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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요어: 욕망, 담론, 공동의 분별작용, 배제]

본 논문은 유식 사상과 푸코의 이론이 모두 인간의 욕망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두 이론을 비교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마음을 관찰하여 그 작용양상을 주로 분석한 유식 사상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그려보고자 했다.

유식 사상은 알라야식에 존재하는 ‘공종자’를 개인이 타인과 공유하

는 것으로 정의한다. 필자는 ‘공종자’를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욕

망의 결과물로 보고 이것이 현현하여 사회적 담론이 된다고 보았다. 한

편 푸코는 인간의 욕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권력이라는 개념에 의거해

서 사회 속에서 담론이 형성되는 기제를 설명했다. 특히 배제작용을 통

해 담론이 사회 속에서 수용된다고 본 것은 푸코의 독특한 관점이다.

유식 사상은 해탈에 이르기 위한 수행의 과정에서 관찰된 마음의 작

용을 이론화 한 것으로서, 인간의 욕망을 소멸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반면 푸코는 현실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현상 자체를 관찰하고 그

것을 이론화했다. 두 이론이 인간의 욕망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와 같이

다르다. 하지만 두 이론은 다음과 같은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다. 첫째,

두 이론은 담론을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욕망이 표출된 것으

로 본다. 둘째, 두 이론은 담론이 체계적인 지식이 되기까지를 유사하게

설명한다. 즉 두 이론은 모두 담론이 기존의 규칙에 부합될 때 그 담론

이 지식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본다.

* 서울대학교 강사. philotibe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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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유가행파는 수행을 통해 관찰한 내용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그

것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했다. 이 이론은 주로 마음의 작용을 대상

으로 한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유식(唯識)사상에 대한 연구는 인

식의 변화 양상 및 그 제반사항에 주로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왔

다.1)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경향과 달리 유식의 관점에서 타인과의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유식 사상은 마음의 심층에 알라야식(ālayavijñāna)이 존재하며

여기에 인간의 사유와 행위의 결과가 ‘종자(bīja)’의 형태로 저장

되어 있다고 제시한다. 필자는 알라야식과 ‘종자’ 개념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본다.

‘종자’는 인간의 욕망에 의해 행해진 다양한 결과가 저장된 것

으로서 이후에 또 다른 작용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종자’에는

개인의 욕망이 저장되어 있기도 하지만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통

으로 가지는 욕망이 존재하기도 한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공동의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 서로 대화를 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각은 담론이 된다. 이 담론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욕망이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담론이 욕망의 주체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사회적 담론의 형성과정을 권력의 관점에서 조명한 푸

코의 이론과 유식 사상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푸코는 인간의 욕망

1) 유식 사상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심식론(心識論), 수행론(修行論) 그리고

주요 인물들의 사상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김성철 2006: 13-54).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유식 사상에 내재된 개념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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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권력개념을 통해 담론이 한 사회 속에서

수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유식 사상이 사

회적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Ⅱ. 유식 사상과 푸코이론

유식 사상과 푸코의 이론은 형성된 시기와 지리적 배경이 다르

다. 유식 사상은 인도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수행을 통해 마음을

관찰하여 그 작용양상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한 것이다.2) 유식(唯

識)이라는 명칭에 나타나듯이 유식 사상은 오직 마음 즉 ‘식(識, vi

jñāna)’의 관점에서 현상을 해석한다. 한편 미셸 푸코(Michel Fou

cault, 1926-1984)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사상가이다. 그는 비판이

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의 이론은 ‘권력’, ‘지식’, ‘담론’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의 영향력은 포스트구조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페미니즘, 포스트

마르크주의, 탈식민주의 등과 같은 최근 이론의 영역에 드러난

다.3)

유식불교와 푸코이론의 형성 배경에는 이와 같이 고대와 현대

라는 시간적 차이 그리고 동양과 서양이라는 공간적 거리가 존재

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두 이론에 대한 비교연구는 현재까지

2) 대승불교인 유식 사상이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어 학파를 이루게 된 것은 4

세기 초의 인물로 추정되는 미륵(彌勒, Maitreya, 약270∼350년경)으로부

터라고 알려져 있다. 이후 유식 사상을 크게 발전시킨 사람은 무착(無着,

Asaṅga, 310∼390년)과 그의 동생 세친(世親, Vasubandhu, 4C∼5C로 추

정)이다(길희성 2004: 158-160. 참조).

3) 사라 밀스(2008) p.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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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두 이론을 살펴볼 때 첫째, 두 이론

이 인간의 욕망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담론의 형성과정을 분석하

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며, 둘째, 담론(談論)이 공동체 구성원들에

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규칙에 부합될 때 가

능하다는 관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필자는 두 이론을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두 이론이 인간의 욕망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바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유식 사상은 수행을 통해 욕망을 정화하여 해

탈에 이르는 과정을 제시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욕망은

사유와 행위를 통해 표출되며, 그 결과는 ‘종자(種子)’의 형태로 알

라야식에 저장된다. 이후 이것은 또 다른 욕망의 작용을 발생시키

는 것으로 설명된다. 유식이론은 이러한 과정에 의해 세계가 형성

된다고 본다.

한편 푸코는 사회구조와 제도 그리고 개인의 관계를 욕망의 한

측면인 권력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푸코에게 있어서 권력은 단순

히 권력을 가진 자가 나약한 자를 억압하는 수단이 아니다.4) 권력

은 사람과 제도의 일상적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며, 능동적으로 무

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개개인은 단순히 억압에 복종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

행하여 권력을 행사한다.5) 따라서 권력은 국가나 정부와 같은 특

수한 제도에 의해 점유되어 있다기보다는 사회전체에 퍼져 있는

그물망이다. 푸코는 권력을 특정한 사회맥락에서 한 개인(혹은 집

단)이 수행하는 행위로 보고자 한다.

유식 사상과 푸코의 이론을 논의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담

론6)이 체계화되어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두 이론이

4) 푸코는 사회의 모든 관계에 권력이 내재해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따라서

권력은 아주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발현된다. 푸코의 모델은 각 개인이

이데올로기에 의해 항상 억압받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주체라는 시각을 제공해 준다(사라 밀스 2008: 73. 참조).

5) 사라 밀스(2008) p. 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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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유식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언어작용이 ‘명언훈습종자’의 형태로 저장되듯이 사회공동체의 의

해 형성된 언어의 작용도 ‘명언훈습종자’로 저장된다. 이 ‘종자’가

현현하여 개인의 인식대상과 공동체의 인식대상이 형성되는 것이

다. 유식에 의하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가지는 생각은 공동체 내

에서 전승되어온 관습과 문화와 부합될 때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푸코는 담론이 일련의 규칙들에 의해 통제를 받게 된다는

관점을 보인다. 그에 의하면 이 규칙들을 통해 특정한 발화와 언

술들이 사회적으로 유통된다. 어떤 언술들은 광범위하게 유포될

수 있고, 또 어떤 언술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유포된다. 예컨

대 서구에서 성경과 그에 관련된 언술들은 서구사회 전체를 통해

유통되는 하나의 담론을 구성한다. 반면 유교와 같은 다른 종교텍

스트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읽히지도 않을뿐더러 성경과 같은 구

조적인 유통망도 없다. 즉 어떤 텍스트는 사회전반을 통해 적극적

으로 수용되고, 어떤 텍스트는 철저하게 배제된다. 푸코는 배제(e

xclusion)라는 개념을 통해 담론이 사회 속에서 수용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Ⅲ. 욕망

인간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다. 자신

6) 푸코는 지식의 고고학에서 담론(談論)을 일반적인 모든
언설(statement)의 영역으로 정의한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발화(utterance)와 언술(statement)이 담론으로 규정될 수 있음을

말한다(미셸 푸코 1994: 122-1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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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구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그는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 이 과정에서 타인과 공유하는 욕망이 생겨

나게 되고 이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생각은 이후 담론이 되어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본 논의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욕망

의 관점에서 탐색한다. 이를 위해 우선 유식 사상과 푸코의 이론

에서 각각 욕망의 주체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욕망의 주체

불교는 인간의 욕망을 소멸하여 해탈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한

다. 특히 유식 사상은 욕망을 정화시키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소멸

시키고자 하는 수행의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유식 사상

은 수행을 통해 관찰한 마음의 양상을 ‘식(識)’의 전개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 ‘식’이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지면서[分化] 모든 사유

과정이 시작된다고 본다. 특히 주목해 볼 것은 이러한 현상이 ‘식’

에 존재하던 ‘종자’가 현현하면서 생겨난다고 제시하고 있다는 점

이다. ‘종자’가 현현하면서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이 생겨난다

는 것이다.7)

여기서 ‘종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욕망의 주체가 사유하고 행한

결과가 ‘식’에 저장된 것으로서 다음 행위를 일으키는 잠재적인

힘이다.8) 우리가 생각한 모든 내용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에 흔적

7) 유식불교 문헌인 攝大乘論本은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진 ‘식’을 ‘견(見)’
과 ‘상(相)’으로 표현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유견식’과 ‘유상식’으로 표

현된다. ‘유견식’은 인식주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유상식’은 인식의 객관

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攝大乘論本, T 31, 138c).



담론(談論) 그리고 욕망 ∙ 141

을 남겨서 다음의 사유작용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식

사상은 언어작용을 일으키는 ‘종자’를 특히 ‘명언훈습종자(名言薰

習種子)’라고 부른다.9) ‘명언훈습종자’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행위 및 그 내용 모두가 마음의

심층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 ‘명언훈습종자’는 새로운

조건이 형성되면 그 상황에 맞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일

으킨다. 예컨대 대중매체를 통해 우주선이 발사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우리는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된다. 어느 나라에서 일어

난 사건이며 그 우주선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만들어졌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정보를 통해 이 물음에 대해 답

을 유추한다.

유식 사상에 의하면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에 저장되어

있던 ‘명언훈습종자’의 현현에 의해 생겨난다. 즉 우주선이라는 개

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정보를 ‘명언훈습종자’의 형

태로 이미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과거에 이미 들었거나 아니면 책

에서 읽은 내용이 마음에 저장되어 있다가 대중매체를 통해 새로

운 정보가 전해졌을 때, 마음에 저장되어 있던 내용이 다시 우리

의 마음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유식 사상은 이러한 현상이 바

로 ‘명언훈습종자’의 현현이라고 설명한다.

‘명언훈습종자’의 현현은 구체적으로 사유의 주체와 사유의 대

상이 생겨나서 주체와 대상이 상호 작용하는 과정이다. 우선 ‘식’

이 분화되는 현상을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8) 攝大乘論釋(T 31, 188b03-05), “釋曰. 以七識熏習本識爲種子. 此種子復變
異本識爲七識. 後七識卽從前相貌種子生”.

9) 모든 ‘종자’를 언어활동의 결과가 저장된 것으로 보는 것은 解深密經이
래 유식 사상에 일관하는 공통된 견해이다. 解深密經에는 이 ‘종자’가

‘형상ㆍ명칭ㆍ분별에 의해 나타나는 희론습기로 표현되며(解深密經, T
16, 692b), 섭대승론은 ‘명언훈습습기’ 또는 ‘명언훈습종자’로 표현하고

있다(攝大乘論釋, T 31, 398a19-398b18). 나중에 成唯識論에서 ‘명언

습기’ 또는 ‘명언종자’(成唯識論, T 31, 43b03-b06)라고 하여 이 개념이
‘종자’를 나타내는 총칭이 되었다(요코야마 1989: 1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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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의 주체)

인식주관 → 욕망의 주체

‘명언훈습종자’의 현현 → ‘식’의 분화 ─

인식객관 → 욕망의 대상

(언어의 대상)

<도식 3-1> ‘식’의 변형체인 욕망의 주체와 욕망의 대상

욕망의 주체인 인식주체는 인식대상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작용

을 일으킨다. 우주선의 모양이 길고 끝이 약간 뾰족하다고 분별하

는 작용은 우주선이라는 인식대상에 대해 인식주관인 내가 사유

는 작용이다. 이러한 내용이 언어로 표현될 때 그것은 언어의 대

상이 되며 그것을 발설하는 나 자신은 언어의 주체가 된다.

이 때 우주선이라는 인식대상은 나 자신의 대상[개인의 대상]으

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타인과 공유되기도 한다. 내가 보았던 내용

을 친구에게 이야기했을 때 친구 또한 그 우주선이 발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 그 내용을 확

인하기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나와 친구는 인식의 대상인 우주

선을 공유하게 된다. 이제 우주선은 개인의 대상[不共相]에서 나와

친구의 공통의 인식대상[共相]이 된 셈이다. 내가 우주선을 보고

그것은 길고 뾰족하다고 생각한 것은 ‘개인의 분별’ 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나와 친구가 그 우주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 토론하게 될 때 ‘공동의 분별’ 작용이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공동의 분별’ 작용은 나와 친구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사회공동체의 가치관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공

동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공통의 인식대상에 대해 판단하게 된

다.10)

10) 攝大乘論釋(T 31, 397b24-b29), “論曰. 此中相貌差別者. 謂卽此識有共相.
有不共相. 無受生種子相. 有受生種子相等. 共相者謂器世間種子.

不共相者謂各別內處種子. 共相卽是無受生種子. 不共相卽是有受生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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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분별작용


인식주관 =‘공동체의 욕망의 주체’

‘공종자’의 현현 → ‘알라야식’의 분화╴
인식대상 =공통의 상(共相)


공동의 분별작용

<도식 3-2> 공동의 분별작용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들이 공유하는 가치관이나 관습 등을 인

식의 대상으로 삼아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여 타인과 공유한다. 유

식에 의하면 사회구성원들이 유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

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공종자’의 현현에 의한 것이다. ‘공종

자’에 의해 ‘식’이 분화되어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이 형성되

는 것이다. 이 때 인식의 주체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대상에 대

해 판단하고 평가하는 ‘공동의 분별작용’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인식의 주체와 대상이 모두 욕망

으로 인해 형성된 것이라는 점이다. 유식의 관점에 의하면 인식의

주체 및 대상은 모두 ‘식’의 변형체이다. ‘식’은 욕망의 결과물인

‘종자’에 의해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진다. 욕망이 끊임없이 변하

듯이 욕망에 의해 형성된 인식의 주체 및 대상은 우파니샤드 사

상의 브라흐만/아트만과 같이 우리의 내부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무아(無我)적 존재이다. 수행에 의해 욕망이 순화되어

소멸되면 ‘식’은 사라진다. ‘식’과 ‘종자’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식’의 변형체 또한 끊임없이 변화한

다는 것이 유식의 관점이다.11)

11) 주지하듯 무아론은 불교의 근본 교설이다. 근본불교, 상좌불교 그리고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불교는 붓다의 교설을 기반으로 한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 표현방법이 달라지지만 불교는 근본적으로 무아설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설이 없을 것이다. 본 논문은 논의의 주제상

유식 사상에 한정하여 욕망의 주체문제를 무아론의 관점에서 푸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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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론 형성의 주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식에서 인식의 주체는 ‘식’이 변형

되어 형성된 것이다. 주체는 욕망의 결과물인 ‘종자’가 동인이 되

어 만들어진 것으로서 또 다른 인연이 생겨나면 인식의 주체는

변화된다. 푸코의 이론이 유식 사상과 유사한 점은 주체를 영원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푸코는 인식의 과정을 형성하는 주체가 동일한 보편자로서 존

재한다는 관점에 대해 비판적이다. 푸코에게 있어서 주체란 담론

이 생겨나기 이전에 담론에 앞서 정립되어 있다가 인식과정에 작

용하여 담론을 성립시키는 존재가 아니다. 푸코는 인식주체가 담

론을 성립시키는 근거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푸코는

“만일 내가 거부하는 접근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관찰하는 주체

에게 절대적 우선성을 부여하고 구성적 역할을 (주체의) 작용에

귀속시키며 주체의 관점을 모든 역사성의 기원으로 여기는 접근

방식이다.”12)라는 입장을 보인다.

이것은 담론을 형성하는 주체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것을 고정

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변화가능성을 보여주는 관점이다.

푸코는 주체를 담론과의 상호 영향관계 속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

이다. 주체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담론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그 담

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특정한 사회의 담론은 그것을 만든

주체를 부각시키지만 또 다른 담론에서는 그 주체의 역할이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푸코에게 있어서 수많은 발화주체들 중에서 누가 그

특정의 담론을 형성하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으로

이어진다. 예컨대 의학적 담론은 일반적으로 의사와 같이 일정한

비교한다.

12) Foucault(1973)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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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가진 개별자들에게만 허용된다. 의학적 용어를 이해할 수

있는 자는 오랜 기간 의학을 전공한 자이다. 그들은 사회 속에서

시험을 거친 후 인정을 받은 자이다. 의학적 담론은 바로 의사라

는 주체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한편 법률적 지식을 요구하는

판사나 변호사는 법률적 담론을 만들어 내는 주체가 된다. 법과

관련된 담론이 오고가는 사회 속에서 의사는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즉 푸코는 특정의 지식은 아무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고 본다. 제도적으로 승인된 한에서 일정한 자격, 능력, 지위를 갖

춘 자에게만 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사용되는 조건을 규정하

고, 그러한 지식을 사용하는 개별자들에게 일정한 수의 규칙들을

부과하여 그 밖의 다른 누구도 이러한 규칙에 접근하는 것을 차

단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누구든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

면, 또는 처음부터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지식의 주체라는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 보다 정확히 말해서 모든 지식의 영역은 똑같이

개방적이지 않다. 어떤 것은 선행의 제한조건 없이 바람이나 모래

에게 조차 개방되어 있는 반면 어떤 것은 금지된 영역으로 존재

한다.”13) 푸코에게 있어서 지식의 주체는 특정한 사회 공간 속에

서 인정되는 한에서 성립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식이 합법성과 유효성을 얻게 되는 제도적 공간이

어디인가에 관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푸코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

적 공간은 그 자체의 내적 구조에 의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

도적 관계들로 이루어진 외적 관계망 속에서도 분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체의 위치는 지식의 대상이나 분야와 관련하여 주체

가 점유하는 잠재적 관계들의 영역에 의해서 마침내 규정되기 때

문이다. 이것은 주체가 담론과 별개로 존재하면서 담론을 형성하

는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담론의 영역에 포함된 모든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특성이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13) Foucault(1972) pp. 224-225.



146 ∙ 印度哲學 제40집

담론을 형성하는 주체는 발화자로서의 역할 이외에도, 청취하고

관찰하고 질문하는 등의 분명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다. 푸코에

의하면 이성의 공간에서만 성립하는 공허한 추상적 지식과는 달

리 현실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 지식은 주체의 한 가지

기능에 의해서만 성립할 수 없다. 이 다양한 역할들은 주체가 지

식생산이 이루어지는 현실적 제도적 공간에서 점유하는 위치에

의해 달라진다. 이것은 담론이 생겨난 사회적 맥락과 그 구성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관점에 의하면 푸코에게 있어서 욕망의 주체는 사회적 담론

을 형성하지만 영원한 존재로서의 특정한 권위를 부여받지 않는

다. 담론이 생겨나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주체는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 때로는 발화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때로는 청취자로서

의 역할을 하게 된다. 욕망의 주체는 상황에 따라 달리 규정된다.

주체의 역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담론이 형성되는 배경

및 그것이 만들어지는 사회 및 문화적 상황에 따라 그 성격이 달

라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위 유식에서 욕망의 주체가 고정된 존

재가 아니라 변화하는 존재 즉 무아론적 존재라고 보는 것과 유

사한 면을 보이고 있다.

반면 푸코와 유식 사상은 욕망의 주체를 분석하는 방식에 있어

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유식은 욕망의 주체를 인식주관과 인식

대상으로 구분해서 논의한다. 인식주관과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의 세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세밀히 분석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수행을 통해 마음을 면밀히 고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식 사상은 생각하는 주체와 생각의 대상이 모두 마음에서 비롯

되었다고 보고 그것을 이론화한 것이다. 한편 푸코는 욕망의 주체

가 펼쳐지는 현상 그 자체를 분석한다. 푸코는 주체와 담론과의

관계 속에서 주체의 역할과 성격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규명하고

자 했다. 담론이 형성된 사회적 맥락에 따라 주체는 다양한 역할

을 부여 받게 되면서 상황에 따라 변화된다. 푸코는 이러한 역할

이 다시 공동체가 공유하는 담론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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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의 영역 또한 보편적으로 개방된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승

인된 자에게만 돌아간다고 보고 있다. 유식 사상이 마음의 변화과

정에 주목한 것과 달리 푸코는 사회 속에서 주체가 어떻게 규정

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했다.

Ⅳ. 사회적 담론

다음은 유식 사상과 푸코의 이론 속에서 사회적 담론의 형성과

정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1. ‘공동의 분별’ 작용

유식 사상은 ‘종자’ 가운데 현실의 경험세계를 형성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등류습기(等流習氣)’ 또는 ‘명언습기(名言習氣)’라고 표

현한다. ‘명언습기’는 ‘표의명언(表義名言)’에 의해 훈습된 것과 ‘현

경명언(顯境名言)’에 의해 훈습된 것으로 분류된다.14) 요코야마 코

우이츠(橫山紘一)는 ‘표의명언과 ‘현경명언’의 역할과 그 관계에 대

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표의명언(表義名言)은 의미를 나타내는

명언, 즉 의식에 의한 개념적인 사고(思考)를 말한다. 현경명언(顯

境名言)은 인식대상을 나타내는 명언, 즉 일반적으로 감각ㆍ지각

등 대상을 파악하는 인식을 말한다. 따라서 전자의 명언종자(名言

種子)에 의해 언어가 생기고 후자의 명언종자에 의해 사물의 갖가

14) 成唯識論(T 31, 43b3-6), “名言有二. 一表義名言, 卽能詮義音聲差別.
二顯境名言, 卽能了境心心所法. 隨二名言所熏成種作有爲法各別因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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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형상이 생기게 된다. 요컨대 우리는 갖가지 표상을 갖는데, 언

어표상은 전자에서 생기고 시각ㆍ청각 등의 감각 표상은 후자에

서 생긴다.”15)

이 관점에 의하면 언어의 작용은 ‘현경명언’에 의해 생겨난 언

어의 대상에 ‘표의명언’에 의해 형성된 언어가 대응됨으로써 형성

된다. 언어와 대상 사이의 관계는 ‘표의명언’에 의해 형성된 언어

와 ‘현경명언’에 의해 만들어진 사물의 형상 사이의 관계로 설명

된다. 인식대상은 ‘현경명언’의 현현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언어는

‘표의명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언어와

대상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언어의 대상이 외부에 실재하

는 것이 아니라 ‘식’의 변형체임을 나타낸다. 이 논의에 따르면 유

식불교에서 언어와 대상의 관계는 ‘식’과 ‘식’의 관계를 의미한다

고 볼 수 있다. ‘표의명언’에 의해 형성된 언어와 ‘현경명언’에 의

해 형성된 언어의 대상은 모두 ‘식’의 변형체이기 때문에, 언어와

대상의 관계는 ‘식’의 변형체 간의 관계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대상에 적합한 언어를 선

택하는 인식의 주체도 ‘식’이 분화된 것이다. ‘식’의 분화에 의해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이 생겨난 것이다. 인식의 주체(욕망의

주체)는 마음에 떠오른 생각 즉 인식의 대상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인식의 주체가 그 인식 대상에 적합한 언어를

택하여 그것을 표현하는 과정이 바로 언어작용이 되는 것이다. 이

것은 모두 ‘식’이 분화되어 형성된 것들의 작용이 되는 셈이다.

이 때 대상을 객관화시켜 그것에 대해 사유하고 판단하는 과정

및 그 결과를 언어로 표현하는 작용은 ‘공동의 분별’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언어로 표현할 때 우리는 언어를

선택한다. 사회공동체 속에서 통용되고 있는 가장 적합한 언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려면 우리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규칙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 규칙에

15) 요코야마(1989) p. 1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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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되는 언어를 선별하여 표현할 때 상대는 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사회규칙에 맞는 언어를 선택하는 과정엔 ‘공동의

분별’ 작용이 포함되어 있게 된다.16) 내가 전하려는 생각을 상대

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표현하려면 우리가 공통으로 사용하

고 있는 표현방식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이 바로 ‘공

동의 분별’ 작용인 셈이다.

‘공동의 분별’ 작용


‘욕망의 주체’ ⇒ 객관화된 대상 ⇒ 언어의 체계화

 ← ‘공동의 분별’ 작용

‘욕망의 주체’

<도식 4-1> ‘공동의 분별’ 작용에 의한 언어의 체계화

‘명언종자’는 무시(無始)이래로 인간의 언어활동이 저장된 것으

로서 인간이 타인과 공유하는 잠재적 힘이다. ‘명언종자’에 의해

개념적 사유가 활성화되면서 인식대상은 언어로 표현된다. 이 때

사회규칙에 부합되는 언어를 선택하여 표현하는 과정이 ‘공동의

분별’ 작용이다. 이와 같은 작용이 시행됨에 따라 사유의 내용은

담론이 되고 이후 보다 체계적인 형태로 이론화되기도 하는 것이

16) 세간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그 대상에 대한 문제가

菩薩地 眞實義品 에서 분석되고 있다(瑜伽師地論, T 30, 486b16-c03).
여기서 이 현상은 세간에서 성립하는 진실(世間極成眞實)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리고 대상에 대한 명칭은 사회 속에서 형성된 언어협약

즉 세속적 언어습관에 부합된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즉 세간

사람들은 그들 사이에 전승되어 온 명칭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거나

고찰해 보지 않은 채 그대로 따르는 태도를 보인다는 관점을 보인다.

다카하시 코이치(高橋晃一)는 이것을 언어협약에 부응해서 무반성적으로

대상을 이해하는 현상으로 분석한다(高橋晃一 2005: 19-22. 참조). 본

논문에서는 초기 유식문헌에 이미 언어의 명칭이 사회 속에 형성된

언어협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후의 유식 사상 속에도 이 관점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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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맥락에 따르면 유식 사상에서 언어는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을 전달해주는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개념의 의미는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합의된 규칙에 부

합될 때 결정된다. 즉 개념의 의미는 그에 상응하는 대상과의 대

응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개념을 포함한 사회규칙의 틀

안에서 규정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2) 수용과 배제

푸코에게 있어서 담론은 구체적인 공간에서 경험한 내용을 표

현한 것이다. 담론은 개별 감각경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국지적 현장에서 국지적 실천을 통해서 규칙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담론을 가능하게 해주는 담론의 질서 또한 추

상적 구조가 아닌 사회-역사 속에서 형성된다.

푸코에 의하면 어떤 사회에서든 담론의 생산을 통제하고, 선별

하고, 조직화하고 나아가 재분배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존재한

다.17) 이 때 하나의 담론이 보다 체계적인 지식이 되는데, 그 과

정에 권위의 작용이 개입된다고 본다. 이 권위는 지식 밖의 공간

즉 제도 안의 실천에 의해서 규정된다. 예를 들어 의학적 지식을

말할 권리,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은 제도적으로 인정받

은 권위자 즉 의사 등에게로 한정된다. 푸코에게 있어서 지식은

이미 성립 단계부터 사회적 지식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푸코의 이론에서 일체의 지식은 사회적 지식이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유식의 관점에서 볼 때 담론이 수용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규칙에 부합되는 경우이다.

17) 미셀 푸코(1995)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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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의 이론 또한 담론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사회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며 사회규칙과 부합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푸코는 이것을

배제(exclusion)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배제 개

념을 분석한다.18)

첫째, 배제 개념에는 금기의 의미가 있다. 예컨대 사회적 금기

는 한 특정한 사회 속에서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어렵

게 만든다. 즉 금기는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을 통제함

으로써 사회의 관습에 맞는 담론이 형성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

기에는 욕구와 권력의 관계가 나타난다. 사회공동체 속에서 사람

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토대로 그와는 다른 생각을 배

제하게 된다. 이 때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

키기 위한 권력이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19)

둘째, 광기의 언어와 이성의 언어를 구별하는 작용도 여기에 포

함된다. 공동체에서 합리적인 사유를 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일반

인들의 언어와 이를 벗어난 사람의 언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공동

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각 속에 있다. 이 생각에 의거해서 광

기의 언어는 배제되는 것이다. 중세이래로 광인의 담론이 다른 사

람의 담론처럼 통용되지 못했다. 그의 말은 정당한 것으로 입증되

지 못했다. 광인의 말은 발화되자마자 거부당했다.20)

셋째, 푸코는 참과 거짓의 구별이 배제의 관행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전문가로 분류될 수 있는 권위자만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공동체에서 권력을 갖지 못한 사

람들은 진리를 말한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다.21) 푸코는 지

식의 생산과정 또한 배제의 과정을 동반한다고 본다. 즉 하나의

지식은 그와 비슷한 타당성을 지닌(어쩌면 특정한 사회적 맥락에

18) 미셀 푸코(1995) p. 27.

19) 미셀 푸코(1995) p. 16.

20) 미셀 푸코(1995) pp. 17-18.

21) 한편 푸코는 내적배제의 절차로서 평론, 저자, 학문분과, 말하는 주체의

희소성 등을 제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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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더 적절할 수 있는) 다른 여러 지식 체계를 배제함으로써 지

식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된다. 이와 같은 배제작용을 통해 지식이

한 사회에서 수용된다는 것이 푸코의 생각이다.22)

Ⅴ. 맺는 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유식 사상과 푸코의 이론은 각각

그 출발점이 다르다. 유식 사상은 수행을 통해 해탈에 이르기 위

해 마음을 관찰하여 그것을 이론화 한 것으로서 인간의 욕망을

소멸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 과정에서 유식은 욕망의 주체를

인식주관과 인식대상으로 구분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것은 수행을

통해 마음을 면밀히 고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반면 푸코는 현실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현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이론화했다. 푸코는 욕망의 주체가 펼쳐지는 현상 그 자체

를 분석한다. 푸코는 주체와 담론과의 관계 속에서 주체의 역할과

성격을 규명하고자 했다. 담론이 형성된 사회적 맥락에 따라 주체

는 다양한 역할을 부여 받게 되면서 상황에 따라 변화된다. 푸코

는 이러한 역할이 다시 공동체가 공유하는 담론에 의해 규정된다

고 본다.

본 논문은 유식 사상과 푸코의 이론이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

고 인간의 욕망에 초점을 두고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 착

안하여 두 이론을 비교했다. 유식 사상은 개인의 마음을 관찰하여

그 작용양상을 분석한 것으로서 이 사상 속에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알라야식에 존

재하는 ‘공종자’는 타인과 공유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필자는

22) 사라 밀스(2008) pp. 142-1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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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욕망의 결과물로 보고 이것

을 토대로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그려보았다. 한편 푸코는 인간

의 욕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권력이라는 개념에 의거해서 사회

속에서 담론이 형성되는 기제를 설명하고자 했다. 특히 배제를 통

해 사회 속에서 수용될 수 있는 담론이 만들어진다고 본 것은 푸

코의 독특한 관점이다.

각각의 이론에서 인간의 욕망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와 같이 다

르다. 하지만 구성원들이 가지는 공통의 욕망이 담론으로 표출되

며, 그것이 체계적인 지식이 되기까지를 설명하는 관점 즉 담론이

기존의 규칙에 부합될 때 그 담론이 수용될 수 있다는 설명은 서

로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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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scourse and Desire:
Focusing on the thought of Yogācāra and M.P. Foucault

Ahn, Hwanki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article I compare the thought of Yogācāra with

that of M.P. Foucault. They focused on the desire of human.

I try to show the social relationship in the thought of

Yogācāra mainly analyzing the function of personal mind.

Abhilāpavāsanābīja(共種子) in ālayavijñāna is regard to

be shared by people in the thought of Yogācāra. I think this

one is the result of desires shared by the members in com-

munity and it comes to be the social discourse. On the oth-

er hand M.P. Foucault(1926~1984) explained the function

forming the social discourse based on the concept called

power clearly showing the desire of human. Especially it is

the unique view of M.P. Foucault that the discourses are

accepted in the society by the work of exclusion.

The thought of Yogācāra aims to extinct the desire of

man. It theorize the function of mind via practice for

Nirvana. But M.P. Foucault theorized the social phenomenon

in common world. As above two theories are different each

other in understanding the desire of human. But they show

the similar view as follows. The first, the common desire

shared by members is expressed in the discourse. The sec-

ond, when the discourse is consistent with the rule of com-

munity, it is accepted by the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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