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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유식학의 사상구조와 분석심리학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통해 최근 우리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주목받고 있는 명상심리치료에

대한 유식학적 융합모델의 정립을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이를 통해 필

자는 불교학의 패러다임에 현대 심리학의 성과를 통합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단초를 어느 정도 마련해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먼저 불교명상에 대한 최근의 국내․외 연구경향

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 유식학과 분석심리학의 기본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알라야식에 기반 한 8식의 구조와 융의 의식․무의식의 관계구조

를 중심으로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필자는 이러한 기본적 이해를 토

대로 실존적인 고통발생의 기제와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유

식학의 교설 가운데 사상구조의 핵심을 이루는 삼성설과 轉依의 구조를

명상심리의 맥락에서 살펴본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식학의 가장 대표적인 삼성설은 융이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상적 고통의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변계소집성’ 중심

의 명상심리는 ‘과학적 치료’의 일환으로 상정된다. 한편 의타기성을 근

거로 한 노력, 즉 轉依를 향한 ‘원성실성’ 중심의 명상심리는 개성화를

통한 인간전체 즉 자기실현을 향한 수행의 과정과 그 치료적 맥락에서

‘철학적 치료’의 일환으로 정립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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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최근 국내에서도 초기불교의 수행법 가운데 하나인 위파싸나의

명상 원리나 선수행 등을 심리치료에 활용하려는 시도와 이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찍이 미국에서도 1979년 무렵

에 존 카밧진이 위빠싸나의 명상과 그 핵심요소인 마음챙김(sati :

mindfulness)에 대한 명상체계를 선구적으로 적용한 MBSR 프로

그램을 심신치료에 도입한 후, 스트레스에 기인한 만성통증의 치

유에서 그 효과를 검증받은 바가 있다.1)

또한 크리스토퍼 거머는 지난 2009년에 한국을 방문하여 매우

흥미로운 발표를 했다. 미국의 임상심리 전문가들의 약 42% 정도

가 심리치료 시 불교명상의 마음 챙김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2)

사실 명상치료와 관련된 뇌신경과학이나 명상의학 등의 연구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또한 명상치

료가 대체의학 등의 한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도 엿볼 수 있다.3)

이와 같이 불교의 명상수행 등은 미국을 비롯한 서양의 심리치

료나 국내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매우 다양하게 접목되고 활용되

어 왔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나 한국명상심

리상담학회 등의 활동이나 그 명상심리치료에 대한 연구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꾸준히 축적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다.

요컨대 붓다가 실존적인 고통의 문제를 치유하는 의사로 비유

1) 김재성(2012) p. 202.

2) 김재성(2012) p. 211.

3) 장현갑(2004) pp. 47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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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듯이, 불교 본연의 입장이라 할 수 있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불

교심리학’이나 ‘명상치료’가 불교학에 기반 한 응용분야로서 새롭

게 개척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짐작된다. 이러한

점에서 불교의 심리학이나 명상수행이 현대 심리학이나 의학 등

과의 소통이나 학제간의 유기적인 통합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명상치료와 관련된 서구중심의 대다수의 연구

들은 초기불교의 위파싸나와 선수행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하지만 그 연구들은 대체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

리치료 등의 영역에 명상기법만을 도입하여 활용한 정도에 머무

르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기존의 연구들은 서구 심리학의 패러다

임에 명상의 기능적인 요소만을 도입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런

점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유식학의 사상구조와 분석심리학에 대한 통

합적인 이해를 통해 최근 우리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주목받고

있는 명상심리치료에 대한 유식학적 융합모델의 정립을 위한 하

나의 시도이다. 이를 통해 필자는 불교학의 패러다임에 현대 심리

학의 성과를 통합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단초를 어느 정도 마련

해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불교명상에 대한 최근의 국내․외 연구경향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 유식학과 분석심리학의 기본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알라야식에 기반 한 8식의 구조와 융의 의식․무의식의 관

계구조를 중심으로 비교․검토한다. 또한 이러한 기본적 이해를

토대로 실존적인 고통발생의 기제와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측

면에서 유식학의 교설 가운데 사상구조의 핵심을 이루는 삼성설

과 轉依의 구조를 명상심리의 맥락에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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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불교명상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경향 및 그 功過

종래에 불교심리학은 이미 김정호(1994)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로 실천적인 목적을 가지고 체험적인 앎을 추구하였고,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을 정립하는데 그다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

지 않았다고 본다. 한편 19세기말 과학으로 새롭게 출발한 현대

심리학은 근래에 인간의 이해와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하는데 불

교심리학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이 둘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김기석(1969;1978), 윤호균(197

0;1991), 정창용(1984;1993), 프롬과 스즈키 외(1992)). 하지만 이러

한 연구들은 주로 심리치료와 관련지어 다루어지고, 여기서 비교

되는 불교 심리학도 주로 禪(간화선) 수행의 전통에 국한되는 경

향을 보인다.4)

1. 서양의 명상치료

서양에서 명상을 기반으로 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선구적으로

개발된 것은 1970년대, 매사추세츠 대학교 의료센터의 존 카밧진

과 동료 연구자들이 개발한 ①‘MBSR(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프로그램이다. 이후 이러한 불교명상을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②마음챙김에 기초한 인지치료(MBCT: Mindfulness-B

ased Cognitive Therapy), ③변증법적 행동치료(DBT: Dialectic B

ehavioral Therapy), 그리고 ④수용 및 참여(전념)치료(ACT: Acc

4) 김정호(1994) p.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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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tance and Commitment) 등과 같은 프로그림이 개발되어 다양

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5)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요소는 바로 ‘sati’

라는 명상기법이다. 이는 사띠(sati) 명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

는 생각에 대한 관찰에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인지행동치료적인 특성이 강한 것도 지적

된다. 이는 본래 사띠 명상이 가진 인지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이

라고 한다.6)

특히 이러한 마음챙김 명상은 인지행동치료의 제3동향에서 심

리치료에 적극적으로 응용되었으며, 심리치료의 치료개입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있다. 불교라는 종교적 맥락에서 벗어난 마음챙김

명상이 일상적인 삶의 괴로움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길로서

적극적으로 응용되고 있는 것이다.7)

2. 국내의 명상치료

국내에서 명상이나 선, 그리고 유식학 등의 불교적 요소가 심리

치료나 현대 심리학에 접목되기 시작한 것은 일찍이 김기석(1969;

1978), 윤호균(1970) 등의 연구 등을 통해 확인된다. 하지만 명상

에 기반 한 본격적인 연구는 윤호균(1991) 김정호(1994), 장현갑(1

990;1995)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점은 모두 현

대 심리학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 무렵부터 남방불교의 위빠사나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김열권 편저의 위빠싸나를 비
롯한, 인경스님 번역(윌리엄 하트 저)의 지혜의 개발: 비파사나

5) 불교와 사상의학연구회(2013) pp. 94-95.

6) 불교와 사상의학연구회(2013) p. 107.

7) 김재성(2012) p.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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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법 등이 출판되었다.8)
최근에는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와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를 중

심으로 명상과 관련한 명상상담이나 심리치료에 관한 연구들이

양적, 질적으로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기존의 심리치료나 현대 심리학 분야에서 명상이나 선,

그리고 유식학의 알라야식 등의 불교적 이론이나 실천요소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점이다.

결국 과학으로서의 심리학과 체험(혹은 실천)으로서의 심리학,

즉 현대 심리학과 불교심리학의 만남은 인간마음에 대한 과학적

앎과 체험적 앎을 상보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줄 것이다. 특히 이

둘의 만남은 인간의 이해와 변화의 측면에서 불교심리학과 현대

심리학의 위치를 새롭게 인식하는데 기여할 것이다.9)

Ⅲ. 유식학과 분석심리학의 기본구조 분석

불교의 自我觀은 초기불교이래 오온의 無我說로 대변되고10), 인

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방식도 아비달마불교를 거쳐 유식사상에

이르러 매우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특히 오온 무아설의 관점에

서 자아에 실체적 존재성을 부여하지 않는 불교적 입장은 심리학

의 기본적 입장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심리학의 초창기 주요학파인 구조주의(Structuralism)에서

는 인간의 마음이란 의식경험의 총합이며, 의식경험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는 흐름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영속적

8) 불교와 사상의학연구회(2013) pp. 111-112.

9) 김정호(1994) p. 203.

10) 자세한 것은 정승석(1993;1994) ; 서성원(1993;1994)의 두 논문을 참조.



유식학적 기반으로 본 명상심리의 기초적 연구 ∙ 11

인 자아(permanent self)를 부정하고 있다.11) 이와 유사한 입장은

구조주의와 동시대의 학파인 기능주의(Functionalism)에서도 보인

다.12) 이러한 점에서 인간의 마음은 자기라고 부를 수 있는 단일

한 개체가 아니고, 더 이상 자기라고 부를 수 없는 여러 대행자들

(agents) 혹은 단원(modules)의 집합으로 보는 입장(예, Minsky(1

986))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자아’ 혹은 ‘나’가 없다고 할

경우에, 나라고 부를 수 있는 물질적 혹은 심리적 현상마저 부정

하는 것은 아니다.13) 결국 이러한 현대 심리학의 자아관은 기본적

으로 불교의 무아설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정신현상에 대한 패러다임의 상위_유식학과 분석심리학의 

사상체계

일반적으로 유식(vijñaptimātra)사상이란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

세계는 단지 마음의 표상에 지나지 않고, 외계의 사물은 마음의

표상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설명된다. 유식사

상의 기본 개념은 유가행의 실천적 체험에 근거하여 성립된 것으

로14), 허망분별과 진여(공성)라는 세속과 승의의 진리차원에 양방

향으로 가로 놓여 삼성과의 관련 속에서 현상학적인 실재성을 제

시하는 매우 독특한 사상이다.15)

이러한 유식학의 세계관은 ‘허망분별(虛妄分別, abūtaparikalpa)’

11) Titchener(1910) pp. 15-19.

12) Angell(1918) p. 265.

13) 김정호(1996) pp. 45-46,

14) SNS(L90,33-91,5) ; 해심밀경 698a27-b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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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2009) pp. 105-108의 논의를 참조 ; Cf. 김재권(2013)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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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이중적 의미 속에서 파악되는 것으로, 눈앞에 펼쳐진 외계

사물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유식학에서

일체의 사물이란 허망분별이라는 심리작용에 의해 자신의 마음속

에 나타난 영상에 불과한 것을 외계의 사물과 동일시하는 형태로

파악된다. 이러한 입장은 유식학적 이제를 내재하는 허망분별에

기반 한 삼성설의 구조 속에서 더욱 명확히 제시된다.16)

또한 유식학에서 마음 즉 識의 구조는 8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

다. 8식의 구조는 전오식, 의식, 마나식, 그리고 알라야식으로 구

성된다. 자세한 것을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때 8식의 구조는

‘일체종자식’으로 규정되는 제8 알라야식을 기반으로 하여 7전식

이라는 형태와 이 둘의 그 상호 연쇄적인 인과관계로 제시된다.

이에 비해 융의 분석심리학은 무의식의 존재라는 가설에 기초

하여 의식, 자아, 무의식으로 구성된다. 무의식에서 투사의 현상과

개념이 나오고 투사를 통해 인간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닌 심리적

像으로서의 사물을 인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그릇된 세계관은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현상을

진리로 착각하는 경향에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점에서 유식사상의 ‘허망분별’의 개념과 융의 세계관은

현상에 대한 착각성(미혹 또는 무지) 혹은 비본래성의 자각에서

출발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반면에 유식학에서 심리 현상의 착

각성(허망분별)에 대한 논의는 실제적인 현실을 먼저 자각한 후(p

arijñāya, 遍知), 그 실상을 증득해야하는(sākṣātkartavya, 直證) 즉

｢있는 그대로 자각(여실지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해, 분석심리학에서는 착각성의 논의가 상징적 의미의 파악에

목적을 두고 있는 점에서 그 차이를 드러낸다.17)

요컨대 ‘상징적 의미’18)란 민담, 신화, 전설 등에 투사된 정신현

16) 김재권(2009) pp. 283-313 참조.

17) 이죽내(1982) p. 178.

18) 사실 분석심리학에서 말하는 상징은 미지의 정신의 표현으로, 무의식의

개념 중 집단무의식을 가리킨다. 개인무의식은 Freud의 무의식 개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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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통한 증폭방법(Amplifikationsmethode)으로 의식의 개성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정신현상을 넘어 설 수 없는 구조상의 한

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유식학은 의식현상에서 출발하

여 궁극적으로는 의식현상을 지양하거나 깊은 실천수행을 통한

의식의 초월을 그 목표로 삼고 있는 점에서 분석심리학과 어느

정도 차이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19)

한편 불교학 또는 유식학의 형이상학으로 볼 수 있는 연기사상

이나 공사상에 기반 한 유식사상의 기본적 패러다임은 융의 분석

심리학에 대한 학문적 성격과 방법론을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기

술에서 상당히 유사한 구조와 그 상위를 지니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1】: <분석심리학의 학문적 특징_취의>

⒜ 하나의 정신적 사실이 설명되려면 두 개의 관찰방식 즉 목적론

적 관찰방식과 인과론적 관찰방식이 요구됨을 기억하여야 한다. 인간

이 그의 정신현상의 원인만을 안다면 그것은 오직 半만 이해된 것이

다. 인간을 원인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인간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을 것

이다. 살아있는 자로서의 인간이 이해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삶은

어제(과거)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오늘이 어제(과거)로 환

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삶은 역시 내일(미래)을 갖고 있고, 오

늘은 어제에 내일을 부과할 때만이 이해된다.20)

⒝ 정신과 의사는 철학자 혹은 철학적 의사(philosphischer Arzt)여

야 한다. 우리 정신과 의사는 특정 영역의 탁월한 전문가이기는 하지

만 그 전문영역은 이상하게도 우리들로 하여금 그 전문성을 근본적으

로 극복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왜냐하면 환자는 우리들에게 그의 신

경증이란 전문성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체적 정신과 그것

이 관계하고 있는 그의 전 세계를 갖고 오기 때문이다.21)

일치하는 것으로, 그것은 의식화 되었던 것이 억압된 것이기 때문에

미지의 정신이라 할 수 없다고 본다. Cf. 이죽내(1991) p. 805.

19) 이죽내(1982) p. 178.

20) Jung(1974) 참조.

21) Jung(19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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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像이 생기는 근원을 강조하지만, 과학

적인 심리학은 상을 중시한다. 그것만이 이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

다.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상을 근원의 작용으로 이해하지만,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상을 미지의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상징으로 이해한다.22)

일반적으로 자연과학이 구사하는 인과론적 관찰방식은 시간적

으로 과거와의 관계 속에서 그 원인을 추구하는 것이고, 한편 목

적론적 관찰방식은 미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밝히는 것으

로 본다. 이런 점에서 분석심리학은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두 성

격을 모두 지닌다고 한다.23)

특히 이러한 융의 태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두 관찰 방식

중 목적론적 관찰방식을 일차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즉 원인에 대한 질문은 목적에 대한 질문에 예속되고 있

다는 것이다. 원인은 목적을 위한 수단 즉 목적적 원인(Zweckurs

ache)으로 이해되고 있다. 상징적 혹은 목적론적 정신현상관은 모

든 정신현상 속에 전체성으로 향한 목적적 의미가 내재한다는 가

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단순히 과학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인간의 본질 즉 인간의 전체성에 관한 통찰을 강조하는 철학적

성격을 지닌다.24)

한편 유식학과 분석심리학의 패러다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융이 상기의 ⒞에서 종교와 과학의 차이로 구분하고 있듯이, 먼저

분석심리학은 외적인 정신현상으로서의 사실에 대한 기술, 즉 의

식에 의존하고 현실의 합리적 측면에 대해서는 현상학적인 방법

을 적용하고, 무의식에 의존하는 비합리적 측면 즉 상징의 의미에

대해서는 해석학적인 방법을 적용한다. 분석심리학에서 ‘현상학적’

이란 말은 자연과학에 말하는 조작적 개념상의 그것과는 다른 의

미, 즉 있는 그대로의 전체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분석심리학의

22) Jung(1967) p. 17 ; Cf. 서동혁;이문성(2015) pp. 242-244.

23) 이죽내(1991) p. 806.

24) 이죽내(1991) pp. 80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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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체적 성격, 즉 인간이 본질에 대한 통찰 때문에 Wyss(1

977)는 분석심리학을 철학에 기초한 심층심리학으로 분류하여, 그

밖의 많은 과학적 치료와 대비시키고 있다.25)

이에 비해 유식학은 알라야식에 기반한 의식현상과 심층심리의

현상을 삼성에서 양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듯이, 지관수행 즉 ‘입무

상방편상’ 등의 수행론이나 실천론에 입각해서 일상적 체험(변계

소집성: 주객이원화)과 비일상적 체험(원성실성: 무분별성, 진여)

이라는 질적 변환의 통합적이고 확대적인 양상으로 설명한다.

이상으로 유식학과 분석심리학의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상위는

알라야식이나 무의식의 영역을 체험의 영역으로 설정하는가, 혹은

미지의 영역으로 설정하여 그 의미를 해석학적인 분석을 통해 이

해하는가라는 그 방법론 자체에 있다고 본다. 결국 유식학과 분석

심리학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형이상학을 부정하는 분석심리학의

과학적인 태도나 그 분석 방법에 기인한다고 본다.26)

요컨대 유식학은 인간의 전체성을 통일적으로 그 근본부터 파

악하고 해결하여 원만하게 인격의 완성을 추구하는 점에서 그 목

표실현(轉依 혹은 개성화)을 향한 그 근본정신은 융의 분석심리학

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해결방법은 相異한 점이 인정된

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적 방법론이 목

적을 성취하기 위한 철학적 정신을 매몰시키지 않는 일이다. 칸트

의 말을 빌려 강조하자면, 철학적 정신없는 과학은 맹목이고, 과

학 없는 철학적 정신은 공허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인

문적이고 통합적인 명상심리치료를 위해서는 이 둘의 적절한 대

화와 긴장관계가 절실히 요청된다.

25) 이죽내(1991) p. 807.

26) 서동혁;이문성(2015) pp. 242-2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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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라야식과 무의식의 구조적 의미 비교_고통의 발생 기제

먼저 유식학은 아비달마불교의 6식의 구조와는 달리, 미륵에 귀

속되는 중변분별론Ⅰ.3ab구의 4종으로 顯現하는 識(허망분별)27)
과 세친의 유식30송에 제시된 식전변의 구조로 살펴보면, 알라
야식에 토대를 두고 전개되는 8식의 구조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하여 두 논서에 대한 안혜의 주석에 의하면 알라야식

을 원인으로 하여 현상세계(7轉識)가 전개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 2】: <알라야식에 기반 한 식의 변화(識轉變)_취의>_(밑줄은

필자)

⒜ 그 가운데 對境과 유정으로서 현현하는 것은 알라야식이고, [그

것은 심작용의] 상응을 동반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알라야식)은 [과거

의 업의 선악에 근거하여] 異熟시키는 것(vipākatva)이기 때문에, 실로

無記(avyākṛta)이다. 자아로서 현현하는 것은 染汚意이고, [그것은 심

작용의] 상응을 동반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염오의)은 유부무기(nirvṛ

tāvyākṛta)이다. 번뇌에 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有覆라고 설해졌다.

요별로서 현현하는 것은 안식을 비롯한 6[識]이고, [심작용의] 상응을

동반하는 선․악․무기인 것이다. 그 대경, 유정, 자아, 요별로서 현현

하고, [심작용의] 상응을 동반하는 것인 이러한 8식은 集諦에 포섭되

고, 보조적 연에 의존하는 알라야식에서 각각의 가능성에 따라 五趣

가운데 생긴다. 알라야식에는 선․악․무기인 법의 잠재인상을 지닌

특수한 전변(pariṇāma-viśeṣa)이 존재하지만, 그 [특수한 전변의] 지배

력에 의해 [대경․유정․자아․요별로서] 서로 다르게 현현하는 식이

생기한다.28)

27) MVBh(N18,20-22) : arthasattvātmavijñaptipratibhāsaṃ prajāyate /

Ⅰ.3ab; 자세한 것은 김재권(2013) pp. 99-100 참조.

28) MVT(Y17, 13-23) : tatrārthasattvapratibhāsam ālayavijñānaṃ

sasaṃprayogam / tac ca vipākatvād avyākṛtam eva / ātmapratibhāsaṃ

kliṣṭaṃ manaḥ sasaṃprayogam / tac ca kleśasaṃprayuktatvād

nivṛtāvyākṛtaṃ uktam / vijñaptipratibhāsaṃ kuśalākuśalāvyākṛtaṃ

sasaṃprayogaṃ cakṣurvijñānādiṣaṭkaṃ / tad etā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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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회의 지멸 또한 알라야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합리하

다. 실로 윤회의 원인은 업과 여러 번뇌이다. 그리고 그 양자 가운데

여러 번뇌가 근본원인이다. 즉 번뇌에 지배력이 있는 것에 의해 업은

다음의 생존을 일으키는 것(punar-bhavākṣepa)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즉 번뇌에 지배력이 없다면, 업이 다음의 생존을 일으

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생겨난 다음의 생존 또한 업과 번

뇌의 지배력에 근거해서만 다음의 생존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가

능하다. 이와 같이 윤회가 생기는 근본원인이기 때문에 여러 번뇌야말

로 근본이다. 따라서 이들(여러 번뇌들)이 단멸된 경우에는 윤회는 止

滅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없다. 그리고 알라야식이 없이는 그런 (여러

번뇌들의) 단멸은 불합리하다.29)

상기의 밑줄 친 ⒜의 기술은 유전문으로서 현상적 苦가 생기는

구조로서, 알라야식이 사제 가운데 집제에 포섭되는 점에서 그것

은 바로 7전식이 생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

한 밑줄 친 ⒝의 기술은 알라야식을 토대로 하여 번뇌→업→재생
의 형태로 생겨나는 윤회가 가능하게 되는데, 이 때 여러 번뇌가

가장 근본원인임을 알 수 있다.30)

한편 분석심리학은 의식, 자아, 무의식으로 구성된다. 이 때 의

식이란 자아(das Ich)에 의해 지각되고 있는 정신적 내용물을 가

arthasattvātmavijñaptipratibhāsāny aṣṭau vijñānāni sasaṃprayogāṇi

samudayasatyasaṃgṛhītāt sahakāripratyayāpekṣād ālayavijñānād

yathāsaṃbhavaṃ pañcagatiṣu prabhavanti / kaś cit

kuśalākuśalāvyākṛtadharmavāsanāpariṇāmaviśeṣo 'sty ālayavijñānasya,

yadādhipatyena parasparabhinnābhāsaṃ vijñānaṃ prajāyate / ; Cf.

김재권(2008a) pp. 102-103.

29) TrBh(L38,13) : saṃsāranivṛttir apy ālayavijñāne asati na yujyate /

saṃsārasya hi karmakleśāś ca kāraṇaṃ tayoś ca kleśāḥ pradhānam /

tathā hi kleśādhipatyatvāt karma punarbhavākṣepasamarthaṃ bhavati

nānyathā / tathākṣiptapunarbhavam api karma kleśādhipatyād eva

punarbhavo bhavati nānyathā / evaṃ ca kleśā eva saṃsārapravṛtteḥ

pradhānatvān mūlaṃ / atas teṣu prahīṇeṣu saṃsāro vinivartate

nānyathā / na cālayavijñānam antareṇa tatprahāṇaṃ yujyate /

30) 이와 관련된 상세한 연구로는 안성두(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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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키고, 반면에 자아에 지각되고 있지 않는 것은 무의식에 속한다

고 본다. 의식은 ①합리적 기능감각으로서 사고와 감정, 그리고

②비합리적 기능으로 감각과 직관기능을 가지며, 이 두 측면의 기

능은 서로 대극을 이룬다.

이에 비해 무의식은 철학적으로는 라이프니쯔에서 그 개념이

도입되었고, 칸트나 쉘링 등의 의해 언급되었지만 그것을 과학의

대상으로 연구한 사람은 프로이드였다. 프로이드는 무의식이 말의

실수, 망각, 공상, 그리고 노이로제나 각종 정신장애의 증상 가운

데 나타나며 그 표현을 꿈에서 찾아보았다. 이런 생각은 융에 의

해 계승되고 있으나, 다만 그 내용이 프로이드가 강조한 성적충동

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라고 본다. 융은 성적충동 이외에 다른 도

덕 갈등이나 그 밖에 더 중요한 것으로 여러 근원적 유형들, 즉

원형들이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융이 말하는 무의식

은 보다 넓고 깊은 인간정신의 심층을 포괄하는 의미를 지닌다.31)

특히 분석심리학의 무의식은 유식학의 알라야식과 마찬가지로

投射의 발원지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속성을 가진다. 투사란 주

체의 무의식적 내용물이 객체로 전이되어 그것이 마치 객체에 속

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무의식적 자동화 과정을 말한다. 무

의식적 내용물은 억압에 의한 개인무의식적인 내용과 선험적 집

단무의식의 내용이 있다. 모든 무의식적 내용은 그것이 무의식적

으로 존재하는 한 항상 투사된다고 본다. 이러한 투사의 착각적인

성격 때문에 투사는 거두어들여 의식화하고 관조되어야 한다고

말한다.32)

결국 무의식은 개인무의식과 집단무의식으로 나뉘는데, 유식학

과 대비하면 개인무의식의 내용은 신훈종자와, 집단무의식의 내용

인 원형은 본유종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한다.33)여기서 개

31) 이죽내(1982) pp. 179-182.

32) 이죽내(1982) p. 178 ; 이죽내(1993) pp. 41-56.

33) 이죽내(1982) p. 182 ;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남수영(1995) pp. 110-1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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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무의식이 원래 자아에 속한 현상적, 존재자적 차원이라면, 집단

무의식은 ‘자기(Self)’34)에 속하고 있는 본질적․존재론적 차원이

다.

따라서 집단무의식의 내용인 원형의 관조나 이해는 항상 그 내

용이 아닌 의미의 관조나 이해여야 한다고 본다. 내용이 의식화되

면 될수록 의식은 그 내용에 점령당해 어두워지고, 반면에 의미를

관조하면 할수록 의식은 비워져(空) 밝아진다고 한다.35)

Ⅳ. 유식학적 명상심리의 구조와 그 의의_삼성의

사제현관과 轉依의 구조

지금까지 불교는 붓다가 보리수 아래에서 무상정등각을 성취한

이후 성립된 초기불교에서 아비달마불교를 거쳐 대승불교에 이르

기까지 기본적으로 인간의 실존적 고통을 완전히 해결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전개되어 왔다.

최근 우리사회는 사회경제적 문제나 여러 위기상황이 가속화되

고 있어, 특히 요즘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전사회적입장에서 과

연 인간적 삶의 실존적 고뇌 및 고통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야할지, 큰 화두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넓은 의미로 인도철학의 한 분과인 유식학적 입

34) 유식학적 맥락에서 ‘진여’와 ‘여래장’을 구분하듯이, 분석심리학에서도

‘自己(das Selbst)’와 ‘무의식적 자기(das unbewusste Selbst)’로 구별된다.

특히 여기서 ‘자기’는 인식할 수 없는 것의 작용, 우리 내부에서 스스로

작용하고 있는 어떤 것으로서 그 한계를 설정할 수 없는 한계개념이다.

이러한 ‘자기’는 언어를 떠난 불가언성의 '離言眞如'에 상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Cf. 이죽내(1994) p. 344.

35) 이죽내(1993) pp. 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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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현상적 고통과 본질적 고통의 문제를 이론적, 실천적인 측

면에서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명상의 치료적 의미_현상적 고통의 소멸

유식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설은 삼성설이다. 삼성설은 인식

과 존재의 양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경론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은 미륵에 귀속되는 중변분별론(이하, 중변론)의 삼성설이다. 특
히 중변론의 삼성설은 허망분별이라는 매우 독특한 사상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 허망분별은 기본적으로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하

는 거짓된 분별작용을 일컫는 말로, 이러한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①‘범부들의 의식현상’과, 이러한 사실을 자각한 ②‘보살들의 의식

현상’인 이 兩者 모두를 포괄하는 重義적인 의미를 지닌다.

중변론의 삼성설은 바로 이러한 허망분별의 기반 위에서 설
정된 것으로, 주지하듯이 잡염(二取의 작용 혹은 활동)과 청정(空

性 혹은 진여)이라는 매우 역동적인 구도 하에 이론적․실천적 측

면에서 통합되고 있다.36) 특히 이러한 중변론의 삼성설은 제3

장 ｢진실품｣에서는 ‘근본진실(mūlatattva)’로 재천명되고 있다.37)
따라서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삼성은 기본적으로 변계

소집성(parikalpita-svabhāva), 의타기성(paratantra-svabhāva), 원

성실성(pariniṣpanna-svabhāva)으로 구분되는데, 그 삼성의 본래

적 목적인 ‘轉迷開悟’ 즉 ‘轉依’의 기반을 획득하는 구조를 명상치

료적인 맥락에서 단계적으로 설정해보려는 것이다.

즉 의타기성으로 정의되는 허망분별 그 자체는 세친의 유식30
36) 김재권(2008b) pp. 106-111.

37) 김재권(2008a) pp. 12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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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을 주석한 안혜의 견해에 따르면 불가사의한 영역이다. 단지

결과적인 현상으로 드러나는 변계소집성만이 범부들의 의식활동

에 의해 자각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의타기성으로 제시되는 허망분별이나 알라야식 자

체를 융의 분석심리학과 대비하면, 허망분별이 섭대승론에서
‘이분의타’로 제시되듯이, 다양한 속성을 지닌 원형이나 진여성(여

래장)과 등치되는 자기(Self)를 동시에 함장하고 있는 집단무의식

에 비견된다.38) 이 때 의타기성에 근거하여 제시되는 변계소집성

은 자아의 의식 활동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변계소집성은 상식의 차원도

담보하고 있지만, 유식30송에서 설명되듯이, 이 변계소집성은

아와 법이라는 가설위에 성립된 비실체적 존재라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변계소집성의 의미를 현상적 고통의 해결을 위한 명상심

리학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우울증이나 육체적․심리적

고통의 문제는 단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일 뿐인데, 그것을

자기화하고 고정화하여 이중 삼중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즉 고통

이라는 현상과 자기 자신이 분리되지 않아 더 큰 괴로움에 휘말

리는 악순환의 자동화과정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변계소

집성이 제시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삼성의 구조, 즉 사제현관의 수도론적 관

점을 삼성에 새롭게 적용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기술을 통해 명

상치료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3】: <삼성과 사제현관의 적용>

⑴遍知하는 것에 근거하여, ⑵斷滅에 근거하여, ⑶획득으로서의

직접증득에 근거하여, 이 道諦가 설해진다.(3.9cd-10a)

⑴변계소집은 변지하는 것에 근거하여, ⑵의타기는 변지와 단멸에

근거하여, ⑶원성실은 변지와 획득으로서의 직접증득에 근거하는 것

38) 이죽내(1994) pp. 34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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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와 같이 이것(근본진실)에 대한 변지와 단멸과 직접증득에 근

거하여 도제가 확립된다고 알아야한다.39)

상기와 같이 삼성은 사제현관이라는 실천체계와 결합하여 어렵

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救濟論 차원의 수행론적인 의미를 시사하

고 있다. 여기서 사제현관이란 4제를 대상으로 각각 苦諦는 遍知,

集諦는 斷滅, 滅諦는 直證이라는 방식으로 성취하도록 제시된 아비

달마적인 수행론을 유식학적 입장에서 새롭게 변용한 것이다.40)

이 때 세친의 주석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변계소집은 변

지에 의해, 의타기는 변지와 단멸에 근거하여, 원성실은 변지와

직증에 의해 확립된 것이다. 결국 이 내용의 핵심은 ‘미혹에서 깨

달음으로 전환’, 혹은 ‘잡염에서 청정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이러한 전환의 실마리를 변계소집성에 대한 변지에

두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중변론의 삼성에 대한 사제현관의 적
용은 해심밀경의 삼성설에 제시된 수도론과 완전히 동일한 구
조를 보인다.41)

아무튼 이러한 삼성의 실천론적 구조를 토대로, 해심밀경의
삼성설 등에 제시된 다양한 의미들을 접목하여 삼성에 대한 이해

를 도모하면 심리치료적인 맥락에서 좀 더 확대된 의미의 활용방

안을 찾을 수 있다.

요컨대 이런 점에서 변계소집성에 대한 완전한 자각(遍知)을 도

모하는 위파싸나 수행의 알아차림을 삼성의 구조에 응용한다면,

39) MVBh(N40,21-41,5) :

parijñāyāṃ prahāṇe ca prāptisākṣātkṛtāv ayaṃ // 3.9cd

mārgasatyaṃ samākhyātaṃ / 3.10a

parikalpitasya parijñāne, paratantrasya parijñāne prahāṇe ca /

pariniṣpannasya parijñāne prāptisākṣātkaraṇe ca, evam atra

parijñāprahāṇasākṣātkriyāyāṃ mārgasatyavyavasthānam iti

veditavyaṃ /

40) 유부 및 유가행파의 사제현관에 대한 본질적 구조에 대해서는

안성두(2003) ; 안성두(2004) 참조.

41) 三穂野英彦(2002) p.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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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으로 쉽게 적용 가능한 현상적이고 실존적인 고통의 소멸

을 꾀하는 명상을 통한 심리치료적인 의미맥락에서 명상심리학의

기초는 어느 정도 마련되리라 본다.

2. 명상의 수행론적인 의미_본질적 고통의 소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성의 사제현관에 위파싸나의 ‘sati’

행법을 치료적인 맥락에서 현대 심리학적으로 적용한 기법은 오

로지 변계소집성의 완전한 자각(변지)만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그 실천체계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치료적인

맥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행론적인 맥락에서 삼성이

가진 본질적 의미구조, 즉 ‘입무상방편상’을 통한 ‘유식성의 획득’

즉 ‘轉依’의 구조와 결합될 때, 즉 삼성설을 통한 보살도의 실천이

라는 의미가 명확히 살아난다.42)

사실 삼성에 적용된 사제현관도 단계적 혹은 동시 병행적으로

허망분별에 기반 한 의타기성의 토대 위에서 ‘변계소집성’이 실체

가 없음을 있은 그대로 자각한 후, 점차 의타기성으로 설정된 알

라야식에 잠복해 있는 근본적인 번뇌종자를 종식(단멸)시킴으로

써 업과 윤회의 연쇄적 사슬로부터 벗어나, 종국에는 ‘원성실성’의

변지와 직접적인 증득을 실현시키는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삼성설이나 보살도의 실천체계가 가지는 본래적 의미의

명상수행은 치료적인 맥락과 더불어 수행론적인 맥락에서도 단계

적으로 충분히 살려져야한다고 본다.

【§ 4】 : <유식30론의 명언종자와 轉依 관련기술_취의>

⒜ ⑴유식성(vijñaptimātratva)에 [수행자의] 식이 안주되지 않

는 한, ⑵ⓐ두 가지 집착의 ⓑ잠재적 경향(anuśaya)이 지멸하지 않
42) 김재권(2013) pp. 9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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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43) (k.26) (밑줄은 필자)

⒝ 두 종류의 麤重을 멸하는 것에 의해 所依가 轉依(parāvṛtti)한

다. (k.29cd)

그 [出世間]智의 직후에 소의가 전의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소의
가 전의한다｣라고 말한다. 이 경우에 소의란 일체의 종자를 지니는

알라야식이다.44)

상기 ⒜의 밑줄 친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결국 유

식성에 안주되지 않는 한 알라야식에 잠복된 업과 윤회의 질긴

연쇄적 연결고리는 제거되지 않는다. 즉 수행자의 식이 유식성에

안주하지 못했을 경우, 二取와 알라야식의 종자(bīja 또는 anuśay

a) 사이에 전개되는 상호 연쇄적 인과관계의 순환구조가 전개됨

을 알 수 있다.45)

이러한 알라야식의 종자는 상기 ⒝의 두 종류의 추중, 즉 번뇌

장(kleśāvaraṇa)과 소지장(jñeyāvaraṇa)이 단멸되는 것에 의해 轉

依(āśrayaparāvṛtti)를 성취함으로써 윤회의 사슬을 벗어나게 된

다.46) 이런 의미에서 수행의 완성과 완전한 행복을 추구하는 명상

수행의 본질적 의미는 살려져야 할 것이다.

요컨대 유식성의 성취를 통한 알라야식의 정화, 나아가 두 종류

의 추중(번뇌장과 소지장)을 제거함으로써 轉依의 실현을 통해 얻

43) TrBh(L42) :

yāvad vijñaptimātratve vijñānaṃ nāvatiṣṭhati /

grāhadvayasyānuśayas tāvan na vinivartate //k.26//

44) TrBh(L43-44) :

āśrayasya parāvṛttir dvidhā dauṣṭhulyahānitaḥ //k.29cd//

tasya jñānasyānantarāśrayasya parāvṛtti bhavatīti jñāpanārtham

āha / āśrayasya parāvṛttir iti / āśrayo 'tra sarvabījakam

ālayavijñānaṃ /

45) 김재권(2013) pp. 105-106 참조.

46) TrBh(L44-45) : mahāmuner bhūmipāramitādibhāvanayā

kleśajñeyāvaraṇaprahāṇāt / āśrayaparāvṛttisamudāgamāt / mahāmuner

dharmakāya ity ucyate / saṃsārāparityāgāt yad anupasaṃkleśatvāt

sarvadharmavibhutvalābhataś ca dharmakāya ity ucy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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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法身(dharmakāya)의 성취는 어떤 의미에서 분석심리학에

서 ‘자기(Self)’의 개성화를 꾀하여 전일적이고 통합적인 인격 완

성의 완성을 추구하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본다.47)

이상으로 유식학의 가장 대표적인 삼성설은 융이 제시하고 있

는 바와 같이 현상적 고통의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변계소집

성’ 중심의 명상심리는 ‘과학적 치료’의 일환으로 상정된다. 한편

의타기성을 근거로 한 노력, 즉 轉依를 향한 ‘원성실성’ 중심의 명

상심리는 개성화를 통한 인간 전체 즉 자기실현을 향한 수행의

과정과 그 치료적 맥락에서 ‘철학적 치료’의 일환으로 정립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융은 개성화 과정을 30대 후반을 기준으로 인생의 전반기

와 후반기로 나누어, 전반기는 주로 외적 현실에 대한 적응을 위

한 자아 강화의 시기로 보고, 후반기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강화

및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시기로 설명한다.48) 이를 삼성에 그 의미

맥락을 잘 살려 통합적으로 적용하면, ‘변계소집성’ 중심의 삶이나

그 치료에 치중하는 과정은 자아강화 및 그 자각의 길(전반기)로,

의타기성에 토대를 둔 ‘원성실성’을 향한 노력이나 그 치료의 과

정은 자기강화 및 자기실현의 길(후반기)을 향한 여정으로 변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Ⅴ. 맺는 말

이상으로 유식학과 분석심리학의 기본구조를 비교・검토한 후,
그 구조상의 同異와 패러다임의 상위를 살펴보았다. 한편 이를 토

47) 각주 34 참조.

48) 이죽내(1991) pp. 808-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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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유식학적 기반에서 명상심리를 일반대중과 전문가를 모두

포용하는 관점에서 그 치료적 맥락과 수행론적인 맥락에서 단계

적으로 분석심리학의 그간의 연구 성과와 그 효용성을 십분 활용

할 수 있는 통합적 모델을 모색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연

구 성과의 일단을 간략하게 통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식학의 가장 대표적인 삼성설은 융이 제시하고 있는 바

와 같이 현상적 고통의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변계소집성’

중심의 명상심리는 ‘과학적 치료’의 일환으로 정립한다. 이는 융이

주로 외적 현실에 대한 적응하기 위한 전반기의 자아강화의 시기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자각하게(遍

知) 하여 자가 치료나 상담치료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는 모델

이다.

둘째, 의타기성을 근거로 한 노력, 즉 轉依를 향한 ‘원성실성’ 중

심의 명상심리는 개성화를 통한 인간전체 즉 자기실현을 향한 수

행의 과정과 그 치료적 맥락에서 ‘철학적 치료’의 일환으로 정립

한다. 이는 융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강화 및 자기실현을 추구하

는 후반기의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앞의 치료적 모델과

병행할 수도 있으며, 그 치료적 맥락과 수행론적인 맥락을 내담자

가 처한 상황이나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요컨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유식학과 분석심리학은 그 패러

다임의 상위에도 불구하고, 두 학파의 사상구조와 인간의 전체성

을 중시하는 기본입장은 학제적 융합모델을 제시하는 관점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이론과 실천의 종합적

지양을 꾀하는 유식학적 패러다임에 철학에 기초한 심층심리학적

특성과 인간의 본질에 관한 통찰을 강조하는 융의 ‘철학적 치료’

가 통합적으로 적용될 때, 그 시너지 효과는 명상상담이나 심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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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영역에 기대이상으로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이러한 통합적 모델이 갖는 의의는 일찍이 융이 인간의

실존적인 삶을 통해 다양하게 드러난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을 통

합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 인생목표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즉 인생의 변곡점에 초점을 맞춰 단계적으로 ‘심리치료’와

‘인격의 완성(개성화)’을 꾀한 그의 뛰어난 예지와 통찰의 정신을

이 어려운 시대에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되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식학적 기반을 근거로 한 명상심리의 통합모델을 다양

한 심리적 문제나 우울증 등에 치료적이고 수행론적인 맥락에서

적용하는 구체적 방법론 등에 대한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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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Buddhist meditation psychology 
based on Yogācāra system :

in relation to C. G. Jung’s analytical psychology

Kim, Jae Gweon

Nungin University of Buddhism

This paper is an attempt to establish a model to psy-

chotherapy through meditation, which has attracted attention

as various forms in contemporary society, in a way to un-

derstand syntagmatically the structure of Yogācāra system

and Jungian analytical psychology. The purpose that the

author tries the approach through the above methodology is

to introduce the beginning to apply Buddhist paradigm to

contemporary psychology as one of integration of academic

disciplines.

This paper introduces briefly the recent research on

Buddhist Meditation, and then compares and reviews the

structures between Eight Consciousnesses, based on

ālayavijñāna which is called the eighth consciousness, and

the relationship of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in

Jungian psychology.

This study discusses the theoretical structures of Three

Natures (trisvabhāva) and ‘Revolution’ or inner trans-

formation of the Basis (āśrayaparāvṛtti) in Yogācāra’s doc-

trine in order to analyze the causes of existential painful-

ness and to suggest the possibilities leading to its therapy.

From comparing Yogācāra doctrine and Jungian ana-

lytical psychology, the following two conclusive points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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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made. First, Buddhist meditation through the nature of

existence produced from attachment to illusory discrim-

ination (parikalpita-svabhāva) in the doctrine of the three

natures of cognition considers as one model for psychother-

apy to cope with the problems caused from phenomenal

painfulness. Second, Buddhist meditation using the nature of

existence being perfectly accomplished (pariniṣpan-

na-svabhāva), that is to say, the effort based on the nature

of existence arising from causes and conditions

(paratantra-svabhāva) in the doctrine of the three natures of

cognition provides a method for philosophical psychotherapy

in terms of individualization and self-realization in the proc-

ess of Buddhist practice.

Keywords: Yogācāra's system, the thought of

vijñaptimātra, analytical psychology, psychology

of meditation, psychotherapy of meditation,

consciousness, unconsciousness, symbols,

Three Natures(trisvabhāva), ālayavijñāna,

abhūtaparikalpa, āśrayaparāvṛtti, individuation,

scientific psychotherapy, philosophical

psych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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