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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유가행파의 <입무상방편상>(asallakṣaṇānupraveśopāyalakṣaṇa)

은 유가사들(yogācārāḥ)이 지관수행의 실천을 통해 이취(소취․능취)가

소멸되어 법계를 직접적으로 체득하는 방법(견도)을 이론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는 삼성설, 보살도 등의 이론적․실천적 체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특히 <입무상방편상>의 용어가 최초로 언급되는 중변분별론의 기
술을 살펴보면, 세친석이나 안혜의 주석을 통해 삼성의 사상적 기반인

허망분별의 토대위에서 ‘유식관과 5도의 체계’가 통합적으로 결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입무상방편상>은 대승장엄경론
에서 5유가지(pañcayogabhūmi)나 5도(pañcamārga) 의 체계 중 4선근
위와 관련하여 가행도의 핵심구조로서 확립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입무상방편상>의 핵심인 이취(소취․능취)의 구

조에 주목하여, 반야경의 언어관이 ‘4심사․4여실변지’와 유식의 개념
확립 등과 관련하여 초기 유가행파의 수행도 체계에 계승․반영되는 양

상을 사상사적으로 재검토한 것이다.

이를 통해 반야경의 비실재적 언어관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보살
지 제4장 진실의품 의 ‘4심사․4여실변지’는 여리작의로서 보살도의

실천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나아가 유식관의 확립과

더불어 <입무상방편상>의 구체적 실천 내용으로서 4선근위의 체계 안

에 포섭되어 5도․5유가지의 수행도에 도입되어 있음을 검증한 것이다.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1025212).

** 김재권 :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초빙연구원. marineco4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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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최근에 필자는 유식사상사에서 삼성설, 알라야식설, 유식성, 보

살도(수행도) 등의 주요 이론이나 개념들이 형성되고 변천해가는

양상에 주목하여, 삼성설을 중심으로 유식의 구조에 관련된 사상

사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유가행파의 소의경론인 최초기의 유가사지론(이하, 유가론),
해심밀경의 삼성설이나 알라야식, 보살도, 유식성 등에 관련된

기술들은 중․후기의 중변분별론(이하, 중변론), 섭대승론(이
하, 섭론) 등과 비교․검토해 보면, 일찍이 슈미트하우젠(Schmith

ausen, 1969)이나 스구로 신죠(勝呂信靜,　1985․1987) 등이 지적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삼성설이나 알라야식 등의 주요 개념이 역

사적으로 형성되고 변천해가는 양상의 일면을 드러낸다.1)

일반적으로 유식(vijñaptimātra, 唯識)이란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 세계는 단지 마음의 표상에 지나지 않고, 외계의 사물은 마음

의 표상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설명된다. 유식

의 개념은 해심밀경 분별유가품 (이하, 분별유가품)의 기술에

서 드러나듯이 유가행의 실천적 체험에 근거하여 성립된 것으

로2), 이는 허망분별과 진여(공성)라는 세속과 승의의 진리차원에

쌍방향으로 가로 놓여 있는 매우 독특한 사상이다.3)

<입무상방편상>(asallakṣaṇānupraveśopāyalakṣaṇa)은 이러한

1) Schmithausen(1969) p. 823 ; 勝呂信靜(1985) pp. 1-17, 勝呂信靜(1987) pp.

441-466.

2) SNS(L90,33-91,5) ; 해심밀경 698a27-b2.
3) 중변론은 허망분별에 근거한 삼성의 구조 내에서 세속에서 승의로의
전환, 즉 유식성의 획득에 기반 한 <입무상방편상>과 관련된 삼성의

전환구조가 제시된다. 더욱 자세한 것은 김재권(2008b) pp. 112-115,

김재권(2009a) pp. 122-124의 논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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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식의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 <입무상방편상>은 유가사들(yogā

cārāḥ)이 지관수행의 실천을 통해 이취(소취․능취)가 소멸되어

법계를 직접적으로 체득하는 방법(견도)을 이론적으로 제시한 것

으로, 이는 삼성설, 보살도 등의 이론적․실천적 체계와 매우 밀

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특히 <입무상방편상>의 용어가 최초로 언급되는 중변론의
기술을 살펴보면, 세친석이나 안혜의 주석을 통해 삼성의 사상적

기반인 허망분별의 토대위에서 ‘유식관과 5도의 체계’가 통합적으

로 결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입무상방편상>은 하야시마(早島理, 1974)를 비롯한, 호

토리(阿理生, 1976)와 효도(兵藤一夫, 1995) 등이 이미 지적하고 있

는 바와 같이, 대승장엄경론(이하, 장엄론)에서 5유가지(pañcay
ogabhūmi)나 5도(pañcamārga) 의 체계 중 4선근과 관련하여 가

행도의 핵심구조로서 확립된다.4)

따라서 이 논문은 본 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의 성과들을 비

판적으로 검토한 후, 유가행의 실천구조를 가장 핵심적으로 제시

하고 있는 <입무상방편상>의 구조를 사상사적으로 살펴볼 것이

다.

특히 이 때 <입무상방편상>의 핵심인 이취(소취․능취)의 구조

에 주목하여, 반야경의 언어관이 ‘4심사․4여실변지’와 유식의

개념 확립 등과 관련하여 초기 유가행파의 수행도 체계에 계승․

반영되는 양상을 재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유가행파가 미혹을

여의고 깨달음으로의 전환(轉迷開悟), 즉 유식성의 획득을 천명하

고 있는 유식의 사상 구조가 이론적․실천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

도 입체적으로 조망되리라 본다.

4) 早島理(1974) pp. 108-117 ; 兵藤一夫(1995) pp.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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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초기 유가행파의 <입무상방편상>과 관련한 선구적인 연구로는

하야시마 오사무(早島理,　1974)의 연구를 비롯하여 호토리 리쇼

(阿理生, 1976)와 효도 카즈오(兵藤一夫, 1995) 등이 있다. 이와 관

련한 최근의 연구로는 미호노 히데히코(美穂野英彦, 2002), 안성두

(2003), 그리고 김성철(2004a)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하야시마(1974)는 무착의 섭론에 이르러 여리작의에 포
섭되는 <입무상방편상>을 근본구조로 두 계통의 흐름을 종합하

여, 보살도의 체계가 집대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그는 ⑴ 여리

작의(yoniśomanaskāra)를 실천하여, ‘소취․능취의 무소득지를 얻

는다’는 분별유가론에서 현양성교론․대승아비달마집론(이
하, 집론)으로 전개되는 古계통과, ⑵ ⑴의 사상을 계승하면서도,

‘법계의 철학’에 근거하여 <입무상방편상→法界直証→10지>인 보

살도의 체계를 새롭게 제시한 중변론․장엄론의 두 계통이 
섭론에서 종합적으로 집대성되었다는 논의는 시사하는 바가 크

다.5)

호토리(1976)는 유식관과 4선근 체계의 결합방식에 따라 유식

의 논서들을 3종으로 분류하여 단계별로 정리하고 있다. 특히 그

가 4선근과 ‘4심사․4여실변지’의 체계와 관련하여, ⓐ난․정은 4

심사, ⓑ인(순제인)․세제일법은 4여실지에 배대시키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6)

효도(1995)는 <입무상방편상>과 관련하여, 유가론 성문지

보살지 의 기술을 비롯한 해심밀경 장엄론 중변론의 관련

5) 早島理(1974) pp. 108-117.

6) 阿理生(1976) pp. 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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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절을 문헌학적으로 재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그는 유식개념의

유무와 <입무상방편상>의 확립여부에 따라, 유가론 성문지
보살지 에서 해심밀경 분별유가품 을 거쳐, 중변론․장엄
론에 이르기까지 유가행의 사상적 변천과정의 일면을 단계적으

로 제시한다.7) 특히 그가 장엄론에서 <입무상방편상>이라는

용어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내용적으로 5도 가운데 가행도로서

확립된다고 지적하는 점은 기존의 연구들과 일맥상통한다.

한편 최근의 연구로 미호노(2002)는 중변론의 삼성설과 <입
무상방편상>의 수도론적 관계를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허망분별

에 근거한 <입무상방편상>의 수도론적 특징을 제시한다. 특히 
해심밀경의 삼성설에 제시된 수도론과 중변론의 삼성의 실천
근거로서 ‘변지․단․증득’의 관계를 지적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

다.8)

안성두(2003)는 유가행파의 수행도에서 가행도라는 ‘4선근위’를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 기존의 연구들이 등한시 한 <禪經>과의 관

련성에 주목한다. 특히 그는 유부 계통의 4선근을 비롯하여, <禪

經>류의 4선근과 성문지 의 4선근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다. 이를 토대로 성문지 의 4선근에는 유부의 전통적 개념과 대

승적 관법의 두 체계가 비판적으로 혼용되어 있다는 그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9)

김성철(2004a)은 섭론 입소지상분 의 기술에 근거하여, 유가
행파의 수행도에서 해탈지를 야기하는 예비적인 수행법으로 보

살지 장엄론 집론의 ‘4심사․4여실변지’와, 장엄론 중변
론 집론의 <입무상방편상>에 관한 기술 등을 비교․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의언의 개념이 ‘4심사․4여실변지’와 <입무상방편

상>의 교리적 통합을 확립시킨 매개역할을 한다는 그의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10)

7) 兵藤一夫(1995) pp. 3-53.

8) 美穂野英彦(2002) pp. 174-177.

9) 안성두(2003) pp. 24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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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이러한 논의들은 유식의 사상구조 및 수행도의 체

계에서 <입무상방편상>이 4선근의 핵심적인 구조로 도입되어, 법

계를 증득하기 위한 준비단계의 실천체계로 발전되는 과정을 사

상사적으로 검토하는데 이론적 토대나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Ⅲ. <입무상방편상>의 성립배경

인도 대승불교의 양대 산맥으로 용수를 대표로 하는 중관학파

와 유가행파는 공히 반야경의 공사상의 세례를 받아, ‘일체법무
자성’이라는 그 핵심 명제를 각기 독특한 사유방식과 해석에 따라

자신들의 철학 및 실천체계를 확립한다.

특히 용수나 유가행파는 반야경의 공사상을 계승하여, 각기

독특한 실재관이나 진리관에 근거하여 언어적 사유에 대한 반성

과 통찰이 반영된 이론 및 실천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점은 용

수의 중론 제24장의 ‘이제설’ 등과 관련된 기술이나, 보살지
제4장 진실의품 (이하, 진실의품)의 ‘4심사․4여실변지’와 관련된

기술 등에서 확인된다.

실제 <입무상방편상>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하야시마(1982)도

이미 언급하고 있듯이, 언어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한 언어와 대

상, 그 의미내용과의 관계를 깊이 수습하여 유식을 획득한 후 법

계를 증득하는 실천체계가 그 구조의 핵심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11)

이러한 점에서, <입무상방편상>의 사상적 성립배경으로 반야

10) 김성철(2004a) pp. 35-97.

11) 早島理(1982) pp. 161-174.



초기 유가행파의 <입무상방편상>의 구조와 그 사상적 의의 ∙ 91

경의 언어관과 진실의품 의 ‘4심사․4여실변지’와의 밀접한 관

련이 상정된다.

3.1. 반야경의 언어관 계승

반야경의 핵심적인 ‘일체법무자성’이라는 공사상은 언어에 대
한 깊은 성찰을 통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야경 계통 가

운데 가장 오래된 형태인 8천송반야경의 다음과 같은 구절은

실재론적인 사고를 배제한 불교적 언어관의 특징을 드러낸다.

【§ 1】 : <梶山雄一역, 八千頌般若經 Ⅰ_취의>_(밑줄은 필자)
보살이라는 명칭은 실물에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정되어 있

지 않는 것도 아니며, 떠나 있는 것도 아니고 떠나 있지 않은 것도 아

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①명칭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

다. 이와 같이 그 명칭은 실물에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아니며, 떠나 있는 것도 아니고 떠나 있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중략)

세존이여! 실로 환영과 물질적 존재는 다르지 않습니다. ②세존이

여! 물질적 존재는 환영이고, 환영은 물질적 존재와 같습니다. … 세존

이여! 환영과 사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존이여! 사유야 말로 환영

이고, 환영이야말로 사유입니다.(중략)

세존이여! 지혜의 완성을 말하더라도, 이것은 명칭에 지나지 않습니

다. 그래서 그 명칭이라는 것은 이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인식 가능

한 것도 아니고, 언어 자체가 명칭뿐이라는 것입니다. … ③지혜의 완

성은 명칭과 같은 것이고, 명칭은 지혜의 완성과 같은 것입니다. 이

둘은 함께 실재하지도 않고, 인식되지도 않습니다.12)

이와 같이 8천송반야경의 언어관은 밑줄 친 ①의 기술에서

12) 梶山雄一(2001) pp. 13-14, p. 26, p. 245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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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듯이, 우선 명칭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명칭과 실물과의

관계는 임시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②의 기술에서는 물질

적 존재는 자성이 없는 환영에 지나지 않고, 사유 역시도 환영과

같다는 것이다. ③의 기술에서는 보살들이 6바라밀의 실천을 통해

증득하는 최고의 경지, 즉 ‘지혜의 완성’ 또한 임시적 명칭에 지나

지 않으며 실재하지도 인식되지도 않는 ‘空=無所得’임을 천명한다.

이러한 8천송반야경의 비실재적 언어관은 용수(AD.150-250)

의 공사상이 핵심적으로 제시된 중론 제24장 (8-10송)에서 일

상적인 언어용법에 따라 진리의 차원을 ‘세속과 승의’라는 이제설

로 새롭게 설정하고 있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이다.

【§ 2】 : <중론의 이제설 관련기술_취의>
2종의 진리에 의지하여 붓다들은 가르침을 설했다. 즉 세간의 일

반적인 진리와 승의적인 진리이다. (24.8)

이 2종의 진리 사이의 구별을 모르는 사람들은 붓다의 교설이 지

닌 깊은 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24.9)

언어습관에 의지하지 않고서 승의는 설해지지 않는다. 승의를 이

해하지 못하고서 열반이 획득되지 않는다.13) (24.10)

우선 용수의 이제설은 ⑴세간적 관습(언설)으로서의 진리인 세

속제와, ⑵최고의 진실로서의 진리(승의제)로 구분되지만, 이 양자

의 관계는 ‘세속에서 승의로’ 또는 ‘승의에서 세속으로’라는 양방

향성을 내포한다.14)

또한 용수는 중론 제18장에서 일상생활에서 범부가 윤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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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ve satye samupāśritya buddhānāṃ dharmadeśanā /

lokasaṃvṛtisatyaṃ ca satyaṃ ca paramārthataḥ // 24.8

ye 'nayor na vijānanti vibhāgaṃ satyayor dvayoḥ /

te tattvaṃ na vijānanti gaṃbhīraṃ buddhaśāsane // 24.9

vyavahāram anāśritya paramārtho na deśyate /

paramārtham anāgamya nirvāṇaṃ nādhigamyate // 24.10

14) 瓜生津隆真(2004) pp. 251-254 ; 김재권(2008a) pp. 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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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굴레에 휘말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명칭이나 개념에 근

거한 언어에 두고, 이로부터 벗어나는 희론 적멸의 구조를 제시한

다.

【§ 3】 : <중론의 희론적멸의 구조 관련기술_취의>
⒜업과 번뇌의 소멸로부터 해탈이 있다. 업과 번뇌는 분별로부터

[생겨나고], 그것들(분별)은 희론으로부터 [생겨난다]. 그러나 희론

은 空性에서 적멸한다. (18.5)

마음의 영역이 적멸하면 언어도 소멸한다. 실로 法性은 열반과

같이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다. (18.7)

다른 緣도 없고, 희론들에 의해 다양하게 전개되지 않은 적멸,

[즉] 이것은 무분별이고, 다양하지 않은 진리의 相 [자체]이다. (18.

9)15)

⒝모든 知覺이 寂滅하고 희론이 적멸한 것이 吉祥이다. 어디서도

누구에게도 그 누구도 붓다에 의해 법이 가르쳐지지 않았다. (25.2

4)16) (밑줄은 필자)

우선 밑줄 친 ⒜의 기술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서 용수는 일체

제법현상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언어에 근거한 희론(prapañca, 개

념화)에 둔다. 이러한 입장에서 용수는 다음과 같이 2단계의 연쇄

적 인과구조를 제시한다. 즉 ①희론으로부터 생겨나는 분별과 ②

분별로부터 생겨나는 번뇌와 업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성에서의

적멸’을 궁극적 진리로서 ‘법성이나 열반’과 동일시한다.

15) MMK(P345,15-372,13) :

karmakleśakṣayān mokṣaḥ karmakleśā vikalpataḥ /

te prapañcāt prapañcas tu śūnyatāyāṃ nirudhyate // 18.5

nivṛttam abhidhātavyaṃ nivṛtte cittagocare /

anutpannāniruddhā hi nirvāṇam iva dharmatā // 18.7

aparapratyayaṃ śāntaṃ prapañcair aprapañcitam /

nirvikalpam anānārtham etat tattvasya lakṣaṇam // 18.9

16) MMK(P538,3-4) :

sarvopalambhopaśamaḥ prapañcopaśamaḥ śivaḥ /

na kvacit kasyacit kaścid dharmo buddhena deśitaḥ // 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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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용수의 사상적 입장은 밑줄 친 ⒝의 부분에서 드러나듯

이, 일상적인 언어 관습에 따르는 분별, 즉 희론 적멸을 통해 열반

을 획득하고, 생사․윤회의 순환 고리를 끊는 구조를 제시한다.17)

특히 이 구절은 중관파가 잡염과 청정의 기반으로서 의타기성을

인정하는 유가행파의 주장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자주 인용된다.18)

이와 관련하여 용수 자신에 의한 주석이 없기 때문에 그 실체는

알 수 없지만, 용수계통의 중관파는 유식개념과 관련된 의타기성

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아무튼 이와 같이 이제설이나 희

론 적멸을 강조하는 용수의 공사상에는 반야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비실재적인 언어에 대한 반성적 통찰이 반영된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점에서 유가행파는 반야경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비실재적 언어관에 입각한 개념작용에 대한 통찰을 계승한다. 즉

명칭과 대상존재, 의미내용이 각각 실체를 가지지 않고, 우연적이

고 임시적인 것이라는 반성적 통찰을 통해 언어분별에 근거한 집

착을 제거하려는 실천행법으로 계승한다. 이러한 특징은 장엄론
제11장의 안혜의 주석에서 반야경의 관련 기술을 인용하여 해
석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방증된다.19)

3.2. 보살지의 4심사․4여실변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야경의 ‘공무소득, 즉 열반’을 추
구하는 비실재적 언어관이나 명칭과 사물의 관계에 대한 반성적

통찰은 용수의 이제설이나 희론 적멸의 구조에 논리적․철학적으

로 반영되어 있다.

17) 瓜生津隆真(2004) pp. 239-240 ; 김재권(2008a) pp. 53-55.

18) 安井広済(1961) pp. 224-226.

19) 早島理(1982) pp. 16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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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용수를 따르는 용수계통의 일부 그룹들 가운데는 유가
론석이나 진실의품 의 기술에서 알 수 있듯이 ‘허무론자’나 ‘악

취공자’로서 비판적으로 언급된다.20) 그 이유로는 공성이나 열반

을 성취하는 방법이 명상을 통한 실천수행법이 아닌 논리나 언설

적인 사유방법을 통해 추구할 경우에 근기에 따라 공성을 잘못

파악하는 일이 발생될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실제 이러한 점

이 진실의품 에서 악취공자나 허무론자에 대한 비판적 기술 등

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가행파는 용수계통의 입장과는 달리 가설의 기체나 의

지처를 인정하고, ‘일체법무자성’이라는 명제의 ‘무자성’을 긍정적

으로 파악한다. 이런 점에서 유가행파와 용수계통의 공성의 의미

나 이해의 차원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인정된다. 그것은 승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는 세속과 승의의 관계를 초월적으로

상정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라는 문제와 결부될 것이다. 이러

한 점은 용수의 사상을 계승한 중관파의 바비베카나 찬드라키드

티 등의 이제설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21)

진실의품 에는 진여를 획득하는 수단으로서 ‘4심사(尋思, par

yeṣaṇā)․4여실변지(如實邊智, yathābhūtaparijñāna)’가 가장 오래

된 형태로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여기서 그 진여는 ‘선취공(sugṛhī

taśūnyatā)’의 기술에서 드러나듯이22), 공성은 진여와 동일시되고

다시 불가언성의 본질을 가진 최고의 진실로서 실재(vastu)와 등

치된다. 이것은 궁극적 존재에 대한 유가행파의 독특한 ‘진리관’

혹은 ‘실재관’을 천명하는 것으로, 용수의 ‘희론적멸’을 통한 부정

적 공성이해와는 달리 실천관법을 통한 가설의 기체로서의 실재

즉 ‘공성’을 긍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유가행파의

공성이해는 용수가 연기를 공성으로 상정하는 견해와는 어느 정

도 차이를 드러낸다고 본다.

20) 横山紘一(1976) p. 30f.

21) 김재권(2008a) pp. 53-55.

22) BBh5.4.2(W47,16-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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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4심사․4여실변지’는 유가행파의 ‘실재관’ 내지 ‘진리관’

의 사상적 기반으로서의 역할도 견지하고 있는 실천관법이다.

우선 ‘4심사’란 ①名심사-명칭에 대해 단지 명칭이라고 보는 것,

②事심사-사물에 대해 단지 사물이라고 보는 것, ③자성가립심사

-자성에 관한 가설에 대해 단지 개념일 뿐이라고 보는 것, ④차별

가립심사-차별에 관한 가설에 대해 단지 개념일 뿐이라고 보는

것 등이다.23)

한편 ‘4여실변지’란 ①명심사소인여실변지-명심사에 근거하여

사물은 색 등과 같이 언어표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두루 아는 지, ②사심사소인여실변지-사심사에 근거하여 사물은

단지 사물일 뿐이고, 색 등의 명칭을 가진 사물은 모두 언어표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두루 아는 지, ③자성가립심사

소인여실변지-자성가립심사에 근거하여 색 등의 명칭을 가진 사

물은 본질적으로 언어표현 할 수 없는 것임을 있는 그대로 두루

아는 지, ④차별가립심사소인여실변지- 차별가립심사에 근거하여

색 등의 명칭을 가진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가설을 둘이 아닌 것

(不二)으로 있는 그대로 두루 아는 지 등이다.24)

결국 ‘4심사․4여실변지’는 언어와 대상과의 관계를 기본골자로

하여 언어는 명칭에 지나지 않고, 일상 언어의 대상인 사물은 본

질적으로 언어표현 할 수 없는 것임을 여실하게 아는 통찰에 의

해 진여를 증득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 ‘4심사․4여실변지’의 관련기술에는 용어상으로 소연으로서

23) BBh(T) p. 111 : catasraḥ paryeṣaṇāḥ katamaḥ / nāmaparyeṣaṇā

vastuparyeṣaṇā svabhāvaprajñaptiparyeṣaṇā viśeṣaprajñaptiparyeṣaṇā

ca // tatra nāmaparyeṣaṇā yad bodhisattvo nāmni nāmamātraṃ

paśyati // evaṃ vastuni vastumātradarśanaṃ vastuparyeṣaṇā //

svabhāvaprajñaptau svahāvaprajñaptimātradarśanaṃ

svabhāvaprajñaptiparyeṣaṇā // viśeṣaprajñaptau

viśeṣaprajñaptimātradarśanaṃ viśeṣaprajñaptiparyeṣaṇā // Cf. BBh(T)

p. 175 ; 早島理(1982) p. 163.

24) BBh(T) pp. 112-114, 同 pp. 176-177 ; 早島理(1982) pp. 16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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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상을 매개로한 유식관법이나 유식의 개념은 아직 표면에 드

러나 있지 않다. 하지만 ‘단지 명칭일 뿐’(prajñaptimātra), 혹은

‘단지 사태일 뿐’(vastumātra)이라는 표현은 명칭이 본질적으로

무자성인 것과 어떤 사태(vastu)가 본질적으로 언명될 수 없음을

인식하는 내면적 통찰을 통한 자각, 즉 유식사상의 일면을 암시하

는 것으로 보인다.25) 이러한 보살지의 사상을 Schmithausen(19
76)이나　다카하시(2005)가 유식사상으로의 준비단계로 상정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26)

이와 같이 ‘4심사․4여실변지’는 하야시마(1982)가 언급하듯이,

비실재적 언어관을 통해 언어와 대상과의 관계를 여실히 인식하

는 통찰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언어와 대상 혹은 언어와 사물과 의

미내용을 고찰하는 근원적 사유(yoniśomanaskāra, 如理作意)의 구

체적인 실천내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4심사․4여실변지’는 언

어와 대상에 대한 반성적 통찰이라는 측면에서 유식관법의 과도

기적인 양상을 드러내며, 이는 4종도리와 더불어 수행도상 4선근

위와 유식관법의 사상적 결합에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판

단된다.27)

Ⅳ. <입무상방편상>의 구조와 그 의의

유가행파의 수행도에서 <입무상방편상>은 가행도의 4선근위와

관련하여 소취․능취의 소멸, 즉 무상의 획득을 통한 법계의 증득

을 견인하여 견도에 들어가게 하는 방편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입무상방편상>은 티벳 전승에 따르면, 미륵에 귀속되

25) 김재권(2008a) pp. 41-53.

26) Schmithausen(1976) pp. 238-244 ; 高橋晃一(2005) p. 14.

27) 早島理(1982) pp. 16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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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변론 장엄론 법법성분별론 등에 허망분별이나 이취

(소취․능취) 등과 관련하여 소개되고 있다.28)

본고에서는 우선 <입무상방편상>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명확

히 등장하는 중변론의 기술을 검토한 후에, 이를 토대로 이와

관련된 장엄론 섭론 유식30론(이하, 30론) 등의 기술을 살
펴볼 것이다.

4.1. <입무상방편상>의 기본구조

미륵에 귀속되는 대표적 논서인 중변론은 허망분별을 사상적
기반으로 공성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삼성을 철학적으로 확립

한다. 한편 이러한 허망분별의 토대 위에서 중변론 Ⅰ.6에는 삼
성설에 실천적 측면을 결합시키는 형태로 <입무상방편상>이 다

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 4】 : <중변론의 입무상방편상 관련기술>
지금 바로 그 허망분별에 근거하여 <입무상방편상>을 해명한다.

⑴ 인식에 근거하여 비인식이 생기고,

⑵ 비인식에 근거하여 비인식이 생긴다. (1.6)

①<유식>(vijñaptimātra)의 인식에 근거하여 대상의 비인식이 생

긴다. ②대상의 비인식에 근거하여 유식의 비인식도 생긴다. 이와 같

이 [수행자는] 소취․능취의 무상에 들어가는 것이다.29)

28) 阿理生(1988) pp. 85-89.

29) MVBh(N19,22-20,5) : idānīn tasminn evābhūtaparikalpe

'sallakṣaṇānupraveśopāyalakṣaṇaṃ paridīpayati /

upalabdhiṃ samāśritya nopalabdhiḥ prajāyate /

nopalabdhiṃ samāśritya nopalabdhiḥ prajāyate // 1.6

vijñaptimātropalabdhiṃ niśrityārthānupalabdhir jāyate /

arthānupalabdhiṃ niśritya vijñaptimātrasyāpy anupalabdhir

jāyate / evam asallakṣaṇaṃ grāhyagrāhakayoḥ praviśa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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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친석에 의하면, <입무상방편상>은 다음과 같이 연쇄적인 2단

계의 인과구조를 나타낸다. 즉 ①유식의 인식을 통한 대상의 비인

식과, ②대상의 비인식을 통한 유식의 비인식이다. 실제 ①의 내

용은 유식무경(唯識無境)의 단계를, ②는 경식구민(境識俱泯)의 경

지를 단계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30)

하지만 유식과 대상과의 관계를 삼성의 구조에 배대하여 이취

의 개념을 적용하여 그 의미를 고려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

것은 인식론적인 문제와 수행론적인 문제로 대별된다. 즉 삼성의

구조 내에서 유식과 대상의 인과관계에 이취(소취․능취)의 개념

을 적용할 경우, ⒜유식은 능취로 대상은 소취로 배대하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것과, ⒝이취의 무상에 들어가는 것이 삼성 가운

데 어디에 속하는지? 에 대한 문제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변
론 1.3에서 제시하는 4종으로 현현하는 식과 대상과의 관계는 다
음과 같이 식과 이취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실마리를 보여준다.

【§ 5】 : <중변론의 이취와 식의 관계 관련기술>
대경, 유정, 자아, 요별로서 현현하는 식(vijñānaṃ)이 생긴다.

그러나, 이 [식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자(대상)가 존재하

지 않기 때문에 후자(식)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31) (1.3)

상기의 ab구에서는 4종으로 현현하는 허망분별의 생기(有相)를,

cd구에서는 허망분별의 소멸(無相)을 제시한다. 특히 이 가운데 c

d구는 앞에서 제시한 <입무상방편상>의 구조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이에 관해 세친과 안혜의 해석을 검토해 보면, 두 논사 간

의 견해 차이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먼저 세친은 4종의 현현

(협의의 이취)을 광의의 대상으로 치환하여, 그 대상(광의의 소취)

과 식(광의의 능취)의 관계를 설정한다. 결국 세친이 제시한 이취

30) 김재권(2008a) p. 117.

31) MVBh(N18,20-22) :

arthasattvātmavijñaptipratibhāsaṃ prajāyate /

vijñānaṃ nāsti cāsyārthas tadabhāvāt tad apy asat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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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와 식(허망분별)의 관계는 협의의 이취를 내포한 광의의

대상(광의의 소취)과 허망분별(광의의 능취)의 관계라는 점에서

이중적 구조로 해석될 가능성을 시사한다.32) 한편 안혜는 4종의

현현과 허망분별의 관계를 알라야식의 식전변설에 근거하여 설명

한다. 이러한 안혜의 견해는 허망분별인 알라야식에 근거한 4종의

현현(협의의 이취)으로, 이는 기본적으로 알라야식을 원인으로 보

조적인 조건에 따라 대상(4종의 현현, 협의의 이취)으로 전개되는

단순 인과구조를 보여준다.33)

이와 같이 허망분별로서의 식과 대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

가에 따라 삼성이나 유식의 구조에 대한 이해는 달라진다. 요컨대

알라야식으로 상정된 허망분별로서의 의타기성의 존재 위상을 광

의의 능취로서 보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

된다. 이는 호법의 4분설 등과도 깊이 연관되는 것으로, 이는 異論

의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여기서는 논지 전개상 구조적 관계를

지적하는 정도에서 그치기로 한다.

사실 이러한 허망분별(식)과 4종의 현현(협의의 이취)과의 관계

는 이분(견분․상분)의 논의에도 긴밀한 관계를 제공하는 근본구

조로서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다. 특히 이런

문제를 둘러싼 나가오가진(長尾雅人,1968)과 우에다요시부미(上田

義文1964ab;1965) 간의 논쟁은 삼성이나 유식의 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밝혀둔다.34)

32) MVBh(N18,26-19,4) : nāsti cāsyārtha iti /

arthasattvapratibhāsasyānākāratvāt / ātmavijñaptipratibhāsasya ca

vitathapratibhāsatvāt / tadabhāvāt tad apy asad iti, yat tadgrāhyaṃ

rūpādipañcendriyaṃ manaḥ ṣaḑvijñānasaṃjñakaṃ caturvidhaṃ tasya

grāhyasyārthasyābhāvāt tad api grāhakaṃ vijñānam asat /

33) MVT(Y17,18-23) : tad etāny arthasattvātmavijñaptipratibhāsāny aṣṭau

vijñānāni sasamprayogāṇi samudayasatyasaṃgṛhītāt

sahakāripratyayāpekṣād ālayavijñānād yathāsaṃbhavaṃ pañcagatiṣu

prabhavanti / kaścit kuśalākuśalāvyākṛtadharmavāsanāpariṇāmaviśeṣo

'sty ālayavijñānasya, yadādhipatyena parasparabhinnābhāsaṃ vijñānaṃ

prajāy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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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입무상방편상>의 논리적 구조

는 ‘유식성’의 획득을 전제로 한 유가행파의 철학적․실천적 입장

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안혜는 <입무상방편상>이 변계

소집 자체의 소취․능취의 무상에 들어가는 것이지, 허망분별의

무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35) 즉 이취의 무상

에 들어감은 허망분별에 기반하고 있는 이취로서의 변계소집성에

서 원성실성으로의 전환을 시사한다.

결국 이러한 안혜의 설명은 종래의 4제현관의 체계를 삼성에

비판적으로 적용한 ‘변지․단․증득’의 수도론적 체계와 결합할

때, 내용상 그 의미가 명확해진다.36) 이것은 앞에서 살펴 본 진

실의품 의 ‘vastu’의 사상과도 매우 밀접한 것으로, 그것에 비추어

삼성과 관련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즉 먼저 ①진여를

변지하지 못하는 한, 의타기성으로 제시된 허망분별에서 변계소집

성으로 전개된다(유전문). 한편 ②진여를 증득한 후 얻어지는 청

정세간후득지의 소연으로서의 의타기성을 ‘vijñaptimātra’ 또는 ‘v

astumātra’ 로 변지하는 한, 이에 근거하여 변계소집성을 변지하

는 것(이취의 소멸)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의타기성을 단멸하고, 원

성실성을 증득하는 것(환멸문)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37) 이

러한 구조를 고려하면, <입무상방편상>이 견도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변계소집성에 속한다는 안혜의 견해가 어느 정도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안혜의 해석은 허망분별의 사상적 토대

34) 長尾雅人(1978) pp. 455-501.

35) MVT(Y26,27-27,1) : evam asallakṣaṇaṃ grāhyagrāhakayoḥ

parikalpitarūpayoḥ praviśati, nābhūtaparikalpasyeti darśanaṃ bhavati /

Cf. 김재권(2008a) pp. 117-118.

36) Cf. MVBh(N40,21-41,1) :

parijñāyāṃ prahāṇe ca prāptisākṣātkṛtāv ayaṃ // 3.9cd

mārgasatyaṃ samākhyātaṃ / 3.10a

37) Cf. MVT(Y23,15-17) : evaṃ kṛtvābhūtaparikalpasya parijñeyaṃ

parijñāya prahātavyaṃ parijñāya sākṣātkartavyaṃ ca vastu

saṃdarśitaṃ bhavati // Cf. 김재권(2008a) p. 114 ; 김재권(2009a)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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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성립된 삼성과 <입무상방편상>의 교리적 통합관계를 고려

한 견해로 보인다.

한편 안혜는 <입무상방편상>이 유가행파의 오도와 관련하여

가행도의 사선근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안혜는 유

식의 개념이 도입된 사선근과의 관계 속에서 <입무상방편상>이

‘忍’(kṣānti)에 해당하고, 그 직후에 ‘세제일법’을 거쳐 견도에 들어

가 법계를 증득함으로써 보살의 10지 가운데 초지에 들어간다고

설명한다.38) 이러한 안혜의 설명은 유식성의 획득을 위한 준비단

계로서 <입무상방편상>과 5도의 교리적 결합관계를 제시하는 것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중변론의 게송의 단계에서는 삼성설과 <입무상
방편상> 등을 비롯한 수행도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

만 세친석이나 안혜의 주석을 고려하면, 허망분별을 기반으로 한

삼성설의 토대위에 유식관이 반영된 <입무상방편상>의 실천적

체계가 법계를 증득하는 것, 즉 견도에 들어가는 준비단계로서 설

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중변론은 삼성 가운데 의타기성
의 알라야식으로 간주되는 허망분별에 근거한 <입무상방편상>을

통해 보살행의 5도와 관련된 이론과 실천체계의 통합모델을 제시

한 것으로 판단된다.

38) MVT(Y27,6-18) : imāṃ ca grāhyagrāhakavikalpātītāṃ jñānabhūmiṃ

saṃbhāreṣu nirantaraṃ pravartamānaḥ

prathamakalpāsaṃkhyeyaparisamāptau praviṣati / tathā hi

vijñaptimātram idaṃ niśritya rūpādyabhāvabhāvanā lokottaramārgasya

prathamasvabhāva uṣmagatākhyaḥ saparivāraḥ samādhir

āmukhībhavati / tasyānantaraṃ mūrdhākhyaḥ / tasyānantaram

aśeṣagrāhyānupalambhād grāhakānupalabhānukūlaḥ kṣāntyākhyaḥ

samādhiḥ / tasyānantaram arthānupalabdhiṃ niśritya

vijñaptimātrasyāpy anupalabdhiṃ bhāvayan laukikāgradharmākhyaḥ

prajñādisahitaḥ saparivāraḥ samādhir āmukhībhavati / tadanantaraṃ

darśanamārgaḥ / tatraiva ca sarvatragadharmadhātvadhigamāt

prathamāṃ bhūmiṃ praviśatīti / ayaṃ ca tattvamanaskāro

nādimuktimanaskāro 'pramāṇādivat / Cf. 김재권(2008a) pp. 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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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입무상방편상>의 사상적 의의

유가행파의 <입무상방편상>과 관련된 보살도의 사상체계는 
장엄론 Ⅺ.36의 다음과 같은 기술에 상징적으로 제시된다.

①所相(lakṣya), ②能相(lakṣaṇa), 그리고 ③表相(lakṣaṇā)[ 등의

세 가지 것들]이 중생을 널리 이익되게하기 위해 諸佛에 의해 설해

졌다.39) (11.36)

제불은 중생을 널리 이익되게하기 위해 세 가지를 설한 것으로,

불타의 설법이나 불교의 진리는 이 세 가지에 의해 포섭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①소상은 이취의 현현, 즉 식

전변설의 기반이 되는 알라야식설, ②능상은 삼성설, ③표상은 5

종의 수행단계, 즉 5유가지로 설명된다.40)

이 가운데 ③표상(lakṣaṇā)은 직접적으로 장엄론에서 제시된
보살도를 나타내는데, 특히 대승의 관법이 도입된 5유가지는 내용

상 5道와 동일하게 배대된다.

【§ 6】 : <장엄론의 5유가지 관련기술_취의>
[5유가지로서] 표상이란 ⑴등류법을 대상으로 관하고, ⑵이치에

맞게 사색하고, ⑶마음이 계에 안주하고, 그리고 ⑷유․무로서 대

상을 본다.41) (11.42)

⑸聖種性이고, 실로 [성종성이란] 그곳(무루법계)에서 ①평등성

이고, ②무구이고, ③동등하고, ④뛰어나고, ⑤부증불감이라고 생각

39) MSA(L64,5-6) :

lakṣyaṃ ca lakṣaṇaṃ caiva lakṣaṇā ca prabhedataḥ /

anugrahārthaṃ satvānāṃ saṃbuddhaiḥ saṃprakāśitāḥ // 11.36

40) 早島理(1973) p. 22.

41) MSA(L65,14-15) :

niṣyandadharmam ālambya yoniśo manasikriyā /

cittasya dhātau sthānaṃ ca sadasattārthapaśyanā //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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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42) (11.43) (밑줄은 필자)

여기서 밑줄친 ⑴에서 ⑸는 5유가지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친과 안혜의 견해에 따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된다.

⑴ 持(ādhāra)란 제불이 증득한 무상보리에서 유래하는 12분교 등

의 가르침을 문․사․수를 통해 체득하는 것으로, 5도 가운데 자량도

에 해당한다.

⑵ 作(ādhāna)이란 여리작의이다. 4善根位 가운데 ①煖位에서 모든

명칭은 환영과 같다고 이해한다. ②頂位에서 대상은 환영과 같다고 이

해한다. ③忍位에서 [유식의 인식을 통해] 객체에 대한 집착을 단멸하

고, ④世第一法位에서는 [대상이 소멸하므로] 주체에 대한 집착을 단멸

한다. 이것은 5도 가운데 가행도에 해당한다.

⑶ 鏡(ādarśa)이란 마음이 自界에 안주하는 삼매, 즉 초지인 견도에

들어갈 때 ‘삼계는 유심이다’는 이해에 안주하는 것이고, 心界란 공성

이다. 5도 중 견도에 해당한다.

⑷ 明(āloka)이란 보살의 제2지에서 제10지에 이르기까지의 출세간

지이다. 이 출세간지에 의해서 의타기성․원성실성은 존재이고, 변계

소집성은 비존재라고 여실히 관하는 것이다. 이것은 5도 가운데 수도

에 해당한다.

⑸ 依(āśraya)이란 불지에서 轉依(āśrayaparāvṛtti)를 체득하는 것으

로, 5도 가운데 구경도에 해당한다.43) (취의)

여기서 <입무상방편상>은 이취의 소멸과 관련되므로, 4선근위

에서 밑줄 친 ③의 忍位에 해당된다고 본다. 이와 같이 장엄론
의 5유가지나 5도의 4선근위와 <입무상방편상>의 이취의 소멸구

조가 통합적으로 결합될 때 그 의미는 명확히 드러난다. 일찍이

42) MSA(L65,21-22) :

samatāgamanaṃ tasminn āryagotraṃ hi nirmalaṃ /

samaṃ viśiṣṭam anyūnānadhikaṃ lakṣaṇā matā // 11.43

43) 早島理(1974) pp. 114-1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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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시마(1973)가 지적했듯이, 보살도의 수행 즉 보살행의 실천은

여리작의를 중심으로 하는 ‘입무상방편상→법계증득’에 집약되어

있다고 본다.44)

한편 유가행파의 언어관과 관련하여 意言(manojalpa)이 중변
론 장엄론 등에서는 개념화 작용(abhilāpa)의 근본원인으로 대
두된다. 즉 ⓐ의언(잠재적인 언어, manojalpa) ↔ ⓑ언표(현재화된

언어, abhilāpa)의 상호 인과적 이중구조가 범부들의 일상적 생활

을 떠받치는 근본원인으로 제시된다. 이것은 섭론에서는 ‘명언

훈습종자’, 성유식론에서는 ‘명언습기’로 표현되며, ‘업습기’(kar

mavāsanā) 와 더불어 윤회를 형성하는 식전변의 핵심구조를 이

루게 된다.45)

이와 같이 <입무상방편상>과 관련하여 부언하자면, 유가행파

의 언어관이 반영된 ‘ⓐ의언↔ⓑ언표’의 상호인과의 역동적인 구

조는 세친의 30론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 7】 : <유식30론의 명언종자 관련기술_취의>
⑴유식성(vijñaptimātratva)에 [수행자의] 식이 안주되지 않는

한, ⑵ⓐ두 가지 집착의 ⓑ잠재적 경향(anuśaya)이 지멸하지 않는

다.46) (26) (밑줄은 필자)

여기서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세친이 제시하는 상호 인과의 구

조는 ⑴유식성의 획득(vijñaptimātratva)을 전제로 해서, ⑵두 가

지 집착과 잠재적 성향과의 관계를 설정한다. 이것은 안혜의 설명

을 빌리면 더욱 명확해진다. 즉 안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집착이란 파악된 대상(소취)에 대한 집착과 파악하는 주체(능취)

에 대한 집착이다. 그 [두 가지 집착의] ⓑ잠재적 성향(anuśaya)이

44) 早島理(1973) pp. 22-23.

45) 早島理(1982) pp. 168-169.

46) TrBh(L42) :

yāvad vijñaptimātratve vijñānaṃ nāvatiṣṭhati /

grāhadvayasyānuśayas tāvan na vinivartate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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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미래에 이취를 일으키기 위해 그것(두 가지 집착)에 의해 알라

야식 가운데 심어진 종자이다. 라고 설명한다.47) 이러한 안혜의

해석을 통해 수행자의 식이 유식성에 안주하지 못했을 경우, 이취

와 알라야식의 종자(bīja 또는 anuśaya) 사이에 전개되는 상호 연

쇄적 인과관계의 순환구조가 전개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앞에서 제시한 의언과의 관계를 통해 <입무상방편상>이 가지는

사상적 의미를 보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유식성(vijñaptimātratva 혹은

vijñaptimātratā)과 유식(vijñaptimātra)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

다. 먼저 유식성의 획득은 심의 법성 또는 自界(svadhātu)에 안주

하는 것 등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견도의 단계인 초지에서 이루어

진다. 이것은 이취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끊고 법계를 체득한 것

으로 이해된다. 반면에 유식은 소취․능취의 인과관계 내에서 수

행자의 영상으로서 대상화된 인식으로, 식이 유식성에 아직 안주

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즉 이는 수행자가 소연으로서의 영상이

식에 지나지 않음을 여실하게 자각하는 인식의 단계로 견도 이전

에 해당된다.

한편 하야시마(1982)는 ‘4심사․4여실변지’가 개념화의 원인인

의언을 대상으로 삼는 통찰적인 관법으로 제시된다고 한다. 즉 이

것이 ‘ⓐ의언↔ⓑ언표’의 순환구조를 단멸시키기 위해 실천된다고

본다.48)

이와 관련하여 김성철(2004a)은 섭론 입소지상분 에서 ‘4심

사․4여실변지’는 다음과 같이 두 방향에서 제시되고 있음을 지적

한다.49)

47) TrBh(L42) : grāhadvayaṃ grāhyagrāho grāhakagrāhaś ca /

tasyānuśayas tadāhitaṃ anāgatagrāhadvayotpattaye bījaṃ

ālayavijñāne / yāvad advayalakṣaṇe vijñaptimātre yoginaś cittaṃ na

pratiṣṭhitaṃ bhavati / tāvad grāhyagrāhakānuśayo na vinivartate na

prahīyata iti arthaḥ /

48) 早島理(1982) pp. 168-170.

49) 김성철(2004a) pp. 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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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가행도의 4선근위에서 <입무상방편상>과 결합한 형태로 제시

(Ⅲ.13)

⑵ 4선근위와 무관하게 교법과 의미로 현현하는 의언과 관련하여

기술(Ⅲ.7)

이러한 점에서 섭론의 유식관은 호토리(1976)를 비롯한 하야
시마(1982)나 김성철(2004a) 등이 지적하듯이, 4선근위에서 <입무

상방편상>과 ‘4심사․4여실변지’가 통합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이다.50) 특히 호토리(1976)와 하야시마(1982)의 견해를 빌리면, 구

체적으로 ‘4심사’는 사선근의 난․정위에서, ‘4여실변지’는 인․세

제일법에서 각각 <입무상방편상>의 실천행으로서 수습된다고 본

다.51)

이상과 같이 반야경의 비실재적 언어관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진실의품 의 ‘4심사․4여실변지’는 중변론이나 장엄론의
<입무상방편상>의 실천체계에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서 ‘4심사․4여실변지’는 유식관의 확립과 더불어 여리작의를 통

해 ‘진여 또는 공성’과 동일시되는 ‘법계’를 증득하는 실천구조, 즉

<입무상방편상>으로 확립되어 보살도의 오도 가운데 가행도인 4

선근의 구조와 결합된 것이다.

보살도란 미혹의 세계(변계소집성)에서 깨달음의 세계(원성실

성)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는 중변론 제3장에서 근본
진실로 천명된 삼성설을 토대로 명확히 제시된다. 결국 유가행파

의 보살도는 허망분별이라는 의타기성의 기반아래 전개되는 인식

의 대전환(입무상방편상)을 통해 유식성을 획득(견도)한 후, 이를

토대로 잡염에서 청정으로의 전환 즉 수행의 완성(전의, 불지증

득)을 추구하는 것이다. 유가행파의 수행도에 관련된 더욱 자세한

논의는 별고를 기하기로 한다.

50) 早島理(1974) p. 117 ; 阿理生(1976) p. 157 ; 김성철(2004a) p. 91.

51) 阿理生(1976) p. 157 ; 早島理(1982) p.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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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는 말

이상으로 초기 유가행파의 <입무상방편상>의 구조와 관련하여

반야경에서 진실의품 을 거쳐, 중변론 장엄론 섭론 유
식30론에 이르기까지 그 사상적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
해 반야경의 비실재적 언어관이 유가행파의 독특한 진리관이나
실재관과 맞물려 삼성설이나 입무상방편상 등의 주요이론 및 실

천체계에 비판적으로 계승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유가행파의 <입무상방편상>

의 구조 및 그 사상적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것이다.

⑴ 반야경의 비실재적 언어관을 ‘4심사․4여실변지’로 계승

⑵ ‘4심사․4여실변지’의 관법을 4선근위 체계에 도입

⑶ 4선근위의 이론 및 체계 정비, 즉 유부적인 체계에 대승관법의

체계를 통합

⑷ 유식관법의 확립과 더불어 4선근위에 <입무상방편상> 결합

⑸ 삼성설에 입무상방편상, 알라야식, 5도의 수행론 등이 통합적으

로 도입

결국 이러한 점에서 ‘4심사․4여실변지’는 여리작의로서 보살도

의 실천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나아가 유식관

의 확립과 더불어 <입무상방편상>의 구체적 실천적 내용으로서

4선근위의 체계 안에 포섭되어 5도․5유가지의 수행도에 도입되

었을 것이다. 그리고 유가행파의 비실재적 언어관 또는 언어철학

은 삼성설의 구조에도 도입되어, 그 사상적 기반 및 실천체계로서

발전․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초기 유가행파의 <입무상방편상>의 구조와 그 사상적 의의 ∙ 109

약호 및 참고 문헌

BBh(W) Yogācāra-bhūmau Bodhisattvabhūmi, ed. by Unrai

Wogihara, 1936.

MMK(P) Mūlamādhyamikakārikās(Nāgārjuna), ed. by Louis de la

Vallée Poussin, 1970.

MSA(L) Mahāyānasūtrālaṁkāra, tome Ⅰ texte, éd., par Sylvain

Lévi, Bibliothèque de l’Ecole des Hauts études, Paris, 1907.

MVBh(N) Madhāntavibhāga-bhāṣya(Vasubandhu), ed. by Gajin

Nagao, 鈴木学術財団, 1964.

MVT(Y) Madhāntavibhāga-ṭīkā(Sthiramati), ed. by Susumu

Yamaguchi, 破塵閣,1934(rep. 鈴木学術財団, 1966).

MSg Mahāyāna-saṃgraha(Asaṅga)

TrBh(L) Triṃśīkāvijñaptimātrasiddhi, ed. by Sylvain Lévi, rep.

山喜房佛書林, 1925.

SNS(L) Saṃdhinirmocana Sūtra, ed, by Étienne Lamotte,

Saṃdhinirmocana Sūtra : L' Explication des Mystères,

Louvain, Paris, 1935.

SNSVy 'Phags pa dGongs pa nges par 'grel pa'i rnam par

bshad pa ; Saṃdhinirmocana-sūtra-vyākhyāna(Byang chub

rdzu 'phrul), P : No.5845, Co, 1b1-Cho, 217a2 ; D :

No.4358, Cho, 1b1-293a7

해심밀경 玄奘譯 解深密經, 5卷, 大正 No.676, vol.16.

Schmithausen, Lambert

1969 Zur Literaturgeschichite der Älteren Yogācāra-Schule,

Zeitschrift der Deutschen Morgenländischen Gesellschaft,

Supplementa Ⅰ.3.

1976 On the Problem of the Relation of Spiritual Practice and

Philosophical Theory in Buddhism, German Scholars on



110 ∙ 印度哲學 제37집

India Vol.2, New Delhi.

安井広済(1961). 中観思想の研究, 法蔵舘.
竹村牧男

1975 仮設の所依について―唯識三性説との関連において― ,

印仏研 47(24-1).
1995 唯識三性説の研究, 春秋社.
荒牧典俊(1976ab). 三性説ノ―ト , 東洋学術研究, 15(1-2).
横山紘一(1976). 唯識思想入門, 第三文明社.
長尾雅人

1978 中観と唯識, 岩波書店.
1982 摂大乗論―和訳と注解 : 上巻―, 講談社.
梶山雄一(2001). 八千頌般若經 Ⅰ, 中公文庫.
瓜生津隆真(2004). 龍樹―空の論理と菩薩の道, 大法輪閣
勝呂信静

1982 二取・二分論―唯識説の基本的思想― , 法華文化研究 8.
1985 瑜伽論 摂決択分における五事・三性説 ,

立正大学大学院紀要 1.
1987 瑜伽論 摂決択分における五事・三性説(続編) ,

仏教史仏教学論集, 春秋社.
1989 初期唯識思想の研究, 春秋社.
早島理

1973 菩薩道の哲學 , 南都佛敎 30.
1974 瑜伽行唯識学派における入無相方便相の思想 , 印仏研

22-2.

1982 講座・大乗仏教８—唯識思想, 春秋社.
阿理生

1976 四善根位—その成立並びに唯識観との結合について— ,

印仏研24-2.
1988 初期瑜伽行派の入無相方便相 , 印仏研 36-2.
兵藤一夫(1995). 瑜伽行と唯識觀—入無相方便の確立— ,

大谷大學硏究年報 47.
高橋晃一(2005)(T). 菩薩地 真実義品 から



초기 유가행파의 <입무상방편상>의 구조와 그 사상적 의의 ∙ 111

摂決択分中菩薩地 への思想展開—vastu概念を中心として—,

TOKYO : THE SANKIBO PRESS.

안성두

2003 禪經에 나타난 유가행 유식파의 단초 , 불교학연구 6.
2004 ‘唯識性’ (vijñaptimātratā) 개념의 유래에 대한 최근의

논의의 검토 -슈미트하우젠과 브롱코스트의 논의를

중심으로- , 불교연구 20.
2007 인도불교 초기 유식문헌에서의 언어와 실재와의 관계 ,

인도철학 23.
김성철

2004a 초기 유가행파의 무분별지 연구 ,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b 5瑜伽地와 入無相方便相 , 보조사상 22.
김재권

2008a 中辺分別論における三性説の研究―三性説の形成と
その思想史的展開を中心として― (龍谷大学博士学位論文).

2008b 중변분별론에 있어서 삼성설의 구조적 특징 ,
인도철학 25.

2009a 中辺分別論における三性説の本質的構造とその意義 ,
日本印度学仏教学研究제57-2호.

2009b 초기유가행파의 존재론의 형태와 그 의의―삼성과 이제의

관계를 중심으로― , 인도철학 제27집.



112 ∙ 印度哲學 제37집

Abstract

On the Structure and Philosophical Significance of

Asallakṣaṇānupraveśopāyalakṣaṇa in the Early

Yogācāra's School

Kim, Jae Gweon

Dongguk University

The Asallakṣaṇānupraveśopāyalakṣaṇa in the early

Yogācāra's school is a theory explaining how the

Yogācārāḥ extinguish the grāha-dvaya (the grāhaka and the

grāhya) through the practice of śamatha and vipaśyanā,

thereby gaining direct access (darśana-mārga) to the

dharmadhātu. This concept is closely related to the theory

of trisvabhāva and the practice of the bodhisattva path. In

the commentaries by Vasubandhu and Sthiramati on the

Madhyāntavibhāga, a text in which the concept of

Asallakṣaṇānupraveśopāyalakṣaṇa occurs for the very first

time, the contemplation of consciousness-only and the five

levels of Yogācāra contemplation are combined and unified,

relying on the concept of abhūta-parikalpa, which in turn

provides the basis for the concept of trisvabhāva.

Asallakṣaṇānupraveśopāyalakṣaṇa also establishes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the prayoga-mārga, in the context

of the stage of the four wholesome roots, which is

systematized in the pañcayogabhūmi and in the pañcamārga

as explained in the Mahāyānasūtrālaṃkāra.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the central structure of

the Asallakṣaṇānupraveśopāyalakṣaṇa, being the

grāha-dvaya (the grāhaka and the grāhya), and further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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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iew of language in the Prajñāpāramitāsūtra, the

concepts of catasraḥ paryeṣaṇāḥ, the catvāri

yathābhūta-parijñānāni, and vijñapti-mātratā, in order to

reassess how the concept of

Asallakṣaṇānupraveśopāyalakṣaṇa has been inherited by —

and reflected in— the system of practice of the early

Yogācāra's school.

This paper verified and concluded that the system of

practice of the Bodhisattva path, exposed in the

Tattvārtha-paṭalam, the fourth chapter of the

Bodhisattvabhūmi (which critically inherited the view on the

unreality of language as exposed in the

Prajñāpāramitāsūtra), including the catasraḥ paryeṣaṇāḥ and

the catvāri yathābhūta-parijñānāni as yoniśo-manaskāra, as

well as together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contemplation

of consciousness-only, the concrete and practical content of

the Asallakṣaṇānupraveśopāyalakṣaṇa has been included in

the system of the stage of the four wholesome roots and

introduced in the path of practice of the pañcamārga and

the pañcayogabhūmi.

Keywords : Prajñāpāramitāsūtra, the view of language, the

grāha-dvaya(the grāhaka and the grāhya), catasraḥ

paryeṣaṇāḥ, catvāri yathābhūta-parijñānāni, the system of

the stage of the four wholesome roots, pañcamārga,

pañcayogabhūmi, the contemplation of

consciousness-only, abhūta-parikalpa,

Asallakṣaṇānupraveśopāyalakṣaṇa, Tattvārtha-paṭalam,

Madhyāntavibhāga, Mahāyānasūtrālaṃkā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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