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철학 제36집(2012.12), 129～161쪽

삼장가타 에 대한 규기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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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기는 그의 저서 장중추요에서 상견동종별종론에 이어 삼류경론

을 전개하고 있다. 상견동종별종론은 상분의 종자와 견분의 종자가 같

은가 다른가를 다루는 논의이고, 삼류경론은 이 논의의 성과를 기초로

해서 세 가지 대상의 규정을 다루는 논의이다. 삼류경론은 상견동종별

종론을 기초로 해서 전개되지만, 상견동종별종론이 식소변의 문제와 직

접적으로 관련되는 데 반해, 삼류경론은 대상의 유형들을 규정하는 문

제와 관련되어 있다. 상견동종별종론에 의거해서 볼 때 상분의 종자가

견분의 종자와 같다면 독영경이고, 다르다면 성경이고, 같기도 하고 다

르기도 하다면 대질경이다. 규기는 현장의 가타를 해석하면서 성류와

계계를 끌어들여 대상을 더 명료하게 규정할 수 있었다. 여기서 더 나

아가 또 삼류경 상호간을 결합해서 또는 성류와 계계와 종자 상호간을

결합해서 대상을 더 명료하게 규정할 수 있었고, 대상과 대상 간의 관

계를 더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기본적으로 상견동종

별종론에 기초해서 삼류경을 해석하는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상분을

중심으로 해서 대상의 유형들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한 대

상 내의 다양한 대상들의 차이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이로부터 대상의

다양한 유형들을 온전하게 파악하려면 다양한 견분들 및 이 견분들 간

의 관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알게 되었다.

Ⅰ. 서언

법상종은 중국의 유일한 인도불교의 학파였다. 중국에는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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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시피 이 학파 이외에도 삼론불교, 천태불교, 화엄불교, 선불교

등 중국인들이 창시한 중국불교가 있었다. 이 중교불교들을 연구

하는 전통이 한국과 일본에 줄기차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지만,

이에 반해 인도의 유식불교를 연구하는 전통은 한국과 중국의 경

우 그 맥이 일찍이 끊겼다. 중국은 19세기 말에 일본의 유식문헌

을 역수입해서 새롭게 간행한 후 계속해서 여러 관점에서 이 불

교를 연구해 왔고, 한국은 1970년대에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한 학자가 유식불교에 관한 책1)을 내놓은 후 서서히 이 불교를

인지하게 되었고 오늘날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중국의 유일한 인도불교의 학파인 법상종은 유식불교의 모든 경

전과 논서들을 연구하고, 이 불교의 초석이 되는 아비달마구사론
과 아비달마순정리론 같은 아비달마논서도 연구하는 학파였지
만, 무엇보다 이 학파가 중시하는 불교는 호법의 유식불교였다.

호법(護法, Dharmapāla, 530～561)의 유식불교는 인도와 티베트에

는 내려오지 않고, 동북아시아의 세 나라에 한문문헌으로 내려온

다. 유식불교 중에서 가장 치밀하고 가장 정확하다고 하는 호법

유식은 세친(世親, Vasubandhu, 320～400년경)의 유식삼십송
에 대한 주석서인 성유식론, 이 성유식론에 대한 주석서인 규
기(窺基, 632～682)의 성유식론술기와 성유식론장중추요, 혜소
(慧沼, 650～714)의 성유식론요의등, 지주(智周, 668～723)의 성
유식론연비를 거치면서, 또 규기의 법원의림장과 이에 대한 주
석서들을 거치면서 일본에서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

호법 유식은 현상을 주관성이 구성한 현상으로 보는 오늘날의

현상학과 유사한 면이 많다. 현대의 뛰어난 현상학자 케른이 유식

불교의 사분설에 관심을 보이고 현상학의 연구성과에 의존해서

이를 설명하는 논문을 제출한 것으로 보면2), 호법 유식은 국내외

현상학자를 비롯한 철학자들의 관심을 유발할 정도로 철학적인

요소가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 내려오는 호법

1) 김동화(1975). 유식철학.
2) Iso Kern(1988) pp. 28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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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식의 한문문헌 전통은 불교교학사의 정점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산스끄리뜨어나 티베트어로 된 다른 불교문

헌 못지 않게 중요하다. 나는 동북아시아의 유식 한문문헌의 중요

성을 자각하면서, 삼류경이 유식불교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주제

중의 하나라 생각하고 이를 연구하는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호법 유식의 전통에서는 사분설과 삼류경론을 ‘유식반학’(唯識

半學), 즉 이 주제들에 통달하면 유식학의 반을 연구한 셈과 다름

없다는 말이 전해져 오는데,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주제들은

유식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주제이다. 삼류경론은 식소변을 더 명료하게 확

정하기 위해 상분과 견분이 같은 종자에서 생하는가 다른 종자에

서 생하는가를 다루는 상견동종별종론에 기초해서 대상의 유형,

제법의 체를 규정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성경, 독영경, 대질경

이렇게 크게 대상이 셋으로 분류되기에 삼류경이라 하는데, 대상

을 셋으로 나누는 것이 삼류경론의 목적이 아니다. 규기는 이 세

부류의 대상들의 테두리 안에서 대상을 더 세분해서 대상에 다양

한 유형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시도한다. 그는 삼장가타

네 구를 분석하면서 이 작업을 하는데, 상견동종별종론에서 논의

되던 상분이 견분과 종자가 같은가 다른가 하는 문제를 수용하면

서 이를 성류(性類)와 계계(界繫)가 같은가 다른가의 문제로 확장

해서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그는 대상의 유형들을 규정해 간다.

이 논문에서는 규기의 글을 세세하게 있는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가 삼장가타 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이 과정

에서 규기가 삼장가타 를 해석하면서 얻은 성취가 무엇이고, 무

엇을 우리의 과제로 남겼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규기는

장중추요와 의림장에서 삼류경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 중 삼

장가타 를 1구에서 4구까지 설명해 가는 논서는 장중추요이다.
장중추요의 짧은 이 대목을 분석해 가는 과정에서 혜소(慧沼, 6
50～714)의 요의등과 이 요의등에 대한 주석서인 선주(善珠,

724～797)의 유식의등증명기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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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상견동종별종론과 삼장가타

1. 상견동종별종론

상분과 견분의 종자가 다른가 같은가를 다루는 상견동종별종론

(相見同種別種論) 은 유식삼십송의 제1송3)의 식소변(識所變)을

설명하는 술기의 한 대목에서4) 서술되기 때문에 이 논의는 식
소변과 관련해서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규기가 호법의

견해를 수용해서 이 변(變)을 설명하면서 ‘식체가 전변해서 상분

과 견분 2분과 유사하게 현현하는 것’이라 했을 때 이 전변과 현

현은 인연변(因緣變)인 경우도 있고 분별변(分別變)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분이 견분과 같은 종자에서 생하는가 아니면 다른 종자

에서 생하는가를 탐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식소변을 새

로운 관점에서 더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러면서 대상의 성격을 분

명하게 규정하려 하는 것이 이 논의의 본질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상은 식이 전변해서 나타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려 할 때,

우리를 늘 어려움에 마주치게 하는 것은 식 바깥에 대상이 실제

로 존재한다는 집착이다. 이 집착을 물리치고 식소변의 다양한 양

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제8식의 변현과 전7식의 변

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분과 견분의 종자가 같은가 다

3) 이와 관련된 유식삼십송 첫 송의 세 구는 “가(假)로 아와 법을 말하니
종종의 상들이 전전함이 있네. 저것들은 식이 변현한 것에

의지하네.”(由假說我法　有種種相轉 彼依識所變)이다. 成唯識論(TD 31) p.

1a. 　　

4) “변(變)이란 식체가 전변해서 2분과 유사하게 현현하는 것을

말한다.”(變謂識體轉似二分) 成唯識論(TD 31) p. 1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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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가를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다. 상분이 견분과 다른 종자

에서 생하는 지각의 경우도, 견분과 같은 종자에서 생하는 기억이

나 상상의 경우도 그 상분이 식체가 변현한 대상이란 점에서 똑

같기 때문이다.5) 이렇듯 지각이든 기억이나 상상이든 모두 대상

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 대상들의 차이를 대상이 실존하느냐 실존

하지 않느냐를 두고 판단할 때 식소변의 성격과 대상의 유형의

성격이 명료하게 드러나게 된다.

규기는 삼장가타 를 설명하기에 앞서 장중추요에서 견상동

종별종론을 언급한다. 규기에 따르면, 인도에는 견분과 상분이 같

은 종자에서 생한다고 주장하는 논사, 견분과 상분이 다른 종자에

서 생한다고 주장하는 논사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규기는 견

분과 상분이 다른 종자에서 생한다고 주장하는 논사가 있었다고

하면서도, 견분과 상분의 종자가 다른 경우도 있고 같은 경우도

있다는 논사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6) 그러면서 이 견해를 호법

의 정설이라 하면서 택하는데, 이는 물론 이미 술기에서 말했던
것이기도 하다.7) 견분과 상분이 같은 종자에서 생하는 경우도 있

5) 우리는 대상이 실존해야 지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기억과 상상 등에도 대상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대상이 실존한다는 것은

지각의 가능조건이 될 수 없다. Zahavi(2003) pp. 13-19.

6) “상분과 견분이 같은 종자에서 생하는가, 다른 종자에서 생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다. ① 어떤 논사는 “상분과 견분이 같은

종자에서 발생한다”고 말한다. 본질이 없는 경우, 영상상분과 견분은 같은

종자에서 발생한다. 본질이 있는 경우, 본질 또한 같은 종자에서 발생한다.

한 견분 종자가 현행을 발생할 때 세 법 곧 견분, 영상, 본질이 종자를

같이하기 때문이다.”(相見同種別種生者, 有二解. 有說, “相見同種生”.

謂無本質者, 影像相與見分同種生. 其有本質者, 本質亦同種生.

卽一見分種生現行時, 三法同一種故. 謂見影質.) ② 어떤 논사는 “상분과

견분은 다른 종자에서 발생한다”고 말한다. 본질과 견분은 반드시 다른

종자에서 발생한다. 영상상분은 견분 및 본질과 혹은 다른 종자에서

발생하고 혹은 같은 종자에서 발생한다. (有說, “相見別種生”者,

本質見分定別種生.) 成唯識論掌中樞要(TD 43) p. 610a.

7) “만약 상분과 견분이 각각 다른 종자라고 말한다면, 견분은 자체분이니

의용(義用)으로 이를 나눈 것이다. 그러므로 식체를 떠나 다시 (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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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른 종자에서 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주장을 채택하면서 규기

는 이 경우 호법의 학설을 따라서 계계(界繫)와 성류(性類)도 함께

고려해야 하고 이렇게 할 때 설정되는 기준에 따라 대상이 더 세

분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서 삼장가타 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를 해석하면서 대상의 유형을 세분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그의 의도를 미리 읽을 수 있다.

2. 삼장가타

삼장가타 (三藏伽陀)에서 삼장은 현장(玄奘, 602～664)을 가리

키고, 가타는 게송을 뜻한다. 규기의 스승 현장은 인도에 가서 호

법의 제자 계현(戒賢, Śīlabhadra, 529?～645?)한테서 유식의 교리

를 사사할 때 상견동종별종론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배우고, 돌아

와서는 올바른 견해를 한 게송에 담아 규기한테 전수했는데, 그것

이 삼장가타 로 불리어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다.8) 이 게송은 규

기의 장중추요 1권 말과 의림장 4권 말에 보이는데, 다음과

같다.

성경은 심을 따르지 않네. 독영경은 오직 견분만을 따르네.

대질경은 정(情)과 질(質)에 통하네. 성(性)과 종(種) 등이 각 경우에

따르네.

별도의 종자가 없다. 즉 하나의 식체가 전변해서 견분의 별도의 용과

유사하게 전전해서 생한다. 식체를 소의로 해서 상분의 종자가 전변해서

상분과 유사하게 생한다. (견분과 상분은) 작용이 다르기에 체성이 각각

다르다. 이것이 이치로 볼 때 더 뛰어나다.”(若言相見各別種者,

見是自體義用分之. 故離識體更無別種. 卽一識體轉似見分別用而生. 識爲所依,

轉相分種, 似相而起. 以作用別, 性各不同. 故相別種. 於理爲勝.)

成唯識論述記(TD 43) p. 241a.

8) 深浦正文(1972), p.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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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境不隨心　　獨影唯從見

帶質通情本　　性種等隨應

현장은 상견동종별종론에서 ‘상분과 견분은 다른 종자이다’ 할

때의 상분을 제1구에서 성경이란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고, ‘상분

과 견분은 같은 종자이다’ 할 때의 상분을 제2구에서 독영경이란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다. 제3구 ‘대질경은 정과 질에 통하네’에서

정(情)은 견분을, 질(質)은 상분을 가리킨다. 이 대질경의 전형적

인 예로 제7식의 견분이 제8식 견분을 연하는 경우를 드는 것으

로 보아, 정(情)은 망정(妄情)을 질(質)은 본질(本質)9)을 가리킨다

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대질경 개념이 제4구 ‘성과 종 등이 각

경우에 따르네’를 해석하면서 대상의 유형을 세분해 가는 과정에

서 새롭게 이해되기 때문에 정(情)은 견분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제4구의 성(性)은 선․불선․유부무기․무부무기와 같은 성

류를 가리키고, 종(種)은 종자를 가리킨다. ‘성과 종 등’에서 등(等)

은 견분과 상분이 각각 계계(界繫), 즉 3계(界) 또는 9지(地) 중 어

떤 계(界)나 지(地)에 계박되느냐, 이숙이냐 비이숙이냐10) 하는 것

을 가리킨다.

이렇게 대상은 성류, 종자, 계계를 기준으로 해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불수심(不隨心)이라 했으므로 성경은 성불수(性不

隨)․종불수(種不隨)․계불수(界不隨)에 의거해서 규정할 수 있고,

독영경은 유종견(唯從見)이라 했고 이 유종견은 곧 수심(隨心)을

의미하므로 독영경은 성수심(性隨心)․종수심(種隨心)․계수심(界

隨心)에 의거해서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대질경은 통정본(通情

本)이라 했으므로 역시 셋으로 나누어 성통정본(性通情本)․종통

정본(種通情本)․계통정본(界通情本)에 의거해서 규정할 수 있다.

9) 불교에서 말하는 본질(本質)은 서양철학의 Wesen(essence)의 번역어로

쓰이는 본질과 뜻이 다른 용어이다. 오히려 실존(Existenz, existence)과

뜻이 더 가깝다.

10) 아래에서 보겠지만 혜소가 이숙과 비이숙의 관점을 새로 덧붙여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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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삼장가타 에 대한 해석

1. 제1구에서 제3구까지

⑴ 제1구에 대한 해석-성경

제1구 성경불수심(性境不隨心)은 ‘성경은 심을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심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상견동종별종론에서는 ‘상분

의 종자는 견분의 종자와 다르다’는 말로 표현되었다. 종자에 한

정할 경우 상분의 종자는 견분의 종자와 다르다고 말하면 되었지

만, 여기서는 경을 셋으로 나누고 이렇게 경을 셋으로 나눌 수 있

는 기준이 종자에 한정될 수 없기 때문에 불수심(不隨心)이란 새

로운 용어를 끌어들인다. 상견동종별종론에서는 상분의 종자와 견

분의 종자가 같은가 다른가를 탐구했지만, 여기서는 대상의 유형

을 세분하기 위해 종자 이외에 계계와 성류로 대상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삼고 종자가 같은가 다른가의 문제를 심을 따르는가 따

르지 않는가의 문제로 보고 있다. 이제까지 종자를 기준으로 논의

해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먼저 성류와 계계를 기준으로 해서 서

술하고 있다.

규기는 상분과 견분은 다른 종자인 경우도 있고 같은 종자인

경우도 있다는 호법의 견해를 채택하면서 이를 확장하고 심화하

기 위해 삼장가타 를 해석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호법의 정의(正義)에 따르면, 본질과 영상 두 상분 그리고 견분 셋

이 셋은 3성(性), 종자, 계계 등이 반드시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각

경우에 따르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상분과 견분은 다른 종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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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다는 것이 이 논사의 정의(正義)이다.11)

이 언급에서 규기는 ‘각 경우에 따라 성, 종, 계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었을 텐데, 혜소는 이를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그런데 종자의 같고 다름에 더해서 다시 ① 종자는 다르지만 성류

가 견분과 같은 경우가 있다. 혹은 성류는 같지만 계계와 종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 ② 혹은 상분의 성(性)이 견분과 본질을 따르기에 성(性)

을 판별할 때 일정하지 않다. ③ 혹은 본질이 있다 할지라도 상분과

견분이 같은 종자에서 생하지 본질에서 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렇게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삼장법사는 한 송을 지어 이 구별을 나타

내어 (삼장가타를) 이르게 된 것이다.12)

혜소는 이렇게 이해하면서 삼장가타 로 넘어가기 전에 이 가

타의 순서대로 성경, 독영경, 대질경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성경

을 종자는 다르지만 성류가 견분과 같은 경우와, 성류는 같지만

계계와 종자는 다른 경우를 들어, 종자가 다른 경우가 계(界)를 넘

어서 성립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어 종자와 성류를 3계로 확장

하고 있다. 성류는 같지만 계계와 종자가 다른 경우의 예로 몸은

아래의 대지[下地]에 머물면서 위의 계[上界]의 천안과 천이를 연

하는 경우 능연인 제8식과 소연인 안근과 이근은 모두 무기성이

기 때문에 성류가 같고, 능연은 아래의 대지에 계박되어 있고 소

연은 위의 계에 계박되어 있기 때문에 계계가 다르다. 경(境)의

체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래서 다른 종자에서 생하는 것이기에 종

자가 다르다. 이처럼 혜소의 설명을 볼 때 상견동종별종론에서 같

11) 護法正義, 質影二相與見分三, 此三三性種子界繫等未要皆同. 隨所應故.

卽前所說相見別種是此正義. 成唯識論掌中樞要(TD 43) p. 620a.

12) 然同別種, 復有種別性與見同.　或復性同而繫種別.　或復相分性隨見質,

判性不定.　或雖有質, 相見同生, 不生本質. 由此不定故,

三藏法師以爲一頌顯此差別云... 成唯識論了義燈(TD 43) p. 67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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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종자와 다른 종자를 나누는 기준이 되었던 본질의 유무가 삼

류경 개념을 확정하기 위해 계계의 개념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제 규기의 해석을 보면 이 점이 확인될 텐데, 이

에 앞서 먼저 규기가 성경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보도록 하자.

먼저 삼장가타 의 첫째 구를 해석하면서 성경을 다음과 같이 정

의한다.

첫째는 성경이다. 진(眞)의 법체들을 성경이라 한다. 색은 진(眞)의

색이고 심은 실(實)의 심이다.13)

규기는 삼류경을 논하는 이 자리에서 성류와 계계를 명시적으

로 드러내어 경을 정의해 갈 것이기 때문에, 상견동종별종을 논할

때와는 달리 유체(有體) 또는 유본질(有本質)을 들어 설명하고 있

지 않다. 그러므로 그가 방금 성경을 정의한 대로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자면 혜소의 말을 들어 보아야 한다. 혜소는 규기의 이 정

의에 충실하게, 또 상견동별종론에서 종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논한 대로 이에 대해 설명한다.

무엇을 성경이라 이름하는가? 실(實)의 종자에서 생하고, 실의 체와

용이 있고, 능연의 심이 얻은 그 자상을 성경이라 이름한다. 가령 몸

이 욕계에 머물고 있을 때 제8식이 변현한 5진(塵)의 경이다. 실의 종

자에서 생하고 또 인연변이기에 성경이라 이름한다. 안 등 5식 및 이

와 함께하는 제6식 현량이 연할 때 경의 자상을 얻는데, 이 상분 또한

성경이다. 상분이 본질을 따르기 때문이다.14)

13) 一者性境. 諸眞法體名爲性境. 色是眞色, 心是實心. 成唯識論掌中樞要(TD 43)

p. 620a. “색은 진의 색이고 심은 실의 심이다”는 영략호현으로 표현된

문장이다. 그러므로 앞절의 진의 색은 진실의 색으로, 뒷절의 실의 심도

진실의 심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역문에서 진 또는 실은 진실의

줄임말로 쓰인다. 이 진실은 진리(truth)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의미의 실존(existence)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14) 何名性境? 從實種生, 實體用, 緣之心得彼自相, 名爲性境　

如身在欲界第八所變五塵之境. 以實種生復因緣變, 名爲性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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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소는 규기의 실(實)의 심, 실의 색을 실종소행(實種所生), 유실

체용(有實體用), 득경자상(得境自相)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실종소생이란 능생(能生)의 실의 종자에서 생하는

것이지 견분과 같은 종자인 가(假)의 종자에서 생하는 것이 아니

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유실체용이란 색과 심이 각각의 실체

(實體)15)가 있고, 색에는 질애(質礙) 심에는 연려(緣慮)라는 실용

(實用)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셋째 득경자상이란 제법의 자상

을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16)

진의 색이든 실의 심이든 진의 법체의 특징은 실(實)의 체와 용

이 있다는 점이다. 상분이 실의 체와 용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의

타기이기 때문이고, 또 견분은 견분대로 상분은 상분대로 실의 종

자에서 생하기 때문이다. 욕계에 한정할 경우 우리는 오로지 두

경우를 얻을 수 있다. 가령 안식이 색을 볼 때 색의 배경과 지평

을 이루는 제8식이 변출한 세계와, 안식이 변현하는 색, 그리고

이 촉발하는 색에 주의를 보내고 이를 초월해서 대상을 통각하는

제6의식의 작용 등이다. 색의 배경과 지평을 이루는 제8식이 변출

한 세계는 인연변이고, 전5식과 이와 함께하는 의식은 분별변이

다. 이 경우 인연변이든 분별변이든 그 대상은 자상(自相)이다. 전

5식과 이와 함께하는 제6의식은 항상 세계의 지평 속에서 일어나

기 때문에, 이 식의 대상들은 본질을 따른다.

성유식론에서 ‘식체가 전변해서 2분과 유사하게 나타난다’17)

고 할 때, 또는 ‘내식이 전변해서 외경과 유사하게 나타난다’18)고

眼等五識及俱第六現量緣時, 得境自相, 卽此相分亦是性境. 相從質故.

成唯識論了義燈(TD 43) p. 678a.

15) 실체는 실의 체이다. 용이 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실용이란 말을

쓰듯이 체가 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실체라는 말을 쓸 뿐이다.

서양철학에서 ‘substance'의 번역어로 실체라는 말을 쓰는데, 불교의

실체는 이 실체와 무관하다.

16) 深浦正文(1972) p.458-459.

17) 變謂識體轉似二分. 成唯識論(TD 31) p. 1ab. 호법 등의 학설이다.

18) 或復內識轉似外境. 成唯識論(TD 31) p. 1b. 난타, 친승 등의 학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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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이러한 의타기는 일차적으로 상분이 견분과 다른 종자인

실의 종자에서 생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

할 때 혜소는 규기의 생각을 더 명시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규기는 성경을 이렇게 정의하고 나서, 계계와 성류에 의거해서

가능한 경우들을 열거한다.

이 진실의 법은 심을 따라서 3성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①

가령 실의 5진(塵)은 오직 무기성일 뿐이다. 능연의 5식을 따라서 3성

에 통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또 심을 따라서 한 계(界)에 계박되는

일을 같이하지 않는다. ② 가령 제8식은 하나의 계에 계박되지만 소연

의 종자는 3계에 통한다. 몸이 아래의 계에 머물고 있으면서 2통(通)

을 일으킬 때 천안과 천이를 연하는 경우이다. ③ 몸이 위의 대지에

머물고 있을 때 안식과 이식 두 식이 욕계의 경을 보는 경우이다. ④

2선(禪) 이상에서 안식과 이식과 신식이 자기 대지의 경을 연하는 경

우이다. 식이 초선에 계박되어 있고 경은 자기 대지에 계박되어 있다.

이와 같은 부류들은 또 심을 따라서 한 종자에서 생하는 것이 아니다.

견분과 상분의 종자는 각각 체가 다르기 때문이다.19)

혜소는 나아가 ‘성경불수심’의 불수(不隨)를 네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는데 이 역시 규기의 예들을 이해하기 위한 방도이다.

이와 같은 상분에는 네 가지 따르지 않음[不隨]이 있다. 첫째 능

연을 따라서 선성이나 염오성을 같이하지 않는다. 둘째 능연을 따

라서 계에 계박되는 일을 같이하지 않는다. 셋째 능연을 따라서

종자를 같이해서 생하지 않는다. 넷째 능연을 따라서 이숙 등인

것이 아니다.20)

19) 此眞實法不定隨心三性不定. 如實五塵唯無記性. 不隨能緣五識通三性故.

亦不隨心同於一繫. 如第八識是一界繫, 所緣種子通三界繫. 身在下界起二通時,

緣天眼耳. 身在上地眼耳二識見欲界境. 二禪已上眼耳身識緣自地境. 識初禪繫,

境自地繫. 如是等類亦不隨心一種所生. 由見相種各別體故.

成唯識論掌中樞要(TD 43) p. 620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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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소가 나눈 불수(不隨)의 네 범주 중 첫 번째 범주인 성불수에

규기의 “실(實)의 5진(塵)은 오직 무기성일 뿐이다. 능연의 5식을

따라서 3성에 통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가 해당된다. 이 경우

실의 5진이란 색, 성, 향, 미, 촉이다. 이 경들은 전5식의 경들로서

제8식의 상분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업과(業果)이기 때

문에 무부무기이다. 그러므로 이 경들은 이를 연하는 안식 내지

신식은 제6식을 따라 선이나 불선 또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불수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5식이 무기인 경

우 경들도 무기이기 때문에 성불수가 성립하지 않는가 의문이 일

어날 수 있겠지만, 혜소는 무기성인 5식이 5진의 경을 연할 때 그

성류가 동일할지라도 상분과 견분이 각각 자성을 지키기 때문에

능연심을 따라 무기성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두 번째 범주인 계불수에 규기의 “제8식은 한 계에 계박되지만 소

연의 종자는 3계에 통한다”가 해당된다. 규기는 이렇게 이해된 계

불수의 예로 세 경우를 들고 있는데, 앞의 둘은 통과의 색, 뒤의

하나는 업과의 색이다. 이를 다시 적어 보면,

① 몸이 아래의 계에 머물고 있으면서 2통(通)을 일으킬 때 천안과

천이를 연하는 경우이다. ② 몸이 위의 대지에 머물고 있을 때 안식과

이식 두 식이 욕계의 경을 보는 경우이다. ③ 2禪 이상에서 안식과 이

식과 신식이 자기 대지의 경을 연하는 경우이다. 식이 초선에 계박되

어 있고 경은 자기 대지에 계박되어 있다.

이다. ①은 몸이 욕계에 머물면서 천안과 천이의 근을 연해서

욕계의 경을 보는 경우 또는 색계나 무색계의 경을 보는 경우일

것이다. 제8식은 욕계에 계박 또는 계속되어 있지만 천안과 천이

는 색계에 계박되어 있다. 다시 말해 규기가 뜻하는 바대로 말해

본다면, 제8식은 욕계 한 계에 계박되어 있지만 천안과 천이의 근

20) 如此相分有四不隨. 一不隨能緣同善染性. 二不從能緣同一界繫.

三不隨能緣同一種生. 四不隨能緣是異熟等.　成唯識論了義燈(TD 43) p. 67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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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의 종자는 이 제8식과 다른 계에 계박되어 있다. 욕계의 제8

식의 근의 종자와 색의 종자는 제8식과 같이 욕계에 계박되어 있

는 것을 이와 함께 고려해 보면, 근과 색의 종자는 하나의 계에

계박되지 않고 3계(界)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에서

제8식은 위의 대지에 계박되어 있지만, 안식과 이식의 소연은 욕

계의 경이므로 욕계에 계박되어 있다. ③에서 2선 이상의 대지에

서는 안식, 이식, 신식이 현행하지 않으므로 자기 대지[自地]의 경

을 연하려면 초선의 안식, 이식, 신식을 빌어 와야 한다. 이를 차

기식(借起識)이라 하는데 이 식은 초선의 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2

선의 경을 보게 된다. 따라서 안식, 이식, 신식은 초선에 계박되어

있지만 경은 2선에 계박되어 있어 식과 경은 종자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열거하고 나서 규기가 “이와 같은 부류들은 심을 따라

서 한 종자에서 생하는 것이 아니다. 견분과 상분의 종자가 각각

체를 달리하기 때문이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혜소와는 달리

종불수(種不隨)를 따로 두지 않는 것 같다. 규기는 그저 성경의 특

징 곧 상견별종을 계와 성을 끌어와서 강조하려 하고 있을 뿐이

다. 그런데 혜소가 종불수(種不隨)를 따로 두고 있는 것은 아마도

규기가 마지막 구 성종등수응(性種等隨應)을 논할 때 세 가지 수

응(隨應) 중 세 번째 범주 종동계부동(種同界不同)에서 종자가 견

분과 같은 경우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래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사실 이 종동계부동(種同界不同) 곧 ‘종자는 같고 계

는 같지 않다’는 위에서처럼 심왕과 심소 중 한 법을 택해 논할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종자가 견분을 따른다면 계(界) 역시 견분

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심왕과 심소를 일취(一聚)로 묶어 그 관

계를 논할 때 성립하는데, 가령 제8식의 심왕과 심소의 관계가 그

러하다. 제8식 심왕의 소연은 성경이지만 이와 상응하는 5변행심

소는 이 심왕과는 달리 업과가 아니기 때문에 독영경이다. 심왕과

심소는 화합사일(和合似一), 곧 화합해서 하나와 유사하게 나타나

지만 이 경우는 심왕과 심소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

하기 위해 세 가지 수응(隨應)을 논하는 자리에서는 종동계부동



삼장가타 에 대한 규기의 해석 ∙ 143

(種同界不同)을, 성경을 논하는 이 자리에서는 종불수(種不隨)를

두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사실 이렇게 규기도 혜소의 해석을

따르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성불수(性不隨)

와 계불수(界不隨)를 명시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종불수(種不隨)는

따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 규기는 이 자리에서 종자가 제8식과

는 달리 3계의 종자라는 것을, 실의 종자는 성류와 계계를 통해서

더 확장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⑵ 제2구에 대한 해석-독영경

독영경은 삼장가타 의 둘째 구를 해석하면서 이루어진다. 규

기는 삼장가타 의 “독영경은 오로지 견분을 따를 뿐이네”를 해

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성류, 계계, 종자가 모두 반드시 같기 때문이다. 가령 제6식이 거북

이의 털, 허공의 꽃, 석녀의 자식, 무위, 다른 계를 연할 때의 경들이

다. 이와 같은 부류들은 모두 심을 따르기에 별도의 체와 용이 없다.

가경(假境)에 속하기에 독영이라 한다.21)

독영경은 성경과는 달리 심과 경이, 곧 견분과 상분이 성류․계

계․종자가 모두 반드시 같다. 혜소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

한다.

제2구를 풀이한다. 능연심은 단지 상분을 단독으로 변현할 뿐이지

별도의 본질은 없다. 둘째 비록 본질이 있다 해도 그 상분은 본질에서

생하지 않는다. 그 본질은 불생법 등이기 때문이다. 이 상분들 및 제6

식이 제8식과 상응하는 5심소를 연해서 현현하는 상분은 단지 능연과

21) 性․繫․種子皆定同故.

如第六識緣龜毛․空花․石女․無爲․他界緣等所有諸境. 如是等類皆是隨心,

無別體用. 假境攝故, 名爲獨影. 成唯識論掌中樞要.(TD 43) p. 620b.



144 ∙ 印度哲學 제36집

동일한 종자에서 생하기 때문에 “독영경은 오직 견분에서 생할 뿐이

다”고 하는 것이다. 가령 독산의식이 허공의 꽃 및 무위 등을 연하는

경우이다. 모두 견분과 동일한 종자에서 생한다. … 허공의 꽃 등을

연하는, 이 영상들에는 네 가지의 견분을 따르는 일이 있다. 첫째 견

분을 따라서 선성이나 염오성을 같이하는 것이다. 둘째 계를 같이하는

것이다. 셋째 종자를 같이하는 것이다. 넷째 이숙 및 비이숙을 같이하

는 것이다. 본질에서 생하지 않고 단지 의식이 변현한 것이기 때문이

다. 이 상분은 능연심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 계계와 성류 등이다. 상

분을 거두어들여 견분을 따르게 하기 때문에 “독영경은 오직 견분을

따를 뿐이다.”고 하는 것이다.22)

성경의 경우 상분이 견분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성류․계계․

종자가 반드시 다르지 않아도 되었지만, 독영경의 경우 상분이 견

분을 따르기 때문에 성류․계계․종자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 규

기는 독영경의 예로 거북이의 털, 허공의 꽃, 석녀, 무위, 타계를

들고 있다. 모두 상분이 견분을 따르는 예이지만 성격이 다르다.

규기가 삼장가타 에 의존해서 삼류경론을 전개하는 목적은 대상

의 유형을 세분하려는 데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거북이의 털의 경우는 거북이가 물을 헤엄치고 다닐 때

몸이 수초로 덮여 있는데 이를 보고 거북이에 털이 났다고 착각

하는 경우이다. 이는 여기서는 들지 않고 있지만 토끼의 뿔의 예

와 동일하다. 쫑긋 솟은 토끼의 귀를 보고 토끼의 뿔로 오인하는

경우이다. 허공의 꽃은 예안을 앓고 있는 사람이 눈에 실밥 같이

끼여 있는 것을 보고 허공에 꽃이 피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이

다.23) 거북이의 털이 몸 바깥의 대상을 보고 다른 것으로 착각하

22) 釋第二句. 謂能緣心但獨變相, 無別本質. 第二, 雖有本質, 然彼相分不生本質.

以彼本質是不生法等. 此等相分及第六識緣第八識相應五數所現相分,

但與能緣同一種生故, 名獨影唯從見. 如獨意識緣彼空花及無爲等.

皆與見分同一種起. … 緣空華等此等影像有四從見. 一從見分同是善․染.

二同一界. 三同一種. 四同異熟及非異熟. 以不生本質但意識所變.

此之相分由能緣心, 是此界性等. 攝相從見故, 名獨影唯從見.(TD 43) p. 67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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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라면, 허공의 꽃은 몸 안의 대상을 보고 다른 것으로 착각

하는 경우이다. 이 둘은 이른바 법처소섭색24) 중의 하나인 변계소

기색25)이다. 변계소기색의 예로 보통 물 속의 달을 드는데 달은

하늘에 있는데 물에 비친 달을 보고 실제로 하늘에 있는 달로 알

고 좋아하며 이를 잡으려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 물속의

달의 성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물속의 달을 하늘에 떠 있는 달

로 오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북이의 털과 허공의 꽃이 다르듯

이, 이 둘과 물속의 달은 다르다. 거북이의 털과 허공의 꽃은 우리

가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물속의 달을 보며 떠

올린 하늘의 달은 우리가 현실에서 이미 경험한 것이고 또 앞으

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전자는 상상과, 후자는 기억과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규기가 세 번째로 들고 있는 석녀는 정확히는 석녀아 곧 석녀

의 자식일 것이다. 석녀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인데 자식이

있다고 했으니 이른바 둥근 사각형처럼 불가능한 대상이다. 앞의

세 경우는 인식론적인 문제이지만 이것은 논리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상분이 견분을 따르는 경우라고 말할 수 없다.26)

23) 예안은 산스끄리뜨의 timira, 예안을 앓고 있는 사람은 taimirika이다.

보통 눈을 많이 쓰는 사람이나 노쇠해 가는 사람한테 생기는 병이다.

눈에 실밥 같은 것이 끼여 있어서 눈동자를 움직일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를 파리나 허공의 꽃으로 착각한다. 실제로는 눈에 낀 실밥

같은 것이 움직이는 것인데 이를 파리로 착각하고 잡으려 하면 잡히지

않는다.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많이 인용된다.

24) 색처의 색이 아니라 법처에 속해 있는 색이라 해서 법처소섭색이라

한다. 법처소섭색은 변계소기색 이외에도 극형색, 극략색, 수소인색,

정자재소생색이 있다.

25) 변계소기색의 변계는 변계소집성 할 때의 변계가 아니다. 집착이 아니라

착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成唯識論了義燈(TD 43) p.

678b을 볼 것.

26) 이 경우 독영경은 모두 제6의식의 대상이다. 제6의식은 오구의식과

독두의식으로 대별되고, 5구의식은 다시 5동연의식과 5부동연의식으로,

독두의식은 다시 독산의식과 몽중의식으로 나누어진다. 독산의식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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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기가 네 번째로 들고 있는 무위는 이 경우 무분별지의 대상

인 진여가 아니다. 범부의 지(智)가 진여를 연하는 경우는 성자가

진여를 체득한 후 이를 설명하는 말을 듣거나 글을 보고서 이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범부의 지(智)가 사유해서 분별

한 것이기 때문에 무상하게 변하는 유루(有漏)의 법이지 상주하는

법이 아니다. 범부의 제6의식의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본질인

진여에 직접 의지하는 바가 없이 현출한 것이기 때문에 독영경이

다. 그러나 성자의 후득지가 진여를 연할 때는 진여라는 본질을

연해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대질경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는 논외로 해야 한다.

타계연은 이미 성경을 설명할 때 든 것처럼 욕계에서 태어나

상계의 천안과 천이로 욕계의 대상이나 상계의 대상을 지각하는

경우, 그리고 상계에서 태어나 천안과 천이로 욕계의 대상을 지각

하는 경우일 것이다. 규기는 성경에서 이 사례들을 열거할 때는

제8식이 천안과 천이를 연하는 경우였지만, 이 독영경을 말하는

자리에서는 안식과 이식이 욕계나 상계의 대상을 연하는 경우일

것이다. 이렇게 타계연을 이해한다면 요의등의 첫 번째 견해가
이 점을 확인해줄 것이다. 혜소는 몸이 상계에 머물면서 상계의

천안으로 욕계의 색을 연하는 경우를 들면서 올바른 두 가지 해

석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두 번째 견해는 타계연을 성경불수

심으로 보기 때문에 제외한다면 첫 번째 경우가 규기의 독영경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혜소는 상분이 견분을 따르는 것일 뿐 독

영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문] 예를 들어 몸이 위의 界에 머물면서 위의 界의 천안으로 욕계

의 색을 연하는 경우 이 색 상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① [답] 첫

째 논사가 이르길, 비록 독영경이 아닐지라도 또한 견분을 따른다. 그

몽중의식 같은 독기의식과 5후의식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의식마다

대상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여러 유형의 제6의식은

定胤(1928) pp. 12-13에 도표로 잘 정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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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定)의 색은 아래의 대지에서는 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지에 계박

되는 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견분을 따라서 계계를 같이하지만

종자를 같이하는 것은 아니다. [문]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자상의 경

을 연하는가? [답] 직접 본질에 장탁하는 것을 자성을 얻는 것이라 한

다. [문] 만약 그렇다면 후득지가 무위 등을 연하는 경우 상분과 견분

은 다를 것이다. [답] 비록 자성을 얻는다 해도 원래 (무위는) 불생(不

生)이기 때문이다.27)

혜소의 말대로 하면 타계연은 독영경이 아니다. 통과(通果)는

정지(定地)에서 얻는 과보인데 이는 정(定)의 색을 보는 견분을 따

르기 때문이다. 규기가 독영경은 계계, 성류, 종자를 모두 달리한

다고 말한 것과 어긋난다. 통과인 천안과 천이의 근으로 다른 계

의 경를 본다는 사실을 해석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을 이 두 논

사의 어긋남에서 확인할 수 있다.28)

⑶ 제3구에 대한 해석-대질경

규기는 삼장가타 의 제3구 ‘대질경은 정과 본에 통하네’의 예

로 제7식의 견분이 제8식의 본질을 연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셋째는 대질경이다. 이것은 영상에 실(實)의 본질이 있는 것을 말한

다. 가령 인위(因位)의 제7식이 변현한 상분은 본질을 따라서 무부무

기 등일 수 있고, 또한 견분을 따라서 유부무기에 속할 수도 있다. 또

본질의 종자를 따라서 생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한 견분의 종자를

따라서 생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뜻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29)

27) 問: 身在上界以上天眼緣欲界色, 此色相分爲何類收?　答一云, 雖非獨影,

相亦從見. 以彼定色不生於下. 地繫別故. 此從於見同一界繫, 非同一種.　若爾,

云何緣自相境耶?　答: 親杖本質, 名得自性.　若爾後得緣無爲等, 相見應別.　

答雖得自性. 元不生故. 成唯識論了義燈(TD 43) p. 678b.　

28) 통과의 색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定胤(1928)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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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경은 본질을 대(帶)하는 경(境)이란 뜻으로 이 대(帶)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협대(挾帶)와 대사(帶似; 變帶)이다. 협대는

능연과 소연이 서로 밀착해 있어서 서로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을

말하고, 대사는 이 경우 상분이 본질과 상사하게 나타는 것을 의

미한다. 협대는 무분별지가 진여를 협대한다 할 때처럼 대상화작

용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해서 쓰는 표현이고, 대사는 대상

화작용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상분을 가리키기 때문에, 무위진

여를 제외하는 성경, 독영경, 대질경에 다 쓸 수 있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대질경에 한정해서 쓰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30) 왜냐하

면 능연의 심이 본질을 지니면서도 그 자상을 띠지 않고 그저 본

질과 상사하게 나타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본질이 있다는 점에

서 본질이 없는 독영경과 다르고, 본질이 있는데도 그 자상을 얻

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성경과 다르다. 실종자에서 생하지만 실체

와 실용이 없다. 인연변과 분별변 두 변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

에, 규기는 ‘일정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제7식은 제8식을 연해서 항상 아(我)라고 집착하는 식이다. 제7

식은 제8식의 견분을 연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제8식의 견분을

상분으로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상분은 제7식을 따른다면 보면 인

위(因位)의 제7식은 유부무기이므로 유부무기가 되고, 제8식을 따

른다고 보면 제8식은 무부무기이므로 무부무기가 된다. 삼장가타

의 정은 망정으로 제7식의 견분을 가리키고, 질은 본질로 제8식

을 가리킨다. 제7식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지만 독영경이라 하지

않는 것은 제8식이 변현한 견분을 상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삼장가타 통정본에서 정이란 견분, 본이란 본질이므

로, 성·종·계 세 범주가 모두 정과 본 양자에 통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데, 그래서 성통정본, 종통정본, 계통정본을 상정할 수

29) 三者帶質之境. 謂此影像有實本質. 如因中第七所變相分,

得從本質是無覆無記等, 亦從見分是有覆所攝. 亦得說言從本質種生,

亦得說言從見分種生. 義不定故. 成唯識論掌中樞要(TD 43) p. 620b.　

30) 深浦正文(1972) p. 464 또는 深浦正文(1934) p. 15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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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첫째 성통정본이란, 경의 성류가 견분과 본질의 양자에 통

하는 것을 말한다. 제7식의 견분이 제8식의 견분을 연하는 경우

그 제7식의 상분은 제7식의 견분을 따를 때는 유부무기가 되고

이 식의 상분인 제8식의 견분을 따를 때는 무부무기가 된다. 둘째

종통정본이란, 이 경의 종자가 견분과 본질에 양자에 통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계통정본이란, 이 경의 계계가 견분과 본질 양자에

통하는 것을 말한다.

제3구를 풀이한다. 능연심이 소연경을 연할 때 장탁되는 본질이 있

긴 하나 자성을 얻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의 상분은 성류를 판별

할 때 일정하지 않으니, 혹은 능연심을 따르고 혹은 소연경을 따른다.

종자 또한 일정하지 않으니, 혹은 본질과 같은 종자이고 혹은 견분과

같은 종자이고 혹은 다른 종자이다. 이를 ‘대질경은 정과 질에 통하네’

라고 하는 것이다. 가령 제7식이 제8식의 견분을 연하는 경우, 상분을

거두어들여 견분을 따르게 하면 유부성이고 본질을 따르게 하면 무부

성이다.31)

대질경은 본질을 지닌다는 점에서는 독영경과 다르고 자성을

얻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성경이 아니었다. 제7식의 견분이 제8식

의 견분을 본질로 해서 나타나는 상분은 제7식의 견분을 따른다

면 유부무기이고 제8식의 본질을 따른다면 무부무기이다. 동일한

상분이 유부무기와 무부무기의 다른 두 종자에서 생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다. 한 종자에서는 한 법만이 생한다는 것이 유식불교

의 정설이기 때문이다. 한 찰나의 간격으로 견분과 같은 종자에서

생할 때는 독영경과 다르지 않을 터이고, 본질과 같은 종자에서

생하는 경우는 한 종자에서 연려(본질-제8식의 견분)와 비연려(제

7식의 상분)이 생한다는 모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상분

31) 解第三句. 謂能緣心緣所緣境, 有所杖質而不得自性. 此之相分判性不定,

或從能緣心, 或從所緣境. 種亦不定, 或質同種, 或見同種, 或復別種.

名帶質通情本. 如第七緣第八, 是攝相從見, 有覆性, 從質, 無覆性.

成唯識論了義燈(TD 43) p. 67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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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가 한 종자라는 것은 정칙이 아니라 의설(義說)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32)

⑷ 제4구

① 삼류경 상호간의 결합

상견동종별종론과는 달리 삼류경론의 목적은 대상의 유형을 크

게 셋으로 나누고 이를 점점 세분해 대상의 유형을 확정해 가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이미 규기가 성경을 정의할 때 종

자 이외에도 성류와 계계의 기준을 도입한 데서도 발견할 수 있

지만, 이 제4구를 분석하면서 대상을 삼류경이라는 큰 테두리 안

에서 세분하려고 노력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규기는 두 방법을

쓰고 있다. 하나는 성류․계계․종자 상호간의 결합에 의해 기준

을 정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세 부류의 경(境) 상호간의

결합에 의해 기준을 정하는 방법이다. 먼저 세 부류의 경 상호간

의 결합에 의해 경을 분류해서 이해하는 방식을 좇아가 보고, 이

어서 성류․계계․종자 상호간의 결합에 의해 분류해서 이해하는

방식을 따라가 보자.

규기는 둘을 묶어 판정하는 이합에 의거해서 세 유형의 대상을

들고 있다. 첫째는 성경과 독영경, 둘째는 성경과 대질경, 셋째는

독영경과 대질경이다. 결합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실제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성과 종자 등은 각 경우에 따른다”란, -- ‘각 경우에 따른다’란 일

정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첫째, 세 가지 경을 (각각) 보여주는 것이다.

심취가 생할 때 오직 하나가 있는 경우가 있고, 둘씩 합하는 경우가

있고, 셋이 모두 합하는 경우가 있다. 하나가 있는 경우란, 앞에서 말

32) 深浦正文(1972) pp. 46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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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와 같다. 둘씩 합하는 경우가 있다란, 가령 제8식이 자기 대지의

산경을 연하는 경우 심왕의 소연은 최초의 성경이고 심소의 소연은

독영경이다. 5식의 소연이 자기 대지의 5진인 경우 이는 최초의 성경

이고 또한 대질경이라 말할 수도 있다. 6식이 과거의 미래의 5온을 연

하는 경우 독영경일 수 있고 또한 대질경이라 말할 수도 있다. 종자를

훈성하고 본질에서 생하기 때문이다. 셋이 모두 합하는 경우가 있다

란, 인위의 제8식이 정과(定果)의 색을 연하는 경우 심소의 소연은 독

영경이고 심왕의 소연은 실(實)의 성경이고, 또한 대질경이라 말할 수

도 있다. 제6식이 변현한 정과의 색을 본질로 하기 때문이다.33)

대상을 삼류경 각각에 의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합과 삼합에

도 의거하는 이유는 규기의 말대로 하면 제법의 체를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대상을 더 명료하게 규정하고 세분하기 위해서이다.

단일, 이합, 삼합에 의거해서 다양한 대상들이 열거된다. 이 중

단일의 경우는 삼류경 각각이 다른 대상과의 관계없이 이해되는

것을 말한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성경의 경우는 가령 제8식이 자

기 대지의 산경(散境)을 연하는 경우이고, 독영경의 경우는 제6식

이 거북이의 털과 같은 무법(無法)을 연하는 경우이고, 대질경의

경우는 제7식이 제8식을 연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단일만을 내세

우면 각 대상 안에서 차이, 대상과 대상 사이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성경이라 하더라도 제8식이 변현한 대상과 전5식

이 변현한 대상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제8식이 변현한 대상은 본

질이 없지만 전5식이 변현한 대상은 제8식이 변현한 대상을 본질

로 하기 때문이다. 이 두 성경의 차이를 드러내려면 한 대상이 갖

는 또 다른 대상의 성격을 보여주어야 한다.

33) 性種等隨應者: 隨應是不定義. 有二隨應. 一者, 義顯三境. 諸心聚生, 有唯有一,

有二二合, 有三同聚.　① 有一者, 如前已說　② 有二合者,

如第八識緣自地散境, 心王所緣是初性境, 心所所緣是獨影境.

五識所緣自地五塵, 是初性境, 亦得說是帶質之境. 如第六識緣過․未五蘊,

得是獨影, 亦得說是帶質之境. 熏成種子生本質故. ③ 有三合者,

如因第八緣定果色, 心所所緣唯是獨影, 心王所緣是實性境, 亦得說爲帶質之境.

第六所變定果之色爲本質故. 成唯識論掌中樞要(TD 43) p. 6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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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합은 삼류경 중의 두 경을 합해서 이해하는 경우이다. 삼류경

을 둘씩 결합해 보면, 성경이자 독영경, 성경이자 대질경, 독영경

이자 대질경 이 세 가지 경우가 나온다. 첫째 성경이자 독영경의

경우로 규기는 제8식이 자기 대지의 산경(散境)을 연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 경우 심왕의 소연은 성경이고 심소의 소연은 독영

경이다. 자기 대지의 경이라 해도 되는데 굳이 산(散)을 넣어 산

위(散位)의 경이라 하는 이유는 제8식이 정위(定位)의 제6식이 변

현한 경을 연하는 경우와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촉(觸), 작의(作

意), 수(受), 상(想), 사(思) 5변행심소는 심이 일어날 때 항상 함께

일어나는 심소이므로 제8식과도 상응한다. 그런데 제8식과 상응하

는 5변행심소의 상분은 전5식과 이와 함께하는 제6의식이 일어날

때의 상분과는 달리 성경이라 말할 수 없다. 제8식이 자기 대지의

산경을 연하는 경우 심왕의 경은 인연변이기에 성경이지만, 제8식

의 심과 상응하는 5변행심소의 경은 독영경이다. 이 경우 심왕과

심소의 상분은 체를 달리하기에 일취(一聚)로 합해서 논할 수 있

다. 제8식 심왕은 총보의 과체(果體)이지만 이와 상응하는 심소는

그렇지 않다. 심왕은 이숙인이 초감(招感)한 것으로 무본질이고

타인이 변현한 것을 소소연연으로 해서 실경(實境)을 변현할 수

있지만, 심소는 본질에 의탁하지 않고서는 실경을 변현할 수가 없

다. 일취(一聚)의 심왕과 심소는 화합사일하기 때문에 서로 소연

이 되지 않으므로 제8식이 변현한 것을 본질로 할 수도 없다. 만

약 제8식이 변현한 것을 본질로 해서 심소도 실경을 변현할 수 있

다고 한다면 심소가 변현한 것은 심왕이 변현한 것과 동등하게

되어 한 유정에 여섯 체가 있다는 모순이 빠지게 된다.34)

둘째 성경과 대질경의 이합의 경우인데, 규기는 전5식이 자기

대지의 5경을 연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5

식의 대상이 성경인 이유는 본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5

식이 제8식이 변출한 본질을 상분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면 대질

34) 深浦正文(1972) pp. 472. 註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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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기도 하다. 성경이면서 제8식의 상분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이는 제8심왕의 상분이 본질에 의지하지 않고 현현하는 것과 다

르다. 제8심왕의 견분은 다른 유정이 변현한 것을 소소연연으로

해서 변현하는 것이기에, 즉 인연변이어서 본질이 없기에 본질에

의지할 수 없다. 의지한다고 한다면 다른 유정이 변현한 것에 의

지하는 것이지 스스로 변현한 것에 의지하는 것일 수는 없다.

셋째 독영경과 대질경 이합의 경우는 제6식이 과거와 미래의 5

온(蘊)을 연하는 경우이다. 제6의식이 전5식이 이미 지각한 대상

을 기억하거나 기대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이미 지나간 대

상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대상이기에 독영경이지만, 이 대상들이

이미 경험한 지각과 지각대상을 지반으로 하기에 대질경이다. 선

행하는 지각과 지각대상이 없다면 우리는 기억할 수도 기대할 수

도 없기 때문이다.

삼합의 경우로 넘어가기 전에 이러한 결합의 타당성을 짚어보

도록 하자. 성경과 독영경, 성경과 대질경 이렇게 성경을 독영경

과 대질경에 의거해서 나누게 될 때 우리는 본질이 있는 성경과

본질이 없는 성경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이 이합들은 대상을 세

분하는 일정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성경과 대질경, 독영

경과 대질경 이 이합들에서 대질경의 타당성이 분명하지 않다. 앞

의 대질경은 성경을 성경이게 하는 지반이지만, 뒤의 대질경은 독

영경을 독영경이게 하는 지반이 아니고 또 그럴 수도 없다. 이 범

주가 타당성을 얻으려면 규기가 예로 들고 있는 기억과 기대의

대상이 대질경이 없는 독영경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

야 한다. 간단히 말해 독영경에 대질경이 지반으로서 역할을 하려

면 대질경이 지반이 되지 않는 경우를 들어야 한다. 독영경이자

대질경인 예로 규기는 제6의식이 과거와 미래의 경을 연하는 경

우를 드는데, 이는 단일의 경우에 독영경을 논할 때 들지 않았던

예이다. 과거의 대상을 기억하고 미래의 대상을 기대하는 작용은

지금 지각이 없다는 믿음과 관련이 있지만35), 거북이의 털이나 토

끼의 뿔을 지각하는 작용은 그렇지 않다. 거북이 등에 덮인 수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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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보고 털을 보거나 토끼의 귀를 보면서 뿔을 보는 일 등은 지

금 지각이 있다고 하는 믿음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차이가 있지

만 성경과 대질경, 독영경과 대질경 같은 이합들로는 이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독영경이자 대질경 이 2합의 타당성이 충

분히 서술되고 있지 않다. 본질에 의지하지 않는 제8식의 심소가

독영경인 경우와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독영경의 상

이한 여러 예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더구나 석녀의 자

식의 경우는 순수하게 논리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대질경을 수반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성경이자 독영경이자 대질경인 3합의 경우로, 규기는 제8

식이 정과색(定果色)을 연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정과색 제6식의

정(定)의 세력에 의해 형성되는 색이다. 이 경우 심소의 소연은

독영경이고, 심왕의 소연은 성경이자 대질경이다. 제8식은 제6식

에 의해 형성된 색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전5식이 제8식이 변현

한 색을 본질로 하기에 성경이자 대질경이라 하듯이, 이 또한 성

경이자 대질경이다. 제8식의 심소 곧 5변행심소는 업과(業果)가

아니어서 독영경이듯이 이 경우는 정과(定果)가 아니기 때문에 독

영경이다.

② 성류와 계계와 종자 상호간의 결합

성경을 서술할 때 그랬던 것처럼 규기는 이 결합에서 성류와

계계를 끌어들이면서 동이관계를 논한다.

둘째 또 “성과 종자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른다”란, -- 위의 세 가

지 경이 각 경우에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① 혹은 성이 같

다 할지라도 계박과 종자는 같지 않다. 예를 들어 몸이 아래의 대지에

머물면서 위의 계의 천안과 천이를 연하는 경우이다. ② 혹은 계박이

같다 할지라도 성과 종자는 같지 않다. 예를 들어 5식이 자기 界의 5

35) Shaun Gallagher and Dan Zahavi(2008) p. 31.



삼장가타 에 대한 규기의 해석 ∙ 155

진을 연하는 경우이다. ③ 혹은 종자가 같다 할지라도 계박이 같지 않

다. 聚에 의거해서 논한다면 (같음이) 있고 한 법에 의거해서 논한다

면 (같음이) 없다. 가령 제8식취의 심소의 소연은 견분과 종자가 같고

심왕의 소연은 계박이 같지 않다. 둘이 합하고 셋이 합하는 일도 생각

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한 송으로써 제법의 체가 결정된다.36)

첫째 성류는 같지만 계계와 종자는 다른 경우[性同繫種不同], 둘

째 계계는 같지만 성류와 종자는 다른 경우[界同性種不同]. 셋째

종자는 같지만 계계가 다른 경우[種同繫不同]이다. 첫째 성류는 같

지만 계계와 종자가 다른 경우로 규기는 하지의 제8식이 상계의

천안과 천이를 연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제8식은 무부무기이고

천안과 천이도 상계의 제8식이 변출한 것으로 무부무기이지만, 제

8식은 욕계에 계박되어 있고 천안과 천이는 상계에 계박되어 있

으므로 계(界)가 다르고, 제8식의 견분은 견분의 종자에서 천안과

천이는 상계의 제8식이 변위한 것이므로 다른 상분의 종자에서

생하므로 각각 다르다. 둘째 계계는 같지만 성류와 종자가 다른

경우로 규기는 전5식이 자계(自界)의 5진(塵)을 연하는 경우를 들

고 있다. 이는 욕계의 전5식이 욕계의 5진을 연하는 경우일 터인

데, 앞의 성경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전5식은 제8식이 변출한 경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견분과는 다른 종자에서 생하고, 전5식은

선․악․무기에 통하지만 5경은 오로지 무부무기이므로 견분과

성류가 다르다. 계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욕계에 태어

나서 상계의 천안과 천이를 얻는 경우가 있고, 상계에 태어나서

욕계를 보는 경우 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종자는 같지만 계계

가 다른 경우로 규기는 이는 취(聚)에 의거해서 논할 때는 있지만

한 법(法)에 의거해서 논할 때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제8식 심취

36) 二者, 又性種等隨應者: 顯上三境隨其所應. 或性雖同而繫種不同.

如在下地緣上界天眼耳. 或繫雖同性種不同. 如五識緣自界五塵.

種雖同而繫不同. 約聚論之卽有, 一法論之卽無. 如第八識聚心所所緣與見同種,

心王所緣而繫不同. 二合三合思准可知. 以此一頌定諸法體.

成唯識論掌中樞要(TD 43) p. 6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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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聚)가 자지(自地)의 5경을 연하든 상계(上界)의 천안과 천이를

연하든 심소의 경은 견분을 따르기에 종자가 같겠지만, 계계는 다

르다. 성류가 다르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말했듯이 제8식의 견분

도 무무무기이고 상분인 천안과 천이도 무부무기이기 때문에 계

계가 다르다고 말했을 뿐 성류가 다르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Ⅳ. 결어

규기는 장중추요에서 상분과 견분이 같은 종자인가 다른 종
자인가를 다루는 상견동종별종론과 대상을 셋으로 분류해서 규정

하는 삼류경론을 전개하고 있다. 애초에 상견동종별종론은 상분과

견분의 관계를 다루면서 식소변을 명료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

었지만, 이 논의를 기초로 해서 작성된 삼장가타 에서 세 부류의

경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기는 이 가타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대상의 유형 또는 제법의 체를 세분해서 결정하려고 시도했다. 이

는 규기가 성경을 규정할 때 드는 예로 보아 알 수 있다. 규기는

상견동종별종론을 논할 때와는 달리 제1구 성경불수심(性境不隨

心)을 해석할 때 상견별종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는 전5식이

대상을 연하는 경우를 들고 있긴 하지만, 상견동종별종론을 논할

때와는 달리 상분의 본질 유무를 문제삼지 않고 성류나 계계의

동이를 문제삼는다. 성경을 정의하는 대목의 마지막 문장에서 “이

와 같은 류는 심을 따라 한 종자에서 생하는 것이 아니다. 견분과

상분의 종자는 각각 체가 다르기 때문이다.”고 하며 마무리짓고

있어 상견동종별종론을 이어받아 상견동별종의 문제를 다루고 있

는 것 같지만, 삼장가타 를 해석하는 마지막 부분에서“이 한 송

으로 제법의 체를 결정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규기의 관심

은 식소변보다는 대상의 유형을 세분해서 결정하는 일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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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제법의 체를 결정하는 문제였기에 규기

는 삼장가타 의 마지막 구가 ‘성과 종 등이 각 경우에 따른다’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류나 계계의 상호관계를 먼저 고려하

지 않고 삼류경 상호간의 관계를 먼저 분석했던 것이다.

대상의 유형을 세분해서 규정하는 그의 시도는 성경과 독영경,

성경과 대질경의 결합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성경과

대질경의 결합에서는 제8식의 심왕과 심소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심소는 심왕과 화합사일(和合似一)하기에 심

왕과 성류․종자․계계 모든 범주에 있어서 동일한 성격을 갖는

것이지만, 제8식의 경우는 심왕은 성경이고 심소는 독영경인 차이

가 있다. 둘째 성경과 대질경의 결합에서는 두 가지 성경의 차이

를 분명하게 인지하게 해주었다. 가령 제8식이 자기 대지의 산경

을 연하는 경우와 전5식이 5경을 연하는 경우 대상은 모두 성경

이지만, 제8식의 대상은 본질이 없고 전5식의 대상은 제8식이 변

현한 것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상을 세분해서 대상의 유형을 확정지으려는 이러한

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두 가지만 지적해 보면, 첫

째, 삼장가타 의 제3구 대질통정본(帶質通情本)을 해석할 때의 대

질경과 제4구 대상 상호간을 결합해서 대상을 이해할 때의 대질

경은 다르다는 점이다. 앞의 대질경은 정(情)과 질(質)에 통하는

대질경이지만 뒤의 대질경은 정과 질에 통하지 않는 대질경이다.

다시 말해서 앞의 대질경은 한 경의 두 가지 성격을 같이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뒤의 대질경은 성경이 성경으로

서, 독영경이 독영경으로서 성립할 수밖에 없는 지반이 되는 것이

다. 이렇게 대질경의 의미가 바뀔 수 있는 것은 이미 대질경의 의

미가 의설(義說)이기 때문인데, 규기는 이 점을 알아차리지 못하

고 이러한 특수한 의미의 대질경을 넘어 일반적인 의미의 대질경

로 확장해서 이를 적용하고 있었다. 다시 예를 들어 말하면, 제7

식의 견분이 제8식의 본질을 연할 때의 상분인 대질경의 의미와,

제6식이 과거와 미래의 대상을 연할 때의 상분인 대질경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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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5식이 자기 대지의 대상을 연할 때의 상분인 대질경의 의미는

분명히 다른 데도 규기는 이를 규명하고 있지 않다. 둘째,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이를 결합해서 세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

을 수밖에 없었다. 세 부류로 대상을 나누고 이것들을 결합하는

방식에 의해서 대상을 세분하는 것은 성경을 나누는 데는 설사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독영경을 나누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거북이의 털, 허공의 꽃, 과거와 미래의 대상은 모두 단일

에 의거할 때 독영경이고, 두 부류 대상의 결합에 의거할 때는 독

영경이자 대질경이지만, 이 대상의 결합방식에 의해서도 성류와

종자와 계계의 결합방식에 의거해서도 이 차이가 설명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특히 석녀의 자식의 경우는 순수하게 논리학적이기

때문에 다른 독영경과 같은 수준에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

니다. 거북이의 털과 허공의 꽃은 인식론적 문제를 담고 있지만,

석녀의 자식은 논리학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 대상을 세분하기 위

해 끌어들여온 계계와 성류도 이 대상들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

다. 성류와 계계의 범주를 끌어들여 대상을 세분하려는 그의 노력

은 무엇보다 이 독영경에 대한 분석에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물론 이러한 한계는 이미 상분 중심으로 종자의 동별

을 논하는 상견동종별종론에 나타나는 것이기에 그 울타리 안에

서 삼류경론을 전개하고 있었던 규기가 넘어설 수 있는 한계는

아니었다. 어쨌든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잠정적인 결론이지만, 대

상[상분]의 분류에서 작용[견분]의 분류 및 작용 상호 간의 관계

에 대한 분석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규기의 성취를

계승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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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uigi's Interpretation on Hyunjang's Gāthā

Park, In Sung

Dongguk University

In his treatise named 掌中樞要, Kyugi(窺基) is

interpreting the three types of objects according to the

Hyunjang(玄獎)'s Gāthā. This theory of three types of

objects are closely related to the theory of whether the

object's seed(種子) is identical with or different from the

act's seed. When the object's seed is different from the

act's seed, the object is the real(or existent) one(性境).

When the object's seed is identical with the act's seed, the

object is the empty (or nonexistent) one(獨影境). When the

object's seed is both identical with and different from the

act's seed, the object is the object with reality(帶質境). The

theory of whether the object's seed is identical with or

different from the act's seed is closely linked to the

transformation and manifestation of the consciousness, and

the theory of three types of objects to the determination of

various ones. In order to determine various objects, Kyugi

is trying to apply to the analysis of the object the other

concepts such as the ethical feature[性] and the belonging to

the sphere[界繫]. With the help of these concepts he is

attempting to divide and subdivide the various kinds of

objects. He succeeds in determining the various types of

objects more clearly in terms of the combination of each

type of the object and the connection of the ethical feature,

the belonging to the sphere, and seed. However, he is not

able to apprehend the difference between a variety of



삼장가타 에 대한 규기의 해석 ∙ 161

objects since he proceeds to interpret the three types of

objects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the object's seed. This

shows that it is neccesary to take note of the various ac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cts.

Keywords : the real(or existent) object, the empty(or

nonexistent) object, the object with reality, the

ethical features, the belonging to the realm,

s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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