의 계가 설해지고 있는데, 근본진실인 삼성의 토 에서 

이제의 의미가 유식학 의 입장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 그런

데 이곳에 제시된 견해는 앞에서 살펴본 구사론 이나 석궤론

에 제시된 이제설의 형태와는 약간 다른 을 보여주고 있다. 

34) MVT[Y12,24-25] : na hy aviśodhit y ṃ śūnyat y ṃ mokṣo 'sti 

saṃkliṣṭ  ca mahat  yatnena viśodhyata iti n sty ayatnena mokṣaḥ /

35) Cf. MVBh[Na19] : kalpitaḥ paratantraś ca pariniṣpanna eva ca /  

arth d abhūtakalp c ca dvay bh v c ca deśitaḥ // Ⅰ.5 

[식은] 실로 ① 상이라는 에서 <분별된 [자성]>이고, 한 

②<허망분별>이라는 에서 <다른 것에 의존하는 [자성]>이고,  

한　③두 가지가 없는 것(二無)이라는 에서 <완 한 

[자성]>이라고 설해진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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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변론 의 삼성과 이제의 계에 한 기술

그런데, 조 한 진실과 미세한 진실이란 세속제와 승의제이다. 그것

[들]이 근본진실에서 어떻게 알려져야만 할 것인가.

【세속제】개념의 설정과 인식에 근거하여, 한 시에 의해 조

한 진실(세속제)이 있다. (3-10bc)

실로 세속은 3종이고, ①개념의 설정에 의한 세속, ②인식에 의한 

세속, ③ 시에 의한 세속이다. 이것(3종의 세속)에 의해 세속제는 근

본의 진실에 있어서 순서 로 알려져야만 한다.

【승의제】한편, 승의란 하나에 근거한다. (3-10d)

승의제는 하나의 원성실성에만 근거한다고 알아야만 한다. 그러면 

그것(원성실성)은 어떻게 승의인가.

실로 상과, 획득과 행에 의해서 승의는 3종으로 생각된다. (3-1

1ab)

① 상으로서의 승의는 진여이다. [진여는] 가장 뛰어난 지의 상

이기 때문이다.②획득으로서의 승의는 열반이다. [열반은] 가장 뛰어난 

상이기 때문이다. ③행으로서의 승의는 도이다. [도는] 가장 뛰어난 

상을 가지기 때문이다.36)

와 같이 세친은 세속제를 조 한 진실로 승의제를 미세한 진

실로 설정하고, 그것들을 근본진실인 삼성과의 계를 통해서 설

36) MVBh[Na41,7-21] : aud rikasūkṣmatattvaṃ punaḥ 

saṃvṛtiparam rthasatyaṃ, tan mūlatattvekathaṃ veditavyaṃ / 

prajñaptipratipattitas tathodbh vanayod raṃ / Ⅲ.10bc 

trividh  hi saṃvṛtiḥ prajñaptisaṃvṛtiḥ / pratipattisaṃvṛtiḥ / 

udbh van saṃvṛtiś ca / tay  saṃvṛtisatyatvaṃ mūlatattve 

yath kramaṃ veditavyaṃ / param rtham tu ekataḥ // Ⅲ.10d

param rthasatyaṃ / ekasm t pariniṣpann d eva svabh v d 

veditavyaṃ / sa punaḥ kathaṃ param rthaḥ / arthapr ptiprapatty  

hi param rthas tridh  mataḥ / Ⅲ.11ab 

arthaparam rthas tathat  paramasya jñ nasy rtha iti kṛtv  / 

pr ptiparam rtho nirv ṇaṃ paramo 'rtha iti kṛtv , pratipattiparam rtho 

m rgaḥ paramo 'sy rtha iti kṛtv  / katham asaṃskṛtaṃ ca 

saṃskṛtaṃ ca pariniṣpannaḥ svabh va ucy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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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 있다. 세친의 견해에 따르면, 우선 ⑴세속제는 3종의 세속

으로 설명되는데, 즉 ‘①개념설정․②인식․③ 시’라는 3종의 세

속과 순서 로 삼성의 계가 성립한다. 한편 ⑵승의제는 원성실

성에만 근거하는 것으로, 승의에는 ‘①진여․②열반․③도[제]’라

는 3종이 제시된다. 즉 3종의 승의와 원성실성의 계가 설정된

다. 특히 3종의 승의는 이미 袴谷(2001)가 지 하고 있듯이 ‘승의

(param rtha)’의 복합어에 한 분석에 의해서 3종으로 분류된 것

이다.37) 

한편 안혜의 주석에 의하면, ⑴세속제는 삼매에 들지 않은 智의 

상이기 때문에 혹은 識의 상이기 때문에 조 한 진실로 불려

지고, ⑵승의제는 삼매에 든 智의 상이기 때문에 혹은 智의 

상이기 때문에 미세한 진실로 불리는 것으로 해석된다.38) 

이와 같이 삼성과 이제의 계를 실천  의미로 설명하는 세친

이나 안혜의 견해에는 앞에서 살펴본 구사론 이나 석궤론 의 

설명방식과는 약간 상이한 요소가 발견된다. 즉 그것은 승의에 청

정세간지가 포함되는지 그 지 않은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다. 

그런데 이와 련하여 삼성과 이제의 계에서 주목되는 것은 

3종의 승의 가운데 하나인 도제가 ‘무 도의 완성태’라는 에

서 원성실성에 속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 이다. 이것은 아

비다르마경 이나 섭 승론 등에 원성실성의 특성으로 제시되는 

‘4종청정법’ 등 여러 교설들과의 긴 한 계를 암시하고 있다. 사

실 원성실성에 속하는 도제는 아비달마  입장에서는 유 법이면

서 무루법으로 설명되는데, 이것은 원성실성의 본질  구조나 의

타기성과 원성실성의 계, 그리고 삼성과 이제의 계에서 의타

37) Cf. 袴谷(2001) pp.692-707.

38) MVT[Y123,13-16] : tatr sam hitajñ naviṣayatv t saṃvṛtisatyam 

aud rikatattvaṃ / sam hitajñ naviṣayatv t para<38a1>m rthasatyaṃ 

sūkṣmatattvaṃ / atha v  vijñ naviṣayatv d aud rikaṃ / 

jñ naviṣayatv t sūkṣma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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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이 청정세간지의 상으로 설명되는 존재론  상 등을 해

명하는데 요한 열쇠가 되리라 본다. 왜냐하면 도제에 의해 의

가 일어나 열반에 이를 수 있고, 이 때 무분별지와 진여의 계도 

성립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한 더욱 자세한 논의는 별고

를 기하기로 한다.

Ⅴ. 맺는 말 

지 까지 유식학 의 존재론을 삼성과 이제의 계를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사실 삼성과 이제의 계는 인도불교사상사

에서 승불교의 양  산맥인 학 와 유식학 의 상호교섭과 

향사를 악하는 데 요한 실마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리사

 측면에서 삼성설을 통해 보살도의 여러 교설체계를 하나로 통

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유식학 의 입장이나 그 철학 ․실

천  의의를 체계 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토 가 된다는 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요컨  유식학 의 존재론의 형태와 그 사상사  의의는 앞에

서 논의한 삼성과 이제의 구조  계에 한 분석을 통해 다음

과 같이 정리된다. 

① 삼성설이 교설로 확립되기 이 에는 유식학 의 존재론은 ｢

진실의품｣의 <vastu>의 사상에서 확인된다. 이 때 <vastu>의 사

상은 가설의 기체나 의지처로서 <vastum tra>를 그 구조 내에 

설정하고 있는 이  구조로 악되는 에서 유식 인 이제설

로 이해된다.

② 삼성설이 교설로 확립된 이후에는 유식학 의 존재론은 유

식사상이 그 구조내에 도입되어 있느냐에 따라 두 단계로 구분된

다. 우선 첫 단계는 해심 경 의 삼상설이나 섭결택분 의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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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삼상설이나 삼성설의 구조 내에 유

식사상이 도입되지 않은 계로 그 교설 자체에 유식 인 이제설

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살도의 실천체계상 삼성설․삼

무성설이라는 이 인 설정이 필요했고, 한 삼성설의 구성요소 

간의 긴 한 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삼성설 자체가 

유식학 의 존재론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③ 한편, 두 번째 단계는 변론 의 삼성설에서 알 수 있는 바

와 같이 삼성설의 구조 내에 유식사상이 도입된 단계에서는 삼성

설의 구조 내에서 유식 인 이제설이 확인된다. 이 경우는 삼성설

과 이제의 계 속에서 유식학 의 존재론이 확인된다. 그것은 무

분별지와 진여의 계로서 드러난다고 본다. 

결국 유식학 의 존재론은 궁극 으로는 ‘입무상방편상’을 통한 

‘唯識無境’이나 ‘境識俱眠’의 단계에서 그 의의가 분명히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삼성설의 철학 ․실천  구조와 그 의의에 

한 더욱 자세한 논의는 별도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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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ructure of the Ontology of the Early 

Yog c ra-vijñ nav da and Its Significance: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Natures and the Two Truths

Kim, Jae Gweon

(Geumgang Univ.)

This paper purports to probe into the structure of the 

ontology of the early Yog c ra-vijñ nav da and its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Buddhist 

doctrin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natures and the two truths. It especially focuses 

on the understanding of the doctrinal and structural relation 

between the 'vastu' in the chapter of the Tattv rtha  in the 

Bodhisattva-bhūmi  and the 'abhūtaparikalpa' in the 

Madhy ntavibh ga. For these concepts are understood to 

have served as the prototypes of the theory of the three 

natures prior to the doctrinal systematization of the notion 

of vijñapti-m tra. This study is based upon the 

hermeneutical ground of the Tridharmacakra advanced at 

the end of the chapter of the niḥsvabh valakṣaṇa  in the 

Saṃdhinirmocanasūtra  and the hermeneutical stance of 

Vasubandhu put forward in the explanation of the theory of 

the two truths of the Yog c ra-vijñ nav da in his 

Vy khy yukti.

In fact, important clues for grasping the ontology of the 

Yog c ra-vijñ nav da can be found in the descriptions of 

hermeneutical points concerning the theory of the two 

truths advanced in the Abhidharmakośabh ṣya,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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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y khy yukti, the Tattv rtha, etc. Especially, the 

Yog c ra-vijñ nav da's interpretation of some passages of 

the Bhavasaṃkr ntisūtra  cited in the chapter of the 

Tattv rtha  suggests a structural parallel between the theory 

of the three natures and the theory of the two truths.

Accordingly, the study on the structure of the ontology 

of the early Yog c ra-vijñ nav d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natures and the two 

truths, might contribute considerably to the comprehension 

of the doctrinal systematization of the thought of the 

Yog c ra-vijñ nav da, including the philosophical and 

practical significance of the theory of the three natures as 

one of the three representative theories of this school.

Key words: Yog c ra-vijñ nav da, Bodhisattva-bhūmi, 

Tattv rtha, vastu, Madhy ntavibh ga, 

Vy khy yukti, niḥsvabh valakṣaṇa, the theory 

of the two truths, the theory of the three 

natures, Tridharmaca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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