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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상(行相)에 대한 규기의 해석

박인성*1)

Ⅰ 서언. Ⅱ 견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 Ⅲ 상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 IV

견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과 상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의

화회(和會). V 결어.

요약문 [주요어: 견분 행상, 상분 행상, 유본질, 무본질, 진여, 식의 지향성,

주체의 기능성]

소승이 행상을 외부 대상의 표상으로 단순히 이해하는 데 반해, 대승

유식은 견분을 행상으로 해석한다. 규기는 견분을 행상으로 보면서 또

한 상분을 행상으로 보기도 한다. 견분과 상분은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

이다. 규기에 따르면, 견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에는 첫째 체상에 대해

작용하는 견분 행상, 둘째 상상에 대해 작용하는 견분 행상, 셋째 행해

의 상모로서의 견분 행상을 포함되어 있다. 그는 이 중 가장 본질적 정

의인 대상 자체를 지향하는 경우에 무분별지가 진여를 연하는 경우를

포함시킨다. 또 규기는 상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을 다룰 때 영상상분

이 견분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행해의 상모와 행경의 상상의 면에

서 밝히고 있다. 나아가 그는 이 영상상분이 본질의 영상상분임을 보여

주기 위해, 즉 대상을 본질인 소소연연으로까지 확장하기 위해 본질이

없는 제8식 및 이와 동시의 심소들의 예를 드는데, 이 예가 그로 하여

금 이 심과 심소들의 성격을 상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에 포괄할 수

있는 길을 찾게 한다. 규기는 유가사지론의 “소연은 동일하고 행상은
동일하지 않다”와 성유식론의 “소연은 상사하고 행상은 각각 다르다”
를 다섯 단계를 밟아가며 통합하면서, 최종 단계의 해석에서 유가사지
론의 ‘동일한 소연’은 무분별지가 연하는 진여로 보고, 성유식론의
‘상사한 소연’은 제6식이 연하는 본질이 없는 대상으로 본다. 그러면서

상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견분 행상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식의 지향성을 의미하

는 행상이 이 행상을 포섭하는 주체의 기능성을 의미하는 행상으로 변

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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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규기(窺基; 632～682)는 중국의 유일한 인도불교 학파인 법상

종1)을 대표하는 논사이다. 그는 법상종이 소의경전으로 삼고 있

는 성유식론(이하 유식론)을 주석하면서도, 때로 유식론의
논의를 확장하거나 유식론에 없는 새로운 학설을 창출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는데, 행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그 시도 중의 하

나이다.

소승이 대상의 표상으로 이해하던 행상을 호법을 비롯한 유식

의 논사들은 식의 작용인 견분으로 보면서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

했다. 규기는 이들과 함께 견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을 풀이하며

정리하면서도 이에 그치지 않고 견분의 상관물인 상분을 행상으

로 보는 해석도 새롭게 전개했다.

규기는 견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을 펼 때 세 가지 정의를 제

시하는데, 그 중 첫째는 견분 행상이 체상에 대해 행한다는 정의

이다. 그는 이 예로 진여를 연하는 무분별지를 들지만, 사실 이는

대상 자체인 체상(體相)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기에, 체상에 대해

행한다는 정의를 확장하기 위해 식의 지향성이 아닌 주체의 기능

성으로 눈을 돌린다. 또, 규기는 상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을 펼

때 유가사지론(이하 유가론)의 “소연은 동일하고 행상은 동일
하지 않다”는 문장2)을 끌어와서 상분 행상이 본질인 소소연연을

1) ‘중국의 유일한 인도불교 학파였던 법상종’에 대해서는 박인성(2012) pp.

131-133.

2) 이 문장이 들어 있는 유가론의 대목은 다음과 같다.
彼助伴者, 謂彼俱有相應諸心所有法. 所謂, 作意觸受想思,

及餘眼識俱有相應諸心所有法. 又彼諸法同一所緣非一行相, 俱有相應一一而轉.

瑜伽師地論(TD 30, p. 279b).

안식과 상응하는 심소들, 즉 촉․작의․수․상․사 같은 변행심소 및



행상(行相)에 대한 규기의 해석 ∙ 321

포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런데 상분 행상의 필

요성을 역설하면서 제시하는 예가 본질이 없는 제8식 및 이와 동

시의 심소들이기 때문에, 본질이 없는 식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유가론의 “소연은 동일하고 행상은 동일하지 않다”와 유식론
의 “소연은 상사하고 행상은 각각 다르다”를 화회시키는 시도를

행한다. 통합해 가는 최종 단계의 해석에서 유가론의 ‘동일한

소연’은 진여에, 유식론의 ‘상사한 소연’은 본질이 없는 대상에

적용해서, 상분 행상이 견분 행상에 의존한다는 것을 새로운 시각

에서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는, 규기가 호법을 따라 견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

을 제시할 때 세 가지 정의 중 왜 첫째 정의를 본질적인 정의로

생각하는지, 또 견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을 상분을 행상으로 보

는 해석으로 관점을 달리해 해석하면서도 이 상분을 행상으로 보

는 해석을 본질인 소소연연으로까지 확장하려 하는지, 또 그 과정

에서 유가론의 ‘동일한 소연’을 왜 진여로까지 확대하게 되고, 
유식론의 ‘상사한 소연’을 왜 본질이 없는 식으로까지 확대하게

되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규기가 행상을 지

향성으로 이해하면서도 이 지향성에 기반이 되는, 진여를 연하는

무분별지를 포함하는 주체의 기능성으로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선이나 불선 심소들이 안식과 동시에 일어날 때 “소연은 동일하고 행상은

동일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전달하고자 뜻을 있는 그대로

파악한다면, 유식론의 “소연은 상사하고 행상은 각각 다르다”의 뜻과

다르지 않지만, 규기를 비롯한 법상종의 논사들은 유식론의

‘상사하다’와는 다른 기표를 쓰고 있는 유가론의 ‘동일하다’에 새로운

의미를 담아 유식론에서 미처 논하지 않은 사상을 새롭게 전개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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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견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

규기는 성유식론술기(이하 술기)에서 유식론)의 “요(了)

는 요별을 말하니 곧 행상이다. 식은 요별을 행상으로 하기 때문

이다”(“了謂了別, 即是行相. 識以了別為行相故.”3))을 다음과 같이 풀

이하면서 행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것은 행상을 풀이한 것이다. 식자체분은 요별을 행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행상은 견분이다. 식체의 경우 또한 그러하다. 상(相)이란

체(體)이니 경(境)의 상을 말한다. 경의 상에 대해 행하기에 행상이라

한다. 혹은, 상이란 상상(相狀)을 말한다. 경에 대해 행할 때의 상상이

기에 행상이라 한다. 앞의 해석은 무분별지에 통하지만, 뒤의 해석은

무분별지를 배제한다. 혹은, 경에 대해 행하는 행해(行解)의 상모(相貌)

이다. 이 해석 또한 무분별지를 배제한다. (무분별지는) 상이 없기 때

문이다. 그런데 본래는 상에 대해 행한다는 뜻이다. 행해의 뜻이 아니

다.4)

규기는 먼저 식은 요별을 행상으로 하기 때문에 견분이 행상이

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견분을 행상으로 보는 이유는 견분이

체상(體相)에 대해, 또 상상(相狀)에 대해 행하기 때문이다. 체상에

대해 행한다는 것은 견분 작용이 대상 자체를 지향한다는 것을,

또 상상에 대해 행한다는 것은 대상 자체가 대상적 의미를 통해

지향되어 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5)

3) 成唯識論述記(TD 31, p. 10a).

4) “此解行相. 識自體分以了別為行相故. 行相見分也. 類體亦然.　相者體也,

即謂境相. 行於境相, 名為行相.　或相謂相狀. 行境之相狀, 名為行相.

前解通無分別智, 後解除彼.　或行境之行解相貌. 此解亦非無分別智. 以無相故.　

然本但是行於相義. 非是行解義.” 成唯識論述記(TD 43, p. 315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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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규기는 상상에 대해 행하는 견분 행상의 경우와는 달리 체

상에 대해 행하는 견분 행상의 경우는 진여를 연하는 무분별지의

경우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규기는 대상을 지향할 때 견분은 일정한 작용의 성격을 갖

기에 행해의 상모도 견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에 포함될 수 있

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본래는 체상이나 상상 곧 상(相)에

대해 행하는 것이 행상의 뜻이기에 행해(行解)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용의 성격 곧 행해의 상모는 대상의 구성적 계

기를 이루긴 하지만, 대상 자체를 지향한다는 행상의 본질적 성격

에 비추어볼 때 행해는 행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다.

또, 규기는 행해(行解)의 상모는 물론 행경(行境)의 상상도 무분

별지를 배제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견분 행상의 범위를

체상에 대해 행하는 무분별지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데, 뒤에 가

서 유가론의 “소연은 동일하고 행상은 동일하지 않다”는 문장

을 풀이하면서 상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을 새롭게 제시할 때,

이 견분 행상의 본질적 성격을 더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때 그는

규정가능성으로서의 대상 자체 곧 체상이 바로 진여일 수는 없다

고 말하면서, 다시 말해 대상 자체로 향하는 견분의 지향성(intent

ionality)6)이 작용하지 않을 때의 체상이 진여라고 말하면서 견분

행상의 범위를 더 좁혀 확실히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소연은 동일하고 행상은 동일하지 않다”는 유가론의 설과

“소연은 상사하고 행상은 각각 다르다”는 유식론의 설을 화회

시키면서 ‘소연은 동일하다’ 할 때의 소연을 진여로 보기에 앞서,

체상에 대해 작용하는 견분 행상을 진여를 연하는 무분별지로 확

5) 견분이 지향하는 대상은 대상 자체, 대상적 의미, 정립성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Drummond(2003) pp. 71-75.

6) ‘지향성(intentionality)’은 의식은 대상을 향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현상학 용어이다. “의식은 무언가에 대한 의식이다.” 숀 갤러거 외(2013)

pp. 22-25, pp. 193-196.



324 ∙ 印度哲學 제39집

실하게 좁혀 잡고 있는 것은, 성유식론장중추요(이하 추요)에
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영상을 행상이라 한다. 견분 행해의 상상(相狀)이고, 견분 행

경의 상모(相貌)이기 때문이다. 둘째, 견분을 행상이라 한다. 경의 체

(體)에 대해 행(行)하기 때문이다. 가령 무분별지에는 상상이 없다.

이 추요의 글에서 우리는 견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에서 작
용의 지향적 상관물인 대상 자체를 행상의 본질적 의미로 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직은 무분별지가 진여를 연하는

경우를 식의 지향성과 관련해서 보고 있지만, 규기가 결국 의도하

고자 하는 것은 식의 지향성을 주체(subject)의 기능성(functionali

ty)에 포섭하는 것이다.

Ⅲ. 상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

상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은 추요, 술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에 의해 견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이 명료하게 성립하게 되겠지만, 이 과정에는 다양한 요인들

이 개입하고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므로,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상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을 견분을 행상으

로 보는 해석과 함께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추요부터 살펴보
자.

“행상에는 둘이 있다. 첫째는 영상상분을 행상이라 한다. 왜 본질의

경과 유사한가? 둘째는 견분을 행상이라 한다. 왜 (본질의 경과) 유사

하지 않은가? 답: 첫째, 영상을 행상이라 한다. 견분 행해의 상상(相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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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견분 행경의 상모(相貌)이기 때문이다. 둘째, 견분을 행상이라

한다. 경의 체(體)에 대해 행(行)하기 때문이다. 가령 무분별지에는 상

상이 없다. 그러므로 유사하다, 유사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또, 영

상상분이 오로지 경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무

위를 연하는 것 등은 유사하지 않기 때문이다.”7)

상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이 해석이 견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과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상분은 견분 행

해의 상상(相狀)이고 견분 행경의 상모(相貌)이다. 술기에서 상
상은 행경의 상상이고 상모는 행해의 상모였는데, 이 추요에서
는 상상은 행해의 상상이고 상모는 행경의 상모라고 하면서 상상

과 상모를 엇갈아 대입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기서는 작용의 지

향적 성격이 아니라 지향된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지향된 대상은 지향된 의미대로 각각 정립성격을 담고 있다. 견분

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에서는 배제되었던 행해의 상모가 상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에서는 대상의 한 구성계기인 정립성격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견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 중 둘째 정의 즉 견분 행상은 상상

에 대해 행한다는 정의가 여기서는 배제되어 있다. 견분 행상이

지향하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상상에 대한 행한다는 정의를 우선

으로 삼게 되면, 무분별지가 진여를 연하는 경우를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견분 행상은 체상에 대한 행한다는 정의가 견분을 행상

으로 하는 해석의 본질적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견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과 상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

석은 술기에서 또 찾아볼 수 있다. 앞의 술기에서는 견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을 좁히려고 했다면, 이 술기에서는 상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을 넓히려고 하고 있다. 규기는 “이 요별의 용

7) 行相有二. 一影像相名行相. 何故即似本境? 二見分名行相. 何故不似耶?　答:

影像名行相. 見分之行解相狀, 見分之行境相貌. 見分名行相. 行於境體中故.

如無分別智無狀相. 故似不似. 又未必影像相一向似境. 無為緣等即不似故.

成唯識論掌中樞要(TD 43, pp. 647c-64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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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견분에 속한다”(此了別用見分所攝)8)는 유식론의 문장을 다음
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소연상분에 대해 요별의 용(用)이 있다. 행상이기 때문이다. 이는

식의 견분이지 다른 분(分)이 아니다. 그런데 행상에는 두 가지가 있

다. 첫째는 견분이다. 이 문(文)9)에서 설하는 바와 같다. 즉 모든 식

(識)들에는 다 이 행상이 있다. 소연에 대해 반드시 있다. 둘째는 영상

상분을 행상이라 한다. 그 모든 식에 있거나 혹은 없다. 소연이 일정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이 논 하권의 소연연을 논하는 대목에서 두

소연연의 체를 제시하고 있다. 또, 유가론 등에서 ‘소연은 동일하다’
고 설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제 이 논은 우선 모든 식에 반드시 있다

는 것에 의거해서 설하고 있다. 혹은 소승과 체가 다르다는 것을 설하

고 있다. 영상을 행상이라 한다면 소승과 같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직 첫째 해석만 있고 둘째 해석이 없다면, 어떻게 제8식 및 이와 동

시의 다섯 심소법이 어떻게 “소연은 동일하고 행상은 동일하지 않다”

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반드시 두 해석이 필요하다.10)

이 술기의 글에서는 견분 행상과 상분 행상을 앞의 술기나
추요의 글에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규기는 견분
을 행상이라 할 때는 모든 식에 행상이 다 있지만, 상분을 행상이

라 할 때는 소연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에는 행상이 있

고 어떤 식에는 행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추요에서 말한 대

8) 成唯識論(TD 31, p. 10a).

9) 成唯識論의 “이 요별의 용은 견분에 속한다”(此了別用見分所攝).

10) 謂於所緣相分之上有*了別用. 即行相故. 是識見分非是餘分.　然行相有二.　

一者見分. 如此文說. 即一切識等皆有此行相. 於所緣上定有.　

二者影像相分名為行相. 其一切識或有或無. 所緣不定故. 如此論下所緣緣中,

出二所緣緣體. 又瑜伽等說同一所緣是也. 今此且約諸識定有者說.

或與小乘別體者說. 以影像相為行相者, 小乘同故. 然唯初解無第二者,

第八俱時五心所法, 如何可說‘同一所緣不同一行相’? 故須二解.

成唯識論述記(TD 43, p. 317b). *有로 되어 있는데 용일 것이다. 술기의
이 문은 논의 此了別用見分所攝 이 요별의 용은 견분에 속한다를 풀이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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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다면, 상분 행상이 없는 경우는 무분별지가 진여를 연하는

경우이다. 무분별지에는 상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술기의 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분별지가 진여
를 연하는 경우를 두고 상분 행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규기는 소연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로 두 가지를 든다.

첫째는 유식론 에서 설하는 바와 같이 소연연에는 친소연연과
소소연연이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유가론에서 설하는 바와 같
이 소연은 동일하고 행상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어서 “제8

식 및 이와 동시의 다섯 심소법이 어떻게 소연은 동일하고 행상

은 동일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 상분을 행상으

로 보는 둘째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제8식 및 이

와 동시의 다섯 심소법이 이 두 이유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아

야 한다.

규기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영상상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은 견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

과 상관관계에 있다. 그런데 소연연에는 친소연연과 소소연연이

있으니, 영상상분은 본질이 있는 경우와 본질이 없는 경우로 나뉠

수 있다. 영상상분을 본질이 있는 경우에 제한한다면, 상분 행상

은 본질이 없는 경우에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상분 행상은 어떤

식에는 있고 어떤 식에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소연은 동일하다’

할 때의 소연을 본질인 소소연연으로 보자고 하는 것이므로, 제8

식과 이와 동시의 심소들에는 “소연은 동일하고 행상은 동일하지

않다”는 유가론의 설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전7식의 본질 또는 소소연연을 말했다면 상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을 확장하려는 그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었을 테지만,

지금 규기는 본질이 없는 제8식 및 이와 동시의 심소들의 예를 들

고 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을 이 예로부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본질이 없는 식을 통해서 상분

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을 확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제8식

및 이와 동시의 심소들이라고 한데 묶어 말했지만, 제8식과 다섯



328 ∙ 印度哲學 제39집

심소들은 성격이 서로 다르다. 제8식은 타자의 제8식이 변현한 것

을 소소연연으로 삼을 수 있지만, 제8식과 동시에 일어나는 다섯

심소들, 곧 촉〮․작의․수․상․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기 때문이다.11) 이 예로 상분을 행상으로 하는 해석을 확장하고자

한다면, 다섯 심소들은 버리고 제8식을 취해야 한다.

어쨌든 규기는 제8식 및 이와 동시의 심소들의 예를 들어 상분

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을 소소연연으로까지 확장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예를 이렇게 보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다. 규기가

유가론의 “소연은 동일하고 행상은 동일하지 않다”와 유식론
의 “소연은 상사하고 행상은 각각 다르다”를 다섯 단계를 밟아가

며 통합할 때, 최종 단계에서 유가론의 ‘소연은 동일하다’는 진
여에, 유식론의 ‘소연은 상사하다’는 제6식의 본질이 없는 대상
인 허공의 꽃, 거북이의 털에 적용한 것을 보면, 상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도 결국은 견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에 기초한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상분을 행상

으로 해석을 소소연연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는 결국은 견분 행상

으로 시선을 돌려야 가능하다. 대상으로 향하는 식의 지향성에서

출발점을 잡았지만, 이 지향성이 주체의 기능성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을 여기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11) “제8식이 자기 대지의 산경을 연하는 경우 심왕의 경은 인연변이기에

성경이지만 제8식의 심과 상응하는 5변행심소의 경은 독영경이다.

심왕은 이숙인이 초감한 것으로 무분질이고 타자가 변현한 것을

소소연연으로 해서 실경을 변현할 수 있지만, 심소는 본질에 의탁하지

않고서는 실경을 변현할 수가 없다.” 박인성(2012)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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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견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과 상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의 화회(和會)

규기는 상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위

해 이제 “소연은 동일하고 행상은 동일하지 않다”는 유가론의
설과 “소연은 상사하고 행상은 각각 다르다”는 유식론의 설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행한다. 이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때, 제8식

및 이와 동시의 심소들의 ‘소연은 동일하다’의 의미와, 견분을 행

상으로 보는 해석 중 첫 번째 정의 곧 진여를 연하는 무분별지의

견분 행상의 성격이 명백히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규기는 진여를 연하는 무분별지 및 본질이 없는 심을 두고 상

분 행상을 논하기에는 유식론과 유가론이 모두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둘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비록 제3권에서 둘을 화회(和會)하고 있지만, 무분별지가 진여를 연

할 때는 소연이 상사하지 않고 동일하다고 말해야 한다. 이 유식론
의 문은 이치를 다한 것이 아니다. 만약 유가론에 의거해서 동일하
다고 말한다면, 본질이 없는 심(心)은 오직 상사할 뿐이기 때문에 동

일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두 논의 문을 화회시켜야 바른 이치가 된

다. 치우쳐서 취하면 모두 그르치게 된다.12)

유식론의 “소연은 상사하고 행상은 각각 다르다”에서는 ‘상사
하다’에, 유가론의 “소연은 동일하고 행상은 동일하지 않다”에

서는 ‘동일하다’에 주목하면서 이 둘이 통합되는 과정을 살펴보아

12) 雖第三卷有二和會, 然無分別智縁於眞如所縁不相似, 應言同一.

此唯識論文不盡理. 若就瑜伽云同一, 即無本質心唯相似故不可言同一,

應會二論文以爲正理. 偏取可皆非. 成唯識論掌中樞要(TD 43, p. 63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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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규기는 이 ‘동일하다’와 ‘상사하다’는 말을 통해 상분 행

상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여를 연하는 무분별지의 경우와 본질이 없는 대상을 연하는

심의 경우를 상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에 포섭시켜야 하는데, 규

기는 유가론과 유식론을 화회(和會)시켜 가는 과정의 최종 단
계에서 전자는 유가론을 통해서, 후자는 유식론을 통해서 통
합한다. 그러기 위해서 규기는 먼저 다섯 단계의 해석을 다음과

같이 총괄적으로 제시한다.

혹은 두 논서의 문(文)은 다음과 같은 것을 설한다. 유가론은 상
사함에 의거해서 동일하다고 설한다. 유식론은 경의 동일함에 의거
해서 상사하다고 설한다. 동일한 경(境)에 대해 전전하기 때문에 또한

위배되지 않는다. 유식론의 ‘소연은 상사하다’와 유가론의 ‘소연은
동일하다’에 대해서 다섯 가지 해석 방식이 있다. 첫째 유가론의 문
에 의거해서 해석하는 방식, 둘째 유식론의 문에 의거해서 해석하는
방식, 셋째 유가론은 본질에 의거하고 유식론은 영상에 의거한다
고 해석하는 방식, 넷째 유가론과 유식론 모두 같은 것에 의거한
다고 해석하는 방식, 다섯째 유가론은 무위법에 의거해서 본질의 연
이 있고 유식론은 유위법에 의거해서 본질의 연이 없다고 해석하는
방식이다.13)

규기는 이에 대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기에 중산(中

算; 935～976)14)의 풀이를 보면서 그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

13) 或二文說: 瑜伽約相似同一. 此論約境一名相似. 同一境轉故, 亦不相違.　

釋所緣相似與瑜伽同一所緣有五釋. 一就彼文, 二就此文, 三彼約本質此依影像,

四彼此約皆同, 五彼依無為有本質緣此依有為無本質緣. 成唯識論掌中樞要(TD

43, p. 631a).

14) 일본 헤이안 시대의 유식논사. 전해오는 대표적인 논서로

유식사분의(唯識四分義)를 다룬 四分義極略私記가 있다. 그는 이 논서의
「行相異說門」에서 규기의 견해를 지지하면서 이 다섯 단계의 해석을

풀이하고 있다. 중산이 규기의 견해를 지지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은, 불교학보 66집에 실릴 필자의 논문 四分義極略私記

行相異說門의 연구 에서 확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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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첫째 단계의 해석이다.

[문] 첫째 해석의 취지는 무엇인가? [답] “첫째 유가론의 문에 의
거한다는 것”은 유식론을 유가론과 같게 한다는 것이다. 이 취지
에 의하면, 유가론은 본질에 의거해서 ‘소연이 동일하다’고 설하고

영상에 의거해서 ‘행상이 각각 다르다’고 설하는데, 그렇듯이 이제 유
식론은 본질에 의거해서 ‘상사(相似)하다’고 설하고, 영상에 의거해서
‘각각 다르다’고 설하는 것이다. [문] 본질은 동일한데 왜 유식론에
서 상사하다고 설하는가? [답] ‘상사하다’란 ‘동일하다’는 뜻이다. 상반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분량결에 이르길, “상사하기에 동일하다”고 한
다.15)

유가론에서 “소연은 동일하고 행상은 동일하지 않다”고 할

때의 이 소연을 영상상분으로 보면, 유식론에서 “소연은 상사하
고 행상은 각각 다르다”고 할 때의 소연과 같은 것이 되기에, 규

기는 유가론의 ‘소연은 동일하다’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
해 이를 다시 숙고하기 시작한다. 다양한 작용들이 지향하는 동일

한 대상은 작용성격대로 대상적 의미를 견지하고 있다. 각 작용들

의 대상은 이런 점에서 동일하지 않고 서로 유사하다. 그런데도

상사한 것을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다양한 작용성격들

의 의미가 동일한 대상 안에 통일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첫째 단계의 해석에서 동일한 것은 동일한 대상이

아니라 본질이다. 따라서 동일한 대상 안에 통일하기 위해서라기

보다 동일한 대상 이전의, 동일한 대상을 유발하는 선구성된 영역

상의 차이를 언급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 차이로 인해 다양한

15) 問: 初釋意何? 答: 一就彼文者以唯識論令同瑜伽也. 意云,

瑜伽約本質云同一所縁約影像云行相各別.

今唯識論約本質云相似約影像云各別也. 問: 本質是一, 何唯識論云相似耶? 答:

相似者同一義也. 是不相違也. 故分量決云, 相似故名同. 問: 第二釋意何? 答:

以瑜伽論令同唯識論文也. 意云, 唯識約影像云所縁相似, 約見分云行相各別.

今瑜伽約影像云同一所縁, 約見分云不同一行相. 問: 心心所所變影像不同,

何瑜伽云同一耶? 答: 同一者相似義也. 四分義極略私記(TD 71, p. 46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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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성격들은 동일한 대상으로 통일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식론
의 상사함을 이렇게 해석된 유가론의 본질의 동일함으로 이해
하더라도 이 동일함이 동일한 대상을 유발하는 차이에서 유래한

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다음은 둘째 해석이다.

[문] 둘째 해석의 취지는 무엇인가? [답] 유가론의 문장을 유식
론의 문장과 같게 한다는 것이다. 이 취지에 의하면, 유식론은 영
상에 의거해서 ‘소연이 상사(相似)하다’고 설하고 견분에 의거해서 ‘행

상이 각각 다르다’고 설하는데, 그렇듯이 이제 유가론은 영상에 의
거해서 ‘소연이 동일하다’고 설하고, 견분에 의거해서 행상이 ‘동일하

지 않다’고 설하는 것이다. [문] 심과 심소가 변현한[所變] 영상은 동일

하지 않은데, 왜 유가론에서 동일하다고 설하는가? [답] ‘동일하다’
란 ‘상사하다’는 뜻이다.16)

첫째 단계의 해석에서는 유식론의 상사함을 유가론의 동일
함으로 이해했는데, 이 둘째 단계의 해석에서는 유가론의 동일
함을 유식론 의 상사함으로 이해하고 있다. 서로 유사하게 현현
하는 영상을 동일하다고 말하려면, 이 동일함을 동일한 대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다양한 작용성격들이 동일한 대상으로 향하기에

서로 유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규기가 의도

하던 소연을 본질로 간주하는 생각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

게 되면 상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을 확장하려는 그의 의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다음의 셋째 단계의 해석에서 소소연연을

다시 언급하게 된다.

[문] 셋째 해석의 취지는 무엇인가? [답] 소(疏)의 둘째 해석과 같

16) 問: 第二釋意何? 答: 以瑜伽論令同唯識論文也. 意云, 唯識約影像云所縁相似,

約見分云行相各別. 今瑜伽約影像云同一所縁, 約見分云不同一行相. 問:

心心所所變影像不同, 何瑜伽云同一耶? 答: 同一者相似義也.

四分義極略私記(TD 71, p. 46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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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해석에 의거하면, 유가론은 영상에 대해 설하지 않고, 유식
론은 본질에 대해 설하지 않는다.17)

답에 나오는 ‘소(疏)의 둘째 해석’이란 규기가 술기에서 서술
하고 있는, “유가론은 소소연연에 의거해서 설하고 있고, 유식
론은 친소연연에 의거해서 설하고 있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
다.18) 이 셋째 단계의 해석에 의하면, 유가론은 소소연연에 의
거해서 설하고 있으니 영상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유식론은 친
소연연에 의거해서 설하고 있으니 본질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사실 규기가 ‘소연은 동일하다’의 소연을 소소연연인 본질로 이해

한 것은, 영상상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을 정당화하려면 영상상

분의 지반이 되는 본질에 대해서도 견분이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식의 층위는 7전식과 제8식

으로 나누어지고, 7전식은 제8식이 변현한 신체와 세계를 지반으

로 해서 활동한다. 이렇게 볼 때 소소연연을 설하는 유가론은
17) 問: 第三釋意如何? 答: 與疏後釋同也. 若依此釋瑜伽不説影像唯識不説本質也.

四分義極略私記(TD 71, p. 460a).

18) 然瑜伽第一說同一所緣不同一行相. 據了別領納各各不同故.

相分雖不同然極相似. 如青為境, 諸相俱青相似名同, 見分各異. 雖俱是青,

取像各異, 故名不同行相.　此中有行相與見分, 雖各非一, 各據義別,

境據總故名之為一. 見據別故, 名為相似. 此卷論中據實為言,

故與瑜伽說不同也.　又, 彼約疎所緣緣, 此約親所緣緣. 成唯識論述記(TD 43,

p. 319a). “그런데 유가론 제1권에서 설하길, ‘소연은 동일하고 행상은
동일하지 않다’고 한다. 요별․영납에 의거해서 각각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분은 비록 동일하지 않을지라도 극히 상사하다. 가령 청색이

경이 될 때 상(相)들은 모두 청색과 상사(相似)하기에 동일하다고 하지만,

견분은 각각 다르다. 비록 모두 청색이지만 상(像)을 파악하는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행상이 동일하지 않다. 이 중 행상과 견분은 비록 각각

동일하지 않고 각각 의미의 다름에 의거하지만, 경은 총괄적인 것[總]에

의거하기 때문에 이를 동일하다고 한다. 견분은 개별적인 것[別]에

의거하기 때문에 상사(相似)하다고 한다. 논(=유식론)의 이 권(卷)은
실제에 의거해서 말하기 때문에, 유가론에서 설하는 바와 같지 않다.
또, 저 논(=유가론)에서는 소소연연(疎所緣緣)에 의거해서 설하고 있고,
유식론은 친소연연(親所緣緣)에 의거해서 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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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대해 말하고 있고, 친소연연인 영상을 설하는 유식론은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도 규기가 “유가론은 영상에
대해 설하지 않고 유식론은 본질에 대해 설하지 않는다”고 말
한 것은, 영상과 본질을 각각 부각시켜 영상상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을 확장하기 위해서이다. 앞에서 규기는 영상상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을 제시할 때 영상상분을 견분의 직접적인 상관물으로

서만 보았지, 이 영상상분이 선구성된 영역을 기반으로 해서 구성

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는 이 영상상분을

구성하는 견분과 이 영상상분이 지반으로 삼고 있는 선구성된 영

역을 구성하는 견분 간의 식의 층위에 따라 지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넷째 해석이다.

[문] 넷째 해석의 취지는 무엇인가? [답] 유가론에서는 본질에 의
거해서 ‘소연은 동일하다’고 설하고, 또한 영상에 의거해서도 ‘소연은

동일하다’고 설한다. 유식론에서도 본질에 의거해서 ‘소연이 상사하
다’고 설하고, 또한 영상에 의거해서도 ‘소연이 상사하다’고 설하는 것

이다.19)

상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을 소소연연인 본질에까지 확장하고

자 하는 규기의 의도는 이 넷째 단계의 해석에 와서 완성된다. 견

분 행상은 식의 층위에 따라 영상상분에 작용하기도 하고 소소연

연인 본질에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이 단계의 해석에서 읽어낼

수 있다. 그런데 상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은 견분의 식의 층위

에 기반하는 견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에서 기인하는 것이기에,

이제 우리는 시선을 견분행상으로 되돌리게 된다. 다음은 다섯째

해석이다.

[문] 다섯째 해석의 취지는 무엇인가? [답] 유가론에서는 무분별
19) 問: 第四釋意何? 答: 瑜伽約本質云同一所縁, 亦約影像云同一所縁.

唯識亦約本質云所縁相似, 約影像亦云所縁相似也. 四分義極略私記(TD 71, p.

460a).



행상(行相)에 대한 규기의 해석 ∙ 335

지가 진여를 연할 때 진여는 체(體)가 하나이기 때문에 ‘소연이 동일

하다’고 설하고, 유식론에서는 유위의 제6식이 본질이 없는 거북이
털이나 허공의 꽃 등을 연(緣)할 때 심과 심소의 영상이 상사하기 때

문에 ‘소연이 상사하다’고 설하는 것이다20)

규기는 견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을 펼 때 견분 행상이 체상

에 대해 행한다는 정의와 상상에 대해 행한다는 정의 이 두 정의

를 들었었다. 이 두 정의에서와 같이 견분의 지향성이 대상적 의

미를 통해서 작용성격대로 대상 자체로 향하기에, 상분견분과 상

관관계를 맺게 되어 영상상분을 행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하

지만 이렇게 견분 행상의 성격을 본질을 갖는 상분과 상관관계를

맺는 지향성에 한정하게 되면, 진여에 대해 행하는 견분 행상의

성격과 본질이 없는 상분에 대해 행하는 견분 행상의 성격을 밝

힐 수 없게 된다. 규기는 ‘소연은 동일하다’ 할 때의 소연을 소소

연연으로 이해하면서 견분의 지향성의 범위를 확장하려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견분 행상이 진여에 대해 행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본질이 없는 상분에 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넷째 단계의 해

석에서 본질과 영상 두 가지 상분을 통합했기 때문에 이 단계에

서는 이 이외의 대상을 통합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게 된다. 그

결과 ‘소연이 동일하다’는 말로 진여를 연하는 무분별지의 경우를

통합하고, ‘소연이 상사하다’는 말로 본질이 없는 거북이의 털 또

는 허공의 꽃을 연하는 심의 경우를 포섭하게 된 것이다. 규기에

게 이제 행상은 단지 영상상분으로 향하는 지향성일 뿐만 아니라,

또 신체와 세계의 본질상분으로 향하는 지향성일 뿐만 아니라, 진

여 및 본질이 없는 대상에까지 확대되는 주체의 기능성이다.

유가론의 설과 유식론의 설을 통합해 가는 이 다섯 단계의
해석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견분을 행상으로 하는 해

20) 問: 第五釋意何? 答: 瑜伽無分別智縁眞如時眞如體一故云同一所縁,

唯識有爲第六識縁無本質之龜毛空華等時, 心心所影1)像相似故云所縁相似也.

四分義極略私記(TD 71, p. 46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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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펼 때 체상에 대해서 행하는 예로 무분별지가 진여를 연하

는 경우를 들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상분을 행상으로 하는

해석을 펼 때 소연을 소소연연으로 확장하기 위해 제8식 및 이와

동시의 심소들의 예를 들 때 발생하는 문제를 규기는 이 다섯 단

계의 해석을 통해 해결하려 했다는 점이다. 규기는 행상의 의미를

본질을 갖는 대상으로 향하는 지향성으로 시작했지만, 본질이 없

는 대상으로까지 식의 지향적 성격을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진여를 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주체의 본원적인 기능성을 발견

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Ⅴ. 결어

규기는 호법의 견해를 따라 견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을 제시

하면서도, 상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을 제시하기도 했다. 견분과

상분 간에는 지향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

었기 때문이다.

규기에 따르면, 견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에는 세 가지 정의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는 체상(體相)에 대해 작용하는 견분 행상,

둘째는 상상(相狀)에 대해 작용하는 견분 행상, 셋째는 행해(行解)

의 상모로서의 견분 행상이다. 규기는 술기에서는 앞의 두 정의
를, 추요에서는 맨앞의 정의만을 견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에
포함시켰다. 견분 작용이 그 상관물인 체상 곧 대상 자체를 향하

기에 견분을 행상으로 본 것이지만, 이를 견분 작용이 상상(相狀)

으로 향하는 경우와 구분하기 위해 진여를 연하는 견분의 경우도

행상으로 보기도 했다. 그런데 규기는 체상을 향하는 경우도 역시

상상을 향하는 경우처럼 상(相)으로 향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유
가론의 ‘소연은 동일하다’는 전거에 의지해서 ‘동일한 소연’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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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로 보아 체상을 향하는 견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을 보강했다.

또, 규기는 상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을 확장하기 위해 유가
론의 ‘소연은 동일하고 행상은 동일하지 않다’는 문장을 다시 끌
어오는데, 이때 여기서 든 예가 제8식 및 이와 동시의 심소들이기

때문에, 원래 그가 의도했던 상분 행상을 소소연연으로까지 적용

하려던 문제 외에 상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을 어떻게 정당화해

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영상상분은 본질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8식 및 이와 동시의 심소들은

본질이 없어서 본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는 했지만, 그럴 때

과연 상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을 확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가 생기게 된 것이다. 제8식은 타자의 제8식이 변현한 것을 소소

연연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본질이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있지만,

제8식과 동시에 일어나는 심소들은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규기는

본질이 없는 심의 경우도 통합하기 위해, 유가론의 “소연은 동
일하고 행상은 동일하지 않다”는 설과 유식론의 “소연은 상사

하고 행상은 각각 다르다”는 설을 화회(和會)시켜 가는 과정의 최

종 단계에서 허공의 꽃, 거북이의 털과 본질이 없는 대상을 같은

예를 들었다. 이는 상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을 확장하기 위해서

도 다시 견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견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을 펼 때 체상에 작

용하는 견분 행상이 진여에도 기능한다고 언급하기는 했지만, 이

것이 실제로 가능하게 되려면 대상으로 향하던 견분 행상이 진여

로 향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규기는 두 논서의 설

을 화회시켜 가는 과정의 최종 단계에서 진여를 연하는 무분별지

의 경우를 상분을 행상으로 보는 해석에 포함시켜 확장했다. 이는

식의 지향성을 의미하던 행상 개념이 주체의 기능성에 포섭되었

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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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uiji[窺基]'s Interpretation on Ākāra[行相]

Park In-Sung

(Dongguk University)

Mahāyāna yogācāra buddhism interprets ākāra as the

part of the seeing[見分], while Hināyāna buddhism simply

understands ākāra as the representation of the external

object. Kuiji, as a member of Chinese yogācāra buddhist

school, interprets the part of the seeing as ākāra, and at the

same time interprets the seen[상분] as ākāra. It's because

both the seeing and the seen are correlative. According to

Kuiji, the interpretation of the seeing as ākāra involves

three kinds of definitions: the first is the seeing ākāra of

acting toward the object itself, the second is that of acting

toward the defining meaning, and the last is that of the

act-character. The case of the undiscriminating knowledge

is made to be involved in the most essential defintion of

acting toward the object itself. Kuiji elucidates the seen is

correlated with the seeing, when he deals with the inter-

pretation of the seen as ākāra. In order to demonstrate the

seen is founded on the preconstituted objectivity, in other

words, in order to extend the scope of the objectivity, he

takes an example of the eighth consciousness and its con-

current acts, which are those of lacking the preconstituted

objectivity, and this example makes him look for the way to

involve the nature of them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seen

as ākāra. Kuiji regards ‘the identical object’ of

Yogācārya-bhūmi[瑜伽師地論] as suchness[眞如], and ‘the

similar object’ of Vijñaptimātratāsiddhi-śāstra(Cheng w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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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 lun)[成唯識論] as the object of lacking the preconstituted

objectivity, which is perceived by the sixth consciousness,

integrating the meaning of the sentence “the object is iden-

tical and the ākāra is not identical” from the former and

that of the sentence “the object is similar and each ākāra is

different” from the latter at the last stage of interpretation,

and he manages to solve this problem. And then he sug-

gests that we need to turn our eyes into the seeing ākāra.

In this way the ākāra that denotes the intentionality of the

consciousness is transformed into the funtionality of the

subject.

Keywords : the ākāra of the seeing, the ākāra of the

seen, the preconstituted objectivity, the

intentionality of the consciousness, the

functionality of the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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