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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유식불교는 수행을 통해 관찰된 ‘식(識)’의 작용양상을 개념화하여 그것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과정에 의해 형성되었다. 요가행자들은 개인의 주관

적 체험인 수행에 의해 통찰한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여 그 체험 내용을 타인

과 공유했다. 수행을 통해 경험된 내용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자로 기록되

어 체계적인 이론이 되었다.

이 논문은 주관적인 체험내용이 언어로 표현되어 정형화될 수 있는 근거를

‘인식적-문화적 모델’을 통해 분석한 연구이다. ‘인식적-문화적 모델’은 종교

언어에 관한 이론을 범주화시킨 린드벡의 모델을 유식불교에 적용시켜 재구

성한 것이다. 이 논문은 기존의 종교언어이론을 범주화시킨 린드벡의 모델이

유식불교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유식불교의 언어관에 적확하게

맞지 않음을 확인하고, 린드벡의 이론을 유식불교에 맞게 새롭게 정의하여

‘인식적-문화적 모델’을 구성했다. 이 가운데 ‘인식적 모델’은 ‘식’이 주관과

객관으로 분화(分化)되어 형성된 주관으로서의 ‘식’이 객관으로서의 ‘식’을 분

석하고 파악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그리고 ‘문화적 모델’은 언어가 사회규칙

에 부합될 때 그 언어는 유의미하게 되며, 언어에 의해 언어의 주체가 변화

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모델이다.

이 논문은 ‘인식적-문화적 모델’에 의해 언어의 주체인 ‘사회적 자아’와 언

어 간의 관계를 1) 언어주체로서의 ‘사회적 자아’, 2) ‘사회적 자아’ 간의 관

계, 3) 인식대상과 언어의 관계 그리고 4) 언어와 ‘사회적 자아’ 간의 영향관

계 등 4가지 측면에서 조명하여 수행경험이 체계적으로 이론화될 수 있는 근

거를 분석했다. 이 가운데 1)과 2)는 ‘인식적 모델’을 통해 분석되며 3)과 4)

는 ‘문화적 모델’에 의해 분석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논문은 언어주체인 ‘사회적 자아’를 ‘명언훈습종자’에 의해 ‘알라야

식’이 분화되어 형성된 것으로 정의한다. ‘사회적 자아’는 ‘공동의 분별’작용을

통해 형성된 인식대상을 언어로 표현하여 타인과 의사소통한다. 필자는 ‘사회

적 자아’의 인식대상이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속세(俗世)와

진여(眞如)의 영역이 구분된다고 보고, 진여의 영역이 일상 언어를 초월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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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정의되는 이유가 ‘식’의 분화가 발생되지 않는 데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서 ‘사회적 자아’는 무아(無我)적 존재이며 근대이성주의를 비판하면서

형성된 서양 후기구조주의에도 무아론의 양상이 나타고 있음을 밝혔다.

둘째, ‘사회적 자아’ 사이의 의사소통 현상을 ‘명언훈습종자’에 의한 사회화

과정으로 해석했다. 필자는 ‘명언훈습종자’에 의해 형성된 인식대상이 언어로

표현되어 타인과 공유될 때 인식의 주체는 ‘사회적 자아’로 변화된다고 해석

했다. 그리고 일상인과 보살의 사회적 관계는 ‘명언훈습종자’에 의한 ‘식’의

분화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일상인들의 ‘식’의 분화는 개인의

욕망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보살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것이 시작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상호간의 의사소통은 구성원

들이 공유하는 관습 및 가치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유식불

교는 이것을 ‘명언훈습종자’ 개념을 통해 해석했으며 후기비트겐슈타인은 ‘생

활양식(life form)’ 개념을 통해 설명했음을 밝혔다. 그리고 세간에 통용되는

규칙에 언어가 부합될 때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관점은 공동체의 규칙과

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인도 후기논

리학자들의 ‘타의 배제(anyāpoha)’ 이론에 나타난 바와 같다고 해석했다.

셋째, ‘사회적 자아’의 인식대상과 언어에 관한 문제를 주관적인 수행경험

의 객관화 및 언어의 유의미성이 결정되는 방식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했다.

우선 ‘명언훈습종자’에 의해 형성된 인식대상이 공동체에 부합되는 언어로 표

현되었기 때문에 그 언어로 표현된 내용은 객관화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수

행경험의 이론화를 해석했다. 이것은 후기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이 적용된 것

이다. 이어서 필자는 보살에 이르기까지 수행자가 겪게 되는 과정을 ‘식’의

분화 → ‘식’의 미분화 → ‘식’의 재분화로 해석했다. 그리고 보살은 ‘식’의 재

분화를 통해 후득지를 증득했기 때문에 자신이 깨달은 바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유식불교, 후기비트겐슈타인 그리고 인도 후기논

리학자의 이론에 나타난 언어의 유의미성은 언어와 대상 간의 대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규칙과 언어의 정합성에 의해 결정됨을 밝혔

다.

넷째, 언어체계와 ‘사회적 자아’의 관계를 ‘사회적 자아’에 의해 언어의 체계

가 형성되는 과정과 언어에 의해 ‘사회적 자아’가 변화되는 과정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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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했다. 유식불교에서 언어의 체계는, 실체론에 토대를 두고 지식이 형성되

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데카르트의 이론과 달리 ‘사회적 자아’의 언어작용

에 의해 형성되며 이러한 양상은 실체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후기구조

주의와 맥을 같이 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유식불교는 진리의 세계에서 흘러

나온 언어에 의해 ‘알라야식’이 변화된다는 독특한 언어관을 보인다는 점을

밝혔다. 이것은 언어로 표현된 문화, 학문 그리고 가치관이 인간의 사유방식

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 중 보살의 ‘성스러운’ 언어가 중생

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현상을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성스러움’의 구현

체가 ‘사회적 자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상 필자는 ‘사회적 자아’와 언어의 관계를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여 유식

불교가 수행경험을 이론화시킬 수 있었던 근거를 제시했다. 지금까지 세계를

해석한 패러다임의 양상은 다양하다. 특히 후기구조주의자들은 실체를 비판

하는 관점에서 각각의 패러다임을 통해 세계를 해석했다. 유식불교 또한 ‘식’

의 관점에서 수행경험을 이론화하여 현상을 해석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을 제

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필자가 새롭게 구성한 ‘인식적-문화

적 모델’ 또한 세계를 해석하는 또 다른 창문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요어 : 사회적 자아, 인식적-문화적 모델, 명언훈습종자, 공동의 분별,

생활양식(life form), 타의 배제(anyāpoha)

학번 : 2008-3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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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유식불교(唯識佛敎)는 인도에서 형성된 대승불교이다.1) 유식(唯識)이라는

명칭에 나타나듯이 유식불교는 오직 ‘식(識)’의 관점에서 일체 현상을 해석한

다. 요가행자들은 수행을 통해 마음을 관찰하여 유식불교 특유의 세계관을

형성했다.

유식불교는 붓다의 본지(本志)을 계승한다는 기치(旗幟)하에 ‘무아론(無我

論)’을 제시했다. 이 관점은 현상이 실체에 의해 구성되었다고 본 아비달마

(Abhidharma)사상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다. 아비달마논사들은 현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법(法)’이라 부르고 이 ‘법’은 영원히 존재하는 실체이

며 그 ‘법’들의 화합에 의해 현상세계가 형성된다고 보았다.2) 이후 용수(龍樹,

Nāgārjuna, 2∼3세기경)는 대승의 ‘공(空)’사상에 입각하여 이와 같은 실체에

대한 관점을 논파한다. 하지만 용수 이후 ‘공’을 표현하는 데 너무 집착함으

로써 용수가 제시하고자 했던 의도를 벗어나 허무주의에 빠지는 자들이 나타

나게 되었다. 유식불교는 허무주의에 빠진 그들이 ‘잘못 이해된 공’(惡取空)에

집착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바르게 이해된 공’(善取空)의 입장을 제시

하고자 했다. 유식불교는 모든 현상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식’의 작

용임을 제시함으로써 당시 허무주의를 비판했다. 유식불교는 모든 것은 ‘식’

1) 대승불교인 유식불교가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어 학파를 이루게 된 것은 4세기 초의 인물로

추정되는 미륵(彌勒, Maitreya, 약270∼350년경)으로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이후 유식사상

을 크게 발전시킨 사람은 무착(無着, Asaṅga, 310∼390년)과 그의 동생 세친(世親,

Vasuban- dhu, 4C∼5C로 추정)이다(길희성, 인도철학사, 서울: 민음사, 2004, pp.
158-160. 참조).

2) 아비달마사상은 불멸(佛滅)후 학승들이 붓다의 가르침을 연구하여 그것을 하나의 지적 체

계로 정리한 것이다. 아비달마란 ‘달마(法)에 대한 연구’를 의미한다. 여러 학파 중 가장 많

은 논서를 남긴 학파는 설일체유부(說一切有部)였다. 설일체유부는 ‘모든 것이 있다고 주장

하는 자’를 의미한다. 설일체유부의 아비달마논서들이 세상에 나타난 이후 세친은 그 업적

을 계승하고 더욱 새롭게 발전시켜 阿毘達磨俱舍論(Abhidharmakośa-śāstra)을 지었다.

세친은 大毘婆沙論을 연구한 뒤 그 요점을 뽑아 600頌을 짓고 거기에 자신의 주석을 가

하여 아비달마구사론을 완성했다고 알려져 있다(上山春平․櫻部建, 아비달마의 철학,
정호영 역, 서울: 민족사, 1990, pp. 19-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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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비롯되며 ‘식’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요가행자는 궁극적 목표인 해탈에 이르기까지 ‘식’이 변화되는 양상을 관찰

하고 그것을 이론화했다. 유식불교는 이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요가행자들은

수행경험을 기록하여 그들이 통찰한 내용을 수행공동체 구성원들과 서로 공

유했다. 유식불교경전과 여러 논서(論書)들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3)

지금까지 유식불교에 대한 연구는 수행에 의해 ‘식’이 변화하는 양상을 설

명하는 인식론과 수행론에 주로 초점을 두고 전개되었다.4) 이 연구는 유식불

교의 경전과 논서를 분석하는 방법에 의해 이루어 졌다. 한편 수행을 통해

관찰한 내용이 언어로 표현되어 타인에게 전달되는 과정 및 그것이 이론으로

정립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수행자

의 경험내용이 이론적으로 정형화된 과정에 대한 문제는 유식불교가 성립될

수 있었던 토대에 관한 물음이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아직 주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주관적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개별 수행자의 체험내

용이 객관적인 이론으로 정립될 수 있는 근거를 논의한다. 이 논의는 다음과

같이 3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될 것이다. 첫째, 요가행자는 수행공동

체 속에서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타인과 공유하여 그것을 체계적인 이론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주관적으로 보이는 수행자의 경험내용이 객관적인 이론으

로 성립될 수 있었던 과정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주지하듯 유식경전이

나 논서에는 수행을 통해 관찰한 마음의 변화양상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

다. 이것은 수행자의 경험이 객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현상을 해석

하기 위해 이 논문은 수행경험이 이론으로 정립된 과정이 수행공동체에서 형

3) 유식불교 관련문헌은 解深密經을 비롯해서 瑜伽師地論, 大乘莊嚴經論, 中邊分別論,
法法性辨別論, 現觀莊嚴論, 金剛般若經釋論(70頌) 등이 있다. 이와 함께 唯識二十
論, 唯識三十頌이 있으며 특히 唯識三十頌을 구체적으로 논한 成唯識論이 있다. 그

리고 이 논문의 주요 분석대상인 攝大乘論이 있다.
4) 유식불교에 관한 연구현황은 김성철의 논문 한국유식학연구사 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

다. 그의 논문에 의하면 유식불교의 연구는 ‘알라야식’을 포함한 심식론(心識論)에 대한 연

구, 수행론에 관한 연구, 인물별 연구 등으로 나누어진다. 김성철은 인물별 연구 또한 적지

않지만 인식론과 수행론에 관련된 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필자는

인물별 연구내용에는 인물의 사상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인식론과

수행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김성철, 한국유식학연구사 , 불교학리뷰 1권 1

호, 2006, pp. 13-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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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다는 것에 주목할 것이다. 수행에 의해 관찰된 내용이 공동체의 규칙

에 부합되는 언어로 표현됨으로써 그 이론적 정립이 가능해졌음을 보일 것이

다.

둘째, 개인의 수행경험이 언어로 표현되어 타인에게 전달되면서 유식불교

는 이론적인 체계를 형성했다. 언어의 작용에 관한 문제는 수행경험이 객관

적으로 정형화된 사실을 논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논문은 ‘식’

의 관점에서 언어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논의한다. 모든 것을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유식불교에서 마음에 나타난 영

상을 언어로 표현하여 타인에게 전달하는 메커니즘은 언어의 주체(‘사회적

자아’5)), 대상과 언어의 관계 및 언어와 언어주체 사이의 관계에 관한 분석에

의해 밝혀질 수 있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언어의 문제를 체계

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셋째, 유식불교는 개인의 사회화에 관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는

가? 이것은 언어의 주체가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물음이다. 수

행공동체 속에서 수행자들은 구성원과 대화를 통해 자신의 수행경험을 논의

함으로써 그들의 경험내용을 객관적 이론으로 체계화했다. 요가행자들은 수

행을 통해 관찰한 내용을 스승에게 점검을 받고 더욱 더 정진하는 계기로 삼

는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이 사회화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된다.

앞의 세 가지 문제는 모두 ‘사회적 자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언어가 하

는 역할을 조명함으로써 논의될 것이다. 유식불교가 제시하고 있는 이론 속

에서 언어의 주체(‘사회적 자아’), 언어의 주체 사이의 관계, 그리고 언어와

대상 사이의 문제는 유식불교가 이론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물음이며 동시에 개인의 사회화 문제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필자는 이 문

제를 ‘식’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아울러 이 연구는 종교언어에 관한 기존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유

식불교의 언어관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재구성하여 이를 통해 유식

불교의 언어관을 분석한다. 기존의 종교언어이론은 대부분 서양의 종교언어

에 국한해서 연구되어 있다. 이 논문은 그런 언어를 통해 만들어진 기존의

5) 이 논문에서 언어의 주체는 ‘사회적 자아’로 정의된다. 필자는 ‘알라야식’이 주관과 객관으

로 분화되어 주관으로서의 인식주체가 객관으로서의 인식대상을 언어로 표현하여 타인과

의사를 소통할 때, 언어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인식주체를 ‘사회적 자아’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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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언어이론이 서양종교뿐만 아니라 동양종교인 유식불교에도 적용가능한지

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 논의는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주로 서양의 언어를 대상으로 연구된 종교언어이론의 지평

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과정은 근래에 가장 종합적인 연구를 제시한 학자로서 기존의 종교언어

이론들을 시기별로 검토하고 이 이론들을 3가지로 범주화 시킨 린드벡

(George A. Lindbeck, 1923∼)의 틀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에서 시작된

다. 린드벡은 기존의 종교언어이론을 ‘인식-명제적 모델(cognitive–

propositional model)’, ‘경험-표현적 모델(experiential-expressive model)’, 그

리고 ‘문화-언어적 모델(cultural-linguistic model)’로 범주화 시켰다. 린드벡

이 제시한 ‘인식-명제적 모델’은 논리실증주의자들의 언어관을 의미한다. 논

리실증주의자들은 ‘인식’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언어와 대상 간의 대응관계로

정의했다. 그들은 언어의 대상은 실재하며 언어는 그것을 모사(模寫)한다는

입장에서 이 개념을 사용했다. 그러나 필자는 ‘인식’이란 개념을 ‘‘식(識)’이

분화하여 인식주관과 인식객관이 되며 인식주관이 인식객관을 파악하는 작

용’으로 새롭게 정의한다. 이 때 인식주관과 인식객관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

라 단지 ‘식’이 변화된 것일 뿐이다.

이와 함께 이 논문은 린드벡의 3번째 모델인 ‘문화-언어적 모델’이 의미하

는 바와 같이 언어의 유의미성을 결정하는 방식을 ‘문화적 모델’로 정의한다.

‘문화적 모델’에 의하면 언어의 의미는 사회공동체의 규칙과 언어 사이의 정

합성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후기비트겐슈타인의 언어관과 유사한 양

상을 보인다. 하지만 이 논문은 ‘문화적 모델’이 의미하는 바를 린드벡이 제

시한 내용뿐만 아니라 언어에 의해 언어의 주체인 ‘사회적 자아’가 변화되는

양상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의한다. 유식불교는 중생(衆生)이 진리

의 세계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잘 듣게 되면 이것이 마음에 ‘정문훈습종자

(正聞薰習種子)’의 형태로 쌓이게 되어 해탈에 이르고자 하는 발심(發心)을

일으키게 된다고 본다. 유식불교가 요가행자들이 수행과정에서 관찰한 ‘식’의

작용을 이론화한 것임을 고려해 볼 때, 수행의 계기가 언어에 의해 시작된다

고 제시된 점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문화적

모델’이 언어에 의해 인식의 주체인 ‘사회적 자아’가 변화되는 것 또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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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고 정의한다.

이 논문은 이상과 같이 새롭게 정의된 ‘인식적-문화적 모델(cognitive

[vijñapti]-cultural model)’을 통해 ‘사회적 자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언어

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밝힐 것이다. 이를 통해 개별적인 수행자들의 경험

내용이 유식불교로 이론화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구

체적으로 ‘사회적 자아’가 수행공동체의 규칙에 부합되는 언어에 의해 인식대

상을 표현할 때 그 언어는 의미가 있다는 관점에서 논의된다. 이와 더불어

통증과 같은 감각내용이 언어로 표현될 때 그것은 공적인 대상으로 간주되어

야 한다고 본 후기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을 유식불교에 적용시켜 볼 것이다.

이를 통해 수행경험이 객관적인 이론으로 정립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

시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일상생활[속제(俗諦)]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작용과 진제(眞諦)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언어작용을 비교분석하고 그 차이가 ‘인식적 모델’에 의해

밝혀진다는 사실을 논의함으로써 진행된다. 그리고 각각의 세계(속제/진제)는

인식의 대상에 대한 인식주체의 태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밝힐 것이

다. 이와 함께 이 논문은 ‘사회적 자아’의 특성을 후기구조주의 관점에서 비

교분석하여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유식불교의 언어주체를 분석하고자 한

다. 그리고 ‘사회적 자아’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을 구조적으로 분석

하고,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를 후기비트겐슈타인의 ‘생활양식(life

form)’ 개념 및 디그나가(Dignāga 陣那, ?400∼?480)와 다르마키르티

(Dharmakīrti 法稱, 600∼680)의 ‘타의 배제(anyāpoha)’ 원리와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주로 인식론과 수행론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온 유

식불교에 대한 연구에 비해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유식불교의 언어관을 조명

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유식불교의 수행경험이 체계적 이론으로 정립될

수 있는 근거를 밝히고 유식불교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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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일상적인 마음의 작용을 비롯해서 해탈에 이르기까지 마음의 변

화양상을 다각도에서 분석한 유식불교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유식불교의

경전과 여러 논서(論書)에는 수행경험이 정형화되어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

다. 이 논문은 언어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수행경험이 타인에게 전달되는 과

정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1) 기존의 종교언어이론을 검토하여 유식불교의 언어

관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틀(‘인식적-문화적 모델’)을 재구성하고 이 틀에

의거해서 언어와 ‘사회적 자아’의 관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2) 구체적인 사항

은 서양의 이론 및 인도 후기논리학자들의 이론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논의된

다. 이 연구는 유식불교의 이론을 체계화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섭대승론
(攝大乘論)을 중심으로 유식불교의 언어관을 분석하되, 필요에 따라 해심밀
경(解深密經) 및 성유식론(成唯識論) 등을 참고할 것이다. 이 연구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인식적-문화적 모델

주지하듯 종교언어에 관한 이론은 대부분 서양의 학문적 성과물이다. 이

이론들은 주로 서양의 종교언어를 대상으로 연구된 것으로서 ‘신’을 표현하는

방법, 종교언어의 유의미성에 대한 정의 그리고 종교를 표현하는 양상 등으

로 분류된다.6) 하지만 서양의 종교언어 이론에는 동양종교인 불교 언어와 관

련된 요소도 나타난다. 예컨대 종교를 표현하는 양상 가운데 하나인 비유적

방법은 일상 언어에 의해 궁극적인 ‘신’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

고 ‘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표현방식이었다. 한편 불교는 수행을 통해 체득한

경지를 일상의 언어를 초월한 경지로 본다. 불교는 일상 언어를 통해 궁극의

경지를 드러내기 위해 비유적(upacāra, metaphor)인 방법을 사용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유식불교문헌에서 발견된다.7) 필자는 이러한 예에 의거해서 판

6) 기존의 종교언어 이론들은 본고 제1장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에서 4가지로 나누어 논의될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신’에 대해 기술하는 방

법, 분석철학자들의 종교언어에 대한 연구, 종교를 표현하는 양상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야

기 신학의 맥락에서 연구된 이론 등으로서 이들 모두는 서양전통에서 형성된 것이다.

7) 유식불교문헌인 攝大乘論釋은 궁극의 경지인 무분별지(無分別智)와 후득지(後得智)를 눈

을 완전히 감은 상태와 눈을 완전히 뜬 상태로 비유한다. 주지하듯 무분별지와 후득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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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해 볼 때 서양종교언어의 이론이 동양종교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

다고 본다. 이에 이 논문은 기존의 종교언어이론을 유식불교의 언어관에 비

판적으로 적용시켜 유식불교의 언어관을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구성할

것이다.8)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유식불교의 언어관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살이 수행을 통해 증득한 궁극의 경지로서 일상 언어로 묘사하기가 쉽지 않다. 무분별지

는 인식의 주관과 객관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이며 후득지는 무분별지의 상태를 넘어선 단

계로서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자각하는 단계이다. 攝大乘論釋은 이 두 가지 단계를 눈을

완전히 감은 상태와 눈을 완전히 뜬 상태로 비유하여 두 단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드러내

고 있다. 攝大乘論釋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논에 이르길, 마치 사람이

눈을 완전히 감은 것처럼 무문별(無分別) 또한 그러하다. 마치 사람이 눈을 완전히 뜬 것처

럼 후득지(後得智) 또한 그러하다. 석에 이르길, 이 게송은 다만 근본지(根本智)와 후득지

(後得智)를 드러내고 있다. 같지 않은 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근본지는 마음도

아니고 마음이 아닌 것도 아닌 것에 의지한다. 후득지는 마음에 의지한다. 그러므로 두 가

지[근본지와 후득지]는 대상에 차이가 있다. 근본지는 대상을 취하지 않으므로 대상과 지혜

는 차이가 없다. 후득지는 대상을 취하므로 대상과 지혜에 다름이 있다. 근본지는 대상을

인연으로 하지 않는다. 마치 눈을 감은 것과 같다. 후득지는 대상을 인연으로 한다. 마치

눈을 뜬 것과 같다. 이 게송은 대상을 취하지 않거나 대상을 취하는 것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攝大乘論釋(T31, 242c), “論曰　如人正閉目　無分別亦爾　如人正開目　後得
智亦爾 釋曰. 此偈但顯根本智及後得智. 由依止不同故有差別. 根本智依止非心非非心. 後得智

則依止心故. 二智於境有異. 根本智不取境. 以境智無異故. 後得智取境. 以境智有異故. 根本智

不緣境. 如閉目. 後得智緣境. 如開目. 此偈顯不取境取境有異故有差別”). 비유적 방법은 다음

의 예에서도 나타난다. 攝大乘論本은 우유와 물의 비유를 통해 ‘알라야식’의 변화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어찌하여 물과 우유와 같이 알라야식이 아닌 것은 알라야식과 같은 곳에

서 함께 변하는가? 또한 알라야식의 일체 ‘종자’가 소멸하고 알라야식이 아닌 일체 종자가

증가하는가? 비유하자면 한사가 물에 있는[과 섞여있는] 우유를 먹는 것과 같다. 또한 마치

세간적인 욕망을 벗어날 수 있을 때 선정의 부류에 속하지 않은 훈습은 점점 감소하고 선

정의 부류에 속하는 훈습이 점점 증가해서 전의를 경험하는 것과 같다”(攝大乘論本(T31,
136c26- 137a01), “云何猶如水乳. 非阿賴耶識與阿賴耶識同處俱轉. 而阿賴耶識一切種盡. 非阿

賴耶識一切種增. 譬如於水鵝所飮乳. 又如世間得離欲時. 非等引地熏習漸減. 其等引地熏習漸增

而得轉依”). 주지하듯 궁극의 경지(무분별지와 후득지)는 지극히 추상적이다. 유식불교는

이상의 예에 나타난 바와 같이 궁극의 경지를 비유적인 방법으로 드러낸다. 기독교 또한

궁극의 경지(신의 존재)는 파악될 수 없다고 보고 비유적 방법에 의해 그 경지를 표현하고

자 했다. 불교와 기독교가 비유적 방법을 사용하게 된 맥락 및 표현하고자 한 내용은 각각

다르다. 하지만 궁극의 경지를 일상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 비유적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에

서 두 종교는 유사성을 보인다.

8) 한편 밴 버렌(Paul van Buren, 1924∼)과 같은 학자는 종교언어의 위치를 언어의 지도

(map)위에 표기하고자 했다. 그는 오해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명확하고 규칙이 지배하는

중심’에서 종교언어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본다. 그는 종교언어는 ‘언어의 가장자리에’ 있다

고 정의했다(Paul M. Van Buren, The edges of language; an essay in the logic of a
religion, New York: Macmillan, 1972, p. 157). 본 절에서는 중심부와 주변부로 종교언어

의 위치를 논의해왔던 밴 버렌의 관점과 달리, 유식불교의 언어관을 해석할 수 있는 모델

을 구성하고자 한다. 본고는 기존의 종교언어이론을 특정종교인 유식불교의 언어관에 적용

시켜 새로운 해석의 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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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다. 첫째 이 논문은 수행에 의해 관찰된 인식의 과정과 그 구조에 주

목한다. 유식불교에 의하면 인식의 작용은 ‘식’이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지

고 이로 인해 생겨난 인식주체가 인식대상을 파악함으로써 형성된다. 이 때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은 외부에 실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식’이 변화된 것이

다.

둘째 이 논문은 언어의 유의미성에 관한 문제(언어와 대상 사이의 관계에

관한 문제)와 언어와 언어주체 사이의 관계에 관한 문제에 초점을 둔다. 유

식불교에서 언어의 유의미성은 언어와 ‘식’의 변형체 간의 관계에 의해 결정

된다. 이와 함께 유식불교는 진리의 세계로부터 흘러나온 이야기를 듣고 수

행을 시작하고자 하는 발심(發心)을 하게 된다고 본다. 이 현상은 ‘성스러운’

진리의 세계를 표현한 언어에 의해 언어의 주체가 변화되는 것으로 해석된

다.

우선 유식불교의 인식적인 측면을 논의해 보자. 유식불교에서 인식이란 인

식주관이 인식객관을 파악하는 활동 또는 그 활동의 결과를 뜻한다. 인식작

용은 주관과 객관이 서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성립된다. 즉 ‘식’이 변형되어

형성된 인식주체가 인식대상을 파악하는 작용에 의해 인식작용이 발생된다.

이 때 인식주체는 인식대상과 구분되어 대립하는 주관이면서, 동시에 그 관

계맺음의 통합적 근거로서 객관을 아우르기도 한다.9)

이와 같은 현상은 ‘식’의 개념을 분석했을 때 명확히 드러난다. ‘식’을 의미

하는 산스크리트어 ‘비즈냡티(vijñapti)’는 ‘둘로 나눈다’는 의미의 ‘비(vi)’와

‘알게 하다’는 의미의 ‘즈냡티(jñapti)’로 구성되어 있다.10) 이 개념은 ‘식’이 주

9) 유식학적 용어에 의하면 인식이란 표면적으로 보면 견분(見分, darśaṇabhaga)이 상분(相分,

nimittabhaga)을 대상으로 삼아 발생되는 것이지만, 내적인 근거는 ‘식’ 자체가 견상(見相)

으로 이원화되는 활동, 즉 ‘식’ 자체가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지는 활동이다. 유식불교는

그러한 인식 작용을 다음과 같이 다양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인식주관과 객관이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를 강조하여 ‘연(緣)’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인식의 주체는 ‘능동적

으로 관계하는 것’으로서 능연(能緣 ālambaka)으로 표현되고, 인식되는 객관은 ‘관계가 맺

어지는 것’으로서 소연(所緣 ālambana)으로 표현된다. 또한 유식불교는 인식주관인 능연을

견분이라고 하고 인식객관인 소연을 상분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인식주체와 인식되는 대상

과의 관계보다는 각각의 기능을 표현한 개념이다. 유식불교는 인식활동을 ‘헤아림’이라는

의미에서 ‘량(量)’이라고도 한다. 능히 헤아리는 능량(能量 pramāṇa)은 인식주관을, 주관에

의해 헤아려지는 소량(所量 prameya)은 인식 객관을 의미한다. 인식주관과 인식대상에 대

한 명칭이 이와 같이 다양한 것은 그만큼 유식불교가 마음의 작용을 세밀하게 분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요코야마 코우이쯔, 유식철학, 묘주 역, 서울: 경서원, 1989, pp. 85-95. 참

조).



- 9 -

관과 객관으로 분화되고 주체가 된 ‘식’이 대상이 된 ‘식’을 파악하게 하는 작

용이 인식작용임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식’이 인식주관과 인식대상으로 나

누어지지만 이 둘은 ‘식’에 의해 연결되어 있음을 내포한다. 즉 ‘식’이 나누어

져 인식주관과 인식객관으로 변형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역할과 기능만 다를 뿐임을 보여준다.

유식불교에서 인식작용은 인식주관과 인식대상의 상호관계에 의해 형성되

며 그 결과는 ‘종자’(種子, bīja)의 형태로 ‘알라야식’ 속에 잠재적으로 존재하

는 것으로 정의된다.11) 즉 인식작용에 의해 형성된 결과물인 ‘종자’는 ‘알라야

식’에 저장된 후 다른 작용을 일으키는 잠재력이 된다. 잠재적인 인상(印象)

이 ‘알라야식’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결과, 마치 씨앗에서 싹이 트듯이 구

체적인 형상을 가진 인식활동이 생겨난다.12) ‘알라야식’은 자신의 내부에서

스스로 경험을 만들어낸다.13)

이 논문은 이와 같은 인식적 특성을 반영하여 유식불교의 언어관을 해석할

틀을 ‘인식적 유형(cognitive[vijñapti] model)’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인식적’

이란 린드벡의 모델에서 정의된 개념과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린드벡의 첫

번째 유형인 ‘인식적 유형’은 언어가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을 모사(模寫)함으

로써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식’이 주관과 객

10) 유식(唯識)의 원어는 ‘vijñaptimātra’이다. ‘식(識)’에 해당되는 말은 ‘vijñapti’이다. ‘vijñapti’

는 ‘vi-√jñā(알다)’라는 동사의 ‘vijñapayati’에서 만들어진 명사이다. ‘vijñapti’는 둘로 나눈

다는 의미의 ‘비(vi)’와 ‘알게 하는 것(jñapti)’으로 나누어 분석된다. 따라서 ‘vijñapti’는 ‘둘

로 나누어져 알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식’이 이원화 되어 인식의 주체인 ‘식’이 인

식의 대상을 스스로 알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vijñapti’란 ‘식’이 주관과 객관으로 분

화되고 주관이 객관화된 ‘식’을 대상으로 삼아서 이것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인

식주관은 인식객관과 대립하는 주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관계맺음의 통합적 근거로서

작용한다(요코야마 코우이쯔, 앞의 책, pp. 85-95. 참조). 본고는 이 관점에 의거해서 조지

린드벡이 ‘인식’이라는 개념을 ‘실재하는 대상을 언어가 그대로 모사한다는 것’으로 정의한

것과 달리, ‘인식’이란 ‘‘식’이 주관과 객관으로 분화되어 객관에 반영된 영상을 주관이 인식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11) ‘종자’는 원래 싹을 낼 수 있는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식물의 씨앗을 의미한다. 유식불교는

우리에게 직접 지각되지는 않지만 모든 존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태가 심층심리 속에

잠재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종자’라고 불렀다. ‘종자’는 정신적 작용의 결과가 심층에 씨

앗처럼 존재하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종자’는 현상을 생성하는 에너지를 가

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외에도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과거

행위(業, karma)가 심층심리에 저장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종자’에 관련된 내용은 이 논문

의 pp. 39-40.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12) 攝大乘論釋(T31, 385b25-26), “若知此唯阿賴耶識, 能生習氣轉變力故, 義有情我顯現而轉”.
13) 요코야마 코우이쯔, 앞의 책,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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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으로 나누어지고 주관이 객관을 파악하는 작용을 ‘인식’이라고 정의한다.

이상 ‘인식적 모델’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이 논문의 제2장 언어 주체

로서의 ‘사회적 자아’와 제3장 ‘사회적 자아’ 간의 의사소통에서 이루어진다.

이곳에서 ‘사회적 자아’에 관한 문제가 ‘인식적 모델’이라는 틀에 의해 분석될

것이다.

다음은 유식불교의 관점에서 언어와 대상 사이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다.

유식불교에 의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세계는 ‘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다. 요가행자들이 관찰한 영상은 ‘식’이 현현(顯現)하여 나타난 결과일 뿐이

다. 요가행자들은 의식 활동이나 대상에 대한 집착을 멈춤으로써 보다 더 깊

은 마음의 세계를 관찰한다. 영상으로 나타나는 마음의 세계를 정확히 관찰

함으로써 우리 안에 그런 영상을 만들어내는 마음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식’이 현현된 것으로 해석한다. 그들은 일상적인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식’은 계속 작용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마음의 대상 또한 ‘식’이 현현한 것으

로 본다.14)

유식불교는 언어가 묘사하는 대상은 플라톤의 이데아(Idea)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식’이 변현(變現)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 관점에 의하면 우리가 지

각하는 모든 사물은 ‘식’이 만들어낸 관념에 불과하다. 예컨대 사물의 형상

즉 연필의 노란 색 그리고 가늘고 긴 형태는 원래 ‘식’ 안에 내재(內在)한다.

형상은 ‘알라야식’에 종자(種子, bīja)로서 잠재적으로 존재한다.

유식불교는 이러한 ‘종자’ 가운데 현실의 경험세계를 형성할 것을 구체적으

로 ‘등류습기(等流習氣)’ 또는 ‘명언습기(名言習氣)’라고 표현한다. ‘명언습기’

는 ‘표의명언(表義名言)’에 의해 훈습된 것과 ‘현경명언(顯境名言)’에 의해 훈

습된 것으로 분류된다.15) 요코야마 코우이쯔(橫山紘一)는 ‘표의명언과 ‘현경명

14) 유식불교는 인식의 대상을 ‘자상(自相 svalakṣaṅa)’과 ‘공상(共相 sāmānyalakṣaṅa)’으로 구

분한다. 감각대상은 감각기관에 현현한 대상으로서 감각기관이 작용하는 순간 개별적으로

포착된 표상이다. 이것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표상이 각각 그 자체의 상이 된다는 의미에

서 ‘자상’이라고 일컬어진다. 반면 ‘자상’들을 비교분석하고 추상화하여 개념으로 얻게 되는

표상은 더 이상 ‘자상’이 아니다. 예컨대 오식(五識)을 통해 얻어진 감각내용들은 의식을 통

해 안팎으로 분리되면서 의식 자체가 갖춘 개념에 따라 사물의 이런저런 현상으로 종합되

고 규정된다. 이와 같이 의식의 대상이 되는 법(法)은 의식의 분별구조에 따른 개념적 구성

물일 뿐이다. 이 개념적 구성물은 추상적이므로 일반성을 지닌다. 유식불교는 이것을 ‘공상’

이라고 부른다. ‘자상’과 ‘공상’은 모두 식이 현현된 것으로서 이들에 대응되는 실재는 존재

하지 않는다(한자경, 유식무경, 유식불교에서의 인식과 존재, 서울: 예문서원, 2000, p. 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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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의 역할과 그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표의명언(表義名言)은

의미를 나타내는 명언, 즉 의식에 의한 개념적인 사고(思考)를 말한다. 현경

명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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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가지 형상이 생기게 된다.

요컨대 우리는 갖가지 표상을 갖는데, 언어표상은 전자에서 생기고 시각ㆍ청

각 등의 감각 표상은 후자에서 생긴다.”16)

이 관점에 의하면 언어의 작용은 ‘현경명언’에 의해 생겨난 언어의 대상에

‘표의명언’에 의해 형성된 언어가 대응됨으로써 형성된다. 언어와 대상 사이

의 관계는 ‘표의명언’에 의해 형성된 언어와 ‘현경명언’에 의해 만들어진 사물

의 형상 사이의 관계로 설명된다. 인식대상은 ‘현경명언’의 현현에 의해 형성

된 것이며 언어는 ‘표의명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언어와 대상의 관계가 된다. 이것은 언어의 대상이 외부에 실재하는 것이 아

니라 ‘식’의 변형체임을 나타낸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유식불교에서 언어와 대상의 관계는 ‘식’과 ‘식’의 관

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의명언’에 의해 형성된 언어와 ‘현경명언’에

의해 형성된 언어의 대상은 모두 ‘식’의 변형체이기 때문에, 언어와 대상의

관계는 ‘식’의 변형체 간의 관계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언어작용을 일으키는 ‘명언종자’는 인간이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알라야식’에 저장한 결과물이다. ‘명언종자’는 무시(無始)이래로 인간의 언어

활동이 ‘알라야식’에 저장된 것으로서 인간이 공유하는 잠재적 힘이다. ‘알라

야식’에 존재하는 ‘명언종자’에 의해 개념적 사유가 활성화되면서 인식대상은

언어로 표현된다. 그 언어는 사회구성원들의 심층에 존재하는 ‘알라야식’이

분별함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다. 즉 인식대상을 언어로 표현할 때 그 언어는

사회 속에서 습득된 규칙에 의거해서 선택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17)

15) 成唯識論(T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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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요코야마 코우이쯔, 유식철학, p. 101.
17) 유식불교에서 언어와 대상에 관한 문제는 菩薩地 眞實義品 에서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누어 논의되었다(瑜伽師地論, T30, 486b16-c03). ① 세간에서 성립하는 진실(世間極成

眞實), ② 도리(道理)에 의해 성립하는 진실(道理極成眞實), ③ 번뇌장애를 정화하는 지혜가

행해지는 영역으로서의 진실(煩惱障淨智所行眞實), ④ 인식대상에 관한 장애를 정화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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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점에 의하면 유식불교에서 언어는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을 전달해

주는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개념의 의미는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합의된 규칙에 부합될 때 결정된다. 즉 개념의 의미

는 그에 상응하는 사태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개념을 포함한 개념들 전

체의 관계 안에서, 즉 또 다른 개념을 통해서 규정된다. 이것을 디그나가가

제시한 ‘타의 배제’ 론의 논리를 빌어 표현해 보면 언어는 다른 대상에 의해

배제됨으로써 그 대상의 의미를 전달한다. 예컨대 ‘소’라는 언어의 의미는 그

언어가 지시하고자 하는 대상이외의 것에 의해 부정됨으로써 형성된다. 언어

는 실재하는 어떤 것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18)

이것은 한 개념의 의미는 그 자체에 의해 단독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관련해서 결정된다는 것, 즉 전체적 개념의 틀 안에서 세부적으로 특

정의미가 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개념의 의미는 개념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 그것 아닌 것의 부정을 통해서 규정될 수 있다고 본다. 이 관점에 의

하면 결국 모든 개념의 의미는 절대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즉 그 개념의

부정을 생각할 수 없는 절대적 의미란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대 A의 의미는

A이외의 것을 통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개념이 개념으로 이어

질 뿐이며 그 개념이 지칭하는 사태 또는 개념과 일대일 대응하는 사태란 존

재하지 않는다.

혜가 행해지는 영역으로서의 진실(所知障淨智所行眞實). 이 가운데 ①에서 사태(vastu)에

대한 명칭은 언어협약, 세속적 언어습관에 부합된 것이다. 즉 여기서 사태는, 세간의 사람

들 사이에 전승되어 온 명칭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거나 고찰해 보지 않은 채 그대로 따르

는 태도에 의해 파악된다. ②는 직접지각, 추리, 성스러운 가르침이라고 하는 올바른 인식

수단에 의해 올바르게 분석된 지혜가 활동하는 영역이다. 여기서 사태는 도리에 의해 정립

된 인식대상(jñeya)을 말한다. 다카하시 코이치(高橋晃一)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①은 언어협약에 부응해서 무반성적으로 이해하는 대상이며, ②는 인식수단에 기초한 인식

대상이라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지만 ①②의 사태는 모두 진실한 것이다. 한편 ③과 ④

는 직접 사태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사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4가지 진실에 관한 설명에는 사태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즉 ①의 단계에서 사태는 세간적 언어의 대상이다. ②의 단계에서 사태는

논리적 사유에 기초한 인식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④에서 사태는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진여라고 말할 수 있다. ③에서 진실은 사성제이지만 그것은 색(色) 등과 같은 언어적

표현에 기초한 사태를 배경으로 한 무아의 이해가 전제되어 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진실

에는 언어표현과 관련되어 있는 사태와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본질을 가진 사태가 전제되

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高橋晃一, 菩薩地 眞實義品 から 攝決擇分中菩薩地 への

思想展開, TOKYO: THE SANKIBO PRESS, 2005. pp. 19-22. 참조).
18) Masaaki Hattori, Dignāga, On Perception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p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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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논문은 유식불교의 언어관을 ‘문화적 모델’로 해석

한다. 이 모델은 린드벡의 세 번째 모델인 후기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을 의미

한다. 후기비트겐슈타인 이론에 의하면 언어는 공동체의 삶속에서 의미를 가

진다. 언어는 그것들 스스로 그 자신의 의미를 전달할 수 없다. 오히려 그것

들의 의미는 활동과 실천이 포함된 전반적인 배경에 의해 지지된다. 이것은

우리가 특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삶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공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 유식불교를 후기비트겐슈타인의

이론과 관련시키는 것은 언어가 독자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언

어가 포함된 전체 체계 안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주목했기 때문이다.

한편 유식불교는 언어와 대상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한 언어에 의해

언어의 주체인 ‘사회적 자아’가 변화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유식불교에 의하

면 진리의 세계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잘 듣게 되면 ‘알라야식’에는 청정한

‘종자’ 즉 ‘정문훈습종자(正聞薰習種子)’가 쌓이게 된다. 이 때 언어의 주체는

수행을 통해 진리의 세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수행의 길로

접어들게 된 언어의 주체는 다양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한다. 이 현상은 언어

로 표현된 보편적 가치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논

문은 삼법인(三法印)과 같은 진리가 언어로 전달될 때 언어의 주체가 변화

되는 현상을 ‘문화적 모델’로 정의한다. 필자는 유식불교가 수행을 통해 형성

된 이론임을 고려해 볼 때, 수행을 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진리

의 세계에서 흘러나온 언어를 잘 듣는 데 있다고 제시된 점은 매우 중요하다

고 생각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이 논문은 ‘문화적 모델’을 언어의 유의미성을 결정하

는 방식뿐만 아니라 언어와 언어주체 사이의 관계를 모두 반영하고 있는 것

으로 정의한다.19) 유식불교의 관점에서 해석된 언어의 유의미성은 언어가 공

19) 이상 본 절에서는 린드벡의 모델을 유식불교에 적용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종교

언어이론 가운데 유식불교의 언어관을 적확하게 설명하는 이론은 발견되지 않았다. 린드벡

의 3번째 모델인 ‘문화-언어적 모델’은 부분적으로 유식불교를 설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언

어에 의해 언어의 주체가 변화된다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식’의 분화에 의해 인식작용이 발생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유식불교의 언어관을 정확

하게 해석해줄 수 있는 모델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린드벡의 첫 번째 모델

인 ‘인식적-명제적 모델’에서 ‘인식적’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문화적 모델’이 의미

하는 바를 보다 폭넓게 해석하여 ‘인식적-문화적 모델’이라는 틀을 새롭게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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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의 규칙에 부합되는가의 여부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후기비트겐슈타

인의 언어관과 유사하다. 하지만 린드벡의 ‘문화-언어적 모델’은 언어에 의해

언어의 주체가 변화되는 현상까지 설명하지 않는다. 이 점은 필자가 정의한

‘문화적 모델’이 린드벡의 ‘문화-언어적 모델’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문

화적 모델’에 의거한 논의는 본 논문의 제4장 ‘사회적 자아’의 인식대상과 언

어의 관계 그리고 제5장 언어체계와 ‘사회적 자아’의 관계에서 진행될 것이

다.

2.2 유식불교의 무아론과 후기구조주의 및 ‘타의 배제’론의 비교분

석

이 논문은 이상에서 새롭게 정의한 ‘인식적-문화적 모델’에 의해 유식불교

의 언어관을 분석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유식불교 문헌을 분석한 내

용과 서양의 종교언어에 관련된 이론 및 인도 후기논리학자들의 ‘타의 배제’

원리를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논의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다룰 주요 분석 대상은 유식불교를 가장 체계적으로 이론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섭대승론이다. 섭대승론은 무착(無着, Asaṅga, 310

∼390년)의 저서이다. 무착은 섭대승론에서 유식불교의 특성을 항목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해심밀경, 성유식
론,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을 참조하되 주요 논지는 섭대승론에 의거해
서 전개한다.

이와 함께 서양 종교언어이론에 관련된 후기구조주의 및 인도 후기논리학

자인 디그나가와 다르마키르티의 ‘타의 배제’ 이론을 유식불교와 비교한다.

비교의 기준은 현상의 이면에 실체가 존재한다는 생각에 대한 각 이론들의

태도이다. 따라서 유식불교에서 제시되고 있는 언어의 주체인 ‘사회적 자아’

의 특성을 무아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것을 후기구조주의의 해체론과 비

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후기구조주의는 근대 서양의 실체론적 사유를 비

판하는 입장에 있다는 점에서 유식불교의 무아론적 사유방식과 유사한 점을

보여준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아울러 ‘타의 배제’ 이론에 내재되어 있는 관

계성의 원리 또한 무아론적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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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사회적 자아’가 타인과 의사를 소통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원리로서 제시된 언어의 유의미성 문제 또한 무아론에 토대로 두고 있음을

밝힌다. 이 논의는 유식불교에서 수행에 의해 관찰된 내용이 객관화될 수 있

는 근거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는 후기비트겐슈타인이 제시한 사

적 경험내용의 객관화문제를 분석하고 그의 방법을 유식불교의 언어관에 적

용시키는 과정에 의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명언훈습종자’에 의해 형성된 ‘사

회적 자아’가 언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표현했을 때 그 언어가 의미를 갖게

되는 과정이 후기비트겐슈타인과 인도 후기논리학자가 제시한 언어의 유의미

성을 결정하는 방식과 유사함을 밝힐 것이다.

이어서 ‘사회적 자아’에 의해 언어가 체계화되는 과정을 ‘명언훈습종자의

역할을 통해 조명한다. 그리고 실체론에 의거한 데카르트의 논리를 따라 문

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실체론에 대해 비판적인 후기 구

조주의의 관점에서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해본다. 이를 통해 언어로

표현된 문화의 형성과정을 유식불교의 관점에서 해석해 볼 때, 무아론에 기

반을 둔 유식불교의 관점과 후기 구조주의의 관점 사이에 유사점이 있음을

밝힐 것이다.

3. 선행연구 검토

3.1 유식불교의 언어관에 관한 연구 검토

유식불교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김성철은 한국

유식학연구사 에서 한국의 유식불교연구 현황을 시기별 및 분야별로 나누어

상세하게 분석하고, 논문의 필자이름과 제목을 수록한 목록을 제시하고 있

다.20) 본고는 그가 기술한 사항들을 수용하되 본 연구의 주제인 유식불교의

언어관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겠다. 이를 위해 기

존의 연구경향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관점에서 분류하여 논의한다. 첫째, 서

양 전통에서 형성된 종교언어이론의 관점에서 불교의 언어관을 조명한 연구

20) 김성철, 한국유식학연구사 , 불교학리뷰 1권 1호 (2006), pp.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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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와 관련된 논문을 살펴본다. 둘째, 유식불교 언어관과 관련된 연구를 검

토한다.

우선 종교언어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보인 논리실증주의자와 후기비트겐슈

타인이론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종교언어를 불교와 관

련시켜 연구한 논문을 검토해 보겠다.

주지하듯 논리실증주의자와 후기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은 종교언어의 유의미

성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언어는 실재하는 대상을 반영함으로

써 의미를 갖는다는 관점을 보인 논리실증주의자는 종교 언어는 의미가 없다

는 입장을 제시했다. 반면 후기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의미는 대상과 일치하

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사용된 맥락에 의해서 유의

미성이 결정된다고 본다. 이 관점에 의하면 종교 언어는 종교공동체의 규칙

에 부합될 때 의미를 갖는다.

이와 관련된 주제는 엄정식의 논문 종교언어의 철학적 분석-논리적 실증

주의와 일상언어학파를 중심으로 에서 연구되었다.21) 엄정식은 그의 논문에

서 논리적 실증주의자들과 일상언어학파의 종교언어에 관한 관점을 분석하고

있다. 그의 논문에 의하면 에이어(A. J. Ayer, 1910∼1989)로 대표되는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언어에 현상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상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언어의 분석이 논리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22) 엄

정식은 그의 논문에서 종교적 체험을 검증 가능한 일상 언어로 환원하고자

하는 논리실증주의자들의 시도에 무리가 있음을 지적한다.23) 그는 논리적 실

증주의 방법론이 종교언어가 유의미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였다.

종교언어에 대한 분석철학자들의 관점을 연구한 엄정식의 논문이 나온 이

후, 불교 언어를 종교언어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 윤원철․강은애

는 종교언어(宗敎言語)로서의 공안(話頭) 에서 종교언어는 종교를 진술하는

언어로서 종교경험이라고 일컬어지는 특수한 경험을 진술하며 일상 언어의

차원에서는 소통 불가능한 장애를 수반한다고 기술하고, 종교언어는 그 자체

의 담론(談論) 구조 속에서 의미와 준거의 틀을 지닌다고 정의한다.24) 이 논

21) 엄정식, 종교언어의 철학적 분석-논리적 실증주의와 일상언어학파를 중심으로 , 철학연
구 20호 (1985), pp. 47-69.

22) 엄정식, 앞의 논문, pp. 51-52.

23) 엄정식, 앞의 논문, pp.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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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는 공안이라고 하는 선불교의 특수한 담론 역시 선 담론의 구조 속에

서 그 기능이 수행되는 선불교의 종교언어로 간주하고, 선불교적 맥락에서

공안의 의미 및 그것의 기능을 분석했다.25) 종교언어는 종교적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는 그러한 관점은 후기비트겐슈타인의 종교언어관을 반영하

고 있다. 그 논문은 후기비트겐슈타인의 관점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논의의 맥락에 의하면 불교언어인 공안이 선불교의 담론 속에서 그 의미를

지닌다고 논의한 점은 종교언어는 종교적 맥락에서 유의미하다고 본 후기비

트겐슈타인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의 논문은 특정 종교

라 할 수 있는 불교에 종교언어관을 적용시키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

는다.

한편 소기석은 후기비트겐슈타인의 종교언어관에 대한 연구 에서 언어의

게임이론을 통해 종교언어의 유의미성을 논증한 후기비트겐슈타인의 종교언

어관을 분석하고 있다.26) 그는 언어는 실재하는 대상과 대응됨으로써 의미를

갖는다는 논리실증주의자들의 관점과 언어의 의미는 공동체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후기비트겐슈타인의 언어관을 비교분석했다. 이를 통해 그는 후

기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서 종교언어가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논증했다.

이상의 논문들은 종교언어이론에 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현 한국

의 연구 상황에서, 현대 종교언어 이론가운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론들

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주요 쟁점사항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

를 갖는다. 그리고 종교적 맥락에서 종교언어는 의미를 갖는다는 관점에서

불교 언어를 분석한 연구는 특정종교에 일반 종교언어이론을 적용했다는 점

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반

종교언어이론을 불교에 적용한 연구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종교언어이론을 유식불교의 언어관에 적용한 연구는 아직 진

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유식불교의 언어관에 관련된 연구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지금

24) 윤원철·강은애, 종교언어(宗敎言語)로서의 공안(話頭) , 종교와 문화 7호 (2001), pp.

57-79.

25) 윤원철·강은애, 앞의 논문, pp. 60-61.

26) 소기석, 후기비트겐슈타인의 종교언어관에 대한 연구 , 종교와 문화 9호 (2003), pp.

17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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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연구된 유식불교 언어관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인식론에 관한 연구와 수

행론에 대한 연구이다. 인식론과 수행론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인식의 문제

와 실천의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이 둘을 관련시켜 연구하는 경향을 주로 보

인다.27) 이것은 유식불교의 연구주제가 대부분 마음의 변화 양상 즉 인식의

문제와 수행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연구경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언어와 언어에 의해 표현되는 대상 간의 문제를 인식론과 존재론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들을 검토하겠다. 일본 학자인 요코야마 코우이쯔(橫山

紘一)는 名と增語と相とについて 에서 명(名)과 증어(增語) 그리고 상(相)의

개념을 정의하고 각 개념들의 관계를 도식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이 논문에

서 유가사지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명칭 및 명칭의 대상 그리고 언설(언어

적 표현)개념을 분석한다.28) 그는 또한 唯識思想における否定 에서 유식불

교의 인식론과 존재론을 공관(空觀)에 입각해서 조명한다.29) 그는 범부가 일

으키는 인식의 오류형성과정을 추적하여 개념과 언어에 의해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짓는다.30) 그는 궁극적 존재는 언어를 부정

함으로써 드러난다고 해석한다.31) 그는 주로 인식론과 존재론의 관점에서 언

어와 대상의 관계 및 언어의 본질을 연구했다.

언어와 언표된 대상과의 문제를 인명논리학(因明論理學)의 관점에서 조명

한 원의범의 논문 인명에서의 언어의 현량(現量)과 실상(實相) 은 ‘실상(實

相)’을 현량적 인식(직접지각)과 언어적 인식의 차이에 의해 설명하고자 한

다.32) 이 논문은 직접지각과 언어적 인식의 차이를 통해 실제의 상을 논리적

으로 설명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27) 김성철은 지금까지 연구된 유식불교에 관한 주제들을 심식론, 수행론, 인물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연구적 특징을 간략하게 분석했다(김성철, 앞의 논문, pp. 31-37). 그가 제시한 바와

같이 유식불교의 연구는 주로 심식론과 수행론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본

연구는 유식불교 바깥의 관점에서 유식불교를 조명하는 방식을 통해, ‘사회화’의 문제를 밝

히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논지를 전개한다.

28) 橫山紘一, 名と增語と相とについて , 印度仏敎學硏究 24卷 2號(通卷48) (1976), pp.

177-182.

29) 橫山紘一, 唯識思想における否定 , 宗敎硏究 51卷 1輯 (1977), pp. 43-70.

30) 橫山紘一, 앞의 논문, p. 63.

31) 橫山紘一, 앞의 논문, p. 63.

32) 원의범, 인명에서의 언어의 현량(現量)과 실상(實相) , 불교학보 14호 (1977), pp.

18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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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카지야마 유우이찌(梶山雄一)는 仏敎における存在と知識에서 설일

체유부(說一切有部), 경량부(經量部), 유식불교가 존재와 지식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인도불교의 논리학의 기본적 성격

을 규명하고자 했다.33) 그는 이 책에서 각 학파가 존재에 대해 정의하는 방

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존재와 지식에 대한 각 학파의 관점을 명확

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또 다른 한편 카츠라 쇼루(桂紹隆)는 存在とは何か-ダルムキ-ルテの視点

에서 다르마키르티가 존재에 대해 정의하고 서술하는 방식을 분석하고 있

다.34) 그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다르마키르티는 실재와 비실재를 구분하는

기준이 결과를 생성하는 작용의 유무에 있다고 보았다. 다르마키르티는 실재

는 승의제(勝義諦)에 그리고 비실재는 세속제(世俗諦)에 속한다고 규정한

다.35) 실재하는 것은 독자상(獨子相)으로서의 특징을 보이며 이것은 순간적인

존재로서 다음에 자기와 유사한 존재를 발생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정

의된다.36) 다르마키르티는 이후 이것이 연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지각(知覺)

직후에 발생하는 개념지(槪念知)에 의해 개물(個物)로서 파악된다고 정의한

다.37) 카츠라 쇼루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다르마키르티는 인간의 지각과정과

관련하여 존재를 설명하고자 했으며 존재란 인간의 인식을 떠나서 정의될 수

없다는 관점을 보이고 있다.38)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경향은 대부분 인식론

과 존재론의 관점에서 언어와 언표된 대상에 관한 문제를 분석한 것이었다.

한편 백진순은 성유식론(成唯識論)에서 제시되고 있는 은유의 방법을 추

적해서 우리의 인식에 나타난 상이 허구임을 논증하고자 했다. 백진순은

「성유식론(成唯識論)의 가설(假說, upacāra)에 대한 연구-은유적 표현의

근거에 대한 고찰 에서 성유식론에 나타난 ‘유식무경’의 종지를 ‘가설’에 의

해 재해석하고자 했다.39) 백진순은 성유식론이 아(我)와 법(法)을 가리키는

33) 梶山雄一, 仏敎におおける存在と知識 (東京: 紀伊國屋書店, 1983).
34) 桂紹隆, 存在とは何か-ダルムキ-ルテの視点 , 仏敎文化硏究所紀要 41集 (2002), pp.

262-275.

35) 桂紹隆, 앞의 논문, p. 264.

36) 桂紹隆, 앞의 논문, p. 265.

37) 桂紹隆, 앞의 논문, p. 265.

38) 桂紹隆, 앞의 논문, pp. 273-274.

39) 백진순,「성유식론(成唯識論)의 가설(假說, upacāra)에 대한 연구-은유적 표현의 근거에

대한 고찰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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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언어들을 모두 하나의 ‘가설’ 즉 ‘은유적 표현’으로 본다고 파악했다. 이

를 통해 백진순은 외경을 전제하지 않고도 오직 ‘식이 마치 ∼처럼 나타난다

[轉似]’는 사실에 의거해 은유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40) 백진순의 논문은 언

어의 본질적인 측면을 은유적 표현을 분석하여 규명하고자 했다.

한편 안성두는 언어와 실재의 문제를 삼성론(三性論)과 관련해서 논의했다.

그의 연구내용은 인도불교 초기 유식문헌에서의 언어와 실재의 문제-유가사

지론의 삼성(三性)과 오사(五事)를 중심으로 에 제시되어 있다. 이 논문은

眞實義品 에서 논의되고 있는 언어표현과 그 근거인 사태(vastu)의 관계와,

진실의품 <오사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오사의 범주 가운데, 명칭과 그 근

거인 相(nimitta)의 관계를 분석했다.41) 안성두는 초기유식불교문헌에서 언어

와 대상의 관계가 삼성론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모색했다. 그는 각각

의 문헌에서 언어와 그 대상의 관계가 정의되는 방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

교분석함으로써 문헌학적 연구방법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이상 언어와 대상의 문제를 인식론과 존재론에 관련해서 연구한 논문들은

모두 ‘식’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 것이다. ‘식’에 나타난 현상이 언어로 표현될

때 언어와 대상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인명론의 관점에서 연구되기도 했고 가설의 문제에 초점

을 두고 연구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연구의 경향이 개개인의 ‘식’의 양상에 주목한 것이라면 다음 백

진순의 논문 아뢰야식의 지평에서 본 타인의 마음 은 시각을 타인의 마음으

로 돌렸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논문은 중국 법상종의 입장에서

‘타인의 마음(他心)’의 의미를 고찰했다.42) 이 논문에 따르면 자타(自他)의

‘식’이 각기 개별적인 것이고 서로에게 완전히 알려지지도 않는다 해도, 중생

들의 공통된 업에서 비롯된 공통된 종자(공상종자)가 개별적인 아뢰야식들이

전변해낸 세계들 간의 근본적 유사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각각의 아뢰야식의

세계는 소통과 공존이 가능한 세계로 나타난다.43) 이런 세계에서는 타자의

40) 백진순, 앞의 논문, pp. 136-140.

41) 안성두,「인도불교 초기 유식문헌에서의 언어와 실재의 문제-유가사지론의 삼성(三性)과

오사(五事)를 중심으로 , 인도철학 23호 (2006), pp. 199-239.

42) 백진순, 아뢰야식의 지평에서 본 타인의 마음 , 불교학연구 26호 (2010).
43) 백진순, 앞의 논문, pp. 19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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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나의 ‘식’ 바깥에 있는 또 다른 외적인 실체가 아니라, 나의 ‘식’의 전변

활동에 대해 ‘협력하거나(能順) 협력 받는(所順)’ 증상연으로 간주된다.44) 백

진순은 이런 의미에서 타인의 ‘식’이 존재한다고 해도 ‘유식’의 교의와는 어긋

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다.45)

이상 유식불교에 대한 연구를 유식불교 바깥의 관점에서 유식불교를 해석

한 연구와 유식불교 내에서의 연구로 나누어 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종교언어이론을 유식불교에 적용시킨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반 종교언어이론을 선불교의 공안개념과 관련시켜 연구한 논문이 있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유식불교 내에서의 연구는 주로 인식과 수행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유가사지론에 나타난 언어와 대상의 문제를 집

중적으로 조명한 연구, 직접적인 지각과 언어적 인식을 인명논리학적인 측면

에서 논의한 연구 그리고 성유식론에서 가설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외경 실

재론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식의 실재성을 긍정할 수 있는지를 추적한 연구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언어로 표현된 대상의 실재가 ‘식’ 바깥에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진행된 것이다.

반면 중국 법상종의 입장에서 ‘타인의 마음(他心)’의 의미를 고찰한 논문은

‘식’에 집중된 기존의 연구에 비해 타인의 마음으로 시각을 돌렸다는 점에서

본 논문이 시도하고자 하는 연구주제인 ‘사회화’의 문제와 연결된다. 다만 본

논문은 ‘사회화’의 문제를 언어의 역할과 관련지어서 논의하고자 한다는 점에

서 기존의 연구와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3.2 종교언어이론에 관한 연구 검토

유식불교의 언어관을 객관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유식불교 내에서 그

언어관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식불교 바깥의 관점에서 유식

불교의 언어관을 조명해 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 논문은 제1장 제2절 연

구의 방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종교언어이론(린드벡의 종교언어이론)을 유

44) 백진순, 앞의 논문, pp. 198-202.

45) 백진순, 앞의 논문, pp. 20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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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불교에 비판적으로 적용하여 유식불교의 언어관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재

구성했다. 본 논의에서는 린드벡의 종교언어이론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종교

언어이론에 대한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겠다.

현재까지 연구된 종교언어에 관한 이론은 대부분 서양의 종교를 대상으로

하여 형성되었다. 이 연구는 주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기독교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신’을 표현하는

방법에 관한 논의, 둘째 분석철학자들의 종교언어에 대한 연구, 셋째 종교를

표현하는 양상에 대한 연구, 넷째 이야기신학(narrative theology)의 맥락에서

연구된 이론 등이 있다.

우선 ‘신’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된 이론에는 ‘부정적 방식(negative

way)’, ‘단의적 방식(univocal way)’, ‘유비적 방식(analogical way)’ 등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들은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신’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그 한계 속에서 ‘신’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우선 ‘부정적 방식’은 ‘신’에 관한 진술이 부정적인 성격을 지닐 때 ‘신’의

완전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신플라톤주의자인 플로티누스

(Plotinus, 204∼270)와 모세 마이모니데스(Moses Maimonides, 1138∼1204)

가 그 대표적인 학자이다.46) 이들은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완벽하게 기술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그들은 신의 긍정적인 속성들을 진

술하기보다 ‘부정적인 방법’에 의해 묘사할 때 ‘신’의 완전성이 드러난다고 주

장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신’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자각에 의해

46) 플로티누스(Plotinus, 204∼270)는 ‘신’의 실재는 일자(一者)이지만 ‘일자로서의 신’이라는

진술은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자(多者)로서의 존재를 부정’하는 의

미를 지닌 진술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신’의 존재에 대해 그것이 ‘다자(多者)가 아

니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자’로서의 신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가 생각하기에

‘부정적 방식’은 완전한 신을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방식이었다(스털링 P. 렘브레히트, 서
양철학사, 김태길 외 역, 서울: 을유문화사, 1987, pp. 159-160. 참조). 모세 마이모니데스

(Moses Maimonides, 1138∼1204)도 플로티누스와 유사한 생각을 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적이 없는 완전한 자를 불완전한 인간이 표현하게 될 때 그 진술은 참될 수 없다는

관점을 보인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신을 ‘부정적 방식’으로 표현해야하는 이유는 인간의

불완전함에 기인한다(Moses Maimonides, The Guide for the Perplexed, New York:

Dover Publication, 1904, p. 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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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된 또 다른 방식에는 ‘단의적 방식’이 있다. ‘신’에 대한 진술 속에는 다

양한 뜻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의미만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관

점이 이 방법에 내재해 있다. 둔스 스코투스(John Duns Scotus, 1246∼1308)

와 칼 헨리(Carl Henry, 1913∼2003)에 의하면 ‘단의적 방식’으로 진술된 것

은 모든 것을 포괄하면서 동시에 신의 존재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의미 즉

완전하고 동일한 의미만을 내포한다.47) 이 방법에는 인간의 불완전성으로 인

해 인간을 초월해 있는 ‘신’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으므로, ‘신’에 의해 계

시된 것만이 진실한 지식이 된다는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

‘유비적 방식’은 ‘신’에 관한 언어는 단의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의적

이지도 않다고 본다. 이 방식은, 인간은 ‘신’에 대해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

문에 ‘신’의 실재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의해서 유비적으로 표현될

수 있을 뿐이라는 입장에 있다. 이 관점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는 토마스

아퀴나스(Saint Thomas Aquinas, 1224∼1274)와 로스(James Ross, 1927∼)

이다.48) 그들에 의하면 ‘유비적 방식’은 ‘신’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와

47) 둔스 스코투스(John DunsScotus, 1246∼1308)는 ‘신에 관한 담론’이 인간의 이성에 의해

기술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부정한다. 첫째는 인간의 이성은

원죄에 의해 타락되었기 때문에, 이성은 신을 완벽하게 서술할 수 없다는 관점이고, 둘째는

신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은 그러한 신을 예상할 수 없다는 관점이다.

둔스 스코투스는 신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신에 대해 완벽하게 기술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대신 둔스 스코투스는 초자연적인 인식이 필연적으로 인간에게 오

는 그것이 신의 실재에 관한 진술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신으로부터 직접 오는 계시이며

신의 참된 진술로서 ‘단의적 방식’에 의해 기술된 것이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칼 헨리(Carl

Henry, 1913∼2003)는 둔스 스코투스의 의견과 유사한 맥락에서, 오직 단의적 주장들만이

우리를 다의성(多義性)으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에 단의적 지식만이 참되고 진실한 지식이라

고 주장했다(댄 R. 스타이버, 종교언어철학, 정승태 역,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pp.

52-54. 참조).

48) 토마스 아퀴나스의 의견을 빌리자면 ‘정의롭다’와 같은 하나의 낱말이 피조물과 신에게 똑

같이 적용될 때 그 낱말은 두 경우에 일의적(一義的)으로 (즉 정확히 같은 뜻으로) 사용되

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영어의 ‘hard’라는 낱말이 ‘단단한 다이아몬드(hard Diamond)’와

‘어려운 선택(hard choice)’에 적용될 때처럼 ‘정의롭다’는 말이 이의적(異義的)으로 (즉 완

전히 다른 두 개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도 아니다. 그의 의하면 ‘신’과 인간 사이에는 유사

성이 있기 때문에 ‘정의롭다’는 술어가 완전히 다른 뜻으로 사용될 수 없다. 하지만 그 낱

말이 완전히 같은 뜻으로 사용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신’과 유한한 인간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로스(James Ross, 1927∼)는 종교 언어의 일의적 용법과 이의적

용법을 절충할 있는 방법을 전통적인 유비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유비이

론이 신인동형론(神人同形論, anthropomorphism)과 불가지론(不可知論, agnosticism)을 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보았다. 신인동형론이란 신과 피조물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는 현격하

지 않으므로 우리가 ‘신’에 대해 표현하는 말은 인간에 대해 사용하는 말들과 달라야 할 필

요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반면 불가지론은 ‘신’과 우리는 매우 달라서 우리는 ‘신’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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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을 절충하여 완전한 ‘신’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다. ‘유

비적인 방법’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인간의 언어에 의해 ‘신’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법이다.49)

다음은 분석철학자들의 종교언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기로 하자. 전통적

으로 종교 철학자들은 ‘신’에 관한 발언이 유의미하다는 것에 대해 거의 의심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언어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분석철학자들은

해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유비이론은 ‘신’

과 피조물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토대로 인간의 언어로 ‘신’에 관한 진리를 실제로 표

현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해 준다. 그러나 로스는 유비이론이 아직도 면밀한 검토를 요하는

매우 복잡한 이론임을 인정한다. 그는 아퀴나스의 저서에서 도출된 정교한 유비이론을 확

장시키고 현대적인 의미론적 분석의 견지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아퀴나스처럼

로스도 일상적인 용어들이 종교적인 맥락에서 적절하게 사용되기만 하면 분명히 의미를 가

질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의미가 일상적인 문맥에서 종교적인 문맥으로 어떻게 전이되는가

를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유비이론이라고 본다(마이클 피터슨 외, 종교의 철학적

의미, 하종호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p. 341-342. 참조).
49) 필자는 ‘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이 이처럼 다양한 이유가 궁극의 존재를 인간의 언어

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데에 있다고 본다. 동양종교인 불교 또한 깨달음의 상태를 일

상 언어로 표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생각된다. 불교는 서양에서 궁극적

인 존재인 ‘신’을 표현하고자 했던 방법과 달리 그 나름의 표현방식에 의거해서 궁극의 상

태를 일상의 언어로 드러내고자 했다. 예컨대 길희성의 설명에 의하면 용수(龍樹,

Nagarjuna, 150경∼250경)는 현상이 실체에 의해 구성되었다고 보는 당시의 견해들을 집착

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용수는 현상의 근원자(根源者) 즉 실체를 부정함으로써 현

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사물

을 실재론적으로 보게 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가 이 일상 언어를 매개로 하여 세

계를 보는 한, 사물들은 각각 독립되고 고정된 본질을 갖고 실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

각했다. 용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개념들은 모두 우리가 구성한 것(vikalpa)이며

희론에 지나지 않음을 논증했다. 하지만 용수는 일상적 언어나 관념의 타당성을 무조건 부

정하지는 않았다. 용수는 진제(眞諦)와 속제(俗諦)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본다. 진제란 사

물을 있는 그대로 반야(般若)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서 언어를 초월한 공(空)의 진리를 말

하며 속제란 상식적인 눈으로 보는 세계이다. 진제인 공의 세계는 모든 차별과 대립이 사

라져 버린 불이(不二)의 세계로서 유(有)와 무(無), 생사(生死)와 열반(涅槃), 중생과 불타

그리고 속제와 진제의 구별마저 부정되는 세계이다. 그는 실재론적인 관점에 의해 형성된

세계를 부정함으로써 진제인 공의 세계를 드러내고자 했다(길희성, 인도철학사, 서울: 민
음사, 2004, pp. 144-146. 참조).

한편 주지하듯 수행에 의해 열반의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을 치밀하게 보여준 유식불교는

분별지(分別智)의 상태를 넘어선 무분별지의 경지를 제시한다. 유식불교는 언어에 의해 분

별한 것에 대해 집착하고 이것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상태를 윤회의 세계[변계소

집성]라고 본다. 유식불교는 윤회의 세계를 벗어난 상태가 궁극적인 경지이며 언어의 분별

을 넘어선 세계임을 보여준다. 유식불교에서 분별을 벗어난 세계는 언어에 의해 표현될 수

없는 경지로 간주된다. 필자는 속제와 진제의 틀에 의해 일상 언어에 의해 표현될 수 없는

경지를 드러내고자 했던 용수의 중관불교와 분별지 및 무분별지라는 개념을 통해 깨달음의

영역은 언어적 사유를 초월한 영역임을 보이고자 했던 유식불교는, 궁극적 존재를 표현하

는 방식이 일상의 언어로 불가능함을 논증하고자 했던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이론적

틀 속에서 일상 언어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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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언어가 유의미한지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언어의 유의미성

은 경험적인 관찰에 의해 판단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인지적으로

유의미한 서술문과 그렇지 않은 서술문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그

것을 ‘검증가능성 원리’라고 불렀다. 이들에 의하면 한 명제가 사실적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명제가 참이거나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적

으로 관찰이 가능한 사태가 존재해야 한다. 인지적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 언

어는 경험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말해야 한다.

에이어(Ayer, Alfred Jules, 1910∼1989)를 비롯한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이

관점에 의거해서 종교언어는 경험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인지적

(cognitive)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유신론적 주장과 무신

론적 주장은 참, 거짓을 논할 수 있는 유의미한 문제가 아니라 무의미한 문

제라고 여겼다. 즉 한 명제의 의미는 그 명제를 검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

고 이러한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종교적 명제나 형이상학적 명제는 무의미하

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논리실증주의자들은 ‘검증가능성의 원리’는 유의미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 때 논리적인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검증가능

성의 원리’가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검증가능성의 원리’를 ‘검증’해야만 한다.

결국 그들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이론적 한계로 인

해 그들이 종교언어에 가한 비판도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후기분석철학자들은 일상 언어를 있는 그대로 살펴봄으로써 논리실증주의

언어관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들은 종교언어는 종교인들

의 언어게임 안에서 충분히 의미를 지니며 종교언어의 범주 속에서 논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언어는 종교적 언어행위를 통하

여 수행적인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았다. 후기비트겐슈타인 이론에 의하면

언어는 다양한 삶의 형식을 나타내고 있다. 언어는 이 삶의 형식들을 획일적

으로 표현할 수 없다. 다만 삶의 형식에 상응하는 다양한 언어게임이 있을

뿐이다.50) 후기분석철학자들은 다양한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언어에도

50) 후기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언어놀이의 비유는 특수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확인 가능한 언어행동을 가리킨다. 즉 ‘명령을 내림, 대상의 현상에 대한 기술, 사

건에 대한 사색, 가설의 구성과 검사, 도표와 그림을 통해서 실험의 결과를 제시함, 이야기

를 만들고 그것을 읽음, 연기를 함, 돌림노래를 부름, 수수께끼 맞추기, 농담하기, 산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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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규칙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게임마다 각각의 규칙이 있듯이 공동체

들은 언어를 사용하는 각각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51)

종교언어에 대한 전기와 후기분석철학자들의 태도는 이와 같이 매우 다르

다. 전기분석철학자들은 종교언어를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의

미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언어와 대상이 일치할 때 그 언어가 의미를 가진

다고 판단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종교언어 및 예술언어 등은 무의미한 언어

가 된다. 반면 후기분석철학자들은 일상 언어 및 종교언어의 유의미성이 대

상과의 대응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언어가 다양한

삶의 형식을 표현한다는 관점에서 언어의 유의미성을 판단했다. 후기분석철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공동체의 삶 속에서 언어가 그 공동체의 규칙에 부

합될 때 의미를 갖게 된다.

다음은 종교언어를 ‘상징의 언어’로 이해하는 견해, ‘메타포적 언어(meta-

phorical language)’로 보는 입장 그리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신과의 관계를

증언하는 언어로 보는 관점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종교언어를 ‘상징의 언어’로 이해한 대표적인 신학자는 폴 틸리히(Paul

Tillich, 1886∼1965)였다. 그가 종교언어를 상징적으로 본 근본적인 이유는

‘신의 현존’이 유한한 인간의 사유 속에서 엄밀하게 표현될 수 없기 때문이

다. 틸리히는 ‘신’이 술어적 서술의 주어가 될 때 ‘신’에게 귀속된 모든 속성,

풀기, 부탁함, 감사함, 악담을 함, 인사함, 기도함’ 등이 이에 해당된다(Ludwig

Wittgenstein, Philosophical Investigation, trans. G. E. M. Anscombe, New York:

Macmillan, 1953, p. 11). 후기비트겐슈타인의 추종자들은 과학의 언어, 낭만과 사랑의 언

어, 윤리언어, 종교언어 등에 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이들 상이한 언어 행위나 언어 놀이

에는 인간의 영역에서 어떻게 언어가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규정하는 규칙이나 사회적

이해가 들어 있다. 예컨대 ‘딱딱한’이라는 개념의 경우 우리가 물리학에서 고체에 대해 말

할 때와 윤리학 분야에서 사람의 엄격한 성격을 말할 때 그 의미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

하지만 각 분야에서는 유의미한 개념이 된다. 후기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언어놀이의 규칙

들은 책에 쓰여 있지 않으며, 관련된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다소 무의식적으로 준수한

다고 생각했다(마이클 피터슨 외, 종교의 철학적 의미, p. 355. 참조).
51) 예컨대 일상세계에서 ‘공’은 텅 빈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허무한 상태를 의

미하기도 한다. 불교에서는 실체를 부정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공’이라는 개념이

그것을 사용하는 공동체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다름을 보여준다. 후기분석철학자의 관점에

의하면 ‘공’은 무의미한 개념이 아니다. 이 개념을 사용하는 공동체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다를 뿐이다. 하지만 전기분석철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공’에 대응하는 대상이 존재

해야만 ‘공’이라는 개념은 의미를 가진다.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해야만

그 개념은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전기분석철학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불교의 ‘공’개념

은 무의미한 언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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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활동 등은 상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틸리히에게 ‘신’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있다. ‘신’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의해 완전하게 묘사될 수

없다. 곧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 의해 신을 표현할 수는 없다.

틸리히는 종교적인 상징이 글자 그대로 해석될 수는 없지만 계시의 한 방

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상징은 우리의 ‘궁극적 관심’에 초점을 맞추

는 수단이요, ‘신’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틸리히는 ‘기호(sign)’와

‘상징(symbol)’은 그 자신을 넘어서 다른 어떤 것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교

차로 신호등의 붉은 불빛과 같은 기호는 자동차 정지의 필요성을 가리킨다.

상징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넘어선 무엇인가를 가리킨다. 틸리히에 의하면 모

든 상징은 비상징적 언어에 의해 표현될 수 없는 실재의 수준을 열어 놓는

다.52)

한편 종교언어를 ‘메타포적 언어’로 이해하는 관점에 의하면 종교적 진리들

은 은유적 방법에 의해서 표현될 수 있다. 은유의 본질은 한 종류의 실재나

사물을 다른 종류의 실재나 사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에 있다.

종교적 언어를 은유적 언어로 이해하는 관점은 ‘신’의 실재가 문자적으로 서

술되지 않고 메타포적으로 서술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53) 진리를 메타포적

방법에 의해 설명하고자 한 것은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궁극의 상태를 일

상 언어에 의해 비유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그 경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종교언어를 ‘확신적 언어(convictional language)’로 이해하는 견해는 주로

후기비트겐슈타인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주장했다. 이 가운데 침례교 신학

전통에 서 있었던 제임스 맥클랜돈(James Wm. McClendon, 1924∼2000)은

‘신’에 관한 진술은 ‘신’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경험에서 유래되었

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의하면 경험이란 사실적 표현이다. 이것은 은유적이거

나 유추적인 특성을 지니긴 하지만 정확히 믿는 자의 경험 속에서 유래되었

기 때문에 사실적 서술이다.54)

52) Paul Tillich, “The Nature of Religious Language,” Christian Scholar 38 (1955), pp.
189-197; 마이클 피터슨 외, 앞의 책, p. 360.

53) 메타포적 표현에 관한 예는 다양하지만 동양종교인 불교에서도 발견된다. 이에 관한 논의

는 본 논문 pp. 6-7. 각주 7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54) 이 견해에 따르면 종교언어는 신앙의 삶 속에서 경험한 것을 확신(conviction)하고 이것을

표현한 것이다. 제임스 맥클랜돈은 확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확신이란 ‘만일 X(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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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야기신학에 관한 연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이 연구는 1970

년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야기신학이 발생된 배경은 비환원

성(irreducibility)에 관한 논의가 쟁점으로 떠오른 데에 있다. 이 논의는 메타

포(metaphor)나 이야기(story)로부터 단의적인 언어의 형태로 의미를 추출해

내려고 했던 당시의 연구경향에 대한 비판적 대응이었다. 단의적인 언어의

형태로 추출된 의미가 이야기의 ‘사실적’ 의미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학문적

경향에 대해 ‘이야기 신학자’들은 ‘이야기 자체’가 중요하다는 관점을 제시했

다. 그들은 단일한 언어로 환원하여 의미를 찾기보다는 종교 언어의 많은 부

분이 은유적이며 이야기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와 같은 경향을 지닌 대표

적인 학파는 시카고학파와 예일 학파이다. 시카고학파는 문화적인 이야기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었던 반면 예일 학파는 성서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었

다.55)

시카고학파는 시카고 대학의 데이비드 트레이시(David Tracy, 1939∼)에

의해 발전되었다. 그는 ‘수정주의 신학(revisionist theology)’이라는 용어를 최

초로 소개한 자이다. 수정주의 신학은 방법론적으로 철학적인 성찰에 근거한

해석학적 신학이다. 시카고학파는 신학에 대한 이해가 순수하고 독창적인 사

고에 의해 이루어진다기보다 다양한 학문적 영역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루

어진다는 관점을 제시했다.56)

인 혹은 공동체)가 어떤 확신을 갖는다면, 그 내용은 쉽게 포기되지 않으며 또한 확신했던

내용이 더 중요한 것들로 인해 포기되지 않고 지속되는 신념’을 의미한다. 확신적 언어로서

의 종교언어는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확신으로서의 종교언어는 ‘증언(witness)’의

성격을 가진다. 제임스 맥클랜돈에 의하면, 기독교 공동체의 언어는 ‘신’의 실재에 대한 증

언이다. 확신으로서의 종교언어는 대개 말이나, 관념, 그리고 의견의 문제라기보다는 삶의

문제이다. 이것은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신’을 믿고 의지하는 실제적인 관계를 증언하는 언

어다. 또한 확신으로서의 종교언어는 ‘전기(biography)’의 성격을 가진다. 우리는 한 인간의

전 생애 속에 나타난 이야기를 발견함으로써 그 사람의 확신을 찾게 된다. 한 개인의 전기

는 자신들의 신앙과 삶의 확신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성서의 이야기나 교리

들은 공동체가 확신에 의해 경험한 것들을 표현한 것이다(댄 R. 스타이버, 앞의 책, pp.

257-259. 참조).

55) 댄 R. 스타이버, 앞의 책, pp. 231-232.

56) 트레이시는 고전을 해석하기 위한 3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그는 해석이란 인간의 경험과

일치해야 하고 정확하게 그 자신의 전통을 나타내야 하며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서 행해져

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폴 리쾨르(Paul Ricoeur, 1913∼2005)는 언어의 상징적이며 이야

기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그는 이야기의 역동성을 주목하고 이야기는 신학적 진리나 조직

신학에 의해 제한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우리 삶의 이야기적 구조가 우리의 정체성

을 형성하는 문화적 이야기들과 신화들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시카고학파는 모든 비

유적 언어들이 이차적이라는 전통적인 관점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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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 학파는 후기 자유주의 신학(postliberal theology)파로 불린다. 이 학파

의 연구경향의 특징은 성서적 이야기에 초점을 두었다는 데에 있다. 이 학파

를 대표하는 학자는 한스 프라이(Hans W. Frei, 1922∼1988)와 조지 린드벡

이다. 한스 프라이는 성서적 이야기의 의미가 이야기 속의 각 낱말에 대응하

는 경험적 사태 속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게 있어서 성경의 이야기들

은 실제 인물들의 세계를 나타내는 역사와 같은 것(history-like)이다. 그는

텍스트의 배후에 의미가 놓여 있다는 관점을 거부하고, 성서의 이야기 자체

에 주목하고자 했다.57)

한스 프라이의 영향을 받은 린드벡은 그의 책 교리의 본질에서 기독교

여러 전통간의 대화의 가능성 혹은 교회의 일치를 모색하고자 했으며, 여러

전통들의 교리들이 가진 공통분모를 찾고자 했다.58) 이를 위해 그는 종교언

어에 관한 이론을 시기별로 분류하고 이것을 분석했다. 린드벡이 분류한 3가

지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인식-명제적 모델’이다. 이 모델은 전기비트겐슈타인의 ‘모사이론’

혹은 ‘대응이론’과 유사하다. 사물을 거울로 비추듯이 언어가 사태를 있는 그

대로 묘사한다고 보는 이 모델에 따르면, 언어는 정보를 제공하며 객관적 실

재에 대한 진리를 표현한다.

둘째는 ‘경험-표현적 모델’이다. 이것은 내적 느낌, 태도와 같은 내면의 상

(댄 R. 스타이버, 앞의 책, p. 233. 참조).

57) 한스 프라이에 의하면, 성경에 제시된 이야기들은 실제 인물들의 모습과 실상을 보여주는

‘역사와 같은(history-like) 이야기’이다. 한스 프라이는 텍스트 배후의 세계-그것이 재구성

된 역사이든 저자의 의식이든지 간에-에 ‘의미’가 놓여 있다는 견해를 거부했다. 예일 학파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칼 바르트(Karl Barth, 1886∼1968)는 성서에 유념할 것을 강조했

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한스 프라이를 비롯한 예일 학파의 학문적 방법 즉 성경에 접근하

는 방법의 토대가 되었다. 린드벡이 성서적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종교간 대화의 가능성을

연구했던 것도 이러한 학문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린드벡은 성서를 선험적 범주로 생각

하지 않고, 성서적 구조의 틀 안에 있는 실재를 재기술하고자 했다(댄 R. 스타이버, 앞의

책, pp. 239-246. 참조).

58) 린드벡은 시대를 전근대, 근대, 후기 근대로 나누고 각 시대는 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 자

유주의 신학이전, 자유주의, 자유주의 신학 이후의 성격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그는 각 시

대에 논의되었던 종교언어의 이론을 각각 인식-명제적(preliberal, cognitive-propositional),

경험-표현적(liberal, experiental-expressive), 문화-언어적(postliberal, cultural-linguistic)로

정의했다. 그리고 ‘문화-언어적 모델’의 관점에서 교리를 조명함으로써 그가 제시한 교리의

규칙이론(rule theory of the doctrine)이 신학적 에큐메니컬적 효용성을 가질 수 있을지를

검토했다(George Lindbeck, The Nature of Doctrine: Religion and Theology in a
Postliberal Age, London: Westminster Press, 1984, p. 112; 배국원, 현대 종교철학의 이

해, 서울: 동연, 2000, pp. 137-1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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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언어에 의해 표현된다는 입장을 반영한다. 이 모델에서는 종교적 경험

이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보다 더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즉 교리

(doctrine)는 내면적 감정, 태도 또는 실존적 방향(existential orientations)을

나타내는 비정보적 상징(noninformative symbol)으로 해석된다.59) 린드벡은

이 모델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하나는 교리가 비논증적

(nondiscursive) 상징으로서 기능하는 한 그 교리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그

의미 또한 변화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60) 즉 교리의 의미는 시대 및 장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비록 종교적 경험이 달리 표현

되었지만 종교에 대한 그 근본적인 경험은 동일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린드

벡이 지적했듯이 “비록 매우 다르게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적

어도 불교인과 기독교인이 근본적으로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적

가능성이 있다.”61) 이와 같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종교적 경험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린드벡은 이 모델을 시카고학파의

입장으로 분류했다.

세 번째는 ‘문화-언어적 모델’이다. 이 모델에 의하면 언어의 유의미성은

객관적인 사태를 모사(模寫)함으로써 결정되기보다, 어떤 특별한 문화적 양태

속에서 결정된다. 전기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이 첫 번째 모델을 대표한다면, 이

것은 후기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을 대표한다. 후기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은 언어

를 ‘놀이’로 본다. 각각의 ‘놀이’에 규칙이 있듯이 언어에도 규칙이 있다고 보

았다. 언어는 놀이가 규칙에 의해 이루어지듯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규칙에

의해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언어의 의미는 각 문화적 맥

락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62)

린드벡은 위의 3가지 유형가운데 ‘문화-언어적 모델’에 입각해서 교리를 새

59) George Lindbeck, ibid., p. 16.

60) Ibid., p. 17.
61) Ibid., p. 17.

62) 예컨대 ‘공(空)’개념은 중관불교에서 실체를 부정하는 의미 곧 무아(無我)를 의미한다. 하

지만 중국으로 불교가 전해지면서 ‘공’개념은 무(無)라는 의미로 이해되었다. 중국인들에게

익숙했던 ‘무’개념에 의해 ‘공’개념이 해석되어 ‘공’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

다. 한편 ‘공’은 물리학을 비롯한 자연과학에서는 텅 빈 공간을 의미한다. 후기비트겐슈타인

은 이와 같은 현상을 게임이론으로 설명했다. 각 게임에 놀이의 규칙이 있듯이 언어의 의

미 또한 공동체의 규칙에 의거해서 결정된다. ‘공’이라는 개념이 인도불교, 중국초기불교 그

리고 자연과학에서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된 바와 같이 언어의 의미는 각 공동체의 규칙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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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해석하고 그 유용성을 통해 기독교의 여러 전통들 간의 대화를 시도하

고자 했다.63) 그는 공동체의 규칙은 언어로 표현되며 사람들은 그 언어를 습

득함으로써 문화와 ‘생활양식(life form)’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공동체의 규칙에 의해 경험의 내용이 형성된다는 측면에서 종교현상을 분석

하고자 했다. 이 관점에 의거해서 그는 ‘문화-언어적 모델’이 나머지 두 모델

보다 합리적으로 종교 간의 대화를 위한 이론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그는 두 모델[첫째, 둘째 모델]을 다음과 같이 비판적으

로 해석했다.

우선 린드벡은 ‘체험-표현주의 모델’ 즉 모든 종교적 체험은 같고 다만 그

표현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주장한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난점을

지적하고 ‘문화-언어모델’의 관점에서 그 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그는 공동

체의 규칙 및 문화적 양식에 의해 종교적 경험이 형성될 수 있음을 강조함으

로써, 종교적 경험과 표현의 양상 사이에 발생하는 ‘체험-표현주의’ 모델의

난점을 극복하고자 했다.64) 즉 린드벡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규칙에 부합

63) 린드벡은 자신의 새 교리관을 ‘규칙이론’ 또는 ‘규제이론’(rule or regulative theory)이라고

명명했다. 린드벡이 말하는 규칙이론은 언어의 문법이론과 상응하는 개념이다. 그는 언어와

의 유비를 통해 교리의 본질을 유추했다. 그는 언어를 사용하여 타인과 소통하는 것을 ‘일

차적 언어(first-order language)’라고 정의하고, 언어의 사용 이면에 존재하는 문법 및 규

칙을 ‘이차적 언어(second-order language)’라고 정의했다. 언어의 활동은 제 1, 2차적 언어

를 통괄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이러한 언어활동의 구조를 종교 활동에 비유해서 해석했다.

곧 ‘제 1차적 종교 활동’은 신자들의 기도, 경건생활, 교회활동, 찬양, 전도 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 2차적 종교 활동’을 교리라고 보았다. 린드벡에 의하면 교리는 제 1차적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규칙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는 명제론자의 오류는 바로 교리

를 1차적 종교 활동으로 해석하여 교리의 명제를 수호하는 것 자체가 종교행위라고 해석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경험-표현주의자의 오류는 교리의 제 2차적 규

칙성을 무시하고 교리란 개인의 내면적 상징이라고 오해한 사실에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린드벡은 문화-언어적 모델로 교리를 조명할 때, 교리는 명제적 진리 주장 또는 경험-표현

적 상징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이나 복지에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신념이나 행동에 관계

된 공동체적으로 권위 있는 가르침(communally authoritative teachings)으로 재정립된다고

주장한다(Ibid., p. 74; 배국원, 앞의 책, pp. 152-154. 참조).
64) 린드벡에 의하면 베르나드 로너간(Bernard Lonergan, 1904∼1984)은 ‘체험-표현주의’를 대

표하는 학자이다. 로너간은 ‘종교체험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같다’고 하는 견해를 보였다. 로

너간은 궁극의 상태를 체험하는 마음의 상태가, 루돌프 오토가 설명한 바와 같이 매혹적이

면서도 두려운 것으로 표현되며 이것은 모든 종교가 공통으로 가지는 체험의 양상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로너간은 종교체험은 ‘문화ㆍ계층ㆍ개인의 차이에 의해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도 인정한다. 린드벡은 로너간이 종교체험은 근원적으로 하나라고 단언할 수

있었던 것은 신학적인 측면을 주목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린드벡이 보기에 신

학이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신학상의 이유가 로너간의 ‘체험-표현주의 모델’ 이론에 최대

의 문제점이 될 수 있었다. 린드벡은 종교적 체험이 모두 같다고 본 로너간의 이론이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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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종교체험을 표현하는 언어 또한 의미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했

다.

린드벡은 또한 ‘인식-명제적 모델’보다는 ‘문화-언어적 모델’이 종교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린드벡에 의하면 현상을 구성하는

모든 이야기는 명제적인 형태로 진술되기 보다는 우리의 삶 그 자체에 이야

기의 체계가 드러나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그것[이야기]은 공동체의 규

범인 의식 기도 계율 등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면서 우리가 종교를 습득하

게 하는 포괄적인 힘을 제공한다. 린드벡은 종교공동체 속에서 종교체험을

표현하고 습득하는 과정을 논의하는 것이 종교현상을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65)

이상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기존의 종교언어에 관한 이론들은 주로 서양의

종교를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 이론들은 동양종교인 불교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66) 필자는 기존의 종교언어이론을 시기별로 구분해

서 3가지로 범주화시킨 린드벡의 모델 가운데, 첫 번째 모델인 ‘인식-명제적

모델’과 세 번째 모델인 ‘문화-언어적 모델’이 인식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

면에서 유식불교의 언어관을 조명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논문은 이 판단에

의거해서 린드벡의 모델을 유식불교에 비판적으로 적용하여 새로운 모델을

구성했다.67) 다음은 이 모델에 의해 유식불교의 언어관을 해석할 것이다.

 4. 논문의 구성

간의 차이점을 설명해야 하는 논리적 난점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했다. 린드벡은 ‘많은 영역

에서 차이점을 보이는 종교가 이 핵심체험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모든 종교

가 가지는 각각의 특징을 기술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린드벡은 ‘문화-

언어적 모델’에 의거해서 이 난점을 극복하고자 했다(George Lindbeck, ibid., p. 32. 참조).
65) 린드벡은 ‘문화-언어적 모델’의 관점에서 교리를 조명함으로써 린드벡이 제시한 교리의 규

칙이론(rule theory of the doctrine)이 에큐메니컬적 효용성을 가질 수 있을지를 검토했다.

린드벡의 종교이론은 종교학적으로 잘 받아들여진 반면 교리이론은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

을 제기했다고 평가된다(배국원, 앞의 책, pp. 138-139. 참조). 본고에서는 린드벡이 그의

관점을 표력하기 위해 기존의 종교언어이론을 3가지 범주로 분류한 방식에 주목하고 이 범

주를 유식불교의 언어관에 적용시킨다.

66) 이에 관련된 예는 이 논문의 pp. 6-7. 각주 7번과 p. 24. 각주 49번에 제시되었다.

67) 필자는 이 논문의 제1장 제2절 연구의 방법에서 린드벡의 이론을 유식불교에 비판적으로

적용시켜 ‘인식적-문화적 모델’을 새롭게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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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사회적 자아’를 형성하는 언어의 역할에 관한 문제를 4가지 측

면에서 분석한다. 이 가운데 ‘사회적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 및 그 특징(제2

장)과 ‘사회적 자아’가 타인과 의사를 소통하게 되는 과정(제3장)은 ‘인식적

모델’에 의해 분석된다. 그리고 ‘사회적 자아’의 표상과 언어의 관계 즉 언어

의 유의미성을 결정하는 방식(제4장)과 ‘사회적 자아와 언어체계의 관계(제5

장)는 ‘문화적 모델’에 의해 분석된다.

우선 제2장에서는 ‘명언훈습종자’의 현현에 의해 ‘식’이 분화되어 인식주관

과 인식대상이 형성되는 과정 및 인식주관이 타인과 의사를 소통하면서 ‘사

회적 자아’로 변화되는 과정이 구조적으로 분석된다. 이어서 일상 언어의 세

계에서는 ‘식’의 분화에 의해 언어의 대상이 형성된다는 사실이 논의된다. 반

면 주관과 객관을 초월한 상태로 정의되는 열반의 세계에서는 ‘식’의 분화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일상 언어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진다.

다음은 ‘사회적 자아’의 무아론적 양상을 현대 서양이론의 해체론과 비교분석

한다.

제3장에서는 ‘사회적 자아’ 즉 언어주체 사이의 소통과정을 분석한다. 그리

고 일상인과 보살은 ‘식’의 분화에 의해 의사를 소통하게 된다는 점에서 구조

적으로 유사점을 보이지만 의사를 소통하고자 하는 심리적 동인이 각각 다르

다는 것을 논의한다. 이어서 ‘사회적 자아’ 사이에 상호주관적인 관계가 형성

되는 원리를, 후기비트겐슈타인의 ‘생활양식’ 개념과 유식불교의 ‘명언훈습종

자’ 개념 및 ‘타의 배제’ 원리를 통해 논의한다.

제4장에서는 언어의 유의미성 문제를 논의한다. 이를 위해 우선 사적인 경

험내용이 객관화 될 수 있는 근거를 분석한다. 이것은 수행을 통해 관찰된

내용이 객관적인 이론으로 정형화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논의이다. 이 논

문 에서는 이 문제를 후기비트겐슈타인의 논지를 통해 해석한다. 다음은 속

제(俗諦)와 진제(眞諦)의 관점에서 대상과 언어의 관계를 분석한다. 일상적인

언어의 세계인 속제에서는 무명(無明)에 의해 언어의 대상이 실재하는 것으

로 여겨지지만, 진제의 세계에서는 언어의 대상이 공(空)하다는 것을 통찰하

여 이 대상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논의할 것이다.

다음은 언어의 유의미성 결정 방식을 후기비트겐슈타인의 관점과 인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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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논리학자의 ‘타의 배제’ 원리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언어는 사회공동체에서

형성된 규칙에 부합될 때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본 ‘문화적 모델’을 통해 중

생과 보살 각각의 세계에서 언어의 정합성 문제가 분석된다.

제5장에서는 언어의 체계와 ‘사회적 자아’의 관계를 논의한다. 이 논의는

‘사회적 자아’에 의해 체계적인 이론이 형성되는 과정과 언어에 의해 ‘사회적

자아’가 변화되는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사회적 자아’에 의해 이론이 형

성되는 과정은 ‘명언훈습종자’에 의해 ‘심상’이 언어로 표현되는 과정을 분석

함으로써 진행된다. 이와 함께 ‘사회적 자아’에 의해 가치관 및 문화가 형성

되는 과정이 데카르트와 후기구조주의 및 유식불교의 관점에서 비교분석된

다.

다음은 언어에 의한 ‘사회적 자아’ 변화과정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우선

유식불교에서 제시되고 있는 진리에 의한 인식의 변화를 ‘정문훈습종자’의 역

할을 통해 살펴본다. 이와 함께 문화 및 가치관에 의해 의식이 변화되는 과

정이 유식불교의 관점에서 해석된다. 그리고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 현상은

‘성(聖)’의 구현체가 ‘사회적 자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논

지가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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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언어 주체로서의 ‘사회적 자아’ 

1. ‘사회적 자아’와 ‘알라야식’

요가행자들은 수행을 통해 관찰한 내용을 체계적인 이론으로 정립했다.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바를 스스로 분석하기도 하지만 타인과 이야기를 나누

면서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하기도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수행경험은 수행공

동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자로 기록되어 정형화되기에 이르렀다.

이 논문은 수행경험이 객관적인 이론으로 체계화될 수 있었던 근거를 찾는

논의이다. 이 논의는 구체적으로 유식불교에서 제시되고 있는 ‘알라야식’ 개

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알라야식’의 다양한 측면 가운데 특히 ‘알라야식’이

언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능에 초점을 두고 분석할 것이다. ‘알

라야식’은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언어의 주체로서 작용하게 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작용을 하는 ‘알라야식’을 ‘사회적 자아’라고 정의한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언어의 주체인 ‘사회적 자아’가 언어를 사용해서 대상

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과정 및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유식불교에서 ‘사회적 자아’와 언어의 대상 모두는 ‘식’

이 변형된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자아’와 공통의 대상 그리고 그것을 표현

하는 언어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유식불

교의 언어관을 논의하려면 언어와 대상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언어의 주체

까지도 고려해야 함을 뜻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우선 본장에서는 언어 주

체로서의 ‘사회적 자아’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1.1 ‘사회적 자아’의 형성

1.1.1 ‘알라야식’의 의미와 기능

‘사회적 자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선 유식불교의 핵심개념이

라 할 수 있는 ‘알라야식’(ālaya-vijñāna)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살펴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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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주지하듯 유식불교는 8가지 ‘식’이 있다고 본다. 오식(五識)68) 그리고

의식(意識)과 말나식(末那識) 및 ‘알라야식’이 그것이다. 오식(五識)은 5가지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에 의해 형성되며 의식은 의근(意根)이 오식 및 기타 정

신작용을 대상으로 하여 형성된다.69) 한편 말나식은 앞에 제시된 6가지 식과

‘알라야식’에 대해 집착하는 작용을 한다.70)

심층에서 끊임없이 미세한 작용을 하는 ‘알라야식’은 2가지 의미를 지닌 것

으로 알려져 있다.71) 첫째 ‘알라야식’은 저장의 의미를 지닌다. ‘알라야식’은

정신적 작용의 결과를 담지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둘째, ‘알라야식’

은 집착의 대상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알라야식’은 요가행자가 집착하는 마

음의 작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요가행자들은 집

착의 대상인 ‘알라야식’이 심층에 존재한다고 생각했다.72) 이러한 의미를 지

68) 안식(眼識), 이식(耳識), 비식(鼻識), 설식(舌識), 신식(身識)을 말한다.

69) 유식불교에서 오식은 오직 감각기관에 현존하는 대상만을 지각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으로

정의된다. 여기에서는 분별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제 6식인 의식은 정신적 현

상뿐만 아니라 5식을 통해 주어지는 대상까지 모두를 분별함으로써 생겨난다. 그뿐만 아니

라 의식은 현존하지 않는 대상까지 관여함으로써 생겨난다. 즉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회

상하기도 하며 어떤 대상에 대해 상상하기도 함으로써 생겨난다. 유식불교에서는 의식이 5

식과 함께 생겨날 때를 오구의식(五俱意識)이라 부르며 의식이 그 자체만으로 단독으로 생

기하는 경우를 독두의식(獨頭意識)이라 부른다(竹村牧男, 유식의 구조, 정승석 역, 서울:

민족사, 1991, pp. 78-79. 참조).

70) 말나식은 ‘알라야식’과 같이 언제나 활동하는 식으로서 나머지 6가지 식들에 통일성을 부

여하고 그들의 활동의 전제가 된다. 다른 여섯 가지 식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활동하다가

중지하지만 말나식은 끊임없이 활동하면서 인간 정신활동의 연속성을 유지시켜주는 심층적

인 ‘식’이다(요코야마 코우이쯔, 앞의 책, p. 176. 참조).

71) ‘알라야식’(ālaya-vijñāna)의 ālaya는 동사 ā-√lī에서 유래한 것이다. ā-√lī는 2가지 의미

를 지닌다. 첫째는 ‘집착하다’를 의미하며 둘째는 ‘저장되다’ 또는 ‘저장하다’를 의미한다. 요

가행자들은 마음을 관찰하여 마음이 집착하는 대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알라야식’이라고 명

명했다. 또 다른 한편 요가행자들은, 마음의 작용결과가 저장되었다가 그것이 또 다른 형태

로 현현하는 작용을 관찰하고 이러한 현상 또한 ‘알라야식’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정의했다

(요코야마 코우이쯔, 앞의 책, pp. 116-117. 참조).

72) 요코야마 코우이쯔(橫山紘一)는 ‘알라야식’이라는 용어가 성립된 과정을 다음과 같이 분석

한다. 그는 이 용어가 요가행자의 수행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요가행자는 자기

인식은 표층적인 것에 불과하며 이보다 심층적인 집착의 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요가행자는 이러한 작용이 항상 작용하기 때문에 표층적으로 한편에 자기를 다른 한

편에 사물을 세우는 이원적인 세계가 생겨나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근원적인 집착

의 대상인 ‘알라야식’을 발견하기에 이른다. 요코야마 코우이쯔는 집착의 근원적 대상 곧

‘집착되는 식’을 의미하는 ‘알라야식’이라는 술어는 이러한 배경에서 생겨났다고 기술한다.

이와 더불어 ‘알라야(ālaya)’는 무언가를 그 안에 담는 창고 내지 주거의 의미로 정의된다.

즉 ‘알라야’는 어떤 것을 저장하거나 어떤 장소에 저장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의미 또한

요가행자들이 잠재적인 ‘식’을 발견한 데서 생겨난 것이다. 요가행자들은 잠재적인 ‘식’을

마치 모든 것을 저장하는 그릇 내지 창고와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뜻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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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알라야식’은 다른 7가지 식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알라야식’은 7

가지 식들의 작용결과를 저장하기도 하고 다시 그 ‘식’들이 발생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알라야식’은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누어진다. ‘알

라야식’은 ① 윤회의 주체로서 작용을 하며, ② 육체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

다. 그리고 ③ ‘종자’를 저장하고 그것을 현현시키며 ④인식의 작용을 일으켜

현상세계를 나타낸다. 다음은 이 4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

첫째 윤회의 주체에 관한 문제는 윤회와 무아(無我)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

정에서 제기된 것이다.73) 석존당시 태어나서 죽고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윤회사상은 인도인의 상식이었다. 불교는 당시의 윤회사상을 수용하면

서 불교가 제시하고 있는 무아를 설명해야 했다. 생사(生死)의 세계에서 유전

(流轉)하는 윤회의 주체를 무아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요

가행자는 수행을 통해 발견한 ‘알라야식’을 제시하여 윤회와 무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들은 ‘알라야식’에 저장되어 있던 경험내용에 의해 윤회

ālaya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것을 ālaya-vijñāna라고 명명하게 되었다(요코야마 코우이쯔,

앞의 책, pp. 115-120. 참조).

73) 윤회의 주체에 대한 추구는 부파불교부터 있어왔다. 불교에 의하면 우리는 자신이 지은

행위의 결과 즉 업(業)에 의해 윤회한다. 그 경우 업을 어디에 저장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된다. 업을 저장하는 기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체가 소멸되었을 때 업 또한 소멸되

어 윤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일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몇몇 부

파는 업을 저장하면서 윤회를 반복해 가는 주체를 상정했다. 유식불교문헌인 섭대승론본,
대중성업론, 현식론, 성유식론 등은 윤회의 주체로서 ‘유분식(有分識, bhavāṇga-

vijñāna)’, ‘근본식(根本識, mūla-vijñāna)’, ‘궁생사온(窮生死溫)’ 등을 제시한다. ‘유분식’은

상좌부와 분별설부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서 오식이나 의식 밑에서 끊임없이 활동하는 잠재

적인 식을 말한다. 외계로부터 자극이 감각기관을 통해 ‘유분식’에 가해지면 일련의 표층적

인 마음의 작용이 일어난다. 그 작용은 활동을 마치면 다시 무의식적인 잠재식으로 돌아간

다. 한편 ‘근본식’은 대중부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서 나무의 뿌리(mūla)가 싹이나 잎을 내

는 근본인 것처럼, 다른 육식을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이 되는 식을 말한다. 이 명칭은 이미

대중부에서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유가행파도 ‘mūla-vijñāna’를 그대로 ‘알라야식’의 이

름으로 사용한다(예, 세친의 유식30송의 제 15송). 화지부(花地部)에 의해 제시된 ‘궁생사

온’은 생사를 마칠 때까지 계속 존재하는 ‘온(蘊)’을 말한다. 화지부는 ‘온’에는 1) 한 찰라

에 생멸하는 것 2) 한 생(生) 동안 존재하는 것 3) 생사가 다할 때까지 존재하는 것 등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알라야식’에 존재하는 색(色)․심(心)의 ‘종자’가 ‘궁생사온’이라고

주장했다. 요코야마 코우이쯔는 이상과 같이 문헌을 분석하여 ‘알라야식’이 윤회의 주체를

추구하던 정점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알라야식’을 발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앞의 각주 72번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요가수행에서 비롯되었다는 의견을 보인다(요

코야마 코우이쯔, 앞의 책, pp. 111-113. 참조). 슈미트하우젠 또한 ‘알라야식’의 존재근거를

요가수행에 둔다. 이에 대한 내용은 본고의 각주 76번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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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계에 다시 태어나는 형태가 결정된다고 생각했다.74) 유식불교의 논리에

따르면 윤회의 세계에서는 ‘알라야식’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지만, 수행을 통해

해탈에 도달할 때 ‘알라야식’은 소멸된다. 따라서 ‘알라야식’은 영원히 존재하

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기에 이른다. 유식불교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알라야

식’을 통해 윤회의 주체와 무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둘째, ‘알라야식’은 육체 및 5가지 감각기관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유

식불교는 이 현상을 ‘집수(執受, upātta)’로 표현한다.75) 감각기관은 무엇인가

에 의해 일정한 형상을 유지하게 되는데 유식불교는 이것을 ‘집수’로 표현하

고 이 역할을 ‘알라야식’이 한다고 본 것이다.

요가행자들은 정신과 육체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어느 한 편이 없

어지면 상대편도 존재할 수 없는 상의관계(相依關係)에 있다는 입장을 보였

다. 그들은 육체를 생리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표층적인 의식이 아니라 그것

을 발생시키는 보다 근원적인 ‘식’ 곧 ‘알라야식’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의식

이 육체를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의식이 활동하지 않을 때 육체는 무

엇에 의해 유지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요가행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이 단절되지 않는 ‘알라야식’을 제시했다.76)

이 관점을 토대로 유식불교는 육체와 ‘알라야식’의 관계를 안위동일(安危同

一, ekayogakṣema)로 표현한다.77) 이것은 둘 중 하나가 양호한 상태 혹은 좋

74) Lambert Schmithausen. Ālayavijñāna: On the Origin and the Early Development of a
Concept of Yogacārā Philosophy (Tokyo: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Buddhist
Studies, 2007), pp. 37-38.

75) upātta는 ‘받아들이다(to receive), 얻다(to gain), 잡다(to seize)’ 등의 의미를 갖는 동사

upā-√dā의 과거분사이다. ‘받아들여진 것, 감수된 것, 유지된 것’이라는 뜻인데, 변형되어

감각기관(五根) 또는 육체(有根身)를 가리킨다. 감각기관을 비롯해서 육체는 무엇인가에 의

해 유지된다(upātta)는 점에서 육체에 대해 upātta를 붙였다(요코야마 코우이쯔, 앞의 책,

p. 126. 참조).

76) 슈미트하우젠은 요가행자의 수행경험을 분석함으로써 ‘알라야식’의 존재근거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에 의하면 수행자가 멸진정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수행자의 모든 신체의 작용이

정지된다. 이 때는 신체의 작용이 멈춘 상태이므로 사망한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육체는 붕괴되지 않은 채 유지된다. 이후 멸진정의 상태를 벗어나게 되면 다시 신

체의 작용이 시작된다. 그는 멸진정의 상태에 있을 때 육체의 작용이 멈추었지만 육체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육체의 이면에 여전히 무엇인가가 존재해서 육체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이러한 경험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멸진

정의 상태에도 여전히 육체를 유지하게 하는 무엇인가를 ‘알라야식’이라고 보았다(Lambert

Schmit- hausen, ibid., pp. 35-36. 참조).

77) 요코야마 코우이쯔, 앞의 책, pp. 12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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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상태이면 다른 쪽도 그에 대응해서 양호 또는 불량한 상태가 되는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알라야식’에 의해 육체가 부패하지 않고 그

기능이 유지되며, 육체에 손해 또는 이익이 있으면 ‘알라야식’에도 손해 또는

이익이 있게 된다. 유식불교는 ‘알라야식’에서 육체가 생기고, 육체를 통해

‘알라야식’에 갖가지 심리작용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셋째, ‘알라야식’의 기능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종자(種子, bīja)’를 저장하

는 기능이다. ‘종자’는 정신적 작용의 결과가 심층에 씨앗처럼 존재하고 있음

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예컨대 식물의 씨앗은 싹을 낼 수 있는 가능

성으로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유식불교는 우리에게 직접 지각되지는 않지만

모든 존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태가 심층심리 속에 잠재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종자’라고 불렀다.

‘종자’는 현상을 생성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외

에도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과거의 행위(업, karma)가

심층심리에 저장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주지하듯 인간은 일생동안 수많은 경

험을 하게 된다. 인간은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을 통해 그 결과

를 마음에 축적한다. 이 축적된 업이 남긴 영향력을 ‘종자’라고 한다.78) ‘종자’

는 마음에 잠복하다가 여러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다양한 현상으로 현현한

다.

넷째, ‘알라야식’은 현상세계를 만들어낸다. ‘알라야식’에 존재하던 잠재적

상태인 ‘종자’가 현재의 상태로 바뀌는 존재적 변화를 전변(轉變, pariṇāma)

이라 한다. 이를 통해 ‘알라야식’의 활동이 일어나고 7가지 식의 작용이 생겨

나게 된다. 이후 각 ‘식’의 안에서 ‘식’이 객관과 주관으로 나누어지는 인식적

인 변화가 ‘분화(分化)’이다. 이를 통해 인식의 작용이 생겨난다. 이상의 작용

을 통해 현상세계가 나타나는 것을 현행(現行, samudācāra)이라고 한다. 이

78) 또는 ‘알라야식’에 이식되는 업의 영향을 강조해서 ‘습기(習氣, vāsanā)라고도 한다. 습기는

과거의 업에 의해 ‘알라야식’에 훈습된 기분 내지 인상이다. 攝大乘論本은 ‘종자’를 3가지

로 구분한다. 첫째는 언어를 사용한 개념적인 사고에 의해 저장된 종자인 ‘명언훈습종자’가

있다. 이것은 ‘알라야식’에 있는 모든 ‘종자’를 총칭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유식불교는 우리

마음의 본질이 언어에 의한 개념적 사고라고 보기 때문에 모든 심리활동의 결과를 ‘명언훈

습종자’로 본다. 둘째는 ‘아견훈습종자’가 있다. 자아가 실재한다고 생각하는 견해[我見]에

의해 ‘알라야식’에 훈습된 것이다. 셋째는 ‘유지훈습종자’가 있다. 이것은 욕계․색계․무색

계에서 생사윤회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攝大乘論本, T31, 137b 참조).



- 40 -

렇게 나타난 세계에 근거하여 중생은 업을 짓고 그 결과는 다시 ‘종자’로 저

장된다. 어떤 ‘종자’들은 현현되지 않고 ‘종자’로서 남아 있기도 한다.79)

1.1.2 ‘식(識)’의 분화(分化)를 통한 ‘사회적 자아’의 형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에 저장되었던 ‘종자’는 여러 조건이 형성되면

현현하여 영상으로 떠오른다. 영상은 ‘식’이 변형된 것으로서 인식대상이 된

다. 인식주체는 인식대상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인식작용을 일으킨다.80) 이 때

인식대상은 개인의 대상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타인과 공유되기도 한다. 개

인의 대상은 ‘개인의 분별’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공통의 대상은 ‘공동의

분별’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섭대승론석(攝大乘論釋)은 개인의 대상과

타인과 공유되는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상’과 ‘불공상’ 개념으로 구분하여 설

명하고 있다.

논에 이르길 이 가운데 상(相)에 의한 구별은[다음과 같다] 이 식[‘알라야식’]에

공상(共相)이 있고 불공상(不共相)이 있으며, 감각없이 발생한 ‘종자’의 상(相)이

있고 감각을 동반하여 발생한 ‘종자’의 상(相)이 있다. 공상은 환경세계(기세간)의

‘종자’를 일컫는다. 불공상은 각 내처(內處)의 ‘종자’를 일컫는다. 공상은 곧 감각없

79) ‘알라야식’으로부터 모든 존재가 생겨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다. 이 가운데 ‘전변’과 ‘분

화’에 의해 현상이 생겨나는 과정을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요코야마 코우이쯔, 앞의

책, p. 165. 참조).

제8종자식

生變(전변) ↙ ↘生變(전변)

↙ ↘

7가지 변현 제8 현행식

↙ ↘ (변현)↓연변

견분 상분 ↙ ↘

견분 상분

이 도식에 따르면 제8식인 ‘알라야식’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던 ‘종자’가 전변에 의해 현행식

으로 변화된다. 각 ‘식’은 변현(變現) 또는 연변(緣變)을 통해 인식주관(見分)과 인식객관(相

分)으로 분화되어 인식의 작용이 형성된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알라야식’의 분화에 의해

인식주관과 인식대상이 생겨나고 인식주관이 타인과 의사를 소통하는 과정에 의해 ‘사회적

자아’가 형성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논의한다. 7가지 ‘식’은 개인의 인식작용과 관련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80) 주지하듯 인식의 주체 또한 ‘식’이 변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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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는 ‘종자’이다. 불공상은 곧 감각을 동반하여 발생하는 ‘종자’이다.81)

인용문에 의하면 ‘알라야식’에 존재하는 ‘공상’은 공통된 상을 의미하며 ‘불

공상’은 공통되지 않은 상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불공상’은 감각을 동반하여

형성된 상으로서 타인과 공유되지 않은 상을 말한다. 예컨대 사과를 먹었을

때 우리는 같은 맛을 느낀다고 할 수 없다. 어떤 이는 달콤한 맛을 더 느끼

고 다른 이는 새콤한 맛을 더 느끼기도 한다. 미각(味覺)에 의해 형성된 상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공상’은 감각없이 발생한 상을 말

한다. 감각을 동반하지 않고 만들어진 상은 개념화된 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우리가 책상이라고 부르는 개념은 눈앞에 보이는 나무로 만들

어진 특정한 어떤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것, 플라스

틱으로 만들어진 것 모두를 책상이라고 생각한다. 즉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데 사용하는 것이면 눈앞에 보이는 대상이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인지에 상관

없이 그것은 책상이라고 일컬어진다. 책상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 대상에

의해 포착된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감각작용이 수반되지 않은 개념화된 대상

을 말한다. 그것은 ‘공상’으로서 타인과 공유되는 대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공

동체구성원들이 책상이라는 개념을 공통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상’에 대해 분별작용을 일으키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주체는 ‘알라

야식’이 변형된 ‘사회적 자아’이다.82)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알라야식’이

‘사회적 자아’가 될 수 있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관이나 관습

등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아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여 타인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동의 분별’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공동의 분별’작용은 사

81) 攝大乘論釋(T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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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본고에서 의미하는 ‘사회화’란, 언어를 통해 공동체에 맞는 규칙을 배우고 그 규칙에 맞게

사유하고 행동하며, 자신의 의사를 언어로 표현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

한다. 유식불교의 관점에 의하면 이 과정은 ‘알라야식’을 통해 설명된다. ‘식’이 주관과 객관

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주관은 인식주체가 되며 객관은 인식대상이 된다. 인식주체가 타인

과 인식대상을 공유하게 될 때 인식주체는 타인의 ‘알라야식’과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필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알라야식’을 ‘사회적 자아’로 해석한다. 인식주체와 인식주

체가 만나서 공통대상에 대해 공통의 인식을 하게 될 때 둘 사이에는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주체가 ‘알라야식’이자 ‘사회적 자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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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구성원들이 공동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공통의 인식대상에 대해 판단하는

작용이다.

‘사회적 자아’와 ‘공상’의 관계에 대한 예는 우리 주변현상을 살펴보면 쉽게

발견된다. 인간은 자신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관계에 따라 공유하는 대상 또한 다양하다. 여기

에는 가족끼리 공유하는 생각 및 습관, 친구와 공유하는 것, 직장동료들만이

가지고 있은 공통된 관심사[공상] 등이 존재한다. 이 대상들은 각각의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적 자아’의 인식대상이 된다. 즉 나와 친구는 둘만이 공

유하는 인식대상[공상]을 형성하게 되고 인식주체는 ‘사회적 자아’가 되어 친

구와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간다. 가족과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가족끼리 공유하는 ‘종자’가 발현됨에 따라 가족만이 공유하는 인식대

상[공상]이 형성되고 인식주체는 ‘사회적 자아’가 되어 가족과의 관계가 형성

된다.

반면 우리는 타인과 대상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

다. 우리 각자는 자기만의 독특한 특징 즉 개성을 드러내는 주체로서 존재한

다. 이것은 타인과 공유되지 않은 ‘종자’의 현현에 의해 형성된다고 볼 있다.

‘종자’가 현현하여 나타난 대상은 개인만이 인식하는 대상이다.83) 앞의 사과

의 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각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지각대상이 그 예가

된다. 사람마다 느끼는 맛은 다르다. 음식을 입에 넣었을 때 혀에 느껴지는

맛은 그것을 감지하는 자신만이 느끼는 것이다. 즉 같은 사과에 대해 새콤하

다고 감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달콤하다고 지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

이 감각적 대상에 대한 느낌은 개별자마다 다르다.

지금까지 논의했던 ‘사회적 자아’와 ‘개별적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을 도식

화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83) 개인이 인식하는 대상에는 감각적 대상이외에도 개인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 대상 모두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특성을 형성하는 요인은 개인이 자라온 환경, 교육받

은 내용, 여행을 통해 경험한 내용 등 다양하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개

성을 형성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그 자신만의 독특한 견해로 사

물에 대해 분별한다. 유식불교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분별작용’으로 표현된다. 감

각적 내용에 대한 지각현상은 ‘개별적 자아’를 형성하는 부분적인 예이다. 본고에서 ‘개별적

자아’가 의미하는 바는 ‘사회적 자아’와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인식의 대상을 타인과 공유하

는지의 여부에 의해 논리적으로 정의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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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분별작용


인식주관 = ‘사회적 자아’

‘공종자’의 현현=‘알라야식’의 분화 -

인식대상 = 공통의 상(共相)


공동의 분별작용

<도식 2-1> ‘사회적 자아’의 형성

개인의 분별작용


인식주관 = ‘개별적 자아’

‘불공종자’의 현현 = ‘알라야식’의 분화 -

인식대상 = 공통되지 않은 대상

(不共相)


개인의 분별작용

<도식 2-2> ‘개별적 자아’의 형성

도식에 의하면 ‘사회적 자아’와 ‘개별적 자아’는 각기 다른 ‘종자’에 의해 형

성된다. ‘공종자’의 현현에 의해 ‘사회적 자아’가 형성되며 ‘불공종자’의 현현

에 의해 ‘개별적 자아’가 형성된다. ‘공종자’는 공동체가 행한 결과가 저장된

것을 의미하며 ‘불공종자’는 개개인의 행위가 저장된 것을 의미한다. ‘공종자’

와 ‘불공종자’는 업종자로서 ‘알라야식’을 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

다.

즉 ‘사회적 자아’와 ‘개별적 자아’는 ‘종자’들의 각각의 특성에 따라 생겨난

다. ‘공종자’의 현현에 의해 ‘알라야식’이 분화되어 인식주관과 인식대상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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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날 때, ‘인식주관’이 ‘공동의 분별’작용을 하게 되면서 ‘사회적 자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 ‘불공종자’의 현현에 의해 생겨난 인식주관은 ‘개

인의 분별’작용을 통해 ‘개별적 자아’가 된다. ‘공동의 분별’작용과 ‘개인의 분

별’작용은 모두 인식작용으로서 ‘명언훈습종자’의 작용이다. ‘명언훈습종자’는

분별에 의해 파악된 대상을 언어로 표현하여 타인에게 전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의 분별’작용이 공동의 상을 현현시키는

것과 달리, ‘개인의 분별’ 작용은 우리가 5가지 감각기관에 의해 느끼는 현상

과 같은 개인적 경험내용을 현현시킨다. 유식불교는 각각의 ‘알라야식’ 속에

있는 ‘불공종자’가 현현하여 개인마다 다르게 분별하는 작용을 하며 이로 인

해 개개인의 특성이 형성된다고 본다.

한편 ‘공동의 분별’작용과 ‘개인의 분별’ 작용은 각각의 특성 때문에 수행에

의해 변화되는 양상도 다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해석의 틀이 수행을 통해

변화되면 개개인의 특성은 변하기 마련이다. 특히 감각작용에 의해 형성된

결과물은 개체가 만들어낸 것으로서 수행이 진전됨에 따라 결국 소멸하게 된

다.

하지만 타인의 ‘식’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공통의 ‘종자’가 현현하여 ‘공동의

분별’작용이 계속되는 한 공통의 인식대상은 여전히 존재한다. 유식불교는 이

것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한다. 방안에 여러 개의 촛불이 켜져 있어서

방안의 모습이 환하게 비칠 때, 하나의 촛불이 꺼지더라도 방안의 모습이 여

전히 비치는 것은 다른 촛불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개개인

의 ‘알라야식’에 존재하던 ‘종자’가 현현하여 인식대상이 우리의 인식세계에

비칠 때, 한 수행자의 마음이 청정해져서 내부에 존재하는 ‘종자’가 소멸되어

도 여전히 인식대상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은 타인의 분별에 의해 인식대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른 촛불에 의해 방안이 밝아지듯이 다른 사람들의 분

별에 의해 수행자에게 인식대상이 나타나게 된다.84)

섭대승론본은 수행이 진전됨에 따라 ‘개인의 분별’작용과 ‘공동의 분별’작

용이 소멸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84) 攝大乘論釋(T31, 397c22-28), “謂道諦生時. 唯不共相所對治滅者. 各別內處諸種子滅. 以相
違故. 共相爲他分別所持但見淸淨者. 由此共相是器世間故. 修行者雖復內處分別永滅. 而他相續

分別所持. 但可於彼證見淸淨觀. 彼淸淨如淨虛空非水所爛. 非地所依. 非火所燒. 非風所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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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가 발생하면 공통되지 않은 [상(相)을 가진] 대치의 대상 [곧 각 개체의 내

적인 감각능력의 종자]만 파괴된다. [반면] 공통된 [상인] 다른 중생의 분별에 의해

파악된 것(환경세계)은 다만 보는 것이 청정하게 된다. 요가행자들이 하나의 사물

에 대해 여러 가지 승해(勝解)로 갖가지로 보이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

여기에 두 게송이 있다. 끊기 어렵고 완전히 인식하기 어렵다. 공통된 속박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요가행자의 마음은 다르게[인식한다]. 외계의

대상은 크기 때문이다. 청정한 자(요가행자)는 비록[공통된 속박이] 멸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청정함을 본다. 또한 청정한 불국토도 그러하다. 붓다

는 [그 가운데에서] 청정함을 보기 때문이다.85)

수행이 진전됨에 따라 소멸되는 ‘종자’는 타인과 공유되지 않은 개별적인

것이다. 이것은 개개인의 지각에 의해 형성된 ‘종자’이기 때문에 개인의 마음

상태가 달라지면 사라지게 된다. 반면 ‘공동의 분별’작용에 의해 현현한 대상

은 타인과 공유된 것이기 때문에 수행자의 분별작용이 소멸되더라도 타인의

분별작용에 의해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달라지는 것은 그 대상을 바라보는

수행자의 마음상태이다. 대상에 대한 집착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수행자는 청

정한 눈으로 그 대상을 본다. 그에게 있어서 타인과 공유된 대상은 집착의

상태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 그대로 현현할 뿐이다. 진여에 의지하기

때문에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다. 청정무구한 경지만이 드러날 뿐이

다.

정각(正覺)을 이룬 붓다와 범부가 각각 마음에 나타난 상에 대해 인식하는

방식을 나가오 가진(長尾雅人)은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 “마음이 티끌에

의해 덮여 있어서 범부의 눈에는 국토가 불평등하게 비치지만, 붓다의 눈에

는 국토가 평등하고 청정한 정토이다.”86) 필자가 이해하는 한 이 말은 범부

와 붓다가 인식대상을 어떻게 파악하며 각각의 경지는 어떠한지를 명확히 드

85) 攝大乘論本(T31, 137b14-20), “對治生時唯不共相. 所對治滅 共相爲他分別所持. 但見淸淨.

如瑜伽師於一物中種種勝解. 種種所見皆得成立. 此中二頌 難斷難遍知　應知名共結 瑜伽者心

異 由外相大故　淨者雖不滅　而於中見淨 又淸淨佛土　由佛見淸淨."(김성철외, 무성석 섭대

승론 소지의분 역주, 서울: 도서출판 씨아이알, 2010, pp. 416-423. 참조. 이 책(김성철외

저)의 번역문을 필자가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번역).

86) 長尾雅人, 攝大乘論 和譯と注解 上 (東京: 講談社, 2001), pp. 26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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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내 준다고 볼 수 있다. 일상인들은 분별에 의해 대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각자의 분별된 내용에 따라 대상이 그들의 마음에 나타난다. 눈앞에 놓여 있

는 새끼줄이 뱀으로 보이는 현상은 자신이 뱀에 물려본 경험이 있거나 아니

면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 뱀에 놀란 경험이 있을 경우에 나타난다. 하지

만 붓다는 대상에 대해 어떤 두려움이나 욕망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는 마음

에 비치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한다. 눈앞에 있는 새끼줄을 새끼줄로 명

확히 인식한다. 범부와 붓다는 모두 대상을 현현시키는 ‘종자’를 공유한다. 이

로 인해 인식대상이 모두에게 나타난다. 하지만 범부와 붓다의 경지는 각각

다르다. 같은 새끼줄이 눈앞에 보이더라도 달리 반응한다. 즉 인식대상은 각

각의 마음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개인의 지각에 의해 형성된 ‘종자’는 개인의 특성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이 진전됨에 따라 그 ‘종자’는 결국 소멸된다. 반

면 타인과 공유된 ‘종자’는 타인에 존재하는 ‘종자’가 현현하는 한 인식의 대

상으로 여전히 나타난다. 다만 그 대상을 바라보는 수행자의 마음이 변할 뿐

이다.

1.2 ‘사회적 자아’의 언어 작용

유식불교는 현상을 일상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세속의 영역과 일상 언어

를 초월한 진여(眞如)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일상 언어의 작용은 언어의 주체

가 인식의 대상을 언어로 표현하여 타인과 의사를 소통함으로써 형성된다.

세속의 영역에서는 ‘식’의 분화에 의해 형성된 인식주관과 인식대상의 관계에

의해 일상 언어의 작용이 발생된다. 반면 진여의 상태에서는 인식의 주관과

객관이 구분되지 않는다. 이 경지에서는 일상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대상

과 그것을 표현하는 인식의 주체가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상 언어의 작

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본 논의에서는 ‘식’의 분화과정을 분석하여 일상 언어의 영역에서 발생되는

언어작용이 ‘공동의 분별’에 의한 ‘사회적 자아’의 작용이라는 것을 보일 것이

다. 한편 수행을 통해 도달한 진여의 경지에서는 모든 ‘종자’가 완전히 소멸

되기 때문에 ‘식’의 분화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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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중심사항은 세속과 진여의 영역에서 발생되는 언어작용이 ‘식’의 분화

여부에 의해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밝히는 데에 있다.

1.2.1 ‘공동의 분별’에 의한 ‘사회적 자아’의 작용

유식불교에서 ‘사회적 자아’와 언어 그리고 인식대상의 관계는 ‘공동의 분

별’작용에 의해 설명된다. 유식불교 문헌 <오사장(五事章)>87)은 언어와 대상

사이의 관계를 ‘상(相, nimitta)’이라는 개념을 통해 분석한다. ‘상’은 ‘식’에 비

친 대상을 의미한다. 이 ‘상’은 개개인에 의해서만 포착되는 ‘불공상’과 타인

과 공유되는 ‘공상’으로 구분된다.

<오사장>은 이 두 가지 ‘상’을 수행과 관련시켜 설명한다. <오사장>은 존

재하는 모든 것을 ‘분별’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의 세계라고 정의한다면, 수행

에 의해 ‘분별’이 사라질 때 언어의 대상은 모두 사라진다는 모순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오사장>은 ‘개인의 분별’에 의해 일어난

것과 ‘공동의 분별’에 의해 일어난 것을 구분해서 이 의문에 대해 답을 제시

한다. 곧 ‘개인의 분별’에 의해 생겨난 사태(事, vastu)는 개인적 인식을 통해

소거되지만, ‘공동의 분별’로부터 생겨난 사태는 타인과 함께 공유되기 때문

에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한다.88)

이 논의의 취지는 앞에서 언급했던 촛불의 비유와 유사하다. 방안에 수많

은 촛불이 켜져 있어서 주변을 환하게 비출 때 하나의 촛불이 꺼진다 하더라

도 여전히 방안이 밝은 이유는 다른 촛불이 켜져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수행에 의해 개인의 분별이 사라지더라도 여전히 공통의 대상이 나타나는 이

유는 다른 사람들의 분별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유식불교에서 인식대상과 ‘식’은 별개가 아니다. 유식불교는 인식대상이 외

87) 五事란 相(nimitta), 名(nāman), 分別(vikalpa), 眞如(tathatā), 正智(samyagjñāna)로서 瑜
伽師地論, 攝決擇分 <五事章>에나오는 개념이다. 瑜伽師地論은 유가행파의 초기 문헌

으로서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편찬자에 의해 편찬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五事章>

은 五事의 범주에 의거해 언어와 실재, 현상적인 것과 궁극적인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88) 사태(事, vastu)는 일체의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사태는 구체적으로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영역과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영역으로 나누어진다(안성두, 인도불교 초기 유식

문헌에서의 언어와 실재와의 관계-유가사지론의 三性과 五事를 중심으로 , 인도철학 23
호 2007, p. 232. 참조). 사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본고의 pp. 51-52.에서 다루어질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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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실재하고 언어가 그것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는 관점에 비판적이다.89)

언어는 ‘식’이 변형되어 나타난 공통의 상을 표현한다. ‘사회적 자아’는 공동

체의 규칙에 의거해서 ‘식’의 변형체인 인식대상을 언어로 표현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유식불교에서 언어의 의미는 외부에 실재하는 대상과

대응하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상을 표현한 언어가 오

직 공동체의 관행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의해 언어의 의미가 결정된다. 언

어는 세간에서 공동체 구성원간의 협약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자아’가 자신들이 만든 규칙에 의거해서 공통의 인식대상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후기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현상을 ‘언어놀이’로 설명한다.90) 세상에는 축

구, 야구, 권투, 바둑, 카드놀이와 같이 다양한 놀이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 모두를 놀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이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하

나의 단일한 본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놀이들은 우리가 ‘가족유사성

(family resemblance)이라고 부를 수 있는 느슨한 고리로 묶여져 있다. ‘가족

유사성’이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공통된 본질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각각의 구성원이 서로 중첩되고 교차됨으로써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

한다. 이 속성들에 의해 한 가족이 형성된다.

앞에 제시된 다양한 놀이들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놀이가 되는

것은 이러한 ‘가족유사성’으로 인한 것이다. 언어놀이도 다른 놀이들과 마찬

가지로 어떤 단일한 본질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단지 ‘가족유사성’을 갖

는 다양한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다. 즉 언어는 언어놀이의 맥락에 따라서 매

우 다양하게 사용된다. 그리고 언어놀이란 다른 놀이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다양해서 그런 다양성을 한 번에 포착해 줄 수 있는 단일한 이론은 있을 수

없다.91)

후기비트겐슈타인의 ‘언어놀이’ 이론이 의미하는 바는 언어가 표시하고 있

는 대상이 이데아와 같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에 의

89) 주지하듯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실재하는 대상을 언어가 모사함으로써 그 언어는 유의미하

게 된다는 언어관을 제시한다. 반면 유식불교는 언어의 대상은 단지 ‘식’이 변형된 존재일

뿐이라고 본다. 언어의 대상은 무아적 존재이다. 이 점은 유식불교가 언어의 대상이 실재한

다는 논리실증주의의 이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 있음을 보여준다.

90)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이영철 역 (서울: 책세상, 2011), p. 62.

91) 신상규,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서울: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2004), p. 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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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즉 사용자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유식불교에서도 언어는

고정된 본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언어가 지시하는 상(相, nimitta)은 끊

임없이 변화하고 소멸된다. 언어는 변화하는 현상을 포착하여 표현할 뿐이다.

이 때 언어의 대상이 되는 공통의 상에는 자연과 같은 기세간(器世間)을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예컨대 언어는 나와 너, 가족 등 소수인만

이 가지는 공감대를 표현할 수도 있고,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 한국인 등 다

수가 가지는 공통의 것을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공통의 공감대가 유지되

려면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은 공동체의 삶의 양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언어놀이를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신상규는 다음과 같이 후기비트겐슈타인이 제시하고 있는 삶의

양식의 의미를 소개하고 있다. 우리의 언어는 삶의 양식을 반영한다. 그런 의

미에서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언어적 표현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다양한 가

치관 및 실천적 관행즉 삶의 양식을 동시에 알게 되는 것이다. 언어의 습득

이란 다양한 언어 놀이를 통해 공동체의 관행을 익히게 되면서 점점 사회화

되어 공동체의 일원으로 편입되는 것이다.92)

유식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공통의 ‘종자’란 사회에서 형성된 공통의 것들이

‘알라야식’에 저장되어 있음을 가리킨다.93) 즉 삶의 양식이 저장되어 있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인은 한국어라는 공통의 언어를 구사하면서

의사를 소통한다. 여기에는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종자’가 있기 때

문에 가능하다. 그렇지만 같은 한국인이지만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 자랐는가

에 따라 사용하는 말이 약간씩 다르기도 하다. 경상도와 전라도는 그 지역

특유의 억양과 단어를 구사한다. 하지만 한국인은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대

략 이해할 수 있다. ‘생활양식’을 오랫동안 공유해왔기 때문에 말하는 맥락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의 ‘가족유사성’

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전라도와 경상도 및 충청도에서 사용하는 단어들 사

이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는 비슷하기 때문

에 한국인들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92) 신상규, 앞의 책, pp. 136-137. 참조.

93) 攝大乘論釋(T31, 178c29-179a01), “釋曰. 本識與一切衆生同功能. 是衆生所共用器世界生
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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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예는 우리가 최근 많이 사용하는 문자메시지에서도 보인다. 공동

체 생활에서 타인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빠르게 정보를 교환하는 매체로서 문

자메시지는 매우 유용하다. 흥미로운 점은 메시지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대와 세대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알 수 없는 전화번호로부터 문자가 왔는데

굉장히 친숙한 메시지였을 때, 일반적으로 ‘누구세요?’라고 문자를 보낸다. 하

지만 요즘의 10대들은 ‘누구세엽^^;’ 이라고 쓰기도 하고 ‘누구샴?’이라고 표

현하기도 한다. 문법에 맞는 어휘구사에 구애되지 않고 그들만이 사용하는

단어와 기호로 의사를 소통한다.

다양한 표현 속에는 공통으로 의미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을 비트겐

슈타인의 ‘가족유사성’으로 이해할 수 있고, 유식불교의 ‘공상(共相)’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이와 같이 지역별, 세대별로 다양

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색되고,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지기도 한

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어도 한국인이 한국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생활양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한국

인들은 그들만의 전통을 이어가고 새로운 전통을 만들면서 공통의 ‘종자’를

‘알라야식’ 속에 심고 다시 발현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식불교는 ‘불공상’과 ‘공상’에 의해 개별적인

인식대상과 공통의 인식대상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공상’은 ‘사회적 자아’의

활동에 의해 형성된 결과물로 해석되며 언어에 의해 타인과 소통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1.2.2 일상 언어의 대상과 일상 언어를 초월한 대상

유식불교는 현상을 일상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영역과 일상 언어를 초월

한 영역으로 구분한다. 보살지(菩薩地) 진실의품(眞實義品) 은 현상과 언

어의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사태(事, vastu)라는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

의한다. 즉 사태는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근거라는 측면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여라는 측면 두 가지로 정의된다.94) 사태는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94) 瑜伽師地論(T30, 486c25-487a09), “所言二者. 謂有非有. 此中有者. 謂所安立假說自性. 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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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깨달은 경지를 가리키기도

한다. 사태는 일체의 현상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한편 <오사장>에서는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대상을 상(相, nimitta)으로,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경지를 진여로 구분하고 있다.95) 상은 일반적으로 어

떤 사물의 특질을 의미하고 있지만 이 말은 단순히 일상 사물뿐만 아니라 선

정 속의 영상에 대해서도 사용된다. 즉 언어로 표현되는 대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안성두에 의하면 특히 유가사지론(瑜伽師地論)의 본지분(本地

分) 에서는 상(nimitta)을 소연상(ālamnana-nimitta)과 인연상(nidāna-nimitta

)으로 구분한다. 티벳역에서는 소연상(所緣相)을 ‘mtshan ma’로 번역하고 인

연상(因緣相)을 ‘rgyu mtshan’이나 ‘rgyu’로 번역한다. ‘mtshan ma’가 현상적

상 내지 현상에 대한 관념상의 의미로 사용되는 반면, ‘rgyu mtshan’은 그

현상이 언어표현을 위한 원인이나 근거로서 작용된다는 점을 나타낸 말이

다.96) 이를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보살지 진실의 품 , <오사장>, 유가론 본지분

소연상(所緣相):현상적 상

언어의 대상 상(相, nimitta)-

사태(事,vastu)- 인연상(因緣相):언어표현의

진여 진여 근거

<도식 2-3> 유식불교 문헌 菩薩地 眞實義品 , 瑜伽師地論 攝決擇分 <五事章>, 유
가사지론 本地分 에 나타난 언어와 현상의 관계

是世間長時所執. 亦是世間一切分別戱論根本. 或謂爲色受想行識. 或謂眼耳鼻舌身意. 或復謂爲

地水火風. 或謂色聲香味觸法. 或謂爲善不善無記. 或謂生滅. 或謂緣生. 或謂過去未來現在. 或

謂有爲或謂無爲. 或謂此世或謂他世. 或謂日月. 或復謂爲所見所聞所覺所知. 所求所得意隨尋

伺. 最後乃至或謂涅槃. 如是等類是諸世間共了諸法假說自性. 是名爲有. 言非有者. 謂卽諸色假

說自性. 乃至涅槃假說自性. 無事無相假說所依. 一切都無假立言說. 依彼轉者皆無所有. 是名非

有”.

95)瑜伽師地論(T30, 696a01-13), “云何五事. 一相. 二名. 三分別. 四眞如. 五正智. 何等爲相.
謂若略說所有言談安足處事. 何等爲名. 謂卽於相所有增語. 何等爲分別. 謂三界行中所有心心

所. 何等爲眞如. 謂法無我所顯聖智所行非一切言談安足處事. 何等爲正智. 謂略有二種. 一唯出

世間正智. 二世間出世間正智. 何等名爲唯出世間正智. 謂由此故聲聞獨覺諸菩薩等通達眞如. 又

由此故彼諸菩薩於五明處善修方便. 多住如是一切遍行眞如智故. 速證圓滿所知障淨. 何等名爲

世間出世間正智. 謂聲聞獨覺以初正智通達眞如已. 由此 後所得世間出世間正智”.

96) 안성두, 인도불교 초기 유식문헌에서의 언어와 실재와의 관계-유가사지론의 三性과 五事

를 중심으로 , 인도철학 23호 (2007), pp. 21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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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에 따르면 사태란 일체 현상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것은 세속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대상을 가리키기도 하며 깨달음의 경지인 진여를 의미하기

도 한다. 한편 <오사장>에서는 전자(세속의 언어대상)를 상(相, nimitta)으로

후자를 진여로 구분한다. 그리고 유가론 본지분 에서는 상을 다시 ‘소연상

(所緣相)’과 ‘인연상(因緣相)’으로 구분한다.97)

각각의 문헌에서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다르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사태

는 크게 두 가지 즉 일상 언어로 표현되는 영역과 깨달음의 경지인 진여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언어로 표현된 영역은 인식의 대상이며 언어의 대상이

된다. 반면 진여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초월적인 경지로 정의된다.

필자는 이와 같은 구분이 ‘식’의 분화여부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고 해석한

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상 언어의 작용은 ‘식’의 분화에서 시작된다.

한편 진여의 경지는 주객을 초월한 경지로 알려져 있다. 이 경지에는 언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객관적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논문은 이러한 현상

이 나타나는 이유가 진여의 경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식’의 분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한다. ‘식’의 분화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진여의 경지는 일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경지 즉 언어를 초월한 경지가

된다.

<오사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인상(因相)이나 유가론 본지분 의 인연상

(因緣相)은 모두 언어표현의 원인이나 근거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에

의하면 언어는 그것에 의해 표현될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해야 한다. 즉 ‘식’의

분화에 의해 형성된 현상적 존재이어야 한다. 반면 진여의 경지는 ‘식’의 분

화가 발생되지 않는 상태, 즉 주객이 구분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

지에는 언어에 의해 표현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일상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영역과 일상 언어를

초월한 영역으로 구분되는 근거는 언어의 대상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언어의 대상은 ‘식’의 분화에 의해 형성된다. ‘식’의 분화에 의해 일상의 세계

가 성립된다. 즉 일상의 세계는 ‘식’의 분화에 의해 형성된 인식대상과 언어

97) 瑜伽師地論(T30, 456a26-b1), “云何觀相. 謂有二種. 一所緣相. 二因緣相. 所緣相者. 謂毘
鉢舍那品所知事同分影像. 由此所緣令慧觀察. 因緣相者. 謂依毘鉢舍那所熏習心. 爲令後時毘鉢

舍那皆淸淨故 修習內心奢摩他定所有加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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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인식주체의 상호관계에 의해 형성된다. 이들은 단절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유식불교에서 수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 또한 이 관계에 대한 통찰이다.

그렇게 될 때 주객을 초월한 경지가 나타난다. <오사장>은 이 현상을 언어

와 대상의 관계를 통해 분석한다. <오사장>은 마음의 상태를 삼성론(변계소

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에 의해 설명한다. 잡염의 세계인 일상의 세계는

의타기성의 한 측면이며 청정의 세계인 깨달음의 세계 또한 의타기성의 한

측면이다. 세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통찰할 때 원성실성에 이를

수 있다.

<오사장>98)은 특히 명칭(nāma)과 그 명칭의 대응체로서의 상(nimitta), 그

리고 현상적 의식작용으로서의 분별(vikalpa)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이것

은 개념의 역할과 작용, 상(nimitta)과 개념 간의 논리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진여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한다.99) <오사장>은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한다.

우선 대상에 명칭을 붙이기 위해서는 명칭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상(nimitta, rgyu mtshan, 因相)’을 가장 먼저 분석한다. 그리고 ‘인

상’을 표현하는 ‘명칭(nāma, ming, 名稱)’에 대해 설한다. 그 다음은 이 둘에

대한 ‘분별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별(vikalpa, rnam par rtog pa, 分別)’

을 말한다. 이 셋은 잡염품(雜染品) 곧 번뇌로 물든 세계인 일상의 세계를 형

성한다. 그리고 청정품(淸淨品)의 획득은 ‘정지(samyagjñāna, yang dag par

she pa, 正智)’를 통해 얻어지기 때문에 ‘진여(tathatā, de bzhin nyid, 眞如)’

와 ‘정지’를 마지막에 설명한다. 여기서 인상(因相)과 명칭(名稱), 분별(分別)

등은 변계소집성의 관점에서 해석된 것이다. 한편 바른 지혜(正智)에 의해 의

타기성을 통찰함으로써 진여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 경지가 원성실성이

된다. <오사장>은 변계소집성을 잡염품으로 원성실성을 청정품으로 구분한

다. 다음은 오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98) <오사장>은 언어와 그 근거 및 작용의 양상에 의거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언어

작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이 문헌에 의하면 언어작용은 ‘식’이 개념에 의해 대상을 인

식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즉 ‘식’의 분화작용에 의해 형성된 인식주체와 인식객체의

관계 속에서 언어작용이 형성된다. 본 논의에서는 언어의 관점에서 현상에 대해 구체적으

로 분석하고 있는 <오사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99) 안성두, 앞의 논문, p. 221; 瑜伽師地論(T30, 696a01-13).



- 54 -

<오사장>에서 정의된 ‘인상’은 언어표현의 근거가 되는 사태를 말한다.100)

이 개념(‘인상’)에는 인식대상이 언어의 근거가 되며 그 인식대상은 ‘식’을 기

반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의미가 내재해 있다. 인식대상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님을 의미한다. ‘알라야식’에 존재하는 ‘종자’의 현현에 의해 ‘식’은 인식주

관과 인식대상으로 분화되고 인식대상이 언어로 표현되는데 이 인식대상이

언어표현의 근거인 ‘인상’이 된다.

‘명칭’은 대상에 대한 이름을 말한다. 일상인들은 일반적으로 명칭에 의해

표현된 대상이 실재한다고 여긴다.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 눈앞에 보이는 대

상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착각을 한다. 하지만 유식불교에 의하면 궁극

적인 경지[원성실성]에서 볼 때 명칭의 대상은 다만 가유(假有)로서만 존재한

다. 궁극적인 경지에 이르면 대상뿐만 아니라 명칭 또한 ‘알라야식’에 의해

구성된 것일 뿐 실재하는 것이 아님을 통찰하게 된다. 즉 대상과 명칭의 관

계는 의타기성임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분별’은 심(心)과 심소(心所)의 작용을 말한다101) 곧 인식주체와

인식대상 사이의 작용을 의미한다. 일상인들은 분별작용에 의해 인식대상을

구별하고 판단한다. 분별은 파악하는 능력을 말하며 대상을 구분하는 작용이

다. 이 작용에 의해 ‘개별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가 형성된다. 즉 ‘개별적 자

아’는 각각에 의해 포착된 인식대상을 분별함으로써 각자의 세계관을 형성하

는 반면 ‘사회적 자아’는 타인과 공유하는 인식대상에 대해 타인과 더불어 분

별하고 집착함으로써 공동의 세계관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분별작용에 의해 형성된 세계는 일상적인 세계 즉 변계소집성의 세

계이다. 변계소집성에서 언어의 대상은 실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음의 글

은 변계소집성을 언어와 관련시켜 기술하고 있다.

중생들은 의타기자성과 원성실자성에 대해 [언설을 일으킨다] 언설을 일으킴이

변함이 없고 언설을 일으킴이 이와 같은 것은 이와 같이 언설이 마음에 훈습되기

100) Jowita Kramer, Kategorien der Wirklichkeit im frühen Yogacārā (Wiesbaden:
Reichbert, 2005), p. 69., “rgyu mtshan gang zhe na/ mdor bsdu na/ mngon par brjod

pa’i tshig gi gzhi’i gnas su gyur pa’i dgnos po gang yin pa’o//”.

101) Jowita Kramer, ibid., p. 69., “rnam par rtog pa gang zhe na/ khams gsum na spyod
pa’i sem dang sems las byung ba’i chos rnams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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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며, 언설로 인해 이해하기 때문이며, 언설은 잠재적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의타기자성과 원성실자성 가운데 집착하는 변계소집성은 변함이 없다. 집착함이

이와 같고 이와 같이 의타기자성과 원성실자성 위에 변계소집성을 집착하는 것은

인연에 의한 것이다. 내세의 의타기자성을 낳는 것도 이 인연 때문이다. 혹은 번뇌

와 잡염에 물들었기 때문이며 혹은 업잡염에 물들었기 때문이며 혹은 잡염을 생하

는 것에 물들었기 때문이다.102)

인용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언어작용의 결과는 ‘종자’로 저장된다. 마음에

저장된 그 결과는 이후 분별작용을 일으켜 인식의 작용을 다시 일으키게 된

다. 즉 일상인들은 마음에 떠오른 영상을 자신의 관점에 의해 해석하고 그것

을 옳다고 여긴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생

각을 전한다. 이 과정은 일상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하지만 깨달은 자는 언어와 대상과의 관계가 연기적 관계라는 사실 즉 ‘식’

의 분화에 의해 인식주관과 인식객관이 형성되고 인식객관이 언어로 표현된

다는 사실을 통찰한다. <오사장>은 이 현상을 ‘정지’를 증득함으로써 진여의

세계에 도달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103)

‘정지’에 의해 증득된 ‘진여’는 법무아(法無我)의 특성을 지닌다. 이 경지는

성자의 지혜에 의해 통찰되지만 일상 언어의 대상은 아니다.104) 즉 진여는

102) 解深密經(T16, 694c2-10), “彼諸有情於依他起自性及圓成實自性中. 隨起言說如如, 隨起言
說如是, 如是由言說熏習心故, 由言說隨覺故, 由言說隨眠故. 於依他起自性及圓成實自性中, 執

著遍計所執自性相如如, 執著如是, 如是於依他起自性及圓成實自性上, 執著遍計所執自性, 由是

因緣. 生當來世依他起自性, 由此因緣. 或爲煩惱雜染所染, 或爲業雜染所染, 或爲生雜染所染”

(한글은 필자의 번역).

103) 여기서 ‘정지’는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한결같은 출세간 정지’이고 다른 하나는

‘세간적이며 출세간적인 정지’이다. ‘한결같은 출세간 정지’에 의해 보살은 진여(眞如)를 증

득한다. 보살은 진여를 대상으로 하는 지(진여지(眞如智))가 두루 존재하는 곳에 머무르면

서 소지장(所智障)을 소멸시킨다. 반면 성문과 연각들은 진여를 부분적으로 증득했기 때문

에 세간의 고통에 대해 여전히 두려워하고 삼계(三界)의 적정함에 대해 탐닉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들은 사성제(四聖諦)를 대상으로 수행하여 번뇌장(煩惱障)만을 제거하게 된다. 출세

간이지만 언어의 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세간적이다. 이 때문에 ‘세간적이며 출세간

적인 정지’라고 한다(Jowita Kramer, ibid., p. 69., “yang dag pa’i shes pa gang zhe na/
de ni mdor bsna rgyu gnyis su blta bar bya ste/ gcig tu ’jig rten las ’das pa dang/

’jig rten pa dang ’jig rten las ’das pa’o//”).

104) Jowita Kramer, ibid., p. 69., “de zhin nyid gang zhe na/ chos bdag med pas rab tu
phye ba/ ’phags pa’i ye shes kyi spyod yul mngon par brjod pa thams cad kyi gzhi’i

gnas su ma gyur pa’i dgnos pa gang in p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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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를 초월한 경지이다. 수행자들은 ‘바른 지혜’에 의해 잘 분석된 승의(勝

義) 즉 진실한 대상을 반복적으로 수습(修習)하여 ‘진여’에 다가간다. ‘진여’는

‘바른 지혜’에 의해 통찰된 영역이다.105)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오사장>은 언어와 대상 간의 관계를 일상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작용과 수행에 의해 도달된 진여의 세계로 나누어 설

명하고 있다. <오사장>은 명칭과 그 대응체로서의 상(nimitta), 그리고 의식

작용으로서의 분별(vikalpa)에 의거해서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언어의 작용

을 분석한다.

보살지 진실의품 과 <오사장> 그리고 瑜伽師地論 본지분 에 나타난

언어와 대상 간의 관계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영역과 언어를 초월한 영역으로 나누어서 정의되었다. 즉 언어의 작용은 언

어로 표현될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 이것은 일상의 세계 속에

서 발생되는 현상이다. 하지만 진여의 영역은 언어를 초월한 영역으로 정의

된다.

필자는 두 영역이 이와 같은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필자가 제시한 ‘인식적

모델’에 의해 보다 명확히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식’의 분화에 의해 형

성된 인식주관이 인식대상을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일상

언어의 영역과 일상 언어를 초월한 영역 간의 차이가 보다 확실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상의 언어작용은 ‘식’의 분화에 의해 형성된 인

식주관과 인식객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때 인식객관은 언어표현의 근거가

된다. 이것이 <오사장>에서는 ‘상’으로 표현되었으며 瑜伽師地論 본지분

에서는 현상적 상인 ‘소연상’과 언어표현의 근거가 되는 ‘인연상’으로 나누어

표현되었다.

한편 ‘바른 지혜’에 의해 도달된 청정한 세계인 진여의 상태는 일상 언어를

초월 한 경지로 묘사된다. 이것은 ‘식’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해

석될 수 있다. ‘식’이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지지 않으므로 일상 언어로 표

현될 수 있는 인식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진여의 경지에서는 일

상 언어의 작용이 발생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상의 세계는

105) Jowita Kramer, ibid., p. 74., “de bzhin nyid kyi mtshan nyid gang zhe na/ smras pa/
yang dag pa’i shes pa’i spyod yul gyi mtshan nyid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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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내재하는 ‘종자’에 의해 분화된 인식주관과 인식대상과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다. 이것은 언어의 작용으로 이어진다. 반면 진여의 세계는 주객의 분

별이 사라진 경지이다. 일상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객관적 대상이 없다.

따라서 진여의 경지는 언어를 초월한 상태로 정의된다.

2. ‘사회적 자아’의 특성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 문제와 비슷한 경우를 기억해내

고 그것을 해결했던 방식을 떠올린다. 그리고 관념 속에 나타난 여러 상황들

을 분석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논의한다.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은 그 사건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때 우리는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를 공유하게 된다. 즉 그것은 공통의 인식대상이 되

어 언어로 표현됨으로써 타인과 공유된다.

유식불교에 의하면 나와 너를 묶어주는 공통의 관심이 생겨나는 이유는 각

각의 심층에 존재하는 공통의 ‘종자’가 발현되기 때문이다. 이 ‘종자’에 의해

형성된 인식의 주체는 공통의 인식대상을 언어로 표현하여 타인과 사회적 관

계를 형성한다. 공통의 인식대상은 외부에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알라야식’

의 분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다음의 논의에서는 ‘식’의 분화에 의해 형성된 인식주체와 인식대상 간의

관계를 조명함으로써, 무아관(無我觀)에 입각한 유식불교의 인식구조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아울러 서양의 후기구조주의의 입장 곧 해체론이 실체를 비

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식불교의 무아론과 유사한 관점을 보인다는 점을 밝

힐 것이다.

2.1 ‘사회적 자아’와 무아론

유식불교는 ‘식’을 윤회의 주체로 본다. 하지만 이 ‘식’은 아트만과 같은 존

재가 아니다. 수행을 통해 해탈에 이르게 되면 ‘식’에 존재하던 모든 ‘종자’는

소멸되고 ‘식’도 사라진다. 같은 맥락에서 유식불교는 인식주관과 인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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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영원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인식주관과 인식대상을 ‘인무아

(人無我)’와 ‘법무아(法無我)’로 표현한다.

유식불교가 이와 같은 무아론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인식주관과 인식객

관 모두가 동질의 ‘식’이라고 본 것에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식작

용은 ‘알라야식’의 변형체인 주관의 ‘식’이 객관화된 ‘식’을 인식하는 것이다.

‘사회적 자아’인 인식주체는 공통의 인식대상을 객관화시켜 그것에 대해 분별

한다. 이 때 객관화된 마음은 외적 사물의 모사도 표상도 아니라 마음이 현

현한 것이다.106)

섭대승론(攝大乘論)에서는 주관의 작용을 견(darśana, 見)으로 그리고 객

관적인 대상을 상(nimitta, 相)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식(vijñapti)에는 ‘유견식

(有見識)’과 ‘유상식(有相識)’ 등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

유상(有相)과 유견(有見)으로 인해 두 가지가 성립된다. 안(眼) 등의 식은 색(色)

등의 식을 상(相)으로 삼고, 안식(眼識)의 식(識)을 견(見)으로 삼는다.107)

인용문에서 제시된 ‘유상식’은 인식되는 객관으로서의 ‘식’이고 ‘유견식’은

인식하는 주관으로서의 ‘식’이다. 사과라고 인식되는 대상은 ‘유상식’이 되고

사과를 인식하는 주관은 ‘유견식’이 된다. 다시 말하면 사과[색(色)]는 객관적

대상[상(相)]이 되고, 사과를 인식하는 주관은 견(見)이 된다.

‘주관으로서의 식’과 ‘객관으로서의 식’의 관계는 영사기와 영사기에 의해

비추어진 영상과의 관계에 비유될 수 있다. 영상의 이면에 영상으로 표현되

는 어떤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영상과 대응되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

하는 것은 다만 ‘실체화된 관념’에 불과하다. 그 관념은 영원히 존재하길 바

라는 집착에 의해 나타난 것일 뿐이다.108)

106) 반면 외경 실재론자들은 마음 밖에 외적인 사물이 존재한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우리 마

음이 외적인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마음과 사물사이에 ‘표상’이 매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여기서 연필을 볼 때, 이 경우 나는 연필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연필로

부터 자극 받아서 내 마음속에 생긴 연필의 표상을 보는 것이다. 이것이 외경 실재론자들

이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인식론이다. 물질과 정신이라는 전혀 이질적인 존재가 인식

이라는 상호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해답은 ‘표상’ 내지 ‘관념’에 있다.

107) 攝大乘論本(T31, 138c16-18), “有相見故得成二種 若眼等識以色等識爲相, 以眼識識爲

見”(한글은 필자의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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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修行) 분별작용

 
아공(我空) ← 아(我, 사회적 자아) → 아집(我執) → 번뇌장(煩惱障)

-(苦)

법공(法空) ← 법(法, 공통의 대상) → 법집(法執) → 소지장(所知障)

 
수행(修行) 분별작용

<도식 2-4> 인식구조의 양상

위의 도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식불교는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이 영원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별작용에 의해 형성된 집착에서 비롯된다

고 본다. 이 현상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된다. 유식삼십송(唯識三
十頌)에서는 분별에 의해 생겨난 세계를 다음과 같이 변계소집성으로 표현

한다.

이러저러하게 두루 계탁함에 의해서 갖가지 사물을 두루 계탁한다. 이 변계소집

의 자성은 실재하지 않는다.109)

인간은 인식대상을 분별하게 되면서 그 대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

으킨다. 도자기를 예로 들어보자. 찰흙으로 도자기를 빚기 전까지는 찰흙은

그저 흙일뿐이다. 하지만 도예가가 선명한 모양과 매혹적인 색을 지닌 도자

기를 만들게 되면 사람들은 그 도자기를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대상에 대한 분별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이 생겨나게 되

어 그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킨다. 이 욕망은 타인으

로부터 전해들은 정보에 의해 커지기도 한다. 예컨대 도자기가 가지고 있는

108) Ashok Chatterjee, The Yogācāra Idealism (Delhi: Motilal Banarsidass, 1975), p. 49.

109) 唯識三十論頌(T31, 61a14-15), “由彼彼遍計, 遍計種種物, 此遍計所執, 自性無所有”(한글
은 필자의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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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가치가 타인들로부터 전달될 때 그것을 선호하는 마음은 증대된다. 이

것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마음의 상태이다. 유식불교는

이것을 변계소집성의 세계에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본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면서 즐길 수 있

다. 소유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은 채 현상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 유식불교는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보다 근본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유식불교는 외물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의 작용을 직시하게

될 때 주관과 객관을 넘어선 원성실성의 세계로 진입하게 된다고 본다. 유식

불교는 수행을 통해 이러한 세계로 진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식불교에 의하면 요가행자들은 우리들의 일상경험 즉 지식이나 언어활동

등을 근본적으로 음미 검토한다. 그들은 마음에 떠오르는 상념들을 분석하여

그 본질을 파악하는 과정에 의해 언어의 대상은 실재하지 않으며 그것은 다

만 마음의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곧 분별작용은 ‘식’

의 분화로 인해 형성되는 것임을 통찰한다. 유식삼십송은 요가행자들의 관

찰에 의해 제시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식이 전변하여 분별과 분별된 것이[생겨난]다. 때문에 이것(실아(實我))

과 그것( 실법(實法))[으로 간주된 것]은 모두 실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체는 유

식이다.110)

유식삼십송에서는 주관을 ‘분별하는 것’으로 객관을 ‘분별된 것’으로 표현

한다. 변계소집성에서 발생되는 마음의 작용을 분별작용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것은 마음에 존재하고 있던 ‘종자’가 변하여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것으

로 보는 것이다.111) 인용문은 마음과는 별도로 주관과 객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 즉 모든 것은 ‘식’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유식불교는

‘알라야식’이 주관과 객관으로 분화되어 ‘주관으로서의 식’이 같은 식인 ‘객관

으로서의 식’을 파악한다고 주장한다.112)

110) 唯識三十論頌(T31, 61a2-3), “是諸識轉變, 分別所分別. 由此彼皆無, 故一切唯識”(한글은
필자의 번역).

111) 唯識三十論頌(T31, 61a6-7), “由一切種識, 如是如是變, 以展轉力故, 彼彼分別生”.
112) 하지만 우리는 주관이 대상을 인식하면서 그 인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도 한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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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심밀경(解深密經)의 분별유가품(分別瑜伽品) 에서는 비파사나(vipaśy-

anā)수행 중에 나타나는 영상의 본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함으로써 인식

대상은 ‘식’과 다른 어떤 것이 아님을 설명한다.

미륵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모든 비발사나삼마지 중에 나

타나는 바인 영상은 이 마음과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륵보

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둘은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 영상은 오직 식이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식의 대상은 오직 식이 현현한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113)

인용문은 영상은 ‘식’이기 때문에 마음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

다. 요가행자는 수행을 하는 동안 비파사나를 통해 마음속에 나타나는 갖가

지 영상은 다만 ‘식’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비파사나의 대표적인 예인 부정관(不淨觀)은 시체가 바람과 비에 의해

변하는 모습, 벌레나 고름이 흘러나오는 것, 살이 문드러지고 오장이 썩는 모

습, 백골 등 시체의 갖가지 추한 모습을 자기 마음속에 관념으로 그려냄으로

써 탐욕을 없애고자 하는 관법이다. ‘관’을 행할 때 떠오른 영상은 전에 보고

문제에 대해 디그나가는 ‘식’의 삼분설(三分說)을 주장했다. 그는 집량론에서 어느 하나의

인식(pramāṇa, 量)이 성립하는 데는 ‘인식되는 것’(prameya, 所量)과 ‘인식하는

것’(pramāṇa, 能量)과 ‘인식의 결과’(pramāṇa-phala, 量果) 등 세 요소가 존재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Louis de la Vallée Poussin, Vijñaptimātratā-siddhi vol.1, Paris: P.
Geuthner, 1948, p. 131., “yadābhāsaṃ prameyaṃ tat pramāṇaphalate punaḥ/

grāhakākārasamvittyos trayaṃ nātaḥ pṛthak kṛtaṃ//”). 여기서 ‘인식의 결과’는 ‘자증분(自

證分, svasaṃvitti)이라고 불린다. 자증은 ‘스스로 안다’, ‘자기가 자기를 증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주관적인 마음이 객관적인 마음을 파악하는 작용을 확인하는 작용을 말

한다. 디그나가는 이런 확인 작용에 의해 일련의 인식이 성립된다고 보았다. 반면 호법은

인식을 네 부분으로 나누고 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하나의 생각이 성립된다고 생각했다.

곧 상분(相分), 견분(見分), 자증분(自證分), 증자증분(證自證分)이 그것이다. 예를 들면 연필

의 길이를 재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때 연필이라는 ‘사물’과 자라는 ‘측정기’와 길이를

읽는 인간의 ‘인지력’이 필요하다. 이 셋을 상분, 견분, 자증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견분의 작

용을 확인하는 자증분이 있으면, 그 자증분의 작용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마음작용이 요청

된다. 이것이 증자증분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증자증분을 확인하는 또 다른 것이 요구되

어 무수한 확인 작용이 존재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호법은 증자증분의 작용을 확인하

는 것은 증자증분에 의해 확인된 자증분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무한히 소급되는 모순을 해결

한다(요코야마 코우이쯔, 앞의 책, pp. 95-97. 참조).

113) 解深密經(T16, 698a27-b2), “慈氏菩薩復白佛言. 世尊, 諸毘缽舍那三摩地所行影像, 彼與
此心當言有異當言無異. 佛告慈氏菩薩曰. 善男子, 當言無異. 何以故. 由彼影像唯是識故. 善男

子, 我說識所緣唯識所現故”(한글은 필자의 번역).



- 62 -

듣고 알았던 사물이 ‘재생된 표상’이다. 수행자는 자기 마음이 그려낸 영상

곧 시체의 모습에 대해 그 더럽고 추함을 반복해서 인식한다. 그럼으로써 그

가 본 모습을 명철하게 이해한다.114) 요가행자는 이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시체가 푸르게 변한 모습이나 벌레나 고름이 흘러나오는 것 등의

영상은 단지 영상일 뿐이며, 그것에 대응하는 사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115) 요가행자는 이런 관법을 반복해서 실천함으로써 ‘영상

은 다만 식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라는 것을 통찰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다음의 글은 중생이 마음에 나타난 영상이 ‘식’일 뿐임을 통찰하지 못

하는 이유가 전도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세존이시여, 만약 중생이 색 등으로 나타난 마음의 영상으로 하여금 자성에 머

물게 하는 것도 또한 저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까? 미륵이여 다르지 않다. 범부는

지혜가 뒤바뀌어서 영상이 단지 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알지 못하므로

전도된 생각을 한다.116)

색(色) 등으로 나타난 마음의 영상이란 빛깔이나 형태를 띤 구체적인 ‘심

상’ 내지 관념을 말한다. 자성에 머무는(svabhāva-avasthita) 영상이란 요가

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영상이 아니라 본래 상태에 있는 영상 곧 일상적

인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갖가지 관념을 말한다. 유식불교에 의하면 우리

는 이 관념(영상)을 외적인 사물로 인정하고 그것이 자기 마음 밖에서 실재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깨달음의 경지에서 보았을 때 모든 관념은 ‘식’과

다르지 않으며 그 관념에 대응하는 실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식불교는 요가수행을 통해 관찰한 내용에 의

거해서 인식의 대상과 인식주체는 ‘식’이 변형된 것일 뿐임을 주장한다. 이것

은 불교의 근본 요지인 무아론을 유식불교의 방식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여

114) 슈미트하우젠, 성문지 에서의 선정수행과 해탈경험 , 안성두 역, 불교학리뷰 1권 1호

(2006), pp. 133-144.

115) 攝大乘論釋(T31, 338c13-15), “於定心中, 隨所觀見, 諸靑瘀等所知影像, 一切無別靑瘀等
事, 但見自心”.

116) 解深密經(T16, 698b9-13), “世尊, 若諸有情自性而住, 緣色等心所行影像, 彼與此心亦無異
耶. 善男子, 亦無有異. 而諸愚夫由顛倒覺, 於諸影像不能如實知唯是識, 作顛倒解”(한글은 필

자의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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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유식불교는 모든 것은 ‘식’이 변형된 것이며 ‘식’ 그 자체도 영원한 존

재가 아니라는 입장에 있다. 유식불교는 번뇌의 세계는 인식주관이 인식대상

을 고착화시키는 분별작용에 의해 생겨난다고 설명한다. 유식불교는 깨달음

의 상태에서 볼 때 이러한 현상은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며 마음의 작용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님을 통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2 해체론과 무아론

유식불교에서 인식작용은 인식주관이 인식대상을 분별하는 현상으로 설명

된다. 이 작용의 결과는 다시 ‘종자’의 형태로 ‘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인연이

형성되면 또 다른 인식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이 때 인식작용을 발생시킨 원

인은 이전의 원인과 완전히 같지 않다. 즉 동일한 것이 원인이 되어 똑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비유하자면 감자에서 싹이 나고 이후 그

싹이 자라나서 다시 열매를 맺을 때 싹을 자라게 한 감자는 새로 생겨난 감

자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원인으로서 제공된 감자와 결과로서

생겨난 감자는 각각 자란 환경에 따라 모양과 맛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감

자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일하다고 볼 수 없듯이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될 때 그 원인은 이전의 원인과 같지 않다.

유식불교는 ‘식’의 주체와 인식대상은 모두 ‘식’의 변형체로서 변화하는 존

재로 본다. 마찬가지로 인식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현상의 세계 또한 끊임없

이 변화하는 것으로 본다. 이 관점에 의하면 ‘식’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무엇

인가가 있어서 현상의 세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유식불교는 여러 인

연이 무르익었을 때 현상세계가 형성되며 이러한 과정은 ‘식’의 인식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관점은 불교뿐만 아니라 서양의 후기구조주의 이론에서

도 발견된다. 불교의 무아설이 실체론을 비판하면서 출발했듯이 서양의 후기

구조주의 실체론적 사유를 비판했다.117) 예컨대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17) 후기구조주의는 구조주의를 비판하면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후기구조주의의 입장을 논의

하기에 앞서 우선 구조주의를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구조주의는 소쉬르의 언어학에

그 모태를 두고 있다. 이 새로운 언어학의 두드러진 특징은 공시(共時)언어학이라는 데 있

다. 공시언어학은 언어의 공시적 구조를 연구한다. 이것은 언어의 통시적 변천을 연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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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1650)이후 피이테(Johann Gottlieb Fichte, 1762∼1814), 셸링(Friedrich

Wilhelm Joseph von Schelling, 1775∼1854)을 거쳐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에 이르기까지 절대적 자아를 강조해온 근대이

성주의는 다윈(Erasmus Darwin, 1731∼1802), 니체(Friedrich Nietzsche,

1844∼1900), 프로이트(Anna Freud, 1895∼1982)와 같은 후기구조주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게 된다. 인간의 이성은 진화의 과정에서 획득된 부산물에 지

나지 않는다는 다윈의 입장과 초월적 주체를 부정한 니체 그리고 비이성적인

무의식을 토대로 인간의 행동양상을 분석하고자 했던 프로이트와 같은 후기

구조주의자들은 절대적 자아를 부정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후기구조주의자들의 무아론적 경향을 논의하기 위해 우선 근대 이성론자들

의 사유를 탐색해 보기로 하자. 주지하듯 근대인들이 강조했던 실체론적 사

유는 ‘이성’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한다. 근대인에게 ‘이성’은 진리에 이르는

빛이며 방법이고, 때로는 진리 그 자체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데카르트는 ‘나

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Ergo cogito, ergo sum)’는 명제를 확

고하고 확실한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회의론자들이 이 명제에 대해 어

떤 의문을 제시하더라도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진리라고 보았다. 그는 이것

이 철학의 제 1원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데카르트는 그가 바라던 아

르키메데스의 점에 도달한 것이다. 그는 인간의 지식이 의지할 튼튼한 기초

는 바로 위의 명제에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비이성적인 권위나 전통에 대

해 비판을 가한 사상 즉 계몽주의를 통해 문화의 모든 영역을 합리적인 것으

로 바꿔가자는 생각으로 확산되었다. 현대철학과 현대과학은 이 기초위에 세

워지고 이 기초위에서 발전해 왔다.118)

이후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당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정

신이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칸트 시대에 이르

언어학과 대비된다. 이 공시적 구조를 소쉬르는 랑그(langue)라고 불렀다. 반면 특정한 시

공간적 위치에 있는 주체에 의해 발화되는 언어는 빠롤(parole)이라 불린다. 구조주의는 플

라톤이래 사물의 기호와 구조를 통해 인식의 형식적인 측면을 포착하고자 한 것에서 비롯

된다. 공시언어학을 창립하고자 했던 소쉬르의 이론에서 보이듯이 구조주의는 변하지 않는

관계적 질서와 구조를 구축하고자 했다. 반면 후기구조주의는 그런 믿음으로부터 벗어나

실체론적 사유를 비판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리차드 할랜드, 초구조주의란 무엇

인가, 윤호병 역, 서울: 현대미학사, 1996, pp. 25-28. 참조).
118) 최명관 역ㆍ저, 방법서설ㆍ성찰 데카르뜨연구 (서울: 서광사, 1987), p. 1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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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사람들은 외부세계가 엄연히 존재하고 외부세계에 있는 존재물이 우

리의 마음에 인상을 줌으로써 지식이 생성된다고 믿어왔다. 당대인들은 주체

와 대상, 주관과 객관, 자아와 세계 또는 인식과 존재가 분리된 상태에서 인

식이 이루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칸트는 우리 마음속에 부여된 능력에 의

해 지식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다. 칸트는 세계란 주체 즉 나의 활동에 의해

규정되고 생산되고 실현되는 세계일 뿐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개했다.119)

즉 칸트는 백지와 같은 마음에 경험이 새겨질 때 비로소 지식이 생겨난다

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마음은 경험을 정리하여 지식을 제정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은 일정한 구조를 가지

고 있어서 경험을 통해 마음에 들어 온 모든 것을 그것에 의해 정리하여 지

식으로 만든다고 생각했다. 칸트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직관의 형식(直觀形式,

forms of intuition)과 12범주라는 오성(悟性, understanding)을 제시했다. 그

는 우리 경험 속에 들어오는 지식의 자료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종류의 형식

을 거쳐서 정리된다고 생각했다. 즉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지식의 자료를 받

아들이면 그 자료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일정한 지식의 틀을 거쳐서 정리

되고 분류되어 마침내 어떤 지식이 된다고 보았다.120)

이후 칸트의 사상은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 1762∼1814)와 셸링에

의해 비판적으로 계승되었다. 셸링은 칸트의 사상에는 모든 것을 자기의식에

근거해서 설명했을 뿐 자기의식을 가능하게 한 전제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셸링은 칸트의 ‘자기의식’을 가능케 한 ‘전제’를

찾아내는 것을 자기의 과제로 삼았다. 그 전제란 자기의식조차 가능케 한다

고 본 ‘절대자아’였다.121) 이 ‘절대자아’는 피히테나 셸링에게 다같이 인식과

존재를 근거지우는 절대적 근거이다.

이에 영향을 받은 헤겔은 인류의 역사를 이성의 자기 구현 과정으로 이론

화시킨다.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은 전체적인 추

119) 스털링 P. 렘브레히트, 서양철학사, 김태길 외 역 (서울: 을유문화사, 1987), p. 521. 참

조.

120) 소광희 외, 철학의 제문제 (서울: 지학사, 1988), pp. 103-108. 참조.
121) W.E. 에르하르트, 셸링: 자유의 현실성 , 요세프 슈페크 편, 원승룡 옮김, 근대독일철
학 (서울: 서광사, 1988), pp. 136-1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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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는 이데아로 향해 가는 것 즉 진보라고 했다.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변화

속에 있다. 자기를 실현하며 자기를 실현할 목적인(目的因) 그 자체를 향해

스스로를 움직여 나간다. 이 본질을 전개하기 위한 목적을 헤겔은 절대 이데

아라고 불렀다. 헤겔은 우리가 이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회적 유산과 우리

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회적 집단, 즉 민족의 역사적 전개과정의 산물 이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이 전개과정은 변증법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정론(正論, thesis)이 제시된다. 그러나 그것은 비판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그 반대, 반론(反論, antithesis)을 주장하는 반대자에 의해 모순에 부딪힌다.

이와 같은 견해의 충돌 속에서 반대자와 일종의 통일, 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타협 내지 화해인, 종합(綜合, synthesis)이 이루어진다. 이 종합은 두 개의

상반된 입장을 흡수하여 그것들을 넘어선다. 종합이 이루어지고 나면 전체

과정이 이제까지 도달된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다시 반복된다.122) 이와 같

이 근대 이성론은 헤겔에서 최정점을 이룬다.

근대적 이성에 대한 비판은 헤겔 이후에 본격화된다. 이 비판은 실체에 대

한 비판이다. 이성에 의해 합리적이고 명증적인 진리를 추구했던 근대사상은

과학의 발달을 가져왔고 중세의 신관에 의해 억압되었던 인간을 자유롭게 해

방시켰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되었다.123) 하지만 이성에 대한 확

신은 자연을 이용하려는 욕망을 불러 일으켰고 이로 인한 폐단은 세계대전의

결과에서 정점에 도달한다. 사상가들은 계몽주의 사상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

다. 이때부터 실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유에서 실체를 해체하는 새로운 관점

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서구의 근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탈근대적인 시각의 바탕을 제공한 인물로

는 특히 다윈, 니체, 프로이트 등이 있다. 이들은 이성론자의 사유방식과는

다른 시각에서 현상을 해석했다. 주지하듯 다윈은 인간이란 자연도태를 거쳐

우연한 계기에 의해 진화된 동물에 불과하다는 진화론을 제시했다. 그는 인

간의 이성이란 단지 진화의 과정에서 획득된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

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든 사유의 출발을 이성으로 본 이성론과는

달리 다윈은 인간의 이성은 진화에 의해 형성된 부차적인 것으로 본 것이

122) 칼 R 포퍼, 열린사회와 그 敵들 Ⅱ (서울: 민음사, 1989), p. 72. 참조.
123) 스털링 P. 렘브레히트, 앞의 책, pp. 308-3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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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4)

이에 비해 니체는 인간이란 궁극적으로 비이성적인 권력에의 의지를 통해

설명해야 할 대상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는 피이테나 셸링의 절대 자아 또는

헤겔의 절대 정신의 주체를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데카르트적인 인식주체

도 부인한다. 그는 서양 근대철학의 실체화된 ‘자아’를 비판한다. 사유하는 행

위가 있다는 전제로부터 그러한 행위를 수행하는 주체(실체)가 있다는 결론

을 추론해 내는 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전제 자체, 곧 사유하는 행위 자체

란 사유 주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니체

의 주체와 개인은 초월적 주체 또는 자신을 초월하여 자기에게로 복귀하는

주체가 아니다. 니체에게 있어서 모든 초월적 주체는 거부되며 사람으로서는

완전히 파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자연으로의 복귀가 있을 뿐이다.125)

한편 프로이트는 비이성적인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이 어떻게 인간의 구체적

인 행동을 지배 내지 유발시키는지를 상세하게 그려보였다. 이러한 생각은

데카르트 이래 철학적 논의의 대전제이자 주요 대상이 되었던 이성적 직관과

추리와 판단을 포함하는 사유라는 것 자체의 의의가 처음부터 잘못 설정되었

다는 비판을 함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프로이드는 인간을 기존의 시각과

다르게 보려는 탈 근대적인 안목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126)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기본 명제로 삼고 있는 데카르트식 사유

체계에서, 주체는 완벽한 ‘이성’에 기반을 둔다. 그가 말하는 언어는 ‘이성’의

표출이 된다. 하지만 이런 ‘이성’에 대한 의문은 19세기말 프로이트의 정신분

석학에서 제시된 성본능이라는 욕망과 어우러져 확산된다. 프로이트가 발견

한 무의식은 코페르니쿠스(Nicolaus Copernicus, 1473∼1543)의 지동설만큼이

나 혁명적인 발견이었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유아기를 지나 사회적 존재로

영입되면서 사회가 금기하는 욕망들이 깨끗이 사라져버리지 않고, 억압되어

무의식으로 남아서 후에 의식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다. 그는 신경증환자에

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어릴 적에 받은 상처가 무의식에 흔적으로

남아 있던 것이 의식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프로이트는 꿈의 분석

124) 길희성 외, 전통ㆍ근대ㆍ탈근대의 철학적 조명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9), pp.

234-235. 참조.

125) 소광희 외, 앞의 책, pp. 439-442. 참조.

126) 길희성 외, 앞의 책, p. 2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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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말실수처럼 정상인의 경우에도 억압된 욕망이 표출된다고 본

다.127)

인간의 ‘이성’에 근거해서 현상을 설명하고자 했던 근대 이성론자들과 달리

프로이트는 무의식에 의거해서 심리현상을 설명하고자 했다. 프로이트는 무

의식에 억압되어 있던 욕망이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되는 양상을 분석함으로

써, ‘이성’에 의해 현상을 해석했던 당시의 학문적 경향에 무의식이라는 새로

운 차원을 소개했다.

프로이트의 이론은 이후 라캉에게 영향을 끼친다. 라캉(Jacques (Marie

Emile) Lacan, 1901∼1981)은 자신의 이론에 프로이트가 발견한 무의식과 소

쉬르(Ferdinand de Saussure, 1857∼1913)의 언어관을 적용한다. 라캉은 무의

식이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고 보았다. 무의식을 언어체계로 해석함으로

써 라캉은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의식의 차원으로 부상시킨다. 라캉은 단지

생물학적 존재에 지나지 않는 갓난아이가 어떻게 한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성

장하는가에 주목하면서 그러한 메커니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의식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었다고 생각했다. 라캉에

의하면 어린아이는 타자를 의식하지 못하는, 문자를 모르는 거울단계(상상계,

the Imaginary)를 거쳐 문자의 ‘기의(記意, signifié)’를 알게 되는 상징계(the

Symbolic)로 들어서면서 사회적 주체가 된다. 그에 의하면 주체란 ‘언어적으

로 구조화된 무의식을 통해 타자인 상징계가 구성해 낸 결과물’이다.128) 이

127) 프로이트는 꿈의 작용을 은유와 환유의 원리로 해석했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사회에서

금기된 욕망은 의식의 고리가 약한 틈새를 밀고 들어와 꿈으로 나타나는데 이 때 꿈의 내

용은 대략 두 단계를 거쳐 변형된다. 우선 내용이 닮은 어떤 형상으로 바뀌고(압축, 혹은

은유) 이것은 다시 인접된 것과 자리를 바꾼다(전치(displacement) 혹은 환유) (자크 라캉,

욕망이론, 민승기외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5, pp. 13-15. 참조).
128) 라캉에 의하면 침팬지는 거울 속의 이미지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의 이미지에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 반면 아이는 일단 이미지를

습득하고 나면 그 이미지가 사라진 후에도 일련의 행동들 속에서 인식행위가 가져오는 즉

각적인 반향들을 보여준다. 아이는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자신과 완전히 동일시한다. 이

단계에서 아이는 자신의 몸을 가눌 수는 없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총체적이

고도 완전한 것으로 가정한다. 거울단계는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진입하면서 주체는 객관

화된 사회적 주체가 된다. 그런데 언어의 세계이며 질서의 세계인 ‘상징계’로 진입하면서

이 거울단계는 사라지거나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으로 연결된다. 유아는 타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타자의 욕망에 종속시킨다. 라캉에게 ‘실재계(the

Real)’는 ‘상상계’와 ‘상징계’가 뫼비우스의 띠처럼 변증법적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진다. 라캉

에게 있어서 의식은 ‘상상계’라는 오인(mécommaissance)의 구조 즉 자신과 타자를 동일시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자아를 완벽하게 조정하는 절대적 주체란 없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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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 의하면 주체는 ‘상상계’와 ‘상징계’의 무한한 변화과정에 의해 형성된

다.

같은 맥락에서 후기비트겐슈타인(Ludwig (Josef Johann) Wittgenstein,

1889∼1951) 이론은 언어의 문제를 논의한다. 후기비트겐슈타인은 실천의 측

면에서 언어 주체를 강조했다. 여기서 실천은 언어적 실천과 비언어적 실천

을 모두 아우른다. 그가 제시한 언어게임이라는 문제설정은 바로 그러한 실

천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의 후기 이론은 언어를 인간의 행위, 나

아가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삶의 양식과 결부시키는 입장이다. 비트겐슈타인

은 언어행위는 규칙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언어놀이’라는 개념으로 표현

했다.129) 그는 공동체에 의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언어의 놀이가 행해질 때,

놀이의 규칙이 어떤 식으로 변할 수 있으며 또한 여러 놀이들이 각양각색의

측면에서 서로 어떤 유사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모든

놀이에 공통된 특성이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130) 즉 모든 놀이에는 플라톤

의 이데아와 같은 초월적인 특성이 없다고 보았다. 그는 여러 놀이들 간에는

서로 가족적인 유사성(family resemblance)과 같은 관계 밖에 없다고 제시한

다.131)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해체주의는 인간 이성의 절대성에 의문을 던진다.

해체주의는 계몽주의가 제시한 정신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비판한다. 이 비판

은 세계대전의 결과가 인간에게 끼친 영향을 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에서 생겨났다. 주지하듯 계몽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인간의 이성에 대해 과신했다. 급기야 그들은 이성에 의해

발달된 과학기술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했다. 이것은 결국

인류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일으킨 현대의 기술 권

력에 대해 해체주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해체주의는 인간과 자

연을 구분하는 대신에 인간과 자연을 포괄적인 관계 속에서 고찰했다. 그리

로 라캉이 거울단계를 설정한 것에서 데카르트의 이성절대주의는 물론이고 실존주의나 현

상학이 암시하는 실존적 자아까지도 거부하는 라캉의 입장을 읽을 수 있다. 이성주의자들

은 모두 이 오인의 구조를 바탕에 깔고 있지 않은 흠집 없는 이성, 혹은 현실원칙에만 굳

건하게 서 있는 의식의 체계를 고집하기 때문이다(자크 라캉, 앞의 책, pp. 39-46. 참조).

129)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이영철 역 (서울: 책세상, 2011), p. 61.
130)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앞의 책, p. 70.

131)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앞의 책, pp. 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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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간이 무한히 발전할 것이라고 믿기 보다는 기술 발전이 부분적으로 인

류의 퇴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자각했다. 해체주의는 모든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의 이념 대신에 다양한 의견과 권리를 인정하고자 했다.132)

다윈의 진화론, 니체의 사상 그리고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관한 이론은 근

대 이성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대응한 이론이었다. 이들은 근대인들이 실체

로서 간주한 이성을 진화의 산물로 정의했으며, 인간의 행위의 근원자라고

간주한 이성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무의식에 의해 인

간의 심리현상과 행위를 설명하고자 했다. 라캉은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계승

하고 여기에 소쉬르의 언어관을 적용하여 ‘상상계’와 ‘상징계’라는 개념을 통

해 인간의 주체는 완벽하게 스스로를 조정하는 존재가 아님을 보였으며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와 대상이 일치됨으로써 언어의 유의미성이 결정되는 것

이 아니라 언어가 사용되는 공동체의 규칙에 의거해서 유의미성이 결정됨을

보이고자 했다.

후기구조주의자들은 모든 현상의 출발은 이성에 있다고 본 근대이성주의자

에 대해 각각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비판했다. 그들은 각각의 이론적 전제에

의거해서 주체 및 행위에 대해 설명했다. 그들은 인간에 대해 각각 달리 설

명했지만 근대 이성론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2.3 ‘사회적 자아’와 해체론

주지하듯 근대 이성주의자들은 이성을 실체로 간주했다. 헤겔은 이 관점을

더욱 확장해서 역사의 전개과정을 이성의 산물로 해석했다. 반면 앞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후기구조주의자들은 이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인다.

특히 다윈은 이성을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실체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니체는 피이테나

셸링이 제안했던 ‘절대자아’를 허구라고 비판했다. 또한 프로이트는 비이성적

인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을 부각시켜 인간의 행동유형을 설명했다. 후기구조

132) 이진우, 포스트모더니즘의 “포스트”는 무엇을 말하는가? , 이진우 편역, 포스트모더니
즘의 철학적 이해 (서울: 서광사, 1993), pp. 19-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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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근대 이성주의를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했다. 그러나

그들이 공통으로 견지했던 것은 실체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었다.

근대 이성주의에 대한 후기구조주의자들의 태도는 인도 우파니샤드(Upani-

ṣad)사상을 비판한 불교인들의 태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주지하듯 우파

니샤드사상은 현상의 이면에 아트만/브라흐만과 같은 근원자가 존재하며 이

로부터 현상세계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불교도들은 우파니샤드사상의

실체에 대한 관점을 비판하고 현상자체는 연기의 원리에 의해 형성되고 소멸

된다고 해석했다. 이후 용수는 ‘공(空)’의 관점에서 중관불교를 제시했다. 용

수는 ‘공관(空觀)’에 의해 불교의 무아론을 재해석했다. 이를 통해 그는 현상

적 존재가 실체에 의해 구성되었다고 보았던 당시의 이론들을 비판했다. 그

의 ‘공’ 개념은 실체론을 비판하기 위한 핵심개념이었으며 무아론의 관점을

계승했던 개념이었다. 그는 현상은 다만 인연에 의해 형성된 것일 뿐임을

‘공’ 개념에 의거해서 설명하고자 했다.133)

이러한 관점은 현상을 관계의 양상으로 해석한 후기구조주의자들의 생각과

맥을 같이 한다. 후기구조주의자들은 현상이 고정된 구조에 의해 이루어졌다

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개방적이며 탄력적인 질서에 의해 현상이

형성된다고 해석했다. 그들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차이(difference)’의 관점

을 부각시켰다.134) 그들은 현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할 때 ‘차이’가 드러

133) 현상을 설명하는 연기적 원리는 ‘공관(空觀)’과 다르지 않다. 연기적 원리가 의미하는 바

는 현상의 이면에 실체가 존재하고 이 실체로부터 세계가 형성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

이 아니라, 세계는 현상적인 사건들의 이합집산(離合集散)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연

기적 원리에는 실체를 비판하는 관점이 내재해 있는데 이 실체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곧

‘공관’이다.

134) 특히 데리다(Jacques Derrida, 1930～2004)는 ‘차연(différance, 差延)’ 개념을 통해 해체론

적 관점을 제시한다. ‘차연’은 프랑스어 ‘différence(차이)’의 어미 ‘-ence’를 ‘-ance’로 바꾸어

서 만든 데리다의 독특한 신조어이다. 데리다에게 있어서 ‘차연’은 ‘다르다(differ)’와 ‘연기

하다․지연시키다(defer)’라는 의미를 동시에 작동시키며 어떤 순간에도 어느 한 쪽만의 의

미로 환원되지 않는다. 데리다는 이 개념을 통해 텍스트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결정되어 있

거나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는 텍스트의 의미는 언어의미 작용의 연쇄 속에서 하

나의 대체 가능한 언어해석으로부터 다른 해석으로 지연된다고 설명한다. 이 점에서 볼 때,

데리다의 관점은 현상의 이면에 확정된 구조가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관점에 대해 비판적이

다. Jin Y. Park은 이러한 데리다의 해체론적 관점을 불교의 연기론(緣起論)과 비교분석했

다. 이를 통해 데리다의 ‘차연’ 개념이 불교의 연기론과 유사하다는 의견을 보인다. 주지하

듯 현상을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해 해석하는 불교의 연기론은 무아론에 토대를 두고 있

다. Jin Y. Park은 이것이 바로 데리다의 해체론과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Jin Y.

Park, “Naming the unnameable: Defendant Co-arising and Différence,” Jin Y. Park ed.,

Buddhisms and Deconstructions, Rawman & Littlefield Pub Inc, 2006, pp. 12-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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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며, 이 ‘차이’를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탄력적인 구조가 설명된다

고 본 것이다. 즉 그들은 현상의 배후에 놓여 있는 구조는 역사적 상황에 따

라 변화한다고 보았다. 구조는 현상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

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후기구조주의의 이와 같은 태도는 자연을 인간과 대

립하는 물질세계로 보는 대신에 인간과 자연을 유기적 관계로 해석하는 관점

에서도 나타난다. 후기구조주의는 인간을 자연에 대립하는 확고부동한 실체

로 파악하기 보다는 ‘세계에 대해 열려 있는 존재’로 보았다.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들은 각기 다른 관점과 목표 설정에 의해

합리화될 수 있다. 따라서 한 영역에서 보면 ‘합리적’인 것이 다른 영역에서

보면 ‘비합리적’일 수 있다. 문화와 생활영역의 차이에 따라 매우 다른 모델

이 존립할 수 있다. 어떠한 영역이 어떤 방향으로 해석되는가에 따라서 그것

을 해석하는 틀이 결정된다. 후기구조주의는 고정된 시각을 벗어나 열린 시

각으로 현상을 해석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 볼 때 후기구조주의가 지향하는 통일성과 전체성은 관계

의 다양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불교와 맥이 닿아 있다. 불교는 세계 질서를

다양한 지평의 관계로 해석한다. 불교는 세계의 관계를 지배하는 질서가 하

나의 실체, 하나의 이름으로 지시되고 규정될 수 없다고 본다. 불교는 현상의

이면에 근원자가 존재하고 이로부터 현상세계가 형성된다는 입장에 대해 비

판적이다. 불교는 세계는 연기적 관계에 의해 현상이 이루어져 있다고 해석

한다. 서양의 합리주의가 변하지 않는 하나의 실체를 전제함으로써 다양한

사물과 세계를 획일적인 관점으로 해석한 것에 비해, 불교는 다양한 관계의

역동적 변화를 통해 세계를 해석한다. 같은 맥락에서 후기구조주의는 서양

합리주의의 전제인 주체-객체의 이분법적 사고를 거부한다.135)

이 관점은 유식불교의 연기론[의타기성]이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다. 유식불

교에 의하면 개개인의 ‘알라야식’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과

의 고리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인식의 전개양상이 복잡하게 나타

난다. ‘알라야식’은 ‘종자’의 현현에 의해 인식주관과 인식대상으로 나누어진

다. 그리고 인식대상은 언어로 표현되어 타인과 공유된다. 인식주관은 ‘사회

135) 이진우, 포스트모더니즘과 동양정신의 재발견 , 이진우 엮음,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적

이해 (서울: 서광사, 1993), pp. 33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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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아’가 되어 관계를 형성한다. 즉 ‘알라야식’은 타인의 ‘알라야식’과 관계

를 맺으면서 타인의 ‘알라야식’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고 타인의 ‘알라야식’

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를 통해 ‘알라야식’ 즉 ‘사회적 자아’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만든다. 따

라서 복합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이 관계가 좀 더 지속되면 ‘사회적 자아’는

공통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를 토대로 사회구조를 형성하기도 한다. 사회구조

는 ‘사회적 자아’에 의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

다. 인식의 세계는 끝없는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 세계는 고정된 틀이

아니라 인연에 의해 움직인다. 또 다른 인연이 형성되면 그 구조는 인연에

맞게 변화된다.

현상을 설명하는 사회구조가 고정되지 않고 변화한다는 견해는 후기구조주

의자들이 제시했던 탄력적이고 개방적인 관계 형성론의 관점이다. 관계 형성

론은 현상을 구성하는 규칙은 고정된 질서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형된다고 본다. 관계 형성론은 ‘사회적 자아’에 의해 구성

된 사회 구조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형될 수 있다는 유식불교의 관점이기

도 하다.

이 관점은 인식의 작용을 분석하는 ‘인식적 모델’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 정의한 ‘인식적 모델’에 의하면 언어의 대상은 인식하는 자와 상관

없이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상은 ‘알라야식’의 변형

체 즉 ‘식’에 존재하고 있던 ‘종자’로 인해 ‘식’이 분화됨으로써 형성된 결과물

이다. 언어의 대상은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인식의 외부에 실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주희의 성(性)136)처럼 내재화된 것도 아니다. 의타기성의 원리에

의거해 ‘식’이 변형되어 형성된 것이다.

136) 중국의 성리학은 형이상학적 원리인 이(理)에 의해 인간에 내재해 있는 보편성을 설명한

다.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朱憙, 1130-1200)는 개개의 사물이 생겨날 때 그 가운데에는

어떤 이치가 들어 있다고 보았다. 이것이 현재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만들며 그 본성을 이

룬다. 인간도 다른 사물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세계에 산출된 구체적인 개체이다. 그러므

로 각 개인 속에는 인간의 이치가 존재하며 그 이치는 본성을 이룬다. 주희는 우리의 본성

속에 존재하는 이치를 인의예지로 설명한다. 인의예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형

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도리만 있을 뿐이다. 이것은 측은한 마음, 나쁜 짓을

부끄러워하며, 남을 공경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구체적인 마음작용의 원리

이다. 주희는 이 추상적인 원리를 형이상학적인 원리 곧 이(理)에 의해 설명한다. 이(理)가

마음에 내재된 것이 성(性)이며 이 원리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마음의 작용이다(풍우

란 저, 중국철학사, 정인재 역, 서울: 형설출판사, 1989, pp. 346-3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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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언어의 의미는 ‘식’의 변형체인 인식대상과 ‘식’의 산물인 언어와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식’과 ‘식’의 관계이며 ‘식’에 의해 형성된 개

념과 개념 간의 관계이다. 즉 한 개념의 의미는 고정된 대상과의 대응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념과의 관계를 통해 의미를 갖게 된다.

이 관점에는 ‘공’의 원리가 내재해 있다. 언어의 의미는 다른 것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규칙에 의거해서 그 개념

의 의미는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체의 규칙은 공동체마다 다르고 같

은 공동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칙은 변화되기 때문이다. 이러

한 점들은 언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양상이 고정된 원리에 의거한 것이 아니

라 연기적 원리에 의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식의 과정 또한 연기적 원리에 의해 설명된다. 유식불교에 의하면 ‘종자’

의 현현에 의해 ‘식’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인식대상이 언

어로 표현된다. ‘식’의 변형체인 인식대상이 생겨나는 과정은 의타기성의 원

리에 의해 형성된다. 즉 인식대상은 ‘식’에 의거해서 생겨난 존재이다. 이 인

식대상을 인식의 주체가 파악하는 작용이 인식작용이다. 인식의 과정은 개인

의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발생된다.

사회적 관계는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자아’가 공통의 인식대

상을 파악하고 이것을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다. 이 때

‘사회적 자아’는 인드라망처럼 타인들과 수많은 연결고리를 형성하며 복합적

인 관계 양상을 나타낸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에 의하면 의타기성에 의해서 무아론적 사유를 설명했

던 유식불교와 관계존재론에 의해 해체론적 관점을 제시했던 후기구조주의는

모두 실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양상을 보인다. 두 이론 모두 현상의

이면에 고정된 구조 혹은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에 대해 비판적이다.

유식불교에서 ‘사회적 자아’는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의식을 확장시켜 나

간다. 확장된 의식은 공통의 인식대상을 형성하고 이것을 언어로 표현한다.

인식주체와 인식주체 간의 관계 및 인식주체와 언어의 관계는 고정된 구조로

서 존재하지 않는다. 조건에 따라 변화된다. 이것을 유식불교의 의타기성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후기구조주의의 관계존재론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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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제2장에서는 ‘인식적 모델’에 의해 언어의 주체인 ‘사회적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과 그 특징이 분석되었다. ‘사회적 자아’는 ‘알라야식’이 타인과 언어로

의사를 소통하는 주체이지만 무아설의 연장선에서 설명되는 개념이다. 필자

는 이러한 무아론의 양상이 후기구조주의에도 나타난다는 점을 밝히고 이를

통해 ‘사회적 자아’를 보다 객관적으로 조명했다.

‘사회적 자아’는 ‘식’의 분화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 인식의 주체가 인식의

대상을 타인과 공유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필자는 인식대상을 공유하는가의

여부가 ‘사회적 자아’와 ‘개별적 자아’를 구분하는 근거된다고 보았다. ‘개인의

분별’ 작용에 의해 형성된 ‘개별적 자아’는 인식대상을 타인과 공유하지 않는

다. 반면 ‘공동의 분별’작용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자아’는 인식대상을 타인

과 공유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개별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는 그 특성을 달

리하지만 그것이 형성되는 양상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필자는 이 구조가

‘인식적 모델’을 반영한다고 해석했다.

‘사회적 자아’의 언어작용은 인식의 대상이 언어로 표현될 때 이루어진다.

그런데 일상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인식의 대상은 모든 현상에서 존재하

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은 유식불교가 현상을 일상 언어로 표현되는 속세의

영역과 일상 언어를 초월한 진여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진

여의 상태가 왜 일상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지에 대해 ‘인식적 모델’에 의해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현 연구의 상황에서, 본 논

문은 유식불교 문헌을 분석하여 일상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영역과 일상

의 언어를 초월한 영역으로 구분되는 근거가 ‘식’의 분화여부에 있음을 제시

했다. 일상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은 ‘식’이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으로

분화되고 인식주체가 인식대상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진여의 경지는 주관과 객관을 초월한 경지로 정의된다. 이 논문은 진여의 상

태가 일상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이유가 진여의 경지에서 ‘식’의 분화가 발

생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인식적 모델’에 의해 설

명했다.

이 논문은 동양종교인 유식불교에 나타난 무아론적 양상이 서양의 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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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의에도 나타난다는 점을 논의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기구조주

의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근대이성주의를 비판했다. 예컨대 다윈의 진화론,

니체의 사상 그리고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관한 이론 등은 근대 이성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대응한 이론들이었다. 필자는 후기구조주의자들이 각각의

이론적 맥락에서 근대 이성론을 비판하고 있음을 보이고 그 이론들이 무아론

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밝혔다.



- 77 -

Ⅲ. ‘사회적 자아’ 간의 의사소통

1. ‘공동의 분별’과 의사소통

유식불교는 마음의 작용을 분석하여 현상을 해석했다. 유식불교에 의하면

인식주관이 인식대상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 분별하는 인식작용에 의해 현

상이 형성된다. 이 때 인식주관은 ‘개별적 자아’에 해당된다. ‘개별적 자아’는

개개인의 인식작용의 주체이다. 그런데 인간은 ‘개별적 자아’일 뿐만 아니라

타인과 관계를 만들어 가는 ‘사회적 자아’이기도 하다. ‘사회적 자아’는 인식

의 주체가 인식대상을 타인과 공유하는 과정에 의해 형성된다. 인식주체가

인식대상을 언어로 표현하여 타인과 의사를 소통하면서 ‘개별적 자아’는 ‘사

회적 자아’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별적 자아’가 ‘사회적 자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과정은 ‘명언훈습종자’에

의해 설명된다. ‘명언훈습종자’는 ‘알라야식’에 내재해 있으면서 ‘심상(心像)’을

형성하고 이것을 언어화한다. ‘알라야식’에 저장되어 있던 ‘명언훈습종자’가

발현됨에 따라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공동의 분별’작용에 의해 인식대상을 파

악한다. 그리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여 서로 의사를 소통한다. 이 작용에 의

해 ‘개별적 자아’는 ‘사회적 자아’가 된다.

본 논의에서는 ‘명언훈습종자’의 역할을 분석하여 ‘개별적 자아’가 ‘사회적

자아’로 변화되는 현상을 논의한다.137) 이어서 일상인과 보살이 각각 타인과

의사를 소통하는 과정을 논의한다. 일상인과 보살은 일상 언어로 자신들이

경험한 내용을 타인에게 표현한다. 하지만 의사소통의 이면에 작용되는 일상

인과 보살의 심리과정은 각각 다르다. 본 논의에서는 일상인과 보살의 심리

137) ‘개별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는 ‘알라야식’에 존재하는 ‘종자’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종자’는 인식주체가 ‘개별적 자아’로서의 역할

을 수행하게 한다. 반면 타인과 공유되어 있는 ‘종자’가 현현하여 인식주체가 형성되었을

때 그것은 ‘사회적 자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알라야식’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종자’ 가운데 현현하는 ‘종자’의 특성에 따라 ‘알라야식’은 ‘개별적 자아’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기도 하고 ‘사회적 자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 ‘개별적 자아’

에서 ‘사회적 자아’로의 변화라고 표현한 것은 특정한 A가 특정한 B로 완전히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 연관관계를 논리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표현

한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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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분석하고 그 차이점을 밝힐 것이다.

1.1 ‘개별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

1.1.1 ‘명언훈습종자’에 의한 언어작용

유식불교는 언어를 ‘언(言)’과 ‘명(名)’으로 구분한다. ‘언’은 음성으로 발화된

것을 말하고 ‘명’은 음성에 의해 표현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의미’하는 것

을 말한다. 개개인의 마음에 떠오른 ‘심상(心像, saṃjñā)’138)이 음성으로 발화

될 때 이것은 ‘언’으로 표현되고 ‘심상’ 그 자체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은 ‘명’

이라고 불린다. 섭대승론석(攝大乘論釋)은 ‘언’과 ‘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먼저 음성으로서 일체법을 가리키는 것이 언이 되고 후에 말을 하지 않고 직접

마음으로 앞의 음성을 원인으로 삼는[지향하는] 것이 명이 된다. 이 명은 분별을

[본래의]성질로 삼는다.139)

인용문에 의하면 ‘언’은 일체의 대상을 음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명’

은 말로 표현하지 않고 단지 마음으로 ‘심상’을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음

성으로 표현하기 이전에 마음으로 직접 ‘심상’을 떠올리는 것을 말한다. 마음

은 의미하고자 하는 바를 다른 것과 구별하여 ‘심상’으로 떠올려 그 ‘심상’을

대상으로 삼는다. 이것은 분별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 섭대승론석에서는
인식대상과 ‘명’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헤아리고 알고 깨닫고 보고 사유하는 것은 단지 언어에 의해 분별하는 것일 뿐

이지,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또한 반드시 명(名)에 의

138) ‘심상(心像, saṃjñā)’은 마음에 떠오른 대상을 말한다. 인식주체는 마음에 떠오른 ‘심상’을

다른 ‘심상’과 차별화시켜 그 자체의 의미를 부각시킨다. 그리고 그 대상[‘심상’]을 언어로

표현한다.

139) 攝大乘論釋(T31, 180b1-3), “先以音聲目一切法爲言, 後不發言直以心緣先音聲爲名, 此名
以分別爲性”(한글은 필자의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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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모든 법[대상]을 분별하기 때문에 의언분별이라고 말한다.140)

인용문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인식대상은 인식기관의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이것이 마음에 반영된 것이 아니다. 외부에 실재하는 사물이 우리

의 감각기관에 비춰짐으로써 인식작용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존재

하는 ‘명언훈습종자’가 현현하면서 생겨난 분별작용을 통해 인식작용이 발생

된다. 이 때 ‘심상’은 ‘식’이 변형된 것일 뿐이다.141)

그런데 ‘심상’이 마음에 떠오르는 현상은 저절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다. 어

떤 계기에 의해 ‘심상’이 나타나고 그것이 언어로 표현된다. 유식불교는 이

작용을 ‘명언훈습종자’에 의한 것으로 설명한다. ‘명언훈습종자’는 개념적 사

유작용을 일으키는 ‘종자’이다. 이 ‘종자’에 의해 마음에 나타난 ‘심상’이 개념

화되어 언어로 표현된다. ‘알라야식’속에 존재하던 ‘명언훈습종자’에 의해 형

상과 명칭 그리고 분별작용이 형성된다.142) 마음에 형상이 나타나고 그것에

개념이 부가될 때 마음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과 구별하는 작

용을 한다.

‘명언훈습종자’에 의해 ‘심상’이 언어로 표현되어 타인에게 전달되면서 언어

의 작용이 형성되는 과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마음에 나타난 ‘상’을 다

140) 攝大乘論釋(T31, 199b3-5), “意識覺觀思惟, 但緣言分別, 無別有義可緣. 又必依名分別諸
法故, 言意言分別”(한글은 필자의 번역).

141) 이것은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비추어서 설명할 수 있다. 사이버공간은 마음으

로 비유할 수 있고 사이버공간의 사진들은 ‘심상’으로 비유할 수 있다. 사이버공간의 사진

들은 가상의 존재이다. 사진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할 때 우리 앞에 나타난다. 전에 보

았던 사진은 다른 사진이 나타나면 사라진다. 유식불교는 우리의 마음에 나타난 영상 또한

사이버공간에 나타난 사진처럼 가상의 것으로 간주한다. 사진이 다른 사진으로 바뀌듯이

‘심상’은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때 다른 ‘심상’에 의해 대치(代置)된다.

142) 모든 ‘종자’를 언어활동에 의해 이식된 것으로 보는 것은 解深密經이래 유식사상에 일

관하는 공통된 견해이다. 다만 경론(經論)에 따라 그 표현이 다르다. 解深密經에는 ‘형상

ㆍ명칭ㆍ분별에 의해 나타나는 희론습기로 표현되며(解深密經, T16, 692b), 瑜伽論에는
‘일체의 종자식은 아득한 옛적부터 희론에 낙착(落着)하는(prapañca-rati) 훈습 때문에 생긴

일체종자 이숙식이다’(瑜伽論, T30, 279b)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顯揚聖敎論에는 ‘희

론훈습(戱論薰習)’(顯揚聖敎論, T31, 480c)으로, 大乘阿毘達磨集論에서는 ‘일체변행희론

추중(一切遍行戱論麁重)’(大乘阿毘達磨集論, T31, 685c)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표현

들을 통일한 것이 섭대승론의 ‘명언훈습습기’ 또는 ‘명언훈습종자’이다(攝大乘論釋,
T31, 398a19-398b18). 나중에 成唯識論에서 ‘명언습기’ 또는 ‘명언종자’(成唯識論, T31,
43b03-b06)라고 하여 이 개념이 ‘종자’를 나타내는 총칭이 되었다(요코야마 코우이쯔, 앞의

책, p. 139. 참조).



- 80 -

른 ‘상’과 구분하는 내면적 작용과 ‘심상’을 소리로 표현하여 타인에게 전달하

는 외면화 작용이 그것이다.

마음의 내면적 대상-‘심상’-명(名): 마음의 분별작용

‘명언훈습종자’의 현현- 
‘심상’의 외면화 소리 언(言)

<도식 3-1> ‘명언훈습종자’와 언어작용

앞의 도식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마음의 내면적 대상인 명(名)은 마음에 떠

오른 인식대상을 가리킨다. 명(名)은 아직 외부로 표현되지 않은 내적인 ‘심

상’을 의미한다. 생각은 하고 있으나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많은 이미지들이

그것이다. 예컨대 과거에 파리 몽마르뜨 언덕에서 보았던 광대의 모습을 떠

올리거나 그곳에서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화가들의 모습을 기억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내 앞에 그들은 존재하지 않지만 내가 경험했던 그들은 현재의

인식 속에 명확히 떠오른다. 이 내용을 음성으로 표현하지 않은 채 나는 그

모습을 눈앞에 그리면서 그 경험을 떠올린다. 유식불교에 의하면 이러한 심

상이 바로 명(名)이 된다. ‘심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단편적으로 떠오

르기도 하지만 하나의 이야기로 나타나기도 한다.143)

‘심상’이 언어로 표현되어 외면화되었을 때 우리는 그 ‘심상’을 타인과 공유

하게 된다. 외면화되는 과정은 언어주체와 언어주체 사이에서 형성된다. 즉

언어주체로서의 ‘알라야식’과 언어주체로서의 ‘알라야식’ 사이에서 이루어진

다. ‘알라야식’이 분화되어 만들어진 ‘심상’이 다른 ‘알라야식’에 의해 공유될

때 ‘사회적 자아’가 형성되면서 상호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이 때 ‘명언훈

습종자’는 인식주체로 하여금 마음에 내면화된 ‘심상’[명(名)]을 언어로 표현

[언(言)]하여 타인과 의사소통을 형성하게 하는 동인(動因)이 된다. ‘명언훈습

종자’의 현현에 의해 ‘공동의 분별’작용이 발생되면서 ‘사회적 자아’가 형성된

143) 이러한 ‘심상’은 ‘식’이 분화되어 형성된 것이다. ‘심상’은 마음이라는 스크린에 나타난 영

상이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영사기에 의해 필름이 스크린에 비추어지듯이 마음에 나타난

영상은 ‘종자’에 의해 ‘식’이 분화되어 형성된 것이다. ‘종자’에 내재해 있던 내용이 마음에

비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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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1.2 ‘개별적 자아’의 ‘사회적 자아’로의 변화 계기

우리는 마음에 나타난 영상이 잠시 머물러 있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

을 목격한다. 사라진 영상은 영원히 소멸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것은 우

리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

영상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되었던 그 내용

이 필요한 순간에 떠오른다. 예컨대 오래 전에 갔던 장소를 다시 찾아갈 때

가 있다.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 평소에는 그 장소가 거의 의식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은 의식에서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필요에 의

해 그 곳에 다시 가야 할 때 우리 인식의 영역 속에 그 기억이 생생하게 떠

오르는 경우가 있다.

유식불교는 이와 같은 현상을 ‘식’에 의거해서 설명한다. 유식불교에 의하

면 아무리 미세한 ‘식’의 작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흔적을 남긴다. 그 경험

은 ‘알라야식’에 ‘종자’의 형태로 저장된 후 인연이 무르익으면 인식의 영역에

명료하게 나타난다.144) 인식의 대상은 자신의 내부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타인에게 전달되기도 한다. 예컨대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타인과

공유한다. 음악가는 자신에게 나타난 영상을 소리를 통해 타인에게 표현한다.

화가는 그림을 통해 그의 마음속에 떠오른 ‘심상’을 표현한다. 이 행위를 통

해 우리는 음악가와 화가의 ‘심상’을 전달받게 된다. 개개인의 마음속에 떠오

른 이미지가 개인에 머물러 있지 않고 타인에게 전달됨으로써 그 이미지는

사회화된다.

마음에 떠오른 ‘심상’이 타인에게 전달되었을 때 타인이 그 ‘심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 합의된 규칙에 부합되는 언어로 ‘심상’을 표현했

을 때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때 ‘심상’은 이해된다. 이것은 ‘심상’을 분별하여 그것을 타인에게 표현

144) 攝大乘論釋(T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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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攝大乘論釋(T31, 119b21-23), “若唯識似塵顯現依止. 說名依他
性. 云何成依他. 何因緣說名依他. 從自熏習種子生故. 繫屬因緣不得自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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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음의 도식은 화자에게 떠오른 ‘심상’이 청자

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화자의 마음> <청자의 마음>

‘명언훈습종자’ = 심상→음성(글, 소리, 그림 등)→ 심상 = ‘명언훈습종자’로

의 현현 으로 표현 저장됨

공동의 분별

<도식 3-2> ‘심상’의 형성과 전달과정

도식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명언훈습종자’가 현현하여 나타난 ‘심상’은 이후

분석되고 차별화된다. 여기서 ‘심상’은 ‘알라야식’이 분화되어 형성된 인식대

상이라 할 수 있다. 인식주관은 분별작용을 통해 ‘심상’을 명료하게 개념화시

킨다. 그리고 그것을 음성, 글 또는 그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타자에게 전달

한다.145) 이 때 ‘심상’은 공동체 구성원에 의해 약속된 언어로 표현된다. 이

언어로 전달된 내용은 청자의 마음에 ‘심상’으로 떠올라 자신이 알고 있는 내

용에 부합시켜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을 밟는다.146) 이 과정에 의해 화자와

145) 사람들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심상’을 공유하거나 음악이나 그림을 통해 타인

과 ‘심상’을 공유한다. 또는 책을 쓰거나 강연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그들과 공유한다. ‘심

상’을 전달받은 사람은 내면화작용(‘심상’을 다른 대상과 차별화시키는 작용)을 통해 그 내

용을 이해한다. 내면적 ‘심상’이 타인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다양

한 매개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146) 瑜伽師地論(T30, 486b16-c03), “云何世間極成眞實. 謂一切世間於彼彼事隨順假立. 世俗串
習悟入覺慧所見同性. 謂地唯是地非是火等. 如地如是....以要言之. 此卽如此非不如此. 是卽如是

非不如是. 決定勝解所行境事. 一切世間從其本際展轉傳來. 想自分別共所成立. 不由思惟籌量觀

察然後方取. 是名世間極成眞實. 云何道理極成眞實. 謂諸智者有道理義. 諸聰叡者諸黠慧者. 能

尋思者能伺察者. 住尋伺地者具自辯才者. 居異生位者隨觀察行者. 依止現比及至敎量極善思擇

決定智所行所智事. 由證成道理所建立所施設義. 是名道理極成眞實”. 瑜伽師地論에 따르면

일상생활의 언어작용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만든 언어협약에 의해서 발생된다. 일상인들은

자신이 자라면서 익힌 언어관습에 맞추어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世間極成眞實). 한편 직접

지각, 추리, 가르침에 맞는 올바른 인식수단에 의해 바르게 분석하는 언어작용이 발생되기

도 한다(道理極成眞實). 유식불교는 공동체의 규칙에 부합된 언어를 사용할 때 의사를 전할

수 있다는 관점을 보이고 있다(高橋晃一, 菩薩地 眞實義品 から 攝決擇分中菩薩地 への

思想展開, TOKYO: THE SANKIBO PRESS, 2005, p. 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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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는 ‘심상’을 공유하게 된다.

공유된 ‘심상’은 화자와 청자의 마음에 형성된 ‘사회적 자아’의 공통대상이

다. 예컨대 음악가나 화가에 의해 표현된 예술작품은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다.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자아’는 예술작

품을 듣거나 본 후 그것에 대해 평가한다. 그리고 그것을 공론화한다. 그 결

과는 다시 예술가 및 그것을 감상한 사람들의 ‘알라야식’에 ‘종자’의 형태로

저장되기도 한다. ‘사회적 자아’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대상 즉 ‘공상’

은 ‘공동의 분별’작용을 다시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유식불교에 의하면 ‘공상’은 공통의 상(相)을 말한다.147) 공통의 상을 담지

하고 있는 ‘종자’는 여러 사람들이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을 공유(共有)하면

서 만든 결과물이다. 융의 ‘집단 무의식’처럼 오랜 시간 동안 공유해온 전통

이 이에 해당된다. 한국사회의 고유 전통인 추석 명절은 이것을 잘 설명해준

다. 가족이 모여 음식을 만들고 조상께 차례를 지내는 일은 한국인에게 익숙

한 관습이다. 이것은 한국인의 ‘집단무의식’ 속에 내재해 있는 전통이며 한국

인이 만들어낸 공통의 ‘종자’이다. 성탄절에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탄생을 축

하하고 즐기는 것 또한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공통의 ‘종자’이다. 전 인류가

걸어온 역사, 전 인류의 관념, 전 인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융의 ‘집단무의식’

과 유식불교의 ‘종자’는 인류의 보편적 성향을 담지하고 있다.

융이 ‘집단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보편적이며 일정한 형식을 지닌 ‘선재

하는 형식’을 ‘원형’이라고 정의하고, ‘원형’을 통해 인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을 유형화시켰듯이, 유식불교는 요가행자가 관찰하여 발견한 ‘알라

야식’을 제시했다. 유식불교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는 일체의 현상세

계는 무의식 차원에서 작동하는 우주적 에너지가 발현된 것이다. 심층의 무

의식적 에너지가 인간 각자의 개체적 차별성을 넘어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

문에, 현상의 모든 것은 분리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세계를 이룬다.

각각의 개체가 경험하는 각각의 세계가 모든 인류의 공통대상인 기세간(器世

147) 攝大乘論釋(T31, 178c26-179a9), “論曰. 共相者, 是器世界種子. 不共相者, 是各別內入種
子. 復次共相者, 是無受生種子. 不共相者, 是有受生種子. 釋曰. 本識與一切衆生同功能, 是衆

生所共用器世界生因. 復次共相是無受生種子者, 此本識是無覺受法, 謂外四大五塵等生因. 若無

如此相貌本識, 是器世界衆生同用因則不成. 不共相是各別內入種子者, 各別是約自他立, 境界不

同種類不同取相不同, 故言各別. 又約自爲內約他爲外 是內根塵等生因爲不共相. 是有受生種子

者, 此本識是有覺受法生因. 若無第二相貌, 衆生世界不得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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間)을 이루게 되는 것은, 개체의 심층에서 작용하는 각각의 ‘알라야식’이 궁극

적으로 전체현상을 이루는 하나의 우주적 마음의 현현이기 때문이다.148) 이

것은 중생(衆生)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종자’가 현현됨으로써 나타나는 것

으로 해석된다. ‘종자’에 의해 ‘식’이 분화됨으로써 인식주관은 우주적인 마음

이 되고 인식대상은 기세간이 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유식불교는 경험적

인 측면에서 인간의 마음을 분석하고 유형화함으로써 인류의 보편적인 성향

을 설명한다.

이상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명언훈습종자’가 발현됨에 따라 ‘심상’이 생겨

난다. 인간은 ‘심상’을 언어로 표현하여 타인과 ‘심상’을 공유하게 된다. 이 때

‘심상’은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공상’이 된다. 이것을 언어로 표현함으

로써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다. 이 과정을 통해 인간은 ‘사회적 자아’의 역할

을 수행하게 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알라야식’에 존재하는 ‘명언훈습종자’에 있다. ‘명언

훈습종자’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생각하고 행했던 결과물로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이 현현되면서 ‘심상’이 나타나고 ‘사회적 자아’는 ‘공동의 분별’작용을 일

으키게 되는 것이다. ‘공동의 분별’작용은 타인과 더불어 인식대상에 대해 판

단하는 작용이다. 이 결과는 이 결과는 다시 ‘종자’의 형태로 저장되어 다음

행위를 일으키게 된다.

‘명언훈습종자’의 현현 ➡ 인식의 대상 ➡ 공동체의 규칙(삶의 양식에 의

해 형성된 관행 및 규칙)에

부합되는 언어로 표현

<도식 3-3> 인식대상과 언어

148) 유식불교에 의하면 수행은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작용을 자각함으로써 자

아와 세계, 자아와 타자의 내적 연관성을 올바로 깨달으려는 노력이다. 수행자는 수행을 통

해 각자의 마음 심층에서 작용하는 우주적 무의식이 우주 현상의 근원임을 자각함으로써

제한된 현상(我와 法)에 대한 집착을 벗고 무한의 우주적 일심(一心)을 회복하고자 한다.

수행을 통해 개체의식에 의해 현상을 실체화시키는 작용이 멈추는 그 자리에서 식은 지혜

로 바뀌고 경(境)은 참된 법계(法界)로 드러난다(한자경, 유식무경, 서울: 예문서원, 2002,
p.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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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겐슈타인은 그의 후기이론에서 ‘삶의 양식’은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의

실천적 관행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언어를 습득하고 활

동하게 하는 준거의 틀로서 작용한다고 생각했다.149) 그는 언어는 공동체에

서 제시된 규칙과 부합함으로써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이행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즉 그는 우리가 따르는 언어의 규칙은 인식기

관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재에 의해 객관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체의 관행에의 부합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유식불교 또한 인식의 대상을 공동체의 규칙에 부합되는 언어로 표현할

때, 화자와 청자는 그 언어의 의미를 공유하게 된다고 본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명언훈습종자’는 공동체가 공유하는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명언

훈습종자’의 현현으로 형성된 인식의 대상이 공동체에서 인정되는 언어로 표

현될 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식주체는 ‘사회적

자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2 일상인과 보살의 의사소통 양상

일상인들은 분별작용을 통해 마음에 나타난 현상을 해석한다. 그들의 마음

작용은 ‘알라야식’에 존재하는 ‘종자’에 의해 비롯된다. 한편 유식불교에서 보

살은 최고 경지에 이른 자이다. 보살은 수행을 통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지

만 이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중생의 세계로 돌아와 그들을 깨달음의 세

계로 인도한다.

본 논의는 ‘식’의 분화 과정을 분석하여 일상인과 보살의 의사소통 양상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두 양상은 ‘사회적 자아’가 ‘명언훈

습종자’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을 보이지만, 사회적 관계를 일

으키는 심리적 동인과 그 형성과정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1.2.1 일상인의 의사소통

149)후기비트겐슈타인의 이론에 의하면 ‘삶의 양식’이란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공유한 가치관이

나 문화를 의미한다(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앞의 책, pp. 31-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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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은 대부분 언어를 통해 이루어진다. 공동체에 소속

된 구성원들은 그들이 습득해온 관습 및 규칙에 부합되는 언어를 사용하여

자기의 생각을 표현한다. 유식불교는 이 현상을 ‘알라야식’의 작용으로 설명

한다. 유식불교에 의하면 ‘알라야식’에는 개인의 사유내용이 저장될 뿐만 아

니라 공동체의 관습, 가치관 등이 저장된다. 이것은 ‘알라야식’에 번뇌종자의

형태로 저장되어 이후 일상생활의 인식세계를 형성한다. 유식불교는 ‘알라야

식’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제 8아리야식은 세 가지[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해탈의 성품으로서의 아리

야인데, 성불의 의미가 있다. 둘째는 과보로서의 아리야인데, 십팔계를 조건으로

한다. 그러므로 중변분별론의 게송에서 “감각기관과 대상과 나와 식은 본식(本識)

이 생기하여 저것처럼 사현한 것이다”라고 했다. 저 논서 등이 말한 것에 의하면

제8식은 십팔계를 조건으로 한다. 세 번째는 염오로서의 아리야식이다. 진여로서

의 대상을 조건으로 하여 네 가지의 비방을 일으키니 바로 법집(法執)이지만 인집

(人執)은 아니다.150)

인용문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알라야식’에 의해 형성된 인식의 세계는 18계

로 분석된다. 18계는 5가지 감각기관과 감각대상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생되

는 ‘식’과, 의근이 5식 및 기타 정신작용을 대상으로 하여 형성되는 제6식으

로 구성된다. 즉 18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감지할 수 있는 감관의

작용에 의해 생겨난다. 인식대상과 인식주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생겨난 분

별작용이 18계로 표현된다.

인식작용에 의해 생겨난 세계는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세계

즉 변계소집성의 세계이다. 이 세계는 우리가 매일 접하는 사이버공간으로

비유될 수 있다. 주지하듯 사이버공간은 가상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우리는

사진이나 음악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그

공간을 통해 그들의 활동사항을 접하게 되고 그들의 근황을 알게 된다. 이로

150) 解深密經疏(X21, 240b23-c3), “第八阿梨耶識, 自有三種. 一解性梨耶, 有成佛義. 二果報梨
耶, 緣十八界. 故中邊分別偈云. 根塵我及識, 本識生似彼, 依彼論等說, 第八識緣十八界. 三染

汙阿梨耶, 緣眞如境, 起四種謗, 卽是法執, 而非人執”(한글은 필자의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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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그들은 우리와 매우 친숙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사진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함에

따라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유식불교는 우리의 현실세계 또한 사이버공간처럼 가상의 세계라고 본다.

유식불교에 의하면 일상인들은 그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현상들이 실재한다고

여긴다. 그래서 그들은 그 대상에 대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을 일으킨

다. 때론 대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

만 사이버공간을 벗어났을 때 그 가상의 공간이 허상임을 깨닫게 되듯이 18

계에서 전개되는 현상은 깨달은 자의 눈으로 보면 진실한 세계가 아닌 가상

의 세계이다. 유식불교는 이 가상의 세계를 번뇌의 세계 즉 변계소집성으로

정의한다.151)

변계소집성의 세계는 일상인들이 자신의 욕망에 의해 대상을 파악하고 욕

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행하는 세계이다. 이러한 경향은 의사를 소통하는 과

정에 그대로 드러난다. 일상인들은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타인과

의사를 소통한다. 그들은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고

자 한다. 그리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한다. 이러한 현상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공급자와 그 물건을 사고자 하는 수요자 간에 이루어

지는 관계 속에서 보다 명확히 나타난다. 공급자와 수요자는 각각의 이익을

위해 서로 거래한다. 공급자는 물건을 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그가 원하는

151) 한편 유식불교는 ‘알라야식’에 청정의 세계로 갈 수 있는 힘 또한 존재한다고 본다. 인용

문에 제시되었듯이 ‘알라야식’은 번뇌의 ‘종자’를 담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해탈의 가능성

을 지니고 있다. 즉 ‘알라야식’에는 해탈할 수 있는 성질과 염오의 성질 모두가 담지 되어

있는 것이다.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성질과 염오의 성질은 ‘무루종자(無漏種子)’와 ‘유루종

자(有漏種子)’로 표현된다. 이 가운데 ‘유루종자’는 일상적인 인식작용의 결과가 ‘알라야식’

에 저장된 것을 표현한 개념이다. 유식불교에 의하면 깨달은 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받아

들일 때 ‘알라야식’에 존재하던 ‘유루종자’는 소멸되고 ‘무루종자’가 증가된다. ‘알라야식’은

‘종자’의 발현으로 인해 인식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지만, 다른 한편 ‘무루종자’를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탈의 가능성을 지닌 곳으로 간주된다. ‘알라야식’에 ‘무루종자’가

증가하는 현상은 새로운 지식이 자신의 것으로 되기까지의 과정으로 비유될 수 있다. 예컨

대 우리가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친구들과 대화를 함으로써 생소한 지식을 접하게 될

때, 새로운 지식에 대한 배경을 알고 있는 경우 우리는 비교적 쉽게 새로운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내 안에 쌓여 있던 지식과 새로운 지식이 논리적으로 연결될 때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깨달은 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부에 쌓여있는 ‘종자’ 즉 ‘무루종자’와 깨달

은 자의 이야기 즉 ‘정문훈습종자(正聞薰習種子)’가 잘 연결될 때 해탈의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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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이익을 취한다. 반면 수요자는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킨다. 이와 같은 사회적 관계는 모두 욕망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예는 일상인들이 의사를 소통하게 되는 심리적 요인과 그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상인들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심리과정은 각

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마음에서 출발한다. 이 관계는 욕망에 의한 ‘식’의 분

화과정으로 설명된다. 유루종자인 ‘명언훈습종자’의 현현에 의해 인식주관은

인식대상을 분별하여 이것을 언어로 표현한다.

공동의 분별작용


인식주관 → ‘사회적 자아’

‘명언훈습종자’의 -

현현(유루종자) 인식객관 → 공통의 인식대상


공동의 분별작용

<도식 3-4> 분별에 의한 일상인의 의사소통

앞의 도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루종자인 ‘명언훈습종자’의 현현에 의해

‘알라야식’은 둘로 나누어져 인식주관과 인식객관이 된다. 인식주관은 공통의

성향을 가진 ‘종자’의 발현에 의해 ‘공동의 분별’작용’을 일으켜 ‘사회적 자아’

가 된다. 이후 ‘사회적 자아’는 공통의 인식대상을 파악하는 ‘공동의 분별’작

용을 일으킨다. 그 작용의 결과는 다시 유루종자의 형태로 ‘알라야식’에 저장

된다.

유식불교에 의하면 이와 같은 인식의 과정은 의타기성에 의해 설명된다.

의타기성은 불교의 연기론을 심리적 측면에서 재해석한 것이다. 주지하듯 불

교의 연기론은 모든 존재가 독립적으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에 의존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교는 우주의 모든 사건을 결정

하는 신, 영혼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남

겨두지 않는 결정론과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난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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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점을 보인다.

중세의 신(神)중심적 사유 및 근세의 이성론적 사유는 실체에 의해 현상이

형성되었다는 형이상학을 전제로 한다. 이 사상은 인도의 우파니샤드사상에

나타난 브라흐만/아트만과 같이 현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근원자에 의해 존재

가 형성되었음을 설명한다. 하지만 연기론적 사유는 신 또는 브라흐만/아트

만과 같은 근원적 실체로부터 현상적 존재가 형성된다는 관점에 대해 비판적

이다. 현상적 존재는 다만 다양한 관계를 통해 형성되고 해체되면서 존재할

뿐이라는 관점을 제시한다.

같은 맥락에서 서양의 관계론적 사유는 존재를 관계적 구성물(relational

construction)로 본다. 현상을 구성하는 요소는 실체가 아니라 일시적인 성질

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여러 구성 요소들의 결합으로 인해 현상적 존재가

나타난다. 이 관점에 의하면 현상적 존재는 어느 순간 그 구성 성분들로 해

체된다. 이러한 구성과 해체의 과정이 현상 세계의 본질이다. 일체는 부단한

관계 짓기에 의해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된다. 이 관계론적 담론은 존재에

대해 불변하는 독자적 본질을 부여해온 서구의 존재론적 형이상학을 근원적

으로 비판하는 하는 입장을 제시했다.152)

이 관점은 유식불교의 의타기성이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다. 의타기성은 현

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실체에 의해 현상세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무아적

존재인 번뇌종자의 현현에 의해 모든 존재가 형성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원리

이다. 의타기성은 ‘알라야식’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자’가 여러 조건에 의해

현상적 세계를 만들어 낸다고 설명한다. 이 원리에 의하면 인식주관과 인식

대상 또한 홀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알라야식’에 의거해서 형성된 것이다.

‘알라야식’이 둘로 나누어져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이 형성되는 과정 모두 의타

기성의 원리로 설명된다.153)

152) 박경일, 무아윤회와 해체철학: 학제적 학문공동체 실험서설 , 동서비교문학저널 17호
(2007), pp. 170-171. 참조.

153) 유식불교에서 의타기성은 세속의 세계가 형성되는 원리일 뿐만 아니라 세속의 세계에서

진여의 세계로 변화되는 원리이기도 한다. 유식불교는 현상을 생사와 열반으로 구분하고

의타기성의 원리에 의거해서 두 세계의 차이를 설명한다. 윤회의 세계와 열반의 세계는 의

타기성의 두 측면이다. 분별과 집착에 의해 생겨난 세계는 의타기성의 오염된 측면이며 번

뇌가 사라진 청정한 상태는 의타기성의 청정한 측면이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 열반의 상태

에 이르는 과정 또한 의타기성으로 표현된다(攝大乘論本, T31, 148c15-18, “此中生死謂依
他起性雜染分, 涅槃謂依他起性淸淨分, 二所依止, 謂通二分依他起性. 轉依謂卽依他起性, 對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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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식불교에 의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과 더불어 살고 있는 중생

들은 현상의 세계가 의타기성의 원리에 의해 형성되고 소멸된다는 사실을 통

찰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인식대상에 대해 집착하고 그것을 소유하려는 욕

망을 일으킨다. 그리고 인식된 대상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일상의 세계는 인식주관이 인식대상을 분별하고 고착화시키

는 현상이 항상 발생되는 세계가 되는 것이다. 유식불교에 의하면 이와 같은

세계에서 일상인들은 자신의 욕망에 의해 타인과 의사소통을 형성하는 것이

다.

1.2.2 보살의 의사소통

유식불교에 의하면 보살의 경지는 수행에 의해 도달된 가장 이상적인 경지

이다. 본 논의에서는 수행을 통해 보살에 이르기까지 마음이 변화되는 과정

즉 마음이 질적으로 변화되는 ‘전의(轉依)’ 경험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타

인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보살의 심리과정을 논의해보기로 하

겠다.

解深密經에서는 마음을 폭포수로 비유한다.154) 이 경전은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더라도 ‘알라야식’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자’들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이 내용에 의하면 마음은 고요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찬 물처럼 끊이지 않고 흐르며 아무리 미세한 작용이 발생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감지한다. 다만 이 현상이 자각되지 않을 뿐이다. 유식

불교는 수행을 통해 ‘식’이 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본다.

‘전의(轉依)’155)는 심층에 존재하는 ‘식’이 질적으로 변화되는 현상을 표현한

개념이다. 이것은 유식불교의 특징을 보여주는 개념으로서, 인식의 전환 즉

변계소집성에서 원성실성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유식불교는 인식대상과 그

것을 파악하는 인식주체가 영원한 실체가 아님을 통찰할 때 개념에 의해 형

起時轉捨雜染分轉得淸淨分”).

154) 解深密經(T16, 692c22-23), “解深密經說, 阿陀那識甚深細, 一切種子如瀑流,　我於凡愚不
開演,　恐彼分別執爲我”.

155) ‘전의’는 ‘알라야식’이 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분별하고 집착하는 인식의 상태

에서 세속적 분별이 완전히 사라져 청정한 상태로 변화됨으로써, 존재 그 자체가 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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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집착의 세계는 소멸되고 분별이 없는 승의(勝義)의 세계가 나타난다고

본다. 즉 의타기성의 본래 모습을 통찰하게 되면 해탈의 세계인 원성실성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 때 원성실성은 홀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변계소집성에

의거해서 의타기성의 원리를 통찰할 때 나타난다고 유식불교는 제시하고 있

다. 攝大乘論本에서는 청정한 의타기성이 나타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

사하고 있다.

모든 법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대략 5가지가 있음을 알아야한다. 그

가운데 하나는 전의라는 특징이다. 이것은 일체의 장애가 되는 오염된 의타기성을

소멸시켜 일체의 장애로부터 벗어나 법에 대해 자유자재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청정한 의타기성이 현전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156)

인용문에 의하면 ‘알라야식’에 존재하던 오염된 종자가 청정한 종자로 변하

게 되고 이후 ‘종자’는 완전히 소멸된다. 유식불교는 이 순간을 ‘전의’ 개념으

로 표현한다. 마음은 ‘전의’ 경험을 통해 번뇌에 물든 의타기성(변계소집성)에

서 청정한 의타기성(원성실성)으로 변한다.

유식불교는 자신의 존재를 질적으로 변화시켜 해탈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번뇌장과 소지장을 끊음으로써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자 한

다. 수행자는 아(我)와 법(法)이 아공(我空)과 법공(法空)임을 깨닫게 될 때

번뇌장과 소지장이 소멸되는 ‘전의’ 경험을 하게 된다. 유식불교는 이 전환이

요가수행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것은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하고, 바

른 지혜를 일으켜서 대상을 통찰하는 지관(止觀)의 행(行)에 의해 이루어진

다.

유식불교에 의하면 이와 같은 수행은 정법(正法)을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

진리의 세계(法界)에서 흘러나온 교설을 경청하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근원

적으로 사유하게 되면서 초세간적인 지식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진실의 세계

에서 흘러나온 정법을 듣게 되면 ‘정문훈습(正聞薰習)종자’가 생겨나게 된다.

156) 攝大乘論本(T31, 149b1-4), “諸佛法身以何爲相. 應知法身略有五相. 一轉依爲相, 謂轉滅
一切障雜染分依他起性故, 轉得解脫一切障於法自在, 轉現前淸淨分依他起性故”(한글은 필자의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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攝大乘論은 수행에 의해 유루종자로 구성된 ‘알라야식’에 청정한 종자[무

루종자]가 증가하고 번뇌의 종자[유루종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우유와 물이

혼합된 상태로 비유한다. 우유를 유루종자로 비유하고 물을 무루종자로 비유

해서, 수행이 진전됨에 따라 유루종자가 소멸되고 청정한 무루종자가 증가됨

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것은 유루종자와 무루종자가 서로 점감점증(漸減漸增)

의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정문훈습종자’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번뇌를 담

고 있는 ‘알라야식’은 점점 감소됨을 보여준다.157)

개념적 분별작용이 그치고 주관과 객관[能所]의 구별이 없어진 상태로의

전환이 가능한 것은 일상경험의 세계[변계소집성의 세계]와 깨달음의 세계

[원성실성의 세계]가 동일한 장, 즉 다른 것에 의존하여 본연의 모습을 하고

있는 세계[의타기성의 세계]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동일한 장에 다른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범부에게도 깨달음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 세 가지 세계

는 각기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세계가 세 가지 측면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 동일한 세계란 인연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순수한 의타기

를 기반으로 한 세계일뿐이다. 그러한 의타기의 세계가 일단 범부의 눈에 들

어오는 순간 의타기는 변계소집의 허망분별된 세계에로 이끄는 현상세계의

동인이 됨과 동시에 현상세계 그 자체(변계소집성의 세계)로 전개된다. 반면

깨달은 자의 눈에는 허망분별이 제거되어 순수한 의타기로서의 원성실성의

세계로 전환된다.158)

157) 유루종자(無漏種子)의 소멸과정은 세속과 승의, 변계소집성과 원성실성과의 연관 속에서

설명된다. 유식불교는 ‘알라야식’의 질적인 변화를 통해 세속[변계집성]에서 승의[원성실성]

로의 변화를 설명한다. 두 세계 즉 세속과 승의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지만 세속에서 승

의로의 변화는 ‘알라야식’이라는 기체를 통해 경험된다.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攝大乘
論은 ‘알라야식’을 우유와 물이 섞인 상태로 비유한다. 이 방법은 동일한 공간에서 무루종

자와 유루종자가 함께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攝大乘
論(T31, 117b1-4), “若本識與非本識共起共滅. 猶如水乳和合 云何本識滅非本識不滅. 譬如於

水鵝所飮乳猶如世間離欲時. 不靜地薰習滅. 靜地薰習增. 世間轉依義得成. 出世轉依亦爾”).

158) ‘전의’와 ‘삼성’(변계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과의 관계는 ‘일체가 무자성’이라는 대승

불교의 ‘공’사상에 기반을 둔다. 이것은 유식학적 개념인 ‘삼무성’(상무성(相無性) 생무성(生

無性) 승의무성(勝義無性))과 관련해서 설명된다. ‘상무성’이란, 변계소집성이 본래 자성이

없고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변계소집성은 망심(妄心)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서 무

상한 것임을 상무성(相無性)으로 표현한다. ‘생무성(生無性)’은 모든 존재가 인연에 의해 생

겨나는 것이 때문에 그 내용에는 자성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인연에 의해 형성된 사물은

변화하며 흩어지는 존재이므로, 인연에 의해 형성된 개체(의타기성) 그 자체에는 자성이 없

음을 의미한다. ‘승의무성(勝義無性)’은 원성실성의 진리를 더욱 확실히 나타내는 개념이다.

원성실성은 인연에 입각해서 형성된 의타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를 불즉불리(不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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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식불교에 의하면 수행자는 수행을 통해 언어와 대상을 고찰함으로써 대

상에 부여된 명칭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만들어진 것이고 명칭에

대응하는 대상 또한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본다. 이를 증득하게 되면 대상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대상을 파악하는 주체도 실재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이로 인해 거울에 사물이 나타나듯이 모든 존재의 실상이 마음에 나타나 모

든 존재는 단지 표상일 뿐임을 체득한다. 이후 자기의 존재근거가 완전히 전

환되는 ‘전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자타불이(自他不二)의 경지에 이른다.159)

不離)의 관계라고 일컫는다. 진여는 근본무분별지의 대상이 되는 뛰어난 진리이며 그것은

모든 것의 참된 본질이기는 하나 어떤 특정의 성질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我ㆍ法에 집착하

지 않는 허공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이 설명은 삼성의 본성 그 자체도 ‘공’하다는 사실이

‘전의’경험을 통해 입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전의’경험에 의해 일체가 ‘공’하다는 사

실을 증득할 때, ‘삼성’ 그자체도 공함을 깨닫게 됨을 설명하기 위해 ‘삼무성’개념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成唯識論, T31, 47c24-48b11 참조).
159) 유식불교는 수행의 과정을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成唯識論(T31, 48b11-49a22), “何
謂悟入唯識五位. 一資糧位. 謂修大乘順解脫分. 二加行位. 謂修大乘順決擇分. 三通達位. 謂諸

菩薩所住見道. 四修習位. 謂諸菩薩所住修道. 五究竟位. 謂住無上 正等菩提”). 우선 제1단계

인 ‘자량위(資糧位)’는 길고 긴 수행을 하는 동안 재산이 될 양식을 저장하는 계위이다. 成
唯識論에 의하면 불도를 닦는 과정에서 재산이 되는 것은 복(福)과 지혜(智慧)이다. 그것

은 6바라밀 등과 같은 기초적인 수행을 닦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제2단계인 ‘가행위(伽行

位)’에서는 근원적인 사유가 시작된다. 앞의 기초적인 수행에 의해 상당한 단계에 도달되

면, 이제까지 해왔던 수행을 더욱더 진전시켜 진여를 증득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이 과정에

의해서 출세간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음속에 생긴다. 이 단계는 다시 4단계

로 세분화된다. ‘난위(煖位)’, ‘정위(頂位)’, ‘인위(忍位)’, ‘세제일법위(世第一法位)’가 그것이

다. 이것은 네 가지 심사관(四尋思觀)과 네 가지 여실지관(四如實之觀)에 의해 이루어진다.

네 가지 심사관은 명칭ㆍ대상ㆍ자성ㆍ차별은 가설적 존재이며 실재하는 것이 아님을 관찰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네 가지도 ‘식’을 떠나 존재하지 않고, ‘식’도 아니며 실재도 아님을

사실 그대로 두루 아는 것을 여실지(如實智)라고 일컫는다. 유가사들은 유식관(唯識觀)을

실천함으로써 ‘이 세계는 단지 ‘식’의 표상(表象)이며 외계에는 어떤 실재도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체득해 간다. 이 ‘표상’만을 체득하기 위해 먼저 외계의 대상이 실재하지 않는

것, 나아가서는 대상이 실재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파악하는 인식주체도 또한 실재하지 않

음을 요득(了得)한다. 명상 속에서 유가사들은 대상과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와의 관계를 단

서로 하여 ‘이 세계는 표상뿐인 것’임을 증득하려고 한다. 이 언어와 대상에 대한 고찰이

제2단계인 ‘가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난위’에서는 처음으로 인식대상이 마음이 변화되어 형성된 것임을 관찰한다. 즉 인식

대상은 가설된 것이며 실재하지 않음을 관한다. 다음의 ‘정위’에서는 거듭해서 인식대상은

모두 마음의 전변에 의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가설적인 존재이며 실재하지 않음을 관한

다. 즉 ‘인식대상은 환(幻)과 같아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본다. ‘인위’

에서는 인식대상이 실재하지 않으며 인식주체도 실재하지 않음을 통찰하게 된다. 이후 ‘세

제일법위’에서는 인식대상과 인식주체가 모두 공(空)함을 거듭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가

행위’는 진실로 참다운 유식의 도리를 깨우친 상태가 아니라고 정의된다. ‘가행위’에는 아직

인식적인 속박[상분(相分)이 견분(見分)을 속박하는 것, 상박(相縛)]과 잠재적으로 ‘알라야

식’에 존재하는 유루종자에 의한 속박(추중박(麤重縛))이 존재한다. 제3단계인 ‘통달위(通達

位)’는 무루지(無漏智)를 얻어 진여의 진리를 체득하게 되는 단계이다. 인식주체와 인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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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수행의 과정을 통해 도달된 보살은 부처의 경지에 머물지 않고 윤

회의 세계로 돌아와 중생을 제도한다. 보살은 개인의 해탈에 머물지 않고 타

인과 더불어 깨달음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살은 그의 경험을 언어

로 표현하여 타인을 해탈로 인도한다. 이 과정에서 보살과 중생 사이의 의사

소통의 문제가 주목된다. 보살은 중생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자아’로서의

역할을 행한다. 그런데 보살은 중생이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

과는 다른 인식의 상태를 보인다. 우선 보살의 인식과정의 변화 양상을 살펴

보기 위해 진여와 일상 언어 간의 관계를 논의하기로 하자.

보살지 (BoBh 27,1ff)는 언어와 唯事와의 관련성에 대해 모든 현상과 사물은

단지 명칭(prajñaptimātra)에 불과하다고 설한다. 이 설명에 따르면 사물은 일상적

명칭이나 철학적 명칭을 통해 그들에게 귀속된 것을 자신의 성질(자성)로 하지만

이것은 실재성과 상응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신체는 보여지는 것으로서의 자신의

성질을 다만 일반적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만 가질 뿐 자체적으로 실제로 갖는 것

은 아니다. 물론 이런 설명은 보살지 에만 독특한 것이 아니고 나선비구경의
유명한 수레의 비유를 통해 이미 잘 알려진 것이다. 그러나 보살지 의 고유한 점

은 명칭은 그에 대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가치하다고 설해지지만, 이것은

vastu가 전적으로 비존재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

근저에 하나의 공통적 불가언설적 실재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설적 존재로서

의 물체나 관념 등은 비존재하지만 이런 언어적 표현이 관련되는 사실적 근거로서

의 vastu는 존재한다. 다만 사물의 진실존재로서의 이 근거는 명칭에 귀속되는 존

재가 아니며 따라서 불가언설적인 것이다.160)

상에 대한 구별을 떠나 모든 희론(戱論)을 끊는 단계이다. 즉 근본무분별지를 체득하여 유

식의 진실한 성격을 깨닫게 되고, 이 후 후득지를 체득하여 유식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 실

재와 모습(현상)의 진실에 통달하게 된다. 제4단계인 ‘수습위(修習位)’는 세계의 진실을 깨

달았다 하더라도 아직 무명과 번뇌의 습기(習氣)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은 결코 아

니라고 보는 단계이다. 따라서 다시 무분별지를 닦아 마음을 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계속해서 수행을 진전시킨다. 제5단계인 ‘구경위(究竟位)’란 의지할 바의 전환(轉換, 전의)이

며 붓다의 경지로 깨달아 들어가는 경지이다. 자기의 존재근거를 완전하게 전환하여 살아

있는 모든 것과 평등한 입장이 되는 단계이다. 자리ㆍ이타를 원만히 이루는 경지이다(竹村

牧男, 유식의 구조, 정승석 역, 서울: 민족사, 1991, pp. 155-156. 참조; 成唯識論, T31,
48b20-49a22, 참조).

160) 안성두, 유가행파(瑜伽行派)에 있어 견도(見道)(darśana-mārga)설(說)(1) , 인도철학
12호 (2003), pp. 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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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안성두는 보살지 에서 논의된 언어와 대상의

관계를 분석한다. 그는 보살지 에서 진여는 언어를 초월한 경지 즉 일상 언

어에 의해 표현될 수 없는 경지로 묘사되고 있다고 기술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진여의 경지는 언어로 표현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

은 아니다. 따라서 그 경지는 불가언설적 실재성으로 표현된다.

필자는 진여의 경지가 일상 언어를 초월한 영역이라고 정의되는 이유는 다

음과 같은 사실에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이 논문에서 논의한 바에 의하면

일상 언어의 작용은 인식주관이 인식대상을 파악하고 이것을 언어로 표현할

때 생겨난다. 이 때 인식주관과 인식대상은 ‘알라야식’이 분화되어 형성된 것

이다. 이 맥락에서 볼 때 일상 언어를 초월한 경지는 인식주관이 인식객관을

언어로 표현하는 일상 언어의 작용이 발생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

다. 즉 진여의 영역에서는 일상 언어작용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식’의 분화

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 경지는 일상 언어를 초월한 영역으로 일컬어지

는 것이다.

한편 보살은 언설을 초월한 무분별지의 경지를 경험한 후 다시 자신이 경

험내용을 자각하는 후득지를 체득하게 된다.161) 보살은 후득지를 증득하면서

무분별지에서 경험한 내용을 기억하고 그것을 중생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 이 현상은 보살이 인식작용을 다시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경험내용을 대상으로 그것을 기억하는 작용은 인식주관이

인식객관[무분별지에서 경험한 내용]을 파악하는 작용으로 볼 수 있다. 이 논

문은 이것을 주객의 재분화라고 칭한다.

일상인의 마음 (분별) ➡ 무분별지 ➡ 후득지

주객의 분화 주객의 초월 주객의 재분화

언어의 대상 존재 언어를 초월 언어의 대상 존재

<도식 3-5> 보살에 이르는 인식과정

161) 攝大乘論釋(T31, 244a10-11), “論曰. 無分別後智有五種. 謂通達憶持成立相雜如意. 顯示
差別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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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화에 의해 형성된 인식대상은 일상인들이 경험한 것과 질적으로 다르

다. 일상인들이 파악한 내용은 주지하듯 욕망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반면 보

살이 파악한 내용은 욕망이 사라진 청정한 상태에 관한 것이다. 무분별지의

상태에서 본 진여의 경지이다.162) 보살은 무분별지의 삼매상태를 나와서 ‘나

는 이와 같이 통달했다’는 자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자각한 내용을 상세히

고찰한다. 그는 이 내용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가르침으로 정립하게 된다.163)

즉 보살은 자신이 자각한 내용을 일상인들에게 언어로 표현한다. 이를 통해

보살은 중생을 해탈로 인도한다. 이 경지에 이르기까지의 심리과정을 구조적

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일상인의 분별 ➡ ② 무분별지

주객의 분화 주객의 초월

⓶ 무분별지 ➡ ③ 후득지

주객의 초월 주객의 분화

<도식 3-6> 보살의 인식과정에 나타난 인식주관과 인식객관

도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상인들의 인식작용은 대상에 대한 분별에 의해

이루어진다. ‘식’의 분화에 의해 형성된 인식주관은 인식대상을 다른 대상과

구분하고 그 대상에 대해 집착한다. 한편 수행을 통해 도달된 ②무분별지의

경지는 ①분별작용이 사라진 상태이다. ‘식’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

관과 객관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일상 언어의 작용을 초월한다. 이로 인해

진여의 경지는 존재하되 그 경지는 일상 언어로 표현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다.

162) 攝大乘論釋(T31, 244a11-22), “釋曰. 此五約事有差別. 後得智以能顯示爲性. 此中顯示以
覺了爲義. 由此智於通達後時. 顯示如此事. 云我於觀中知見如此如此事. 故稱通達顯示. 由此智

出觀後時. 如所通達憶持不退失. 故稱憶持顯示. 由此智如自所通達. 能立正敎令他修行. 故稱成

立顯示. 由此智菩薩如先緣一切法爲境. 謂如先雜境界智觀察此境. 由此觀察卽得轉依故. 稱相雜

顯示. 由此智菩薩已得轉依. 如菩薩所思欲. 如意皆成. 謂於地等諸大. 轉爲金等故. 稱如意顯

示”.

163)長眉雅人, 攝大乘論-和譯と註解.下 (東京: 講談社, 1982), p. 2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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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은 무분별지를 넘어선 ③후득지를 증득하면서 자신이 본 영역을 자각

하게 된다. 보살이 자각한 내용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알라야식’이

다시 분화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보살은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인식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언어의 작용이 다시 시작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보살은 자신이 무분별지의 경지에서 통찰한 내용을 중생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된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중생을 해탈로 인도

한다. 보살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타인과 관계를 맺되 집착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대상에 대해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과

자유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산티데바(Shantideva, 寂天, 8C)의 입보리행론은 보살이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 그들이 행위의 근거로 삼는 두 가지 심리적 원리를 정립시킨

다. 하나는 자타의 동일성에 의거한 행동이며, 다른 하나는 자신의 즐거움을

타인의 고통과 교환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이다.164) 모든 사람은 자신과 마찬

가지로 행복을 바라고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 따라서 보살은 자신을 보호하

듯이 타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살은 자기중심적으로 세계를 보는

대신에 타인 중심적인 관점에서 자타의 동일성을 인식한다. 이러한 교환이

가능한 것은 보살은 모든 법에 정해진 자성이 없다는 사실을 통찰했기 때문

이다. 산티데바는 이것을 자타의 동일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타인을 이롭

게 하려는 보살의 행동에 적용시켜 설명한다.165)

이러한 보살의 심리적 상태는 언어에 반영되어 중생과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보살은 열반과 윤회의 세계에 대해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중생을 해탈로 인도하는 행위를 자발적으로 한다.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집착과 분별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과 타인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생각을 통해

보살은 분별심이 없는 자비의 마음을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생의

관점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보살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유식불교는 보살이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분석함으로써 대

164) 산티데바, 입보리행론역주, 최로덴 역주 (여수: 하얀연꽃, 2006), pp. 313-314.

165) 산티데바, 앞의 책, pp. 3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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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불교의 근본사상을 제시한다.

보살행위의 위계성을 제시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는 자리(自利)보다는 이타적인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행동한다. 둘째는 즐거

움보다는 중생에 이익이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 셋째는 현생에 관련된

것보다는 내생에 관련된 것을 그리고 내생에 관련된 것보다는 열반이나 해탈

과 관련된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행한다.166) 보살이 상황을 해결하는 기준

가운데 가장 우선을 두는 것은 이타성이다. 이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우선시 하는 마음이다. 보살은 중생에 이익이 되는 것 그리고

열반이나 해탈과 관련된 것을 우선순위에 둔다. 이 기준에 의해 보살은 중생

과 의사를 소통한다.

보살과 중생 사이의 의사소통은 보살의 자비심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

다. 보살은 자신이 깨달은 바를 정립하여 그것을 중생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자이다. 그는 진리의 세계를 중생들에게 전달한다. 이 과정은

스승이 제자를 인도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제자가 스승으로부

터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성장해가듯 중생은 보살의 가르침을 듣

고 해탈의 경지로 한 걸음씩 나아간다.

주지하듯 보살과 중생의 심리적 상태는 동위의 선상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없다. 보살은 자타(自他)가 공(空)함을 체득했기 때문에 집착이 일어나지 않

는다. 반면 중생은 욕망에 따라 움직인다. 보살은 자비의 마음으로 중생의 심

리상태를 통찰하고 중생이 해탈에 이르도록 진리를 전달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보살은 자신보다는 타인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중

생이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과 달리 보살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중생을 돕기 위해 관계를 맺는다. 또한 보살은 타인과 관계를 맺

으면서도 분별하고 집착하지 않는다. 이미 열반과 윤회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타인을 인식할 때도 분별심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중생은 매순간 분별과 집착에 의해 마음이 작용된다고 볼 수 있다.

보살과 중생의 차이는 ‘사회적 자아’의 작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

다. 중생은 주관에 의해 파악된 ‘심상’을 사회적 규칙에 부합되는 언어로 표

166) 안성두, 보살윤리의 성격과 그 기준 -보살지를 중심으로- , 인도철학 21호 (2005),

pp. 1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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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함으로써 타인과 의사를 소통하면서 ‘사회적 자아’의 작용이 형성된다. 이

때 ‘사회적 자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한다. 반면 보살은 중생과 달

리 무분별지와 후득지를 체득함으로써 인식의 변화과정을 경험한다. 보살은

주관과 객관을 초월한 무분별지에서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객관화시킬 수 있

는 후득지의 상태에 도달한다. 이를 통해 보살은 중생과 달리 생사와 열반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심리적 상태에서 중생과 의사를 소통하는 ‘사회적

자아’의 작용을 일으킨다. 이러한 경험은 타인을 우선으로 하는 행동으로 이

어지게 한다.

2. ‘사회적 자아’의 의사소통의 원리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관습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그들의 생각

을 언어로 표현한다. 유식불교에 의하면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습득된 내용

은 ‘명언훈습종자’의 형태로 구성원 각자의 ‘알라야식’에 저장된다. 이후 ‘명언

훈습종자’의 현현에 의해 형성된 인식주관은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적 자아’로 변화된다. ‘명언훈습종자’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의 분별’

작용을 통해 타인과 의사를 소통하는 계기이자 그 결과가 저장된 것이다.

유식불교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내용을 ‘명언훈습종자’로 해석한

것에 비해 후기비트겐슈타인은 같은 현상에 대해 이것을 ‘생활양식’ 개념으로

표현한다. 후기비트겐슈타인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부분을 본능적인

면과 사회 문화적인 측면으로 구분해서 설명했다.167) 유식불교와 후기비트겐

슈타인의 이론은 각각의 이론적 맥락에서 현상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두 이론은 언어의 대상이 실체임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두 이론은 언어와 대상의 문제를 구조적 일치의 문제로 해석하지 않

고 언어가 공동체 사회 속에서 합의된 규칙에 부합될 때 그 언어는 의미를

갖는다는 입장을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인도 후기논리학자들은 언어와 대상간의 관계를 ‘타의 배제’

원리로 해석했다. ‘타의 배제’ 원리는 언어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이외의

것에 의해 부정됨으로써 그 언어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이

167) 이명현, 언어의 규칙과 삶의 형식 , 철학 32호 (1989), p.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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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는 언어와 대상간의 독자적인 관계에 의해 언어가 의미를 갖는 것이 아

니라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본 논의는 ‘사회적 자아’의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언어의 작용에 초점을 둔

다. 언어작용의 원리는 언어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주체 및 그들이 소속된

공동체에서 통용되고 있는 규칙을 고려할 때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이 논문은 유식불교와 후기비트겐슈타인 그리고 인도 후기논리

학자들이 논의하고자 했던 언어주체 간의 상호작용의 원리를, ‘명언훈습종자’

와 ‘생활양식’ 그리고 ‘타의 배제’ 원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2.1 ‘생활양식’과 ‘명언훈습종자’의 상관관계

2.1.1 비트겐슈타인의 ‘생활양식’과 유식불교의 ‘명언훈습종자’

주지하듯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와 실재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언어의 본질

적인 문제를 밝히고자 했다. 그가 초기에 제시한 이론에 의하면 언어는 실재

를 반영한다.168) 실재는 우리의 인식기관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인식 기

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언어는 다만 그것을 모사하는 그림일 뿐이

다.169) 이와 같은 생각은 논리실증주의자들이 언어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

각이었다. 그들은 언어의 의미는 언어가 실재하는 대상을 그대로 반영할 때

성립된다고 보았다.

논리실증주의자의 이론에 의하면 언어는 검증이 가능할 때 의미를 갖는

다.170) 즉 외부에 실재하는 대상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을 때 그 언어는 의

미를 부여 받는다. 그래서 논리실증주의자들은 검증가능성의 원리를 통해 언

어의 유의미성을 결정했다. 그들은 종교언어나 형이상학적 언어는 검증될 수

없기 때문에 의미 있는 언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171) 그들은 검증이 가능한

과학언어만이 유의미하다고 보았다. 전기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이기도 한 논리

168)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논리-철학 논고, 이영철 옮김 (서울: 책세상, 2010), p. 25.
169)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앞의 책, p. 30.

170) J. O. 엄슨, 分析哲學-양차세계대전 사이의 발전 과정, 이한구 옮김 (서울: 종로서적,

1988), p. 94.

171) J. O. 엄슨, 앞의 책, pp. 105-1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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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주의자들의 견해는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조지 린드벡에 의해 ‘인식

적-명제적 모델’로 정의되었다. 이 모델은 언어로 표현된 명제는 실재를 반영

한다고 정의한다. 언어는 단지 인식기관의 외부에 실재하는 사태를 모사함으

로써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본다.

반면 후기비트겐슈타인은 논리실증주의자들이 언어와 실재와의 관계만을

주목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주체의 문제를 도외시했다고 비판한다.172) 후기비

트겐슈타인은 언어를 사용하는 주체를 떠나서는 언어에 대해 제대로 설명될

수 없다고 보고 언어와 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주체의 문

제에 주목했다.173) 이 과정에서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이 강조된다. 언어의 의

미는 언어가 표시하는 대상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에 따

라 달라진다는 관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후기비트겐슈타인의 이론에 의하면 언어는 각 공동체마다 사용되는 의미가

약간씩 다르다. 그렇지만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개

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서로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듯이 언어 또한 그

러하다. 예컨대 ‘공(ball)’이라는 개념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자. ‘공’에는

축구공, 배구공, 야구공 등과 같이 다양한 ‘공’이 존재한다. 각 게임에 사용되

는 ‘공’은 크기 및 색 그리고 ‘공’의 표면 또한 다르다. 하지만 ‘공’은 운동하

는데 사용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이 예에서 나타나듯이

후기비트겐슈타인은 언어에 대응하는 본질적인 이데아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

았다.

후기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의미는 언어가 사용되는 공동체 속에서 논의되

어야 한다고 보았다.174) 그는 언어 사용자인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

는 가치관 및 관습을 고려해서 언어의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 것이다. 이 맥

락에서 ‘생활양식(life form)’이라는 개념이 후기비트겐슈타인의 이론 속에 등

장하게 된 것이다. 후기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언어는 더 이상 단순한 소리

나 기호의 집합이 아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삶속에서 제 역할을 하는 하나의

언어 행위로 이해된다.175)

172) 서정선․정대현 편역, 비트겐슈타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0), p. 120.

173) 서정선․정대현 편역, 앞의 책, p. 121.

174)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앞의 책, pp. 39-40. 참조.

175) 이승종, 생활양식과 언어게임 , 철학적 분석 12호 (2005),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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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은 오직 전투에서의 명령들과 보고들로만 이루어진 어떤 한 언어를 쉽게

상상할 수 있다.-또는 오직 물음들과 긍정 및 부정의 표현으로만 이루어진 어떤

한 언어를, 그리고 다른 무수한 언어들을,- 그리고 어떤 하나의 언어를 상상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삶의 양식을 상상하는 것이다.176)

인용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후기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언어는 언어가 사

용되는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된다. 언어의 의미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공동체의 규칙과 언어를 사용하는 주체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하나의 개

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이 생겨난 배경과 그 개념을 사용한 언어의

주체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언어의 의미가 언어를 구성하는 체계와

그것이 사용되는 상황 즉 맥락 속에서 규정된다는 것을 말한다. 언어의 주체

가 공동체 규칙에 부합되는 언어를 사용할 때 언어의 의미가 결정된다.

‘언어 놀이’란 낱말은 여기서, 언어를 말하는 것이 어떤 활동의 일부 또는 삶의

양식의 일부임을 부각시키고자 의도된 것이다.177)

인용문은 후기비트겐슈타인이 ‘언어 놀이’란 개념을 통해 언어는 삶의 일부

임을 부각시키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후기비트겐슈타인은 언어 놀이의 다양

성을 제시함으로써 그들 사이의 유사성 속에서 ‘언어 놀이’의 의미를 밝히고

자 했다. 후기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삶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며 그 의미

는 각각의 삶 속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본 것이다. 그는 언어의 의미를 규명

하는 과정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주체의 활동과 주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생활양식 속에서 의미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것은 ‘삶의 양

식’의 일치를 통해 인간은 상호주관적인 존재임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 즉 언

어의 작동은 삶의 양식의 일치에 의해 가능하며 이것은 나와 너의 공통된 기

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78)

176)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앞의 책, p. 31.

177)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앞의 책, p. 37.

178) 이명현, 앞의 논문, p.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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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식불교에서 이와 같은 공통기반은 ‘알라야식’에 존재하는 ‘명언훈습종자’

로 표현된다. 이 ‘종자’는 공동체 속에서 사유하고 행함으로써 형성된 결과물

이다. 공동체의 구성원은 ‘명언훈습종자’의 현현을 통해 타인과 관계를 유지

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교환한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자아’의 ‘공동의 분

별’작용이다. 유식불교는 개개인의 ‘알라야식’이 분화되면서 인식주체와 인식

대상이 형성되고 인식주체는 타인과 인식대상을 공유한다고 본다. 이 때 공

유된 대상은 ‘사회적 자아’의 ‘공동의 분별’작용을 통해 언어에 의해 표현된

다. 언어의 작용은 공동체가 협약한 규칙에 의거해서 언어가 사용되었을 때

생겨난다. 이와 같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유와 행위의 결과는 모두 ‘명언훈

습종자’의 형태로 다시 ‘알라야식’에 저장된다.

후기비트겐슈타인이 제시한 바와 같이 유식불교의 언어관 또한 언어를 사

용하는 주체의 행동과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고려해서 논의된다.

언어의 의미는 공동체 구성원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규칙 및 언어의 작용

이 이루어지는 환경 속에서 결정된다. 후기비트겐슈타인이 ‘생활양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언어의 작용이 형성되는 배경을 표현했듯이 유식불교는 ‘명언훈

습종자’ 개념을 통해 언어작용의 형성요건을 표현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2.1.2 공동체 의식이 반영된 ‘생활양식’과 ‘명언훈습종자’

인간은 일상생활 대부분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지낸다. 그들은 직접 만

나지 않고 생각을 교환할 수 있다. 전화 또는 이메일(email)을 통해 서로의

근황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심지어 화상통화에 의해 얼굴을 보면서 이

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사이버공간은 우리의 생활공간을 넓혀 주었으

며 정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켰다. 사이버공간은 세계 곳곳

에서 시시각각 발생되는 사건을 즉시 전해준다. 우리는 사이버공간에 나타나

있는 글귀를 클릭하면 그것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그 정보를 본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사이버공간에 남길 수 있다. 정보 인프라의 발달은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자아’가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은 예전에 비해 훨

씬 더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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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식불교의 관점에 볼 때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또한 ‘사회적

자아’의 ‘공동의 분별’작용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자아’는 인식대상을 형성하

여 그것에 대해 인식하고 판단한다. 가상공간에서 행해진 ‘사회적 자아’의 결

과물은 ‘명언훈습종자’의 형태로 ‘알라야식’에 저장된다.

그런데 인간은 사이버공간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여러 관계를 형성한다.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관계, 국가구성원으로서의 관계

등 나를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는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 관계는 나의

‘알라야식’에 존재하는 ‘명언훈습종자’의 현현에 의해 만들어 진다. 나와 친구

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둘만이 공유하는 ‘명언훈습종자’가 현현됨으로

써 형성된다. 마찬 가지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의 규칙과 문화는 나를

비롯한 사회구성원들만이 가지고 있는 ‘명언훈습종자’의 현현에 의해 만들어

진 공통의 대상이다. 이 공유된 규칙과 문화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은 자연스

럽게 서로 의사를 소통한다.

서로 다른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서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는 ‘알라야식’에 존재하는 ‘명언훈습종자’의 역할에 기인한다. 우리의 일상생

활을 살펴보면 나를 중심으로 맺어져 있는 사회공동체는 가족이라는 공동체,

한국인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인류공동체로 확장된다. 이 관계는 그 사회만이

가지고 있는 규칙과 문화를 공유하면서 또 다른 공동체의 문화를 동시에 가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다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 간에 의

사가 소통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예컨대 가족 사이에는 가족만이 공유하는 대상이 존재한다. 동시에 가족

은 한국인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한국인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관습과 ‘생활양

식’을 공유한다. 가족구성원들은 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명언훈습종자’의 현현

에 의해 가족 특유의 문화를 공유한다. 동시에 그들은 한국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한국인이 공유하는 ‘명언훈습종자’를 가진다. 한국인이라는

‘명언훈습종자’는 보다 넓게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

다. 즉 내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의 구성원과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이라는 보다 큰 공동체 속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공

동체의 문화 및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 ‘명언훈습종자’가 각각의 마음에 내

재해 있기 때문에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단절되지 않게 된다. ‘명언훈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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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현현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회적 자아’가 되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한다.

한편 후기비트겐슈타인은 공동체 속에서 습득된 공동체의 가치관 및 문화

양식을 ‘생활양식’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의사소통이 형

성될 수 있는 조건이 ‘생활양식’에 의거한 ‘정의’와 ‘판단’의 일치에 있다고 보

았다.179) 그는 오랫동안 같은 문화를 공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

성된 ‘생활양식’에 의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 이것은 ‘정의’와 ‘판단’의 일

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붉다’라는 말을 사용하여 서로 소통이 가능하기 위

해서는, ‘붉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그 ‘의미’가 서로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했

다. 또한 비트겐슈타인은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180) 가령 어떤 꽃을 보고 한 사람은 ‘붉다’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은

‘파랗다’라고 부르면, 이런 경우 의사소통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에 따

르면 우리는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반응을 해야만 소통할 수 있다.

이것이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판단’의 일치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정의’와

‘판단’의 일치를 포함하여, 행동으로 이어지는 자연적, 언어적 반응에 있어서

의 광범위한 일치가,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요

건이 된다고 보았다.181) 이것이 이른바 그가 말하는 ‘생활양식’에서의 일치이

다. 이러한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할 수 없

다.182)

‘정의’와 ‘판단’의 일치는 공통된 삶의 양식으로부터 나온다. 공동체의 구성

원들은 오랜 시간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습

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들은 언어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

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따로 합

의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들

이 아무런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상호간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그

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양식’이 있기 때문이다.

179)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앞의 책, p. 163.

180)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앞의 책, pp. 164-165.

181)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앞의 책, p. 163.

182) 신상규,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pp. 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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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식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생활양식’은 상호간에 존재하는 ‘명언훈습종자’

의 현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같은 영역에서 비슷한 생

각을 공유하면서 생활하는 동안 각각의 ‘알라야식’에 ‘명언훈습종자’의 형태로

그들의 생각과 행동유형 등 가치관 및 문화를 저장하게 된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 현현되어 공동체의 의식의 영역으로 떠올라 그들의 가치관이 된다. 이

과정은 한 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역사를 거쳐 전승됨으로써 민

족고유의 문화를 만들기도 한다.

즉 문화는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세대와 세대 간의 의사소통

의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 이 의사소통은 대부분 교육에 의해 이루어진다.

역사적으로 전승된 민족 고유의 문화 및 가치관은 구세대와 신세대간의 대화

를 가능하게 한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부모가 자식에게 전통을 계

승하는 과정이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또한 스승이 제자에게 문화를 전

수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민족 고유의 문화와 가치가 후손에게 전달

됨으로써 민족공동체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공통의 생활문화가 유지된다.

구성원과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구세대와 신세대간의 의사소통

이 가능한 것은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공유해왔던 ‘생활양식’이 그들의 공통

기반이 되어 그들의 생각과 행동유형을 규정하는 하나의 규율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구성원들 각자에 ‘명언훈습종자’로 저장되어 있으면서 필요

에 따라 발현되어 구성원과 구성원사이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구세대

와 신세대가 이어지는 역할을 한다.

이명현에 의하면 후기비트겐슈타인은 공동체의 공동의식이 반영된 ‘생활양

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생물학적인 의미 및 문화적인 의미로 해석했다.183) 후

기비트겐슈타인은 삶의 양식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가장 사소하고

아무런 주의를 끌지 않는 기본적인 행동이나 반응 양식에 있어서의 일치라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것에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누리고 있는 공통된 특성인

본능이 포함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가령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동정심을 느끼고 치료를 해주려고 하며, 슬픔을 느끼는 사람

에게는 위로를 한다. 이러한 것들은 학습을 통해 배운 행위라기보다는 우리

183) 이명현, 삶의 형식의 두 가지 측면 , 분석철학연구회 편, 비트겐슈타인의 이해 (서울:
서광사, 1984), pp. 240-2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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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먹고 잠자고 마시는 것과 같은 인간의 일상사에 속하는 부분이다.

후기비트겐슈타인은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부분도 바로 이러한 일상사

에 속하는 원초적 사실이라고 본 것이다. 그는 새가 날개로 날고, 강아지가

짖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스런 능력이며, 우리가 언어 게임에 참여하는 것 또한

자연스런 행동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다.184)

이와 더불어 그는 삶의 양식은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인간들이 서로 공유하

고 있는 언어적·비언어적 행동, 관행, 관습, 전통, 자연적 성향 등 문화적 현

상을 총괄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다.185)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관습적으로 행

하는 예절 또는 사회 속에서 행하지 말아야 할 것 등 모든 양식들은 사회구

성원이 공유하는 것으로서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이루는 요건을 형성한다. 따

라서 의사를 소통하기 위해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언어와 불가분하게 연결

되어 있으며 언어적 표현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다양한 문화적 양상을 동시에

습득하는 것이다. 즉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다양한 언어 놀이를 습득하는 과

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공동체에 놓여 있는 ‘생활양식’을 갖추면

서 점점 사회화되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의 의사소통은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토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것을 비트겐슈타인은 ‘생활양식’으로 정의했고 유식불교는 ‘명언

훈습종자’의 현현으로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186) 즉 유식불교가 ‘명언훈습종

자’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측면을 해석하고자 했듯이 비트겐슈

타인은 ‘생활양식’에 의거해서 공유하는 양상을 분석하고 해석했다.

2.2 ‘타의 배제(anyāpoha)’ 원리의 적용

184) 정대현, 삶의 양식 , 차인석 편집, 사회과학의 철학 (서울: 민음사, 1983), pp. 122-124.
참조.

185) 정대현, 앞의 논문, p. 118. 참조.

186)유식불교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알라야식’의 전변에 의해 전6식과 7식이 형성된다고

본다. 5가지 감관과 그 대상 그리고 감관과 대상 사이에서 발생되는 ‘식’의 작용은 모두 ‘알

라야식’이 변형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상호관계에 의해 형성된 결과물은 ‘알라야식’에

‘명언훈습종자’의 형태로 저장된다.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는 동안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

서 형성된 결과물 모두 ‘명언훈습종자’의 형태로 저장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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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타의 배제’ 원리와 무아론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 의하면 상호간 의사소통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전달

하고자 하는 의미를 인지할 수 있는 공통의 기반이 필요하다. 언어에 의해

자신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할 때 서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들이 속한 사회공동체의 규칙에 부합되는 언어를 사용할 때 가능하다. 공동

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은 비슷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식 및 행

동유형의 거의 유사하다. 이러한 양상들은 각각의 내부에 ‘명언훈습종자’의

형태로 저장된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명언훈습종자’가 현현되어 상호간의 대

화가 이루어지면, 의미하는 바가 언어에 의해 전달되는 것이다.

한편 인도 후기논리학자들은 언어의 의미가 결정되는 방식을 ‘타의 배제

(anyāpoha)’ 원리에 의해 설명했다. 그들은 언어는 그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

과 직접 대응됨으로서 의미있게 된다고 보지 않았다. 대신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 이외의 것에 의해 배제됨으로써 그 언어는 의미있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언어를 통해 의사를 소통하는 작용을 엄밀하게 분석해 보면 ‘타의 배

제’ 원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즉 화자가

청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언어에 의해 언표된 것에 의해 드러나는 것

이 아니라 언어가 지시하는 것 이외의 것에 의해 배제됨으로써 그 의미가 드

러난다는 것이다.

이중부정에 의해 표현되었기 때문에 다소 난해하게 느껴지지만 기호로 표

시해 보면 그 원리는 비교적 간단하다. 가령 언어가 A라는 대상을 지시했다

고 하자. 이 행위에 의해 그 언어가 의미하고자 하는 바는 A가 아닌 것(∼

A)에 의해 배제된 것 즉 ∼(∼A)이다. 이중 부정은 결국 A를 의미하는 것이

지만 처음에 지시된 A와 이중부정에 의해 의미부여가 된 A는 질적으로 다

르다고 보아야 한다. 이중부정에 의해 드러난 A에는 언어가 의미하고자 하는

대상이 실재하는 대상이 아님을 나타내고자 한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즉 불

교의 공관(空觀)이 반영된 것이다.

인도 후기논리학자들은 언어에 의해 지시된 것 보다 언어와 언어 사이의

관계에 의해 언어의 의미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 언어관에 의하면 언어의

의미는 언어가 의미하고자 하는 바 이외의 것과 관련해서 결정된다. 즉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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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A라고 하는 지시대상은 홀로 그 의미를 드러내

는 것이 아니라 A를 제외한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이다.

인도 후기논리학자인 디그나가(Dignāga, 480∼530년 경)는, ‘타의 배제’ 원

리가 의미하는 바를 분석해 보면 부정되는 범위가 ‘A가 아닌 것’을 전부 포

함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예컨대 ‘장미’라는 말이 ‘타에 의한 부정’ 즉 ‘장

미가 아닌 것의 부정’으로서 ‘장미’의 일반상을 표시한다고 할 때, 그 부정의

범위는 ‘장미가 아닌 것’을 전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디그나가가 말하는

타자의 부정은 단순한 이중부정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성격을 가진다. ‘장

미’라는 말이 먼저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그것과 동일한 위상을 지닌 것

이다. 예컨대 식물에는 ‘장미’, ‘매화’, ‘백합’ 등이 있는데 이 때 ‘장미’라는 말

에 의해 직접 부정되는 것은 ‘장미’를 제외한 ‘매화’, ‘백합’ 등이 된다. 그리고

장미의 상위 범주인 ‘식물’과 동일한 위상을 지닌 다른 범주 즉 ‘동물’이 간접

적으로 부정된다.187)

디그나가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언어와 지시된 대상과의 직접적인 관련

성에 의해 의미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개념과의 관계를 통해 언어와 의미의

문제를 설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그는 범주의 위계를 설정해서 직접부정

과 간접부정이라는 방식으로 언어와 지시된 대상과의 관계를 논증했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범주의 위계는 포함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188) 그의 논리에

187) 카츠라 쇼루, 디그나가의 인식론과 논리학 , 카지야마 유우이치외, 인도불교의 인식과

논리, 전치수 역 (서울: 민족사, 1989), pp. 139-140.
188) 예컨대 ‘나무’라는 말이 ‘타의 배제’ 즉 ‘나무가 아닌 것의 부정’에 의해 나무의 일반상인

‘나무의 성질(木性)’을 표시한다고 할 때 그 배제의 범위는 ‘나무가 아닌 것’ 전부 포함하지

않는다. ‘나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부정하는 것은 나무와 동일한 위계에 있는 ‘병’으로 불

리는 것이다. 카츠라 쇼루는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했다(카츠라 쇼루, 앞의 논문,

pp. 138-139. 참조).

알려지는 대상(所知)

존재 비존재

실체(dravya) 성질(guṇa) 운동(kārya)

지(地)원소로 수(水)원소로 색 들다
이루어진 것 이루어진 것

나무 병

벚꽃 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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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나무’라는 언어에 의해 직접 배제되는 것은 동일 범주에 놓여 있는

‘병’이라는 언어이다. 그 이외의 상위범주는 모두 간접적으로 배제된다. 한편

하위범주에 속하는 매화나 벚꽃은 이미 나무에 속해있기 때문에 배제되지 않

는다.

이상의 논의를 살펴 볼 때 디그나가는 언어의 대상을 이데아와 같은 초월

적 존재 또는 내재하는 실재(實在)로 보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대신 그는 ‘타

의 배제’ 원리를 통해 공(空)의 관점을 보여주었다. 한편 카츠라쇼루의 해석

에 의하면 디그나가는 언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표현할 때 사용된 언어의 적

합성 여부가 세간의 관례에 있다고 보았다.189) 디그나가는, 사람들이 타인과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에서 통용되고 있는 규칙에 부합되는 언

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와 같은 생각에서 언어가 의미

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타의 배제’

원리를 통해 언어와 대상과의 관계를 설명했다.

한편 또 다른 인도 후기논리학자인 다르마키르티(Dharmakīrti, 600∼680)

는 한 단어뿐만 아니라 여러 단어로 구성된 문장도 ‘타의 배제’ 원리에 의해

그 의미가 드러난다고 해석했다. 그는 ‘붉은 꽃’이라는 언어가 사용될 경우

우리들의 관념 내에는 붉지 않은 것으로부터의 배제와 꽃이 아닌 것으로부터

의 배제를 동시에 의미하는 동일한 형상을 가진 붉은 꽃이 현현한다고 말한

다.190) 즉 다르마키르티는 하나의 언어에 의해 대상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

만 두 개 이상의 단어에 의해 한 지시대상을 언급하는 경우에도 ‘타의 배제’

원리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다르마키르티는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의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드러내는지를 설명하고자 했다. 그는 언어와 지시대상과의 관

계를 일대일 대응관계로 파악하지 않는다. 언어의 의미는 ‘타의 배제’ 원리를

통해 확보된다. 다르마키르티는 디그나가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언어가 표현

하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라 언어의 의미를 규정할 수 있는 방법에 무게를 둔

다.

189) 카츠라 쇼루, 앞의 논문, p. 140.

190) 전치수, 언어의 표시대상(śabdārtha)-Apoha, Sāmānya , 한국불교학 12권 (1987), pp.

1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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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인도 후기논리학자들이 언어를 해석했던 방

식 즉 ‘타의 배제’ 원리는 의사를 소통하는 과정에서 언어가 어떻게 의미를

갖게 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필자가 보기에, ‘타의 배제’ 원리는 당시의 미

망사학파와의 논쟁191)을 통해 대상의 실재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보이고자 제

시된 것으로서 언어의 문제를 공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했던 하나의 방법이

었다고 판단된다. 인도 후기논리학자들의 ‘타의 배제’ 원리는 언어와 대상과

의 문제를 공동체에 의해 합의된 언어의 체계와 언어 간의 관계로 시선을 돌

리는 역할을 했다. 그들은 대상자체 보다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합의한 규칙

및 관습에 의거해서 언어의 문제를 해석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관점은 유식

불교와 후기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이 공동체의 규칙에 의거해서 언어의 유의미

성을 결정하고자 한 시도와 맥이 닿아 있다. 세 이론은 언어의 의미에 관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언어와 대상 간의 대응여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공동

체에 내재되어 있는 규칙과 언어 간의 정합성여부에 주목한 것으로 판단된

다.

2.2.2 ‘타의 배제’ 원리와 정합성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타의 배제’ 원리는 언어의 대상 그 자체 보다는

언어와 대상이외의 것과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타의 배제’ 원리는 실재하는

191) 유식불교는 진실로 존재하는 것은 표상(vijñapti)뿐이라고 본다. 무한의 과거로부터 마음

에 존재해 온 잠재인상(vāsanā,훈습)으로 인해 인간은 그 표상을 분류하여 ‘소’, ‘말’ 등의

개념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유식불교는 잠재인상이 발현되어 그것이 성장하고 이후 명확한

형체로서 인식객관이 되면서 그 인식대상이 주관에 의해 포착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표

상은 외부에 존재하는 실재를 모사한 것이 아니라 알라야식에 존재하는 ‘종자’가 발현된 것

이다. 그러나 실재론자인 미망사학파(Mīmāmsā學派)의 쿠마릴라(Kumārila, ?650∼?700)는

‘소’, ‘말’ 등의 표시대상이 비실재인 한, 과거에 있어서도 ‘소’, ‘말’ 등의 관념은 생길 수 없

으며 따라서 그 잠재여력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실재론적 입장과 유식불교의 입장은

외부에 실재하는 대상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에 의해 대립되는 주장을 했다. 반면 디그나가

는 미망사학파의 비판에 대해 ‘아포하’ 이론으로 응수했다. ‘아포하’ 이론에 따르면 ‘소’, ‘말’

등이 실재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언어의 의미는 형성된다. ‘소’는 ‘소’이외의 것에 의해 부

정됨으로써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소’가 외부에 실재하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다. 이 관점

에서 보았을 때 유식불교의 언어관과 디그나가의 관점은 언어의 대상이 실재하지 않는다고

본 점에서 유사점을 보인다. 유식불교와 디그나가는 언어와 언어의 관계를 통해, 언어의 대

상이 실재하지 않아도 언어의 의미가 규정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카지

야마 유이치외, 인도불교의 인식과 논리, 전치수 역, 서울: 민족사, 1989, pp. 289-296.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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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언어의 대응 여부에 주목하기보다 언어의 체계와 언어 간의 정합성으

로 시각을 전환시켰다. 이 점은 ‘타의 배제’ 원리가 유식불교 및 후기비트겐

슈타인의 언어관과 함께 논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세 가지 이론은 의사소

통이 형성되는 원리가 공동체 규칙과 언어의 정합성 여부에 있다는 관점을

보인다. 다음에서 그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해 보도록 하자.

주지하듯 공동체의 규칙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태어나 생활하는 동안 자연

스럽게 습득된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규칙에 부합되는 언어를 사용

하면서 상호간 의사를 소통하여 관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은 공감대에 의거해 의사소통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자각하

지 않은 채 언어를 사용하여 타인과 의사를 소통한다.

공감대에 대한 자각현상은 자신이 생활하던 공동체를 벗어나 다른 공동체

속으로 들어갔을 때 확실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처음 외국에 갔을 때 외국인

들에게 느끼는 가장 확연한 점은 언어가 다르다는 점이다. 무의식적으로 사

용해 왔던 모국어는 전혀 들리지 않고 다른 언어가 들릴 때 그는 자기가 자

라서 생활해왔던 곳을 생각하게 된다. 모국에서 그는 친숙하게 이야기를 나

누면서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그러한 공감대는 타국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쉽게 생겨나지 않는다.

이러한 공감대는 유식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명언훈습종자’의 현현으로 설

명된다. ‘종자’가 현현됨에 따라 ‘사회적 자아’는 ‘공동의 분별’작용을 일으켜

타인과 공동의 대상을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자아’는 서로 공통의

문화 및 가치관을 공유하게 된다. 이것은 다시 ‘사회적 자아’에 ‘명언훈습종

자’의 형태로 저장되어 이후 타인과 대화를 나눌 때 자연스럽게 의사를 소통

할 수 있게 한다. ‘명언훈습종자’에 유사한 생각과 유사한 행위기준이 보유되

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자아’는 공동체 구성원과 의사를 교환할 수 있는 것

이다.

한편 후기비트겐슈타인은 언어와 대상사이의 구조적 일치를 통해 언어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던 논리실증주의의 언어관과 달리, 공동체의 규칙과 언

어와의 관계에 의해 언어의 의미를 논의하고자 했다. 후기비트겐슈타인은 공

동체 구성원들이 합의한 규칙에 부합되는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언어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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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다고 정의한다. 언어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실재하는지의 여부와

는 상관없이 언어는 공동체의 규칙에 부합될 때 의미가 있다. 이 관점에 따

르면 언어가 의미하는 바는 공동체에 따라 다르다.

언어의 의미가 공동체마다 달라지는 이유는 그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관습 및 문화 그리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후기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요소들이 반영된 규칙에 언어가 부합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하는 바가 공동체

마다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했다. 화자와 청자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선택된 언어

가 공동체의 규칙에 부합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유식불교와 후기비트겐슈타인 이론이 제시하고 있는 언어관은

언어와 대상 간의 대응관계 보다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언어체계와 언어

간의 관계에 의해 의사소통의 원리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이면에는 언어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이데아와 같은 고정된 본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상호간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는 관점에 대한 비판이 내재해

있다.

이 점은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타의 배제’ 원리에도 해당된다. ‘타의 배

제’ 원리는 언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대상이외의 것에 의해 부정됨으

로써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즉 ‘타의 배제’ 원리는 무아론에 입각해서 ‘사회적

자아’ 간의 의사소통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것은 언어와 언어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다. 즉 ‘타의 배제’ 원리는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타인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을 포함해서

그것과 관련된 기타의 개념까지 고려한다. 그 개념뿐만 아니라 그 개념과 동

위(同位)에 놓여 있는 개념과 그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보다 상위(上位)의 개

념까지 고려한다.

예컨대 ‘사과’라고 하는 개념이 타인에게 전달될 때, 타인이 그 개념을 이

해하는 과정은 다음과 설명된다. ‘타의 배제’론은 ‘사과’라고 하는 개념과 그

것이 지시하고 있는 대상이 대응하는 관계에 초점을 두기보다, ‘사과’와 동위

에 있는 ‘배’, ‘귤’, ‘감’, ‘포도’ 등과 같은 개념 등과 관련해서 의사소통의 과정

을 설명한다. 그리고 상위의 범주인 ‘과일’이라는 개념과의 관계 속에서 그



- 114 -

개념은 타인에게 이해된다고 분석한다. 즉 ‘타의 배제’ 원리는 공동체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정한 개념의 의미가 전달될 수 있

는 과정이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유식불교와 후기비트겐슈타인 이론 그리고 ‘타의 배제’ 원리는 각각의 이론

적 맥락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분석한다. 따라서 세 이론들은

‘명언훈습종자’, ‘생활양식’, ‘타의 배제’ 등 각각 다른 개념을 통해 의사소통의

원리를 설명한다. 그러나 각 이론들은 무아론의 관점에서 ‘사회적 자아’가 서

로 소통하는 원리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의 양상을 보였다. 이 논문

은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 합의된 규칙에 부합되는 언어를 사용했을 때 그

언어는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한 점에서 이러한 양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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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제3장에서는 ‘인식적 모델’에 의해 언어의 주체가 타인과 의사를 소통하는

과정을 분석했다. ‘인식적 모델’에 의하면 ‘식’은 주관과 객관으로 분화되고

분화된 인식의 주체는 인식의 대상을 파악하고 분별하는 작용을 한다. 이 논

문은 이와 같은 인식의 주체를 ‘개별적 자아’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개별적

자아’는 인식의 대상을 언어로 표현하여 타인과 의사를 소통하면서 ‘사회적

자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정의했다.

이 논문에서 분석된 바에 의하면 ‘개별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가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명언훈습종자’에 기인한다. ‘명언훈습종자’의 현현에

의해 인식주관과 인식대상이 형성되었을 때, 인식주관은 인식대상을 분별하

고 취착하여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여 타인과 관계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인식주관은 ‘사회적 자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자아’는

인식대상에 대해 ‘공동의 분별’작용을 일으킨다. 이것은 일상인들이 타인과

의사를 소통할 때 발생되는 현상이다.

반면 보살은 수행을 통해 무분별지의 상태를 넘어서 후득지를 증득한다.

이 경험을 통해 보살은 일상 언어로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일상인에게 표현

하게 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식’의 재분화

현상에 있다고 해석했다. 주관과 객관이 분별되지 않는 무분별지의 경지를

넘어 후득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주관과 객관이 다시 형성되는 현상이 발생

되었기 때문에, 보살은 일상의 언어로 자신이 깨달은 바를 타인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살은 일상인과 달리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할 때 자비의 마음을 낼 수 있다. 이 논문은 일상인과 보살의 사회적 관

계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관계형성인가에 차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자아’가 언어에 의해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이유는 구성원들이 공

감대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은 그들이 소속된 공동체의 관습과 가치

관 그리고 규칙에 부합되는 언어를 사용할 때 의사를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유식불교는 이 현상을 ‘명언훈습종자’에 의한 ‘식’의 분화를 통해 설명하며 후

기비트겐슈타인은 ‘생활양식’ 개념을 통해 분석한다. 그리고 ‘타의 배제’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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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언어와 언어 간의 관계를 통해 설명한다.

유식불교와 후기비트겐슈타인 이론 그리고 ‘타의 배제’ 원리는 의사소통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공동체에 내재되어 있는 규칙과 언어 간의 정합성여부

에 주목한 것으로 보여진다. 각 이론들은 무아론의 관점에서 ‘사회적 자아’

간의 의사소통 원리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의 양상을 보인다. 이 논

문은 이러한 무아론적 양상은 공동체의 규칙에 부합되는 언어를 사용했을 때

그 언어는 의미를 가진다고 각 이론이 분석하고 있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드

러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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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사회적 자아’의 인식대상과 언어

1. ‘사회적 자아’의 표상과 언어의 관계

마음에 떠오른 대상은 개개인의 영역 속에 존재하기도 하지만 타인과 공유

되기도 한다. 예컨대 뜨거운 커피를 마시다 혀를 데었을 때 느껴지는 통증은

나 자신만이 느끼는 대상이다. 반면 우리는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들을 타인들과 공유한다.

데카르트는 개인의 내면은 타인과 철저히 차단된 영역으로서 겉으로 드러

난 행위에 입각하여 유비추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 내면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에 의하면 개개인의 내면은 공적인 접근으로부터 철저히

차단되어 있으며 겉으로 표출된 행위와 우연적인 연관만 있을 뿐이다. 반면

후기비트겐슈타인 이론에 따르면 지극히 사적인 체험일지라도 이것이 언어로

표현되면 그 인식대상은 공적인 대상으로 간주된다. 공동체의 문법규칙을 적

용시켜 언어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대상이 아니

다.

필자는 개인적인 체험이 공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가는 유식불교에서도 중

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주지하듯 유식불교는 수행과정에 떠오른 요가행자

들의 체험내용을 이론화시킨 것이다. 주관적인 체험내용은 데카르트의 논리

에 따른다면 간접적으로 유추될 뿐이다. 하지만 후기비트겐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요가행자의 체험이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 그것은 공적인 대상이 된

다.

본 논의에서는 요가수행에 의해 관찰된 체험내용이 객관적으로 공유되어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현상을 후기비트겐슈타인의 이론에 의거해서 해석해 보

고자 한다. 수행에 의해 관찰된 영상이 언어로 표현되어 인간의 심리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이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유식불교 공동체가 합의한 언

어규칙이 요가행자의 체험내용에 적용되었기 때문임을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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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험내용의 객관화

1.1.1 후기비트겐슈타인이 제시한 사적 경험내용의 객관화

요가행자의 경험내용 즉 삼매에서 나타난 영상은 타인에게 주관적인 체험

으로 여겨진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느끼는 내적인 감각대상과 마찬가

지로 수행의 영역은 수행자 자신만의 체험대상이다. 유식불교 문헌은 요가수

행을 통해 관찰된 내용이 요가행자 개인의 체험내용임을 보여준다. 다음의

『성유식론(成唯識論)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요가행자는 마음에 떠오른 영

상을 관찰함으로써 인식대상의 본질을 깨달아 가고 있다.

보살은 정위에서 영상은 오직 마음뿐임을 관한다. 대상의 표상을 이미 소멸시키

고 명확하게 오직 자기의 표상뿐임을 관한다. 이와 같이 내부 마음에 안주하여 인

식대상은 실재가 아님을 안다. 다음에 인식주체도 또한 실재하지 않음을 한다. 그

런 다음에 무소득[더 이상 얻을 바가 없는 경지]에 이른다.192)

인용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요가행자는 자신의 마음에 떠오른 영상을 관찰

함으로써 영상의 본질이 실재가 아님을 깨닫는다. 여기에는 오로지 마음의

영상을 보는 주체와 그 인식대상인 영상만이 존재한다. 수행자는 자신이 본

영상에 집중하고 그 본질을 깨닫기 위해 노력한다. 유식불교는 이와 같은 관

찰을 통해 요가행자의 개인적 체험 내용을 객관화시켜 이론적으로 체계화시

켰다.

요가행자의 개인적 체험이 객관화되어 타인과 공유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비트겐슈타인이 제기했던 것과 유사하다.193) 비트겐슈타인은 우리의 감각어

가 내적인 감각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면 그 언어는 사적인 언어일 수밖에 없

192)『成唯識論(T31, 49b29-49c3), “菩薩於定位, 觀影唯是心, 義相既滅除,　審觀唯自想. 如是住
內心, 知所取非有, 次能取亦無, 後觸無所得”(한글은 필자의 번역).

193)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요가수행 중에 나타난 영상과 비트겐슈타인이 논의했던 감각대

상은 수행승과 일반인들의 체험내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두 대상 모두 개인

적 체험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체험의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는 문제에 있어서 공통의 논의

가 가능하다. 이 논문은 이 관점에서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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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사적 언어’는 오직 그 언어나 낱말을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으며, 타인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이다.

269. ....우리는 주관적 이해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적 언어’

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이해 못하지만 나는 ‘이해하는 듯 보이는’ 소리들이라고 일

컬어질 수 있을 것이다.194)

인용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트겐슈타인은 사적인 체험을 언어로 표현할

때 그 ‘사적 언어’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소

리라고 생각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자신이 체험한 내용을 자신만이 아는 언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타인은 그 뜻을 알 수 없다. 다른 사람들과 합의된 언어로 표현한 것

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만이 안다. 비트겐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예

를 제시하여 그의 논지를 전개한다.

272. 사적인 체험에서 본질적인 것은 실제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고유한 견본을

소유한다는 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역시 이것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다른 사람

도 역시 이것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는 점이다. 그러니까 인류의 일부는 하나의 붉음-감각을, 그리고 다른 일부는 다른

하나의 붉음-감각을 가진다는 가정이-비록 검증될 수는 없지만-가능할 것이

다.195)

비트겐슈타인은 사적인 체험은 자신만이 자각할 수 있는 것으로서 타인이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본다. 각자 느끼는 대상이 타인과 같은지 다

른지에 대해 알 수 없다. 감각대상을 보고 그것을 붉다고 느꼈는지 약간 진

한 붉은 색으로 느꼈는지는 자신만이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또한 자

신과 비슷하게 느꼈는지 아니면 동일하게 느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비

트겐슈타인은 자신이 느낀 감각대상이 붉은 색인지 아니면 파란 색인지를 어

194)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이영철 역 (서울: 책세상, 2011), p. 173.
195)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앞의 책, p.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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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자문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답을 제시한다.

381. 이 색이 붉은 색이라는 것을 나는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나의 대답은, ‘나

는 우리말을 배웠다’일 것이다.196)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이 느낀 감각내용이 ‘붉다’고 인식하는 것은 자신이 공

동체 속에서 습득한 규칙에 의거해서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붉다’고 표현할 때 그 표현방법은 공동체 속에서 배운 것이다. 마찬가

지로 ‘고통’이라는 개념 또한 교육을 통해 습득된 언어이다. 사적인 체험이

언어로 표현되었을 때 그 언어는 공동체 속에서 학습된 언어이다.

384. ‘고통’이란 개념을 당신은 언어와 함께 배웠다.197)

비트겐슈타인은 ‘고통’과 같은 감각어가 사적으로 느껴지는 감각에 대해 명

칭을 부여한 것이라면, ‘나는 고통스럽다’라고 말했을 때 타인들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런 말을 할 때 가졌던 동일한 내적 감각을 떠올림으로써 그 말을 이

해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일이

란 타인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아픔을 상상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다른 사

람이 나와 동일한 감각을 느낀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구체적인 조건도

알지 못한다.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그의 아픔을 똑같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198) 비트겐슈타인은 이 문제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293. 내가 나 자신에 대해, 나는 ‘고통’이란 낱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오직

나 자신의 경우로부터 안다고 말한다면, -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역시 그

렇게 말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하나의 경우를 그

196)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앞의 책, p. 212.

197)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앞의 책, p. 213.

198) 서광선ㆍ정대현 편역, 비트겐슈타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3), p. 1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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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무책임한 방식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가?

자,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에 관해 나에게 말한다. 자기는 오직 자기 자신으로부

터만 고통이 무엇인가를 안다고! - 모든 사람이 각자 상자 하나씩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는 우리가 ‘딱정벌레’라고 부르는 것이 들어있다고 가정해 보자. 아무도 다

른 사람의 상자 속을 들여다 볼 수 없다 ;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는 오직 자기의

딱정벌레를 봄으로써만 딱정벌레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말한다. - 여기서 모든 사

람은 자신의 상자 속에 다른 사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우

리들은 그러한 사물이 계속해서 변한다고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

도 불구하고 만일 이 사람들의 ‘딱정벌레’라는 낱말이 어떤 사용을 가진다면? - 그

렇다면 그것은 어떤 한 사물의 명칭으로서의 사용은 아닐 것이다. 상자 속의 사물

은 그 언어놀이에 전혀 속하지 않는다 ; 어떤 무엇으로서조차도 속하지 않는다 :

왜냐하면 그 상자는 비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아니, 상자 속의 이 사물에 의

하여 ‘약분될’ 수 있다 ;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은 상쇄되어 없어져 버린다.

즉 감각 표현의 문법이 ‘대상과 명칭’의 틀에 따라 구성된다면, 그 대상은 무관

한 것으로서 우리의 고찰로부터 떨어져 나간다.199)

위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우리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상자속의 내용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딱정벌레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상자속의 사물은 언어놀이에 속할 수 없다

고 본다. 딱정벌레로 비유되고 있는 고통과 같은 사적인 체험은 각자만이 느

끼는 내용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그것은 타인과 공유될 수 없다. 우리

는 타인이 고통을 호소할 때 그가 몸으로 표현하는 행위 및 표정을 통해 유

추할 수 있을 뿐이다.

예컨대 내가 경험한 사적인 감각내용을 내가 ‘A’라는 이름으로 부르고자

할 때, 나는 그 감각내용과 ‘A’라는 이름을 서로 관련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노력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즉 다음에 내가 체험한

감각내용에 대해 ‘A’라는 이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내가 그 이름을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난다. ‘A’라는 이름이 지칭하는

그 감각은 사적(私的)이기 때문에 나 이외의 아무도 내가 그 이름을 올바로

199)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앞의 책, pp. 1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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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엄밀히 살펴 볼 때 실은

나 자신마저도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 내가 ‘이것은 A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의 참 거짓을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나는 ‘이것이 A이다’라는 말

이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간에 무슨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

다. 그러나 내가 ‘A’라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하는 의미가 최초의 호칭의 경우

에 ‘A’라는 단어로써 내가 의도했던 의미와 동일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나의 기억에 호소할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렇

게 하기 위해선 올바른 기억을 불러내야하고 올바른 기억을 불러낼 수 있기

위해선 ‘A’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내가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200) 의미를

알기 위해 기억을 불러내려고 했으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그 행위는 의미를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는 오류에 직면하게 된다.

한편 ‘고통’이라는 단어를 사적인 감각체험 내용과 대응시키는 관점은 논리

실증주의자의 이론을 떠오르게 한다. 논리실증주의자의 논리에 따르면 사적

인 감각내용을 ‘고통’이라는 단어와 대응시킬 때 그 대응되는 대상은 실재하

는 존재로 가정된다. 감각내용이 어떤 한 개념과 대응될 때 그 감각내용은

누구에게나 인지될 수 있는 보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주지하듯 감

각 경험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인지될 수 없다. 후기비트겐슈타인의 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난점은 ‘고통’이라는 단어를 공동체 언어 놀이의 일종이라고

봄으로서 해결된다.

비트겐슈타인은 감각어가 언어로 표현될 때 작동하는 방식이 공적으로 관

찰할 수 있는 사물을 명명하는 경우와 유사하다고 생각했다.201) 비트겐슈타

인에 따르면, 언어놀이란 본질적으로 공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며, 언어의 학

습도 공적인 틀 내에서 수행된다. 우리 자신의 감각은 사적이고 내밀한 것이

라 하더라도 그것을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언어는 공적인 성격을 띨 수밖

에 없다. 다시 말해서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사적인 경험은 가능해도 사적

인 언어는 불가능하다. 사적인 경험이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 그것은 공적인

성격을 띤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감각어의 학

습과 관련된 예를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202)

200) 서광선ㆍ정대현 편역, 앞의 책, pp. 118-119. 참조.

201)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앞의 책, p. 245.

202) 서광선ㆍ정대현 편역, 앞의 책, pp. 118-1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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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에서 부모들은 아이가 통증행위를 표현할 때 ‘아프다’라는 문장

을 사용하는 방법을 은연중에 가르친다. 예컨대 통증이 심할 때 아이들은 울

음으로써 이것을 표현하거나 배를 잡거나 하는 행위를 보인다. 이 때 부모들

은 아이에게 ‘아프니?’라는 질문을 하고 통증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

다. 아이는 통증이 생겨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통

증행위와 통증언어의 연관관계를 습득하게 된다. 비트겐슈타인은 이 과정에

서 아이는 자연적인 통증의 행위를 대체할 새로운 표현의 양식을 배운다고

주장한다. 즉 ‘아프다’라는 개념은 자연적인 통증행위를 대신하는 새로 학습

된 통증행위라는 것이다. ‘아프다’라는 개념의 기능은 내적으로 느끼는 통증

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겉으로 표현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통증언어와 관련된 언어 놀이의 뿌리가 되는 것은 원초적이고 자연스러운

표현으로서의 통증행위이다. 아이의 자연적인 통증행위가 없었다면 ‘아프다’

와 같은 감각어, 혹은 통증어의 가르침이나 학습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이

가 느끼는 통증감각은 사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통증의 외적인 표현

으로서의 행위는 공적으로 접근 가능한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우리

가 통증에 관련된 언어를 이용하여 주관적인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관찰 가능한 공적인 행위에 바탕하고 있다. 아이가 통증 행위와의

결합을 통하여 통증에 관한 언어를 학습하듯이 감각어의 학습은 그와 관련된

언어 놀이가 공적인 틀 안에서 수행될 때에만 가능하다.203)

하지만 우리는 ‘통증을 느낀다’든지 혹은 ‘통증이 있다’는 표현에 의거해서

통증(pain)을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명확하게 집어서 보일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비트겐슈타인이 거부하는 것은 그의 전기언어이론에

의거할 때 빠지게 되는 이러한 종류의 것이다. 그는 철학적 탐구의 머리말

에서 단어들이 본질적으로 실재하는 대상을 지칭한다고 생각했던 견해에 대

해 스스로 비판한다.204)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많은 놀이 가운

데 하나다. 곧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언어가 가진 한 요소에 불과하다는 것

이 비트겐슈타인의 견해이다. 그는 언어가 대상을 지칭한다는 것에 대해 절

대적인 혹은 근본적인 우선권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언어가 대상을

203) 서광선ㆍ정대현 편역, 앞의 책, pp. 119-120. 참조.

204)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앞의 책, pp. 16-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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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칭한다는 것은 언어가 하는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비트겐

슈타인은 언어란 공적으로 사용 가능한 사회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언어란 추리에 의거해서 머릿속에서 그 본성을 밝혀낼 수 있는 어떤 종

류의 본질은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했다.205)

즉 그는 심적인 것은 (내적인 것을 표현하는) 인간의 행동과 같은 형식으

로 현시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비트겐슈타인은 비록 심리적인 것들을 행동

으로 환원할 수는 없지만, 심리적 용어의 적용을 위해서 행동적 규준이 필요

하다고 보았다. 비트겐슈타인이 하고 있는 작업은 심리적 개념들의 심층적

문법을 드러냄으로써 그러한 왜곡을 바로잡고 올바른 인간적 관심을 회복하

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이 생각하기에 데카르트식의 사유주제나, 그에 대비

되는 육체개념은 일종의 문법적 허구이다.206)

신상규에 따르면 비트겐슈타인의 이러한 주장은 심리적 개념이 삶의 양식

에 근거를 둔 언어놀이의 한 부분이라는 것에 착안하고 있다. 언어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자연적으로 반응하는 여러 행동과 맞물려 있다. 살아 있는

생물과 이를테면 바위나 모래와 같은 무생물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이와 같은 자연적인 반응 양식과 태도, 그리고 다양한 언어적

비언어적 활동들이 하나의 ‘생활양식’이 되어 심리적인 언어 놀이가 작동하도

록 한다.207)

비트겐슈타인의 후기이론은 언어의 사용이 관통하고 있는 어떤 단일한 본

질을 묻고 있기 보다는 각각의 표현들이 그 구체적 사용의 맥락에서 드러내

보이는 그 기능들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사적 경험내용의 객관화문제도 이

205) 브라이언 매기 편, 현대철학의 쟁점들은 무엇인가, 이명현 외 역 (서울: 심설당, 1985),

pp. 141-142. 참조.

206) 한편 데카르트의 관점은 인간의 마음이 그 모든 내용과 함께 전혀 육화(肉化)되지 않고

도 존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이 아닌 다른 물체(body)에 거주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도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마음의 상태와 신체의 운동, 상태, 환경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

가 있다는 것은 우연적 문제이다. 타인의 마음의 존재를 추리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생각

하는 학자들은 무엇보다도 내적 지각을 통해 사고와 감각의 본질을 학습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 그들은 이러한 내적 정신적 사건과 그 신체적 상황 및 운동 사이의 상관관계에 주

목한다. 그들은 유사한 물리적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서 관찰하고 이것들이 나 자신의 생활

과 유사한 내적 생활을 갖고 있다고 추론한다. 그들은 모두 정신적인 것이라는 개념에 대

한 우리의 이해가 물리적 세계의 인식, 보다 자세히 말한다면, 우리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행동 그리고 신체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구분된다고 믿는다(신상규, 비트겐슈타인 철학
적 탐구, 서울: 서울대철학사상연구소, 2004, pp. 43-45., pp. 35-36. 참조).

207) 신상규, 앞의 책, pp. 37-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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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한다. 그는 통증과 같은 경험이 신체적인 행위를 통해

표현되고 이것이 언어화 되었을 때 언어로 표현된 그 내용은 공적인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내적으로 체험된 내용이 언어로 표현되었을 때 그 내용은 사

적인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공동체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언어에 의해 자신

의 체험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타인이 그것을 수용하게 될 때 그 내용은

타인과 공유되기 때문에 공적인 대상이 된다.

1.1.2 수행을 통해 관찰된 내용의 객관성 문제

수행자들은 ‘식’의 변화양상을 관찰하여 해탈에 이르고자 한다. 수행의 과

정은 오로지 자신의 조절에 의해서만 진전된다. 요가행자는 이 과정을 통해

마음의 질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그런데 수행자의 내적인 체험은 타인에게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타인들은 수행자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수행자들

의 체험 내용은 주관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식불교 경전이나 문헌은 수행자가 관찰한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전하고 있다. 이 문헌들은 마음의 작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것을 체계적

인 이론으로 정립하고 있다.208) 주관적으로 보이는 개인의 체험내용이 이와

같이 체계적인 이론으로 정형화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본 논의는

이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이 논의는 수행자들이 체험한 내용이

객관화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인식적 모델’에 의거해서 해석해 보고, 후기비

트겐슈타인의 이론이 제시한 객관성의 문제를 유식불교에 적용시켜 볼 것이

다.

208) 주지하듯 유식불교는 수행을 통해 관찰한 내용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형성

되었다. 요가행자들은 수행의 결과를 문자로 기록하여 공동체 구성원과 공유했다. 유식불교

문헌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 논문은 수행경험이 문자로 기록되어

타인에게 전해지게 되는 과정을 언어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논의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수행경험이 공론화될 수 있는 근거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유식불교 이론이 가장 체계적으

로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섭대승론은 유식불교의 핵심개념인 ‘알라야식’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어서 번뇌에 물든 상태에서 청정한 상태로 변화되는 과정을

삼성론에 의해 분석한다. 이와 함께 마음의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전의’ 경험을 체계적

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행에 의해 도달된 무분별지의 경지 및 보살 그리고 법신(法身)개념

에 대한 분석의 과정에는 요가행자들이 경험한 내용과 그것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방법

등이 모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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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논의해 왔던 ‘인식적 모델’에 의하면, ‘식’이 분화됨으로써 인식주

관과 인식대상이 형성된다. 이 때 인식주관이 인식대상을 타인과 공유하게

되면서 그 인식대상은 객관화된다. 이 과정은 인식대상이 공동체에서 통용되

고 있는 규칙에 부합되는 언어에 의해 표현됨으로써 이루어진다. 언어로 표

현된 인식대상은 공동의 대상이 된다.

수행자들이 마음에 떠오른 영상을 관찰하고 이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수행자가 영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과정은 인식주관이 인식대상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관찰하는 주체는 인식주

관이며 인식주관에 의해 파악된 영상은 인식의 대상이다. 이 인식대상이 개

인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타인과 공유될 수 있는 것은 인식대상 즉 영상이

언어로 표현되어 타인이 그것을 인식할 때이다. 수행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여 타인에게 전달할 때, 그 경험내용은 타인과 공유된

다.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타인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타인이 나의 경험

내용을 이해했을 때 가능하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나 자신과 타

인이 대상을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명언훈습종자’ 개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요가행자의 ‘알라야식’에 존재하

는 ‘명언훈습종자’는 수행 공동체에서 형성된 결과물이다. 요가행자들은 공동

체에서 습득된 양식을 ‘명언훈습종자’의 형태로 각자의 ‘알라야식’에 저장한

다. ‘명언훈습종자’의 현현에 의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식’의 분화과정을 거

쳐 공통의 인식대상을 형성하게 되고 이 대상에 대해 ‘공동의 분별’작용을 일

으킨다. 이를 통해 그 대상을 공동체의 규칙에 부합되는 언어로 자신이 경험

한 내용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성유식론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문헌에 따르면 나

와 타인이 인식대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식’에 나타난 그것의 영

상이 타인의 ‘식’에 나타난 그것의 영상과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유

사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처소[處]’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이숙식이 공상종자의 무르익은 힘에 의해 대상이

되는 기세간, 즉 외부의 대종과 그 형성된 대상과 비슷하게 변현되어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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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모든 유정들이 제각각 변현해내지만 [변현되어진]상은 서로 비슷해서 [모든 유

정들에게]처소의 차이가 없다. 마치 많은 등의 밝은 불빛이 각각 두루 비추면 하나로

보이는 것과 같다.209)

인용문에 따르면 이숙식(=‘알라야식’)에 내재된 ‘종자’에 의해 영상의 특성

이 결정된다. 영상은 ‘식’이 분화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어떤 것은 타인의 것

과 유사[공상종자]하고 어떤 것은 개별자 자신에게만 고유하다[불공상종자].

개별자의 영상이 타인의 것과 유사할 수 있는 이유는 자타의 ‘식’들 사이의

조화와 협력관계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타의 식들이

서로 협력하여 각각의 ‘식’들이 변현해낸 독립적 기세간들이 서로 물리적으로

장애하지 않고 때문에 그 대상은 ‘동일한 처소’에 존재한다고 여겨진다.210)

즉 중생들이 변현해낸 각각의 기세간의 상들은 수순해서 일어나고 서로 수

순해서 생기기 때문에211) 한 곳에 여럿이 존재하는 경우[一處有多]가 가능하

다고 한다. 여기서 ‘수순’한다는 말의 의미는 자타의 ‘알라야식’이 서로 순응

하면서 불가사의한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자타의 ‘식’들

사이의 수순하는 관계에 의해 각각의 ‘알라야식’들이 변현해낸 물리적 기세간

이 하나의 동일한 장소가 된다.212)

이 논의는 수행을 통해 경험한 내용 즉 영상이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가

능성을 보여준다. 각자의 ‘알라야식’에 의해 형성된 영상이 공통의 장소에 비

치면, 그것은 타인과 공유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즉 각각의 영상이 서로 방

209) 成唯識論(T31, 10c12-16), “所言處者, 謂異熟識, 由共相種成熟力故, 變似色等器世間相,
卽外大種及所造色. 雖諸有情所變各別, 而相相似, 處所無異. 如衆燈明 各遍似一”(백진순, 아

뢰야식의 지평에서 본 타인의 마음 , 불교학연구 26호 (2010), p. 191. 참조).
210) 백진순, 앞의 논문, pp. 200-201. 참조.

211) 成唯識論述記(T43, 321c27-322a2), “由隨順轉, 相順生故. 又由如是, 種類之業, 增上所感.
一切色者, 一切色根, 共受用故 乃至廣說. 彼雖說四塵等與此相似. 如山河等業. 衆人並相似. 及

心於上, 共用無礙. 故不相障, 一心上木等所感業各別. 及心受用, 自有礙故. 遂令相隔”.　

212) 지주(知周, 668∼723 :규기(窺基, 632∼682)의 제자)에 따르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비유적으로 설명된다. 예컨대 단일한 물체를 눈으로 보고 코로 향을 맡으며 혀로 맛

을 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는 경우, 안식 등의 오식은 제각기 색(色)향(香)미(味)촉(觸)과

같은 물리적 경계를 인식하지만 그 색법들이 결국 ‘하나의 처소’에 있는 것과 유사하다. 이

비유(譬喩)는 각각의 ‘식’들이 현현해낸 물리적 경계가 서로 다르고 독립적이지만 그것들이

사실상 하나의 처소를 비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맥락에서 중생들도 각각 독립된 기세

간의 상을 변현해내지만 공동으로 하나의 처소를 만들어 낸다고 말할 수 있다(백진순, 앞

의 논문, p. 2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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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지 않고 순응과 협력에 의해 대상을 형성하게 되면 그 대상은 언어로 표

현되어 타인과 공유될 수 있는 것이다.

후기비트겐슈타인 이론에 의하면 내적인 감각어가 언어로 표현되어 타인과

공유되는 과정은 공동체에서 학습된 규칙에 의거한다. 내적인 감각체험이 공

동체의 규칙에 부합되는 언어로 타인에게 전달될 때 그 언어에 의해 표현된

감각내용은 공적인 대상이 된다. 유식불교에 의하면 공통의 대상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행 공동체에 의해 형성된 ‘명언훈습종자’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영상이 타인의 영상과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공통대상을 만들게 되

는 것은 공통의 ‘명언훈습종자’의 현현에 의한 것이다. ‘명언훈습종자’에 의해

‘식’이 분화되어 ‘사회적 자아’와 영상이 형성되고 ‘사회적 자아’가 영상을 공

동체의 규칙에 부합되는 언어로 표현하면서 그 대상은 공적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점은 언어와 주관적인 체험 즉 감각내용 사이의 관계가 논리실증주의자

들이 제시한 바와 같이 일대일 대응관계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

다. 주지하듯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언어의 대상이 플라톤의 이데아와 같이

독립적으로 완전한 존재라고 보았다. 언어는 단지 그것을 모사할 뿐이다. 후

기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은 이러한 관점에 대해 비판적이다. 후기비트겐슈타인

의 이론은 언어와 대상과의 구조적 일치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언어의 주체

에 의한 언어의 작용에 주목했다. 그는 언어와 대상의 관계를 언어의 주체

가 속한 공동체의 규칙 및 가치관을 고려해서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후기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내적으로 체험된 내용이 언어로 표현되었을 때

그 내용은 더 이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그 내용은 공동체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언어에 의해 타인에게 전달되어 공적인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

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수행에 의해 관찰된 심리현상이 수행자의 내적인

체험으로 머물러 있게 되면 이것은 전적으로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 하지만

수행자들의 공동체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그 공동체의 언어로 표현하

여 타인과 체험내용을 공유할 때 그것은 공적인 내용이 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삼매의 상태에서 나타난 영상은 일상인들에게는 주관적인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타인은 수행자의 마음작용을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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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파할 수 없다. 하지만 요가 수행자가 자신의 경험을 유식불교 공동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규칙에 의거해서 언어로 표현할 때 그 대상은 타인과 공유된

다. 공동체에 부합되는 언어에 의해 표현될 수 있는 것은 ‘명언훈습종자’가

각자의 ‘알라야식’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명언훈습종자’가 계기

가 되어 ‘식’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인식의 대상이 공동체의 공통의

대상이 되어 언어로 표현된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에 의해 수행자의 내적인

체험이 체계적으로 이론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1.2 인식대상과 언어의 관계

1.2.1 속제(俗諦)의 관점에서 본 인식대상과 언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이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할 것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이 달라지면 그 대

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된다. 그 변화된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

대상이 예전과 똑같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기대일 뿐

대상은 영원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유식불교는 이 현상을 보다 근본

적으로 해석한다. 유식불교에 의하면 현상이 영원히 같은 모습을 지닌 채 존

재할 것이라는 기대는 인식주체가 대상을 분별하고 집착하는 데에서 생겨난

다. 즉 인식대상이 영원히 존재하기를 바라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식

불교는 이것을 윤회의 세계[속제]에서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본다.

인식대상이 외부에 실재한다고 본 관점은 전기비트겐슈타인 이론의 전제이

다. 이 이론은 인식대상이 외부에 실재하고 이것을 인식기관이 받아들임으로

써 인식의 작용이 발생된다는 입장에 있다. 유식불교와 비교해 볼 때, 이 이

론은 외부에 대상이 실재한다고 여기는 측면에서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각

이론이 인식대상의 위상과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 것을 살펴보

면 명확한 차이가 발견된다.

주지하듯 전기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은 언어가 세계를 표상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세계를 표상하려면 언어가 어떤 본성이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는 생각을 보였다. 그리고 명제와 그 명제로 표현된 사실이 유사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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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그 의미가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점은 언어의 대상은 외부에

실재하며 언어는 그 대상을 모사한다는 입장을 반영한다.

신상규는 전기비트겐슈타인의 관점을 논리철학논고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명제는 세계의 사실에 대한 그림이다. 이러한 그림관계는 바

로 이름과 단순 대상의 지시 관계, 그리고 이름들의 배열로 이루어진 요소

명제와 단순 대상들의 배열을 통하여 결정된다. 즉 원자적 사실의 대응 관계

에 기초해 있다. 언어가 세계를 표상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이상화된 요

소 명제들의 시스템과 원자 사실들의 시스템, 이 두 가지 사이에 성립하는

구조적 유사성 때문이다. 한편 복합명제의 경우, 그 진리치는 요소 명제들의

진리 함수에 의해 결정된다. 213)

언어와 대상간의 일치를 통해 언어의 유의미성을 주장하는 전기비트겐슈타

인의 이론은 언어의 구조와 실재의 구조가 유사하다는 관점에 기반을 둔다.

구조를 구성하는 이름과 원자적 사실이 일치가 되면 이름으로 구성된 명제는

세계를 표현하는 진리가 된다. 전기비트겐슈타인은 언어와 대상간의 구조적

유사성에 초점을 두고 언어는 외부에 실재하는 대상과 대응함으로써 의미를

갖게 된다는 이론을 제시한 것이다. 그 이론에 따르면 인식된 결과가 외부대

상과 일치할 때 그것은 진리가 되는 것이다.

반면 유식불교는 인식대상에 대해 이와 다른 관점을 보인다. 유식불교에

의하면 인식대상은 ‘알라야식’에 존재하는 ‘종자’가 변현되어 형성된 것이다.

외부에 대상이 실재한다는 생각은 ‘식’에 존재하는 ‘종자’에 의해 분별되고 집

착된 결과이다. 즉 인식대상이 실재한다고 여기는 것은 인식주체가 그 실상

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이다. 인식주관이 인식대상에 대해 분별하고

집착함으로써 그것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 관점은 인식대상

이 외부에 이미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인식기관이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본 실재론과 다르다. 유식불교는 ‘식’의 능동적인 분화에 의해 생겨난 인식주

관이 욕망에 의해 인식대상이 실재(實在)한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전기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실재론과 유식불교의 속제에서

일상인들이 인식대상을 실재한다고 간주하는 현상은 대상이 실재하고 있다고

보는 측면에서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인식의 발생과정을 비교해 볼

213) 신상규, 앞의 책, pp. 29-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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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 둘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격한 차이를 드러낸다.

유식불교는 일상인의 인식작용이 ‘식’의 능동적인 분화에 의해 시작된다고

본다. 이 때 형성된 인식대상에 대해 일상인들은 분별하고 집착하는 현상을

일으킨다. 변계소집성은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는 개념이다. 일상인들은 인

식대상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우리는 앞에 서있는 나

무를 볼 때 그 나무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잎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 나무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창창한 나무라 하더라도 한 여름 소나기

가 퍼붓는 날을 맞이하게 되면 나무가 뿌리 채 뽑히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

다. 이러한 현상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눈앞에 서있는

이 나무가 항상 존재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게 된다. 유식불교는 이러

한 우리의 태도를 변계소집성으로 표현한다. 변계소집성은 자기에게 나타난

현상적 존재가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현상을 설명해준다.

변계소집성의 세계에 존재하는 일상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

며 이것을 타인에게 전달한다. 그들은 이 과정에 의해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

이 관계 속에서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행위는 타인을 위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자신 및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욕망

에서 비롯된다. 욕망과 결부되지 않은 행위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유식불

교는 이러한 현상을 ‘알라야식’에 내재된 ‘종자’의 현현으로 설명한다. ‘종자’

가 계기가 되어 ‘식’의 분화가 발생되고 이 때 형성된 인식주관은 인식대상에

대해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일상

인들은 언어로 표현된 대상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속제에서

인식대상은 욕망에 의해 실재화된다. 이것이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2.2 진제(眞諦)의 관점에서 본 인식대상과 언어

유식불교에 의하면 인식주체가 인식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변화될 수 있

다. 유식불교는 수행을 통해 인식대상에 대해 분별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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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변화시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 볼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을 ‘전의(轉

依)’214)경험으로 설명한다. ‘전의’는 범부에서 붓다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단계

에서 경험되는 마음의 변화양상이다. 수행자는 수행이 진전됨에 따라 번뇌는

점점 감소되고 진리를 믿는 힘이 증가되는 단계(益力損能轉)를 거쳐 보살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보살의 경지도 여러 단계로 나누어진다. 보살은 우선 진

실을 보게 되지만 이 상태를 벗어나면 다시 산란한 단계로 돌아가는 단계(通

達轉)에 이른다. 이 단계에서 보살은 진리를 보게 되었지만 그 진리를 완전

히 체득하지 않았다. 따라서 삼매를 벗어나게 되면 그는 다시 이전단계로 되

돌아가게 된다. 다음은 이와 같은 상태가 덜 하긴 하지만 장애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는 단계(修習轉)를 경험한다. 마음에 잔재해 있는 흔적을

더 닦아내어야 하는 단계이다. 이것을 거치면 모든 장애로부터 완전히 벗어

난 경지(果圓滿轉)에 이른다.215)

수행자는 이와 같은 ‘전의’경험에 의해 마음의 상태를 완전히 변화시킨다.

유식불교에 의하면 ‘전의’에 의해 변화된 마음의 상태는 구체적으로 인식적인

변화로 나타난다. 이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보살

의 단계에서 증득되는 무분별지와 후득지이다. 섭대승론석(攝大乘論釋)은
무분별지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한다. 첫째는 ‘가행’무분별지

(加行無分別智)로서 진여를 증득하고자 하지만 아직 증득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둘째는 ‘근본’무분별지(根本無分別智)인데 이것은 진여관(眞如觀)에

있지만 증득한 것을 타인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셋째,

후득지(後得智)로서 진여관에 있으면서 증득(證得)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상태

즉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내용을 말해줄 수 있는 인식의 상태를 말

한다.216)

214) ‘전의’는 마음이 질적으로 변화하는 수행경험을 일컫는다.

215) 攝大乘論(T31, 129b4-21), “此轉依若略說有六種轉. 一益力損能轉, 由隨信樂位住聞熏習
力故, 由煩惱有羞行慚弱行, 或永不行故. 二通達轉, 謂已登地諸菩薩, 由眞實虛妄顯現爲能故,

此轉從初地至六地. 三修習轉, 由未離障人是一切相不顯現眞實顯現依故, 此轉從七地至十地. 四

果圓滿轉, 由已離障人一切相不顯現淸淨眞如顯現至得一切相自在依故. 五下劣轉, 由聲聞通達

人無我故, 由一向背生死爲永捨離生死故. 六廣大轉, 由菩薩通達法無我故, 於中觀寂靜功德故,

爲捨不捨故. 若菩薩在下劣轉位有何過失. 不觀衆生利益事故, 遠離菩薩法, 與下乘人同得解脫此

爲過失. 諸菩薩若在廣大轉位有何功德. 於生死法中由自轉依爲依故, 得諸自在於一切道中能現

一切身, 於世間富樂及於三乘, 由種敎化方便勝能能安立彼於正敎, 是廣大轉功德”.

216)『攝大乘論釋』(T31, 242b25-c18), “論曰.　如未識求解,　如讀正受法,　如解受法義,　次第譬

三智. 釋曰. 譬如人未識論文. 但求識文字, 加行無分別智亦爾. 未識眞如, 但學見眞如方便, 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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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행’무분별지는 범부가 무분별지를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일으킨 단계

(尋思慧)이다. 보살 초지(初地)이전의 단계이다. 범부가 보살의 무분별지혜를

전해 듣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일으켜 믿고 즐거워하는 마음에 의지하여 마음

을 닦아가는 것을 말한다. ‘근본’무분별지는 보살 10지 중 초지에서 처음으로

성립된다. 이 무분별지는 진여를 있는 그대로 본다. 하지만 번뇌습기가 아직

남아 있어서 십지(十地) 각각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사유와 언어를 초월한 지(智)에 이르게 된다. 근본무분별지를 증득하게 되면

인식주관과 인식대상의 구별이 없어진다. 즉 주관과 객관의 대립으로부터 발

생하는 망분별(妄分別)이 사라지게 된다. 이로 인해 일상적인 언어적 사유를

초월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유식불교에서는 후득지를 제시함으로써, 이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살은 일상인들이 인식객관에 대해 분별하고 집착하는

인식작용을 일으키는 것과 달리 주관과 객관을 넘어선 무분별지를 거쳐 후득

지의 상태에 이른다. 무분별지는 주관과 객관이 다르지 않음을 증득하는 단

계이다. 이 상태는 일상인들에게 나타나는 인식대상과 인식주관의 분화과정

이 발생되지 않는다. 주관과 객관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세속에서 대상이라

고 일컬어지는 그런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무분별지의 단계를 거쳐 후득

지에 이르렀을 때 보살은 진여(眞如)를 대상으로 한 인식작용을 일으키게 된

다. 무분별지와 후득지의 관계를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는 섭대승론의 글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마치 사람이 눈을 완전히 감은 것처럼 무분별 또한 그러하다. 마치 사람이 눈을

완전히 뜬 것처럼 후득지 또한 그러하다. 허공이 물들지 않고 장애가 없으며 분별

됨이 없고 끝이 없듯이 무분별 또한 그러하다. 허공에 형체가 드러나듯이 후득지

顯未解. 譬如人已識文字. 未了文字義, 正讀文字, 但能受法, 未能受義, 根本無分別智亦爾. 自

利功用已成, 未有利他功用, 此顯已解. 譬如人已識文字. 又已了義, 正在思中, 是人具有二能,

能識文字, 又能了義. 以功用究竟故. 無分別後智亦爾. 已通達眞如, 又已出觀, 如前所見解說無

倒, 此顯解已究竟. 此偈顯學功有異故有差別, 前已明三次第, 謂未解己解及解究竟. 前一無境,

後二有境. 謂法及義, 後二有境. 異相云何. 論曰. 如人正閉目,　無分別亦爾. 如人正開目,　後得

智亦爾. 釋曰. 此偈但顯根本智及後得智, 由依止不同故有差別. 根本智依止非心非非心, 後得智

則依止心故. 二智於境有異. 根本智不取境, 以境智無異故. 後得智取境, 以境智有異故. 根本智

不緣境, 如閉目. 後得智緣境, 如開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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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러하다.217)

무분별지는 주관과 객관을 초월한 상태이다. 보살은 무분별지를 증득하게

됨에 따라 주관[능연]과 대상[소연]이 평등해지고 그 둘이 구분되지 않는 불

이(不二)의 상태 즉 하나로 융합된 일미평등(一味平等)의 상태가 된다. 주관

과 객관의 대립으로부터 발생되는 망분별(妄分別)이 사라지게 된다. 분별에

의해 대상이 형성되고 이를 언어로 표현하는 일상세계와는 달리 이 경지는

분별이 사라진 무분별의 상태이므로 여기에는 일상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관과 객관의 대립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지는 일상의 언어를 초월한 경지로 묘사된다. 하지만 무분별의 경지를

넘어서 후득지를 증득한 보살은 자신이 본 세계에 대해 명확히 기억하고 그

것에 대해 분별한다. 이것은 일상인들이 분별하는 것처럼 무명(無明)에 의해

가려진 분별이 아니라 장막이 완전히 사라진 분별이다. 이 분별에 의해 형태

가 확연하게 드러난다.218)

후득지(後得智)는 근본무분별지위에 성립한 지(智)로서, 근본무분별지 뒤에

얻는 분별이 있는 지(智)를 말한다. 범부는 대상[一切法]이 실제로 존재한다

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집착한다. 대상이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집착한다. 일체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의 모습으로 보는 것 즉 공성(空性)ㆍ무아(無我)를 체득한 것이 근본무분별지

라고 한다면, 후득지는 이를 토대로 해서 중생에게 대비행(大悲行)을 실천하

도록 한다. 유식불교에 따르면 후득지는 세간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지이다.

곧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이 바로 후득지에 입각한 것이다.

유식불교는 후득지를 증득할 때 나타나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217) 攝大乘論(T31, 128b27-c1), “如人正閉目, 無分別亦爾. 如人正開目, 後得智亦爾. 如空無分
別, 無染礙異邊. 如空中色現, 後得智亦爾”(한글은 필자의 번역).

218) 이러한 보살의 경지는 성문지와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성문지는 인식대상

에 대해 분별상(分別相)을 일으키는 지혜이다. 성문승은 수행 중에 떠오른 영상에 대해 분

별을 한다. 성문은 인식주관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人無我)에만 통달하지만 아직 인식주

관과 인식대상 모두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人法無我)에 통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성

문승은 인식주관이 무아(無我)라는 것을 통달해서 열반에 이르렀지만 열반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곧 열반에 집착한다. 보살과 성문승의 차이는 결국 열반에 대한 집착의 유무

에 있다고 볼 수 있다(長眉雅人, 攝大乘論-和譯と註解 下, 東京: 講談社, 1982, pp.

290-2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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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후득지를 증득하게 될 때 진리에 대한 명백한 이해[現觀]를 하고, 분

별이 없는 삼매의 상태를 벗어나서 ‘내가 이와 같은 것에 통달했다’는 자각이

일어나서 그것을 상세히 고찰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통달해서 얻은 것을 기

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다. 셋째, 통달한 내용을 가르침으로 정립(안립(安

立))해서 사람들에게 설한다. 넷째, 가르침을 총괄적으로 이해(상잡(相雜))하

여 ‘전의’를 경험한다. 다섯째, 생각한 바대로 이루어진다(여의(如意)).219)

유식불교에 의하면 보살은 무분별지의 상태를 넘어서 후득지의 경지에 이

르게 될 때 그 경험을 자각하고 객관화시켜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형성된 인식주관과 인식대상은 일상인들의 ‘식’의 분화과정에 의해 형성된

인식주관 및 인식대상과 다르다. ‘식’의 분화가 유사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엄밀하게 살펴보면 주관과 객관으로 분화된 보살의 상태는 범부의 그것과 질

적으로 다르다. 즉 욕망에 의해 집착이 가해진 일상인들의 인식작용과는 달

리 보살의 인식작용은 청정한 상태에서 자신이 깨달은 바를 그대로 보는 작

용이다. 보살은 삼매에서 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해서 그것을 가

르침으로 정립한다. 일상인들이 이기적 욕망에 의해 인식대상에 대해 분별하

고 집착하는 것과 달리 보살은 자신이 인식한 대상을 이타심에 의거해서 표

현한다.

속제 ①¹ 진제 ②¹

일상인-분별․집착에 의해 대상이 ➡ 무분별지주관과 객관은 다르지 않다

실재하는 것으로 생각

속제 ①² 진제 ②²

무분별지주관과 객관은 다르지 않다 ➡ 후득지무분별지의 상태를 자각

(주관과 객관의 재분화)

<도식 4-1> ‘식’의 분화 현상과 인식대상

도식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상인들의 인식작용은 ‘식’의 분화에 의해 형성

219) 攝大乘論(T31, 128c12-13), “無分別後智有五種. 謂通達憶持成立相雜如意, 顯示差別故”;
長眉雅人, 攝大乘論-和譯と註解 下 (東京: 講談社, 1982), p.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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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인식주관이 인식대상을 분별하고 취착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로 인해 그

들은 인식대상이 실재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오랜 기간 동안 갈고 닦은 수행

의 결과 무분별지의 경지에 이르게 된 보살은 분화되었던 주관과 객관을 초

월한 불이(不二)의 상태에 이른다. 여기에는 주관과 객관의 분화가 없기 때문

에 일상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이 경지

는 언어를 초월한 상태로 여겨진다. 한편 보살이 무분별지를 벗어나 자신이

깨달은 경지를 자각하는 후득지를 증득하게 되면 보살에게 다시 ‘식’의 분화

가 발생된다. 이로 인해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이 생겨나므로 보살은 자

신이 깨달은 바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도식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속제(俗諦)와 진제(眞諦)의 구

조로 설명될 수 있다.220) 일상인들의 인식작용은 속제①¹에서 이루어진다고

정의된다. 일상인들은 인식대상을 분별하고 집착하면서 그 인식대상이 실재

한다고 착각한다. 이러한 착각은 개개인의 욕망에 의해 형성된다. 반면 무분

별지를 증득하면서 나타나는 인식의 상태는 주관과 객관이 구분되지 않은 경

지로 정의된다. 이 상태에서는 일상인들의 인식작용을 일으키는 ‘식’의 분화

가 발생되지 않는다. 인식주관과 인식객관이 구분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일상

220) 본고에서는 무분별지와 후득지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승랑(僧朗, 450∼530?)의

이제합명중도설(二諦合明中道說)을 적용시켰다. 승랑은 삼론종(三論宗)의 선구자로서 고구

려인이다. 그는 진리를 드러내는 방법으로서 속제(俗諦)와 진제(眞諦)를 합해서 중도(中道)

를 밝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승랑의 이제합명중도설은 현상을 3가지 중첩구조로 분석한다.

제일은 유(有)를 속제로 하고 무(無)를 진제로 한다. 제이는 앞의 유와 무를 속제로 하고

불이(不二)를 진제로 한다. 그리고 제삼은 이(二)와 불이(不二)를 속제로 하고 비이비불이

(非二非不二)를 진제로 한다. 제일은 유에 집착하고 있는 범부의 유견(有見)을 파(破)하기

위해 무를 진제로 하는 것이요, 제이는 제법(諸法)이 공(空)하다고 여기는 성문승이 공에

얽매이는 병을 깨트리기 위해 불이(不二)를 진제로 한다. 제삼은 유득보살(有得菩薩)의 입

장을 깨트리기 위한 것이다. 유득보살은 무소득(無所得)이 아닌 유소득(有所得)으로 자처하

여 생각하기를 ‘범부는 유(有)를 보고 성문승은 공(空)에 집착한다. 즉 범부는 생사에 빠지

고 성문승은 열반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나는 모든 법(法)이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니며 생사

도 아니고 열반도 아님을 알고 있다’고 하여 유무(有無)의 이(二)와 비유무(非有無)의 불이

(不二)를 밝힌다. 불이(不二)라고는 하나 아직도 유무(有無)에 구애되어 유무에 머물러 있

기 때문에 유득(有得)의 경지이다. 제삼은 유무(有無)의 이(二)도 아니요 불이(不二)도 아닌

것을 제일의체(第一義諦)로 한다. 승랑이 이제합명중도설을 설한 이유는 유(有)와 공(空)의

양변을 떠나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에 있다고 전해진다. 승랑의 이제

합명중도설의 구조에 따르면 제일에서 속제와 진제로 설정된 것 모두가 제이에서는 속제가

되고 둘을 부정한 것이 진제가 된다. 제삼 또한 같은 원리에서 속제와 진제가 정의된다. 엄

밀한 의미에서 볼 때 이 구조는 본고에서 설정한 구조와 정확하게 대응되지는 않는다. 본

고는 다만 무분별지와 후득지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승랑의 구조를 변형시켜 적용했음을

밝힌다(박종홍, 한국사상사-불교사상편, 서울: 서문당, 1999, pp. 38-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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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인식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이 상태를

진제②¹의 상태로 정의해 본다.

한편 무분별지와 후득지의 관계는 다시 속제①²와 진제②²의 구조로 해석

해 볼 수 있다. 즉 후득지는 속제①²로 간주된 무분별지의 경지를 벗어나 진

제②²의 상태로 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 단계에서 속제①¹로 해석된 일반인의

경지와 다음 단계에서 속제①²로 간주된 무분별지는 질적으로 다른 위상을

차지한다. 일반인의 경지(속제①¹)와 무분별지(속제①²)의 관계는 일상인의 경

지가 부정된 후 획득된 무분별지가 다시 부정되어 후득지가 된다는 것을 설

명하기 위해 설정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보살은 후득지를 증득한 진제의 경지에서 무분별지 상태에서 본 것을 자각

한다. ‘식’의 재분화가 발생된 것이다. 무분별지에서 본 것을 인식대상으로 삼

아 이것을 일상 언어로 표현하게 된다. 보살이 자신이 깨달은 내용을 타인에

게 언어로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식’의 재분화가 발생되었기 때문

에 가능하다. 이것은 보살이 자신이 깨달은 상태를 자각하고 이것을 언어로

표현하여 타인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분화이다.

이 논문은 일상인들이 인식작용을 할 때 발생되는 ‘식’의 분화와 보살 자

신이 무분별지의 상태에서 본 내용을 자각하는 ‘식’의 분화는 질적으로 다르

기 때문에 ‘식’의 재분화로 표현했다. 이 과정은 ‘식’의 분화 → ‘식’의 미분화

→ ‘식’의 재분화와 같은 경로로 표현된다. 일상인들이 ‘식’의 분화를 통해 인

식작용을 일으키는 상태가 개개인의 욕망에 의해 형성된 인식작용이라면 보

살은 타인을 위한 자비심에 의해 인식작용을 일으킨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보살은 무분별지의 상태를 벗어나면서 아공(我空)과 법공(法空)을 통찰하게

되어 생사(生死)와 열반(涅槃)의 세계에 대해 집착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무

명(無明)에 의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중생들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어 그

들을 해탈로 인도하고자 하는 자비심(慈悲心)을 일으키게 된다. 보살은 무분

별지의 상태에서 본 내용을 기억하고 그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여 중생[일상

인]과 의사를 소통한다.

‘식’이 능동적으로 분화된다는 점에서 일상인과 보살은 유사성을 지닌다.

하지만 그들에게 나타나는 결정적인 차이는 사회적 관계가 자신을 위한 욕망

에서 비롯되었는가 아니면 타인을 우선시 했는가에 있다. 보살은 중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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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탈에 이르도록 인도하기 위한 마음에서 ‘식’의 능동적인 분화를 일으켜 자

신이 깨달은 바를 언어로 표현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2. 언어의 유의미성 문제

언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언어

와 대상과의 대응관계가 언어의 의미를 규정한다고 본 이론과 언어와 언어의

관계에 의해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 이론이 그것이다. 실재론은 인식

기관이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을 받아들여 관념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이 관

점에 의하면 언어는 대상을 모사(模寫)함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전기비트겐슈

타인의 이론에서 이러한 면이 발견된다. 이 이론은 언어와 대상간의 구조적

관계에 의해 언어의 의미가 결정된다고 본다.

반면 후기비트겐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언어의 의미는 언어와 언어 간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언어가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규칙에 부합될 때 그

언어는 의미를 가진다. 이 이론은 언어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만든 틀 내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한편 인도 후기논리학자들이 제시한 ‘타의 배제’ 이론

에 의하면 언어의 의미는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이외의 것에 의해 배제(排除)

됨으로써 결정된다. 언어의 의미는 언어와 대상이외의 것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후기비트겐슈타인의 이론과 인도 후기논리학자들의 ‘타의 배제’ 이

론은 언어가 표현하는 대상에 주로 초점을 두기 보다는 언어와 대상 및 공동

체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규칙을 모두 고려하고자 한다.

본 논의에서는 유식불교에서 언어의 의미가 결정되는 방식을 논의한다. 이

것은 후기비트겐슈타인의 이론 및 인도 후기논리학자의 ‘타의 배제’ 이론과

비교분석하여 논의된다. 주지하듯 유식불교는 대상이 실재한다고 보는 이론

에 비판적이다. 유식불교에 의하면 인식대상은 인식기관의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식’의 변형체이다. 본 논의에서는 유식불교에서 제시되고 있

는 언어의 유의미성이 언어와 언어의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을 밝힌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은 후기비트겐슈타인의 이론 및 인도 후기논리학자의

‘타의 배제’ 이론과 맥을 같이 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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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동체의 규칙과 언어 간의 정합성

2.1.1 언어의 유의미성 결정 방식

유식불교에 의하면 인식작용은 ‘식’이 주관과 객관으로 분화되면서 시작된

다. 인식주관은 인식객관에 대해 파악한 내용을 언어로 표현한다. 이 때 언어

의 의미는 사회공동체의 규칙에 부합되는 언어와 ‘식’의 변형체인 인식대상과

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언어의 대상은 외부에 실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단

지 ‘식’이 변형된 것일 뿐이다.

린드벡이 제시한 ‘문화적 모델’에 의하면 사회 공동체의 규칙에 언어가 부

합되는지의 여부에 의해 언어의 의미가 결정된다. 후기비트겐슈타인의 이론

인 이 모델은 대상과 언어가 구조적을 일치하는 데 주목하기보다 사회적 합

의를 거친 규칙과 언어의 관계에 주목한다. 후기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실재

하는 대상을 반영한다는 관점에 대해 비판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유식불교는 무아론에 의거해서 언어와 대상의 관계를 설명

한다. 유식불교는 언어의 대상은 가변적인 존재라고 본다. 언어의 대상은 ‘알

라야식’에 축적된 잠재적 인상(印象)이 성장하여 명확한 형태를 띠게 되면서

그것이 대상으로 포착된 것이다. 언어의 대상은 ‘식’이 변형된 것이다. 인식주

관에 의해 포착된 표상(‘식’의 변형체)이 언어로 표현된 것이다.

유식이십론(唯識二十論)에 의하면, 꿈속에서 외부에 대상이 존재하지 않

아도 인식작용이 일어나듯이, 꿈에서 깨어난 상태에서 인식하는 작용 또한

마찬가지의 원리에 의해 일어난다. 즉 인식작용은 인식주체가 표상을 파악하

면서 발생된다. 표상은 마음에 잠재되어 있는 인상이 성숙하면서 생겨난 것

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계의 대상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사실 표상에 지

나지 않는다. 마음은 그 표상을 지각하지만, 그것은 외계에 실재하는 것을 기

반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선행하는 마음에 의해 순간적으로 발생된 것이

다.221)

221) 唯識二十論(T31, 76c07-17), “頌曰. 未覺不能知 夢所見非有. 論曰. 如未覺位. 不知夢境非

外實有.覺時乃知. 如是世間虛妄分別串習惛熟如在夢中. 諸有所見皆非實有. 未得眞覺不能自知.

若時得彼出世對治無分別智. 乃名眞覺. 此後所得世間淨智現在前位. 如實了知彼境非實. 其義平

等. 若諸有情. 由自相續轉變差別. 似境識起. 不由外境爲所緣生. 彼諸有情. 近善惡友聞正邪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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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식이십론은 꿈의 비유를 통해 표상은 외부대상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

니라 잠재적 인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본다. 꿈속에서는 실재하는 대

상이 없어도 표상이 생생하게 나타난다. 꿈에서 깨어난 상태에서 발생되는

인식작용 또한 인식주체가 잠재적 인상이 현현한 표상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언어는 마음에 나타난 표상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유

식불교는 이 현상이 요가행자에 의해 자각된다고 본다. 요가행자는 자신이

본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여 타인에게 전달할 때 언어의 대상이 순간적인 존

재임을 자각할 수 있게 된다. 인식주체가 찰나적인 존재를 포착하여 언어로

표현할 때, 언어의 대상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통찰한다.

한편 후기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대상에 대한 성격을 ‘게임’의 예를 통해

설명한다. ‘게임’에는 장기게임, 카드게임, 배구나 축구게임이 있다. 이 게임에

는 본질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완전한 실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모든 게

임을 게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통된 대상이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유사성만 있을 뿐이다.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탐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66. 우리가 ‘게임’이라 부르는 것을 생각해 보자. 장기게임, 카드게임, 구기게

임, 올림픽게임 등을 말이다. 이들 모두에 공통된 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 이들 모두에 공통점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없다면 이들은 ‘게임’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 그러나 이들 모두에 공통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판단

해야 한다. 이들을 여러분이 관찰할 때 어떠한 공통점도 보지 못할 것이다. 보이는

것은 이들의 관계와 유사점들이다. 반복해서 말하자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가를 관찰해 보아야 한다. 장기게임들의 여러 가지 관계를 관찰하고 카

드게임으로 가 보자. 첫째 그룹과 많은 대응점들을 발견하지만 장기게임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은 여기에선 없고 다른 공통점들이 나타난다. 구기게임에서

보면 어떤 공통점은 남아 있고 어떤 공통점은 사라진다. 모든 게임들은 즐거운 것

인가? 장기를 오목게임과 비교해 보자. 모든 게임에는 항상 승부가 있는가? 또는

게임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경쟁이 있는가? 인내를 생각해 보자. 구기게임에는 승

부가 있다. 그러나 한 아동이 자기의 공을 벽에 던지고 그 공을 다시 집고 할 때에

二識決定. 旣無友敎此云何成.非不得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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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승부의 측면을 없어진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는 많은 게임들에 대해 생각

해 볼 수 있다. 이 조사의 결과는 이러한 것이다. 비슷한 점이 얽히고 교차되는

복잡한 그물의 조직, 어떤 때는 전반적으로 비슷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상세한

점에서 비슷하기도 하는 그러한 조직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222)

인용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은 ‘게임’들 사이에 존재

하는 유사성뿐이다. 이것은 ‘책상’의 이데아가 존재해서 ‘책상’이라는 언어가

그 이데아를 지시한다고 보는 플라톤의 이론과 견해를 달리한다. 후기비트겐

슈타인은 언어는 본질적인 형상 즉 실재하는 대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유사성’에 나타나듯이 그 유사성만 표현할 뿐이라고 본다.

67. 나는 이 비슷한 점들을 나타내는데 있어서 ‘가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 보다 더 나은 언어 표현을 생각해 낼 수 없다. 왜냐하면 한 가족의

여러 성원들 간의 여러 가지 닮음, 가령 체격, 용모, 눈의 색, 걸음걸이, 기질 등은

같은 방식으로 중복되고 겹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게임들은 하나의 가족을 이룬

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223)

후기비트겐슈타인이 제시하고 있는 언어의 대상은 가족 구성원 간에 존재

하는 유사성이다. 게임에 농구, 배구, 야구, 축구 등 여러 게임이 있듯이 가족

은 아버지, 어머니, 오빠, 동생 등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구, 배구

등은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게임에는 구기종목이며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게임이 진행된다는 유사성이 있다. 이러한 유사성이 게임이라

는 단어의 의미를 형성한다. 마찬가지로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 개성을 가지

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비슷한 공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생활하면서 비슷한

습관 및 용모를 갖추게 된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유사성을 표현한다.

이 논의에 의하면 언어는 본질적인 대상을 표현함으로써 유의미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유사성을 표현한다는 것은 언어에 의해 표현된 의미가 공동체

마다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한다. 언어의 의미는 공동체의 규칙에 의거해서 정

222) 서광선ㆍ정대현 편역, 앞의 책, p. 154.

223) 서광선ㆍ정대현 편역, 앞의 책,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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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며 그 언어는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의미하는 바라 달라질 수 있다. 후

기비트겐슈타인은 다음의 예를 통해 이와 같은 관점을 표현하고 있다.

239. 그가 ‘빨강’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는 자기가 어떤 색을 골라야 하는지를

어떻게 알까?- 매우 간단하다: 그는 그 낱말을 들을 때 자기에게 떠오르는 상(像)

이 지닌 색을 택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색이 ‘자기에게 떠오른 상이 지닌’ 것인지

를 그는 어떻게 알까? 이를 위해 더 이상의 기준이 필요한가?(물론, ㆍㆍㆍ라는 낱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 떠오른 색을 고른다고 하는 과정은 존재한다.)

‘‘빨강’은 ‘빨강’이란 낱말을 들을 때 나에게 떠오르는 색을 의미한다는 하나의 정

의(定義)일 것이다. 낱말에 의한 지칭의 본질에 대한 설명은 아니다.224)

인용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빨강’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마음에 떠오른 영

상에 부여할 때 그 낱말은 사회 속에서 정의된 언어이며 그것은 본질적인 대

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유식불교에서 마음에 비친 영상에 어떤 개념을

부여할 때 ‘사회적 자아’가 합의한 규칙에 의거하듯이 후기비트겐슈타인 또한

같은 맥락에서 대상에 언어를 부여한다.

241. ‘그러니까 당신의 말은 사람들의 일치가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잘못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인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옳거나 잘못이다 ; 그리고 언어에서

사람들은 일치한다. 이것은 의견들의 일치가 아니라, 삶의 형태의 일치이다.225)

후기비트겐슈타인의 이론에서 삶의 양식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합의를 이끌

어 내는 토대가 된다. 규칙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습득된 삶의 양식에서

나온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함께 생활하는 동안 규칙을 자연스럽게 몸에 습

득한다. 이 규칙에 부합된 언어로 대상을 표현할 때 그 언어는 유의미하게

된다. 유식불교의 ‘명언훈습종자’와 같이 ‘생활양식’은 공동체 속에서 몸과 마

음에 습득된 가치관 및 관습이 되며 행동을 하는데 준거가 되는 틀이 된다.

이 관점에 의하면 언어는 삶의 양식에 토대를 둔 규칙에 부합될 때 그 언

224)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앞의 책, p. 163.

225)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앞의 책, p.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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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의미하는 바를 타인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공동체가 합의한 규

칙에 언어가 정합적으로 부합될 때 화자와 청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즉 ‘사회적 자아’가 공동체의 규칙에 부합되는 언어로 인식대상

을 표현할 때 타인은 그 내용을 잘 이해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에 의하면 유식불교에서 언어와 대상과의 관계는 결국 ‘식’에

의해 형성된 인식대상과 언어의 관계로 해석된다.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인식대상은 공동체의 결과물인 ‘명언훈습종자’가 현현함으로써 형성된 것이

다. 화자는 이 대상을 언어로 표현하여 청자에게 전달한다. 언어행위는 공동

체에서 형성된 언어가 인식대상을 표현하여 타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

행위에 의해 언어의 의미가 전달된다. 공동체의 규칙에 부합되는 언어로 대

상을 표현할 때 원활한 의사소통이 형성된다.

결국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언어가 유의미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유식불교는 언어가 공동체에서 형성된 규칙에 부합

될 때 그 언어는 유의미하다고 본다. 후기비트겐슈타인이 제시한 바와 같이

공동체의 규칙에 부합되는 언어로 내용을 전달할 때 타인에게 그 의미가 정

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

2.1.2 보살과 중생의 관점에서 본 언어의 정합성

유식불교에서 언어는 ‘사회적 자아’에 의해 만들어진 규칙에 정합적으로 부

합될 때 그 의미를 갖게 된다.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적합한 언어에 의해 표

현될 때 그 의미는 명확하게 타인에게 전달된다. ‘명언훈습종자’에는 ‘사회적

자아’가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삶의 양식이 내재해 있다. 삶의 양식 가운데

공동체 구성원에 의해 합의된 규칙은 ‘사회적 자아’가 타인과 의사를 소통할

때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본 논의에서는 언어의 유의미성 문제를 중생과 보살의 관점에서 비교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언어현상을 중심으로 언어의 유의미

성 문제가 논의 되었다. 본 논의에서는 보살이 언어를 사용해서 중생과 의사

를 소통하는 현상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이후 중생과 보살의 차이점을 밝혀보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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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듯 보살은 깨달은 상태에 홀로 머물기 보다는 타인과 더불어 깨달음

을 공유하고자 한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바를 중생에게 알려주려는 마음을

일으킨다. 이 때 그 내용이 중생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중생이 사용하는

일상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보살은 언어를 초월한

경지인 무분별지를 넘어 후득지를 증득한다.226) 이 과정에서 보살은 자신이

깨달은 바를 일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보살의 특성은 성문승과 비교해 볼 때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성문지는

범부(凡夫)가 수행을 시작한 후 얻게 되는 경지이다. 이 경지는 보살 이전의

단계이다.

성문지와 보살지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5가지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첫째는 분별하지 않음에 차이가 있다. [성문승과 달리 보살은 5가지]온 등의 법에

대해 분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는 조금이라도 부분적이지 않음에 차이가 있다.

[보살]은 진여에 통달하고, 일체의 알아야할 것에 깨달아 들어가며, 널리 일체의

중생을 이끄는 데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분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는 머무르

지 않음에 차이가 있다. [성문승은 열반에 머무르지만 보살은] 열반에 머무르지 않

기 때문이다. 넷째는 궁극적인 차별이다. [성문과 달리 보살의 덕은] 무여열반 중

에도 멸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위가 없음에 차이가 있다. 이 위에 [이것보

다] 뛰어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게송이 있다. ‘자비를 체로 삼고 5가지 매

우 뛰어난 지혜로 인해 세간 출세간에 대해 원만하여 이에 고원하게 설한다.’227)

인용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섭대승론본(攝大乘論本)은 성문과 보살의 차

이를 5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성문승은 5온에 관한 교설에 대해 여러 가지

분별을 가하여 이해하지만 보살은 무문별지로써 그 교설을 파악한다. 즉 분

별을 가하지 않은 지혜에 의해 교설의 내용을 이해한다. 성문승은 인무아(人

無我)만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분적인 깨달음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226) 이 논문 pp. 131-138. 참조.

227) 攝大乘論本(T31, 148b21-148c01), “聲聞等智與菩薩智 有何差別. 有五種相 應知差別. 一

有無分別差別 謂於蘊等法無分別故. 二有非少分差別 謂於通達眞如 入一切種所知境界 普爲度

脫一切有情 非少分故. 三有無住差別 謂無住涅槃爲所住故. 四有畢竟差別 謂無餘依涅槃界中

無斷盡故. 五有無上差別 謂於此無有餘乘勝過此故. 此中有頌 諸大悲爲體 有五相勝智 世出世

滿中 說此最高遠”(한글은 필자의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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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은 인무아와 법무아(法無我)를 모두 깨달았기 때문에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본다. 또 다른 차이점은 성문승은 열반에 머물러 있고자

하지만 보살은 열반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살은 열반에 집착

하지 않기 때문에 생사(生死)의 세계와 열반에 대해 자유롭다. 즉 세간과 출

세간을 자유롭게 넘나든다. 이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보살은 자신이 깨달

은 바를 일상 언어로 중생에게 전할 수 있게 된다.228)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르기까지 보살은 무분별지와 후득지를 증득하는 경험

을 한다. 주지하듯 무분별지에서는 인식의 주체와 인식대상이 구분되지 않는

다. 따라서 일상의 언어로 표현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무분별지를 증득

한 상태는 언설을 초월한 경지가 된다. 하지만 보살은 무분별지에 그치지 않

고 후득지를 증득하게 된다. 이때부터 보살은 세간과 출세간으로부터 자유로

워진다. 후득지를 증득한 보살은 열반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진여의 경지

를 벗어나되 마음이 산란하거나 불안하지 않다. 또한 세속에 대한 집착이 이

미 끊어졌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가 자유롭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 의하면 일상인들은 자신의 욕망에 의해 대상을 인식

하고 그것에 대해 집착하지만 보살은 자신이 깨달은 바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것을 언어로 표현하되 타인을 배려한다. 보살은 열반에 도달해서 그곳에

안주할 수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중생을 구도하겠다는 의지를 낸다. 보살은

중생을 열반에 이르도록 도와주겠다는 마음에서 열반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세속에서 중생과 의사를 소통한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보살과 중생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인다. 보살은 자신이 자각한 내용을 중생들에게 전

할 때, 중생과 소통하기 위해 중생과 보살 그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칙에 의

거해 언어를 구사한다. 보살에게 있어서 이 과정은 ‘식’의 재분화로부터 시작

된다. 이 때 형성된 인식주관은 인식대상 즉 깨달음의 세계를 언어로 표현하

여 그것을 중생에게 전달한다. 그가 언어를 사용하는 일차적 이유는 중생을

228) 유식불교에 따르면 성문승은 완전한 열반[육체의 소멸]에 이르게 될 때 궁극적으로 소멸

한다. 하지만 보살은 완전한 열반에 이르게 되어도 법신(法身)이 무한히 활동한다. 법신은

수용신, 변화신 등의 형태로 변하면서 무한하게 전개된다고 설명된다. 유식불교에서 보살은

이와 같이 최고의 경지에 이른 자로 간주된다. 반면 성문승은 그 위에 독각승, 보살승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고로 수승한 경지에 이른 자는 아니다(長眉雅人, 攝大乘論-和譯と註
解 下, 東京: 講談社, 1982, pp. 290-2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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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것은 타인과 더불어 자신이 깨달은 내용을 타인

과 공유하고자 하는 행위로 이어진다. 보살은 중생과 사회적 관계를 맺어 그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한다거나 중생들로부터 추앙을 받고자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 자신이 깨달은 바를 중생에게 알려줌으로써 중생들이 열반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 자비의 마음에서 중생과 소통하고자 한다. 중생이 타

인과 의사를 소통할 때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 한다면, 보살은 타인을 배려하

여 그가 열반에 도달하게 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타인과 의사를 소통한다. 보

살은 이 점에서 중생과 차이를 보인다.

2.2 ‘타의 배제’ 원리에 내재된 언어의 유의미성 문제

2.2.1 ‘타의 배제’ 원리로 본 ‘심상’과 언어

유식불교는 언어의 유의미성에 관한 문제를 무아론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유식삼십론송(唯識三十論頌)은 ‘심상(心像, saṃjña)’과 언어의 본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한다.

아와 법을 가설(upācāra)함으로 인해 갖가지 모습들이 생겨난다. 그것은 식의

전변에 의한 것이다. 이 능변식은 오직 세 종류이다. [그것은] 이숙식과 사량식 및

요별경식 등을 말한다.229)

인용문에 따르면 인식주관에 의해 포착된 것이 언어로 표현될 때 그 대상

은 가설(upācāra)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말은 언어는 고정된 대상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관점이 내재해 있다. 같은 맥락에서 안혜(安慧, A.D. 510∼

570)는 ‘심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심상은 ‘대상’의 상(nimitta, 相)을 드러내는 것이다. ‘대상’은 인식대상(ālmbana)

이다. ‘상’이란 그 [인식대상]의 차별성으로 ‘파랑’ ‘노랑’ 등이라고 인식대상을 확정

229) 唯識三十論頌(T31, 60a27-29), “由假說我法, 有種種相轉, 彼依識所變, 此能變唯三. 謂異
熟思量, 及了別境識”(한글은 필자의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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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원인이 된다. ‘이것은 파랑이지 노랑이 아니다’라고 그 [‘대상’의 상을] ‘드러낸

다’. 즉 현현한다.230)

인용문에 의하면 ‘심상’은 단순히 마음에 나타난 영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구별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인식주관에 의해 포착된 인식

대상이 다른 대상과 차별될 수 있는 것은 그 인식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다. 안혜에 따르면 내가 포착한 인식대상이 다른 것과 구분될 수 있는

것은 그 인식대상이 ‘노랑’이 아니라 ‘파랑’이기 때문이다. 그 인식대상이 ‘노

랑’과는 다른 특질 즉 ‘파랑’임을 드러내는 것이 ‘심상’이다. 즉 ‘심상’이란 인

식대상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질들 가운데 어떤 한 특질을 포착하여 다른 특

질을 배제시키는 마음의 기능을 포함한다. ‘심상’은 인식주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식주관에 의해 포착된 대상

즉 인식범위 안에 들어온 대상과 다른 대상과의 차별성을 통해 규정된다.

이 관점은 언어의 의미가 결정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즉 유식불교에서 언

어의 의미는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됨을 시사한다. 안혜의 논리를 따

르면 ‘파랑’이라는 개념은 ‘파랑’을 상으로 가진 독립적인 대상을 지시하는 것

이 아니라 ‘파랑’이외의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된다. 즉 ‘파랑’이라는

의미는 다른 것을 배제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인도 후기 인식논리학자인 디그나가(Dignāga 陳那,

?400∼?480)의 ‘타의 배제’론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주지하듯 디그나가는 언어의 의미는 다른 개념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는 입장을 보였다. 그의 ‘타의 배제’론에 의하면 언어의 의미는 언어와 대상

간의 대응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이외의 것

에 의해 배제됨으로써 형성된다. 이것은 유식불교의 언어관과 ‘타의 배제’ 이

론을 연결해서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언어는 타의 부정에 의해 한정된 것을 나타낸다.231)

230) TK(Bh) p. 21, ll.2-4, “saṃjñāṃ viṣaya-nimittodgrahaṇaṃ/ viṣaya ālaṃbanaṃ/

nimittaṃ tadviśeṣo nīlapītādy-ālaṃbana-vyavasthā-kāraṇaṃ/ tasyodgrahaṇaṃ nirūpaṇaṃ

nīlam etan na pītam iti/”(한글은 필자의 번역).

231) PS, V. k.36cd, “śabdo ’rthāntaranivṛttiviśiṣtān eva bhāvān āha//”(한글은 필자의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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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의 의미는 대상을 지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지시대상이외의

것에 의해 부정됨으로써 성립된다. 여기에는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실체로

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보이고자 한 디그나가의 전략이 있다. 언어의 의미

가 타자에 의해 배제됨으로써 성립된다는 것은 타자와의 관계를 떠나서는 언

어의 의미가 형성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디그나가는 언어의 의미는 단독으

로 존재하는 대상을 표시함으로써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의 연관

속에서 그 의미가 규정된다고 본 것이다. 다음 글은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표현된 것[대상]은 다양하지만 언어에 의해 모두 파악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언

어)은 자신의 [대상과의] 결합관계에 따라서 [타의] 배제라는 효과를 나타낸다.232)

예를 들면 ‘여기에 사과 한 개가 있다’라고 할 경우 표시 대상은 ‘부사’, ‘사

과’, ‘실체(dravya)’, ‘지원소성(地元素所成, pārthiva)’, ‘존재물(sat)’ 등의 언어

로써 표시될 수 있다. 이 언어는 모두 ‘동일한 사과’를 표시한다. 이와 같이

언어는 실제로는 그 일부만을 표시한다. 하나의 언어로서 ‘그 나무’가 갖는

여러 성질을 동시에 표시할 수는 없다. 만약 있다면, 그　때는 다수의 언어는

모두 동의어(paryāya)든가 그 나무가 단일다원의 실재이어야만 하는데 그러

한 실재는 있을 수 없다. 각각의 언어가 의미하는 바는 그 언어가 지시대상

을 지시할 때 다른 것에 의해 배제됨으로써 드러나는 것이다. 만약 언어가

대상과 대응함으로써 의미를 갖는다고 정의한다면 위와 같은 다양한 언어가

동일 대상과 대응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디그나가는 이와 같은 논점의

한계를 파악하고 대상과 대상이외의 관계를 통해서 언어가 의미를 갖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했다. 디그나가는 이것을 인식작용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

이 기술하고 있다.

언어는 추리와 다른 인식수단이 아니다. 즉 그것(언어)은 소작성(kṛtakatva)등과

232) PS, V. k.12, “bahudhāpy abhidheyasya na śabdāt sarvathā gatiḥ/ svasaṃbandhānurū-

pyeṇa vyavacchedārthakāry asau//”(한글은 필자의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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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자기대상(svārtha, 언어의 대상)을 타의 배제에 의해 나타낸다.233)

인용문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디그나가는 ‘추리’라는 인식수단에 의해 언어

와 대상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추리된 언어는 외부의 대

상과 대응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저 산에 불이 있다’고 할 때, 연기를

증인(liṅga)으로 하여 ‘불’을 추리할 경우 ‘산의 불’은 ‘뜨거움’과 같은 성질을

갖는 실재하는 불이 아니라 각각의 불에 공통하는 ‘불’ 일반을 의미한다. 그

런데 이 ‘불’ 일반은 이데아와 같은 초월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디그나가에 의하면 이 언어는 ‘불이 아닌 것의 부정’ 즉 타(불 이외의 것)의

배제에 의해 의미를 가지게 된다. 여기서 ‘타의 배제’라는 말은 언어의 의미

가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관련되어 정의된다는 것을

말한다. 즉 ‘불’이 의미하고자 하는 바는 ‘불’이외의 것에 의해 배제됨으로써

그 의미가 드러난다. 디그나가는 ‘불’과 ‘불이외의 것’과의 관계를 통해 ‘불’의

의미가 정의된다고 본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타의 배제’ 이론은 언어와 ‘심상’의 관계를 언어와

언어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게 한다. ‘타의 배제’이론은 ‘심상’을 표현하고 있

는 언어가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해 그 의미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2.2.2 ‘타의 배제’ 원리로 본 ‘사회적 자아’의 표상과 언어

일상 언어를 사용할 때 발생되는 마음의 작용은 화자와 청자 간의 상호관

계에 의해 형성된다. 말하고자 하는 자[화자(話者)]가 ‘심상’을 떠올리게 되면

화자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규칙에 따라 이 ‘심상’에 이름을 부여하여 음성으

로 상대방[청자(聽者)]에게 전달한다. 청자는 말하는 자의 소리를 듣고 마음

에 ‘심상’을 떠올려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청자가 화자의 언어를 듣고 그

의미를 이해 할 수 있는 것은 사회의 규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알라야식’에 존재하는 ‘명언훈습종자’의 현현으로 해석된다. ‘명

233) PS, V. k.1, “na pramāṇāntaraṃ śabdam anumānat tathā hi tat/kṛtakatvādivat

svārtham anyāpohena bhāṣate//”(한글은 필자의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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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훈습종자’에 의해 형성된 인식주관은 인식객관인 ‘심상’을 파악하여 타인에

게 그것을 전달한다. 그 말을 전해들은 청자는 자신의 마음에 ‘심상’을 떠올

리게 된다. 이 때 타인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말하는 자와 인식

대상을 공유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화자와 청자는

공동의 ‘생활양식’을 ‘명언훈습종자’의 형태로 ‘알라야식’에 보유하고 있기 때

문에 상호간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섭대승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알라야식’이 이러한 현상을 설명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 글은 ‘알라야식’의 4가지 측

면을 분석하고 있다.

네 가지란 유지(引發)에 의한 구별과 업성숙(異熟)에 의한 구별과 잠재적 원인(緣

相)에 의한 구별과 특징(相貌)에 의한 구별이다. 이 중에서 유지에 의한 구별은 훈습

을 새롭게 일으키는 것이다. 그것(유지[의 원인]=‘알라야식’)이 없다면 행(行)을 조건

으로 하는 식(識)과 취(取)를 조건으로 하는 유(有)가 타당하지 않다. 이 중에서 업성

숙[의 결과]에 의한 구별은 행과 유를 조건으로 하여 [특정한] 생존형태(取)에 업성

숙의 구별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업성숙]이 없다면 종자가 없기 때문에 재생하는

법들이 발생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 중에서 잠재적 원인에 의한 구별은 바로

그것(잠재적 원인=‘알라야식’)이 [염오]의에 의해 자아라고 집착하는 인식대상이 [있

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 중에서 특징에 의한 구별은 바로 그것(‘알라야식’)의

공통된 특징과 공통되지 않은 특징과 느낌이 없이 발생하는 종자를 특징으로 하는

것과 느낌을 동반하여 발생하는 종자를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234)

인용문에 의하면 ‘알라야식’은 인식의 결과를 ‘종자’의 형태로 저장한다. ‘종

자’는 아집(我執)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기적인 인식작용을 일으킨다. 한

편 ‘종자’는 개별적인 특성을 의미하는 ‘불공상’ 및 공통의 특성을 의미하는

‘공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종자’는 개개인의 특수한 인식작용

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타인과 더불어 공통된 인식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234) 攝大乘論本(T31, 137b02-11), “四種者. 一引發差別. 二異熟差別. 三緣相差別. 四相貌差
別. 此中引發差別者. 謂新起熏習. 此若無者. 行爲緣識. 取爲緣有. 應不得成. 此中異熟差別者.

謂行有爲緣. 於諸趣中異熟差別. 此若無者則無種子. 後有諸法生應不成. 此中緣相差別者. 謂卽

意中我執緣相. 此若無者. 染汚意中我執所緣應不得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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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외, 무성석 섭대승론 소지의분 역주, 서울:
도서출판 씨아이알, 2010, pp. 410-4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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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듯 인간은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인식작용을 일

으킨다. 그 결과는 ‘알라야식’에 ‘명언훈습종자’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으면서

여러 조건에 의해 공통의 인식대상으로 다시 전환된다. 공동체의 고유한 특

성이 반영된 ‘사회적 자아’의 ‘표상’235)은 공동체의 규칙에 부합되는 언어에

의해 공동체 구성원에게 전달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구성원간의 유대관

계는 강화된다.

한국문화는 이와 같은 예를 잘 보여준다. 한국문화는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공유한 전통 및 가치관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긴 역사를 통해 형성된 문화

는 한국인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한다.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명절에 한국인은 송편을 빚고 떡국을 끓인다. 그리고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

아이들은 어른들께 세배를 한다. 이러한 문화는 오랫동안 전승되어온 전통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한국인들은 이 전통을 계승하면서 서로간의 유대관계

를 공고히 한다.

공통의 문화를 통해 유대관계가 공고해지는 경우는 한국을 떠나 외국에 갔

을 때 명확하게 나타난다. 외국인과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대부분 그 상

황에 필요한 것만을 이야기한다. 외국인과는 공감대가 쉽게 형성되지 않는다.

하지만 같은 한국인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곧 서로에게 친숙한 느낌을 공유하

게 된다. 같이 식사를 할 때 김치찌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서

로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것은 외국인과 나눌 수 없는 내용이다.

이 현상은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요인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

이다. 타인과 공감대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들 사이에 공통의 경험내용

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치를 만드는 법, 김치를 만들 때 어떤 재료가 좋은

지에 대한 정보는 한국의 문화전통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생활한 자들이 대

부분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다. 화자는 이러한 공통의 인식대상을

언어로 표현하여 청자와 공감대를 만든다. 이 때 화자가 표현한 언어는 ‘사회

공동체에서 합의된’ 언어이다.

다르마키르티는 다음과 같이 인식의 대상을 표현하는 언어의 기능을 사회

적 협약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언어의 표시기능은 구체적으로

235) 이 논문에서 ‘표상’은 ‘사회적 자아’의 인식대상을 의미한다. 인식주관에 떠오른 ‘심상’이

언어로 표현되어 타인에게 전달될 때 인식주관은 ‘사회적 자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때 ‘사회적 자아’의 인식대상을 ‘심상’과 구분하여 ‘표상’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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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협약과 언어활동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즉 언어는 사회구성원들의 약속

에 의해 정해진 규칙에 따라 대상을 표시하며, 언어활동을 통해 사회구성원

들이 의사를 소통할 수 있게 한다.

언어는 약속된 것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약속된 것)은 언어활동을 위한 것이라

고 생각한다.236)

언어는 약속된 것을 전하여 화자와 청자가 서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게

한다. 다르마키르티에 의하면 이때 개별상은 언어의 협약대상이 될 수 없다.

추론에 의해 형성된 일반상만이 언어의 대상이 된다. 일반상을 언어로 표현

할 때 이것은 사회 속에서 협의된 규칙에 따른 것이다.237) 다음의 글은 이러

한 논의를 잘 보여준다.

[약속된 언어에 의해 언어작용이 이루어질] 그 때에 [그 언어가 협약될 때 이 존

재(대상)와 동일한] 개별적인 상(svalakṣaṇa)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언어협약은

개별적인 상에 대해서 성립할 수 없다.238)

언어는 사회적 약속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다르마키르티는 언어가 정해질

때 이 언어와 동일한 개별적인 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인 상은

언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언어로 표시되는 대상은 추리에 의해

형성된 일반적인 상이다. 이것이 언어로 표시됨에 따라 ‘타의 배제’라는 추리

가 또 가미되게 된다.

236) PV, I. k. 92ab, “śabdāḥsaṁketitaṃ prāhur vyavahārāya sa smṛtaḥ/”(한글은 필자의 번

역).

237)다르마키르티는 인식수단(pramāṇa, 量)에는 직접지각(pratyakṣa, 現量)과 추리(anumāṇa,

比量) 2가지만 있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인식대상(prameya, 所量)은 개별상(svalakṣaṇa,

自相)과 일반상(sāmānyalakṣaṇa, 共相) 두 가지가 있으며, 직접지각은 개별상을, 추리는 일

반상을 그 대상으로 한다(전치수, 언어의 표시대상(śabdārtha)-Apoha, Sāmānya , 한국불
교학 12권, 1987, p. 174. 참조).

238) PV, I. k.92cd, “tadāsvalakṣaṇam nāsti/ saṁketas tena tatra na/”(전치수, 언어의 표시

대상(śabdārtha)-Apoha, Sāmānya , 한국불교학 12권, 1987, p. 1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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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추리된 일반상을 표시하기 때문에 언어는 실재하는 개체에 대응하

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시된 언어는 ‘타의 배제’ 원리에 의해 그 의미를

갖게 된다. 언어협약의 대상, 즉 언어의 표시대상은 다른 대상에 의해 배제됨

으로써 의미를 갖게 된다.

‘사회적 자아’가 공통의 인식대상 즉 ‘표상’을 언어로 표현하여 의사를 소

통하게 되는 과정 또한 이 원리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식’이 분화되어 형

성된 ‘표상’이 언어로 표현되는 것은 ‘식’에 존재하는 ‘명언훈습종자’의 현현에

의한 것이다. ‘명언훈습종자’에는 사회에서 협의된 언어규칙이 내재해 있다.

이 규칙에 부합되는 언어에 의해 ‘표상’이 표현되는 것이다. ‘타의 배제’ 원

리239)에 따르면 ‘표상’을 표현한 언어는 ‘표상’이외의 다른 것에 의해 배제됨

으로써 의미를 갖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적 자아’는 그 의미를 타인에게 전

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39) ‘타의 배제’ 원리는 언어의 문제를 무아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었다.

그것은 당시 미망사학파와의 논쟁 속에서 대상의 실재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보이고자 제시

된 것이었다. 유식불교는 진실로 존재하는 것은 표상(vijñapti)뿐이라고 본다. 무한의 과거

로부터 마음에 존재해 온 잠재인상(vāsanā,훈습)으로 인해 인간은 그 표상을 분류하여 ‘사

과’, ‘배’ 등의 개념을 구성한다. 유식불교는 잠재인상이 발현되어 그것이 성장하고 이후 명

확한 형체로서 인식객관이 되면서 그 인식대상이 주관에 의해 포착된다고 설명한다. 따라

서 표상은 외부에 존재하는 실재를 모사한 것이 아니라 알라야식에 존재하는 ‘종자’가 발현

된 것이다. 그러나 실재론의 입장을 보인 미망사학파는 ‘사과’, ‘배’ 등의 표시대상이 비실재

인 한, 과거에 있어서도 ‘사과’, ‘배’ 등의 관념은 생길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잠재여력도 있

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망사의 입장과 유식불교의 입장은 외부에 실재하는 대상을 인정

하는지의 여부에 의해 대립되는 주장을 했다. 디그나가는 미망사학파의 비판에 대해 ‘아포

하’ 이론으로 대응했다. ‘아포하’ 이론에 따르면 ‘사과’, ‘배’와 같은 언어의 의미는 실재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도 충분히 형성된다. ‘사과’는 ‘사과’이외의 것에 의해 부정됨으로써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사과’가 외부에 실재하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과’라고 하는 언

어의 의미는 성립된다(카지야마 유이치외, 인도불교의 인식과 논리, 전치수 역, 서울: 민

족사, 1989, pp. 328-3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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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제4장에서는 ‘문화적 모델’에 의해 언어의 유의미성 문제를 해석했다. 이를

위해 우선 수행에 의해 관찰된 내용이 이론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었던 이유

를 ‘명언훈습종자’ 개념과 후기비트겐슈타인의 이론에 의거해서 분석했다. 그

결과 수행을 통해 관찰한 내용을 체계적인 이론으로 정립할 수 있었던 이유

는 수행경험을 공동체의 규칙에 부합되는 언어로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해석

했다. 이것은 후기비트겐슈타인의 관점을 유식불교에 적용시킨 결과이다. 후

기비트겐슈타인은 통증과 같은 감각적 경험을 사회에서 합의된 언어로 표현

했을 때 그 내용은 공적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속제와 진제에서 각각 인식대상과 언어의 관계가 어떻게 정의되는

지에 대해 논의했다. 속제에서 일상인들은 인식대상에 대해 분별하고 취착하

며 이것을 언어로 표현한다. 그들은 언어의 대상이 실재한다고 생각한다. 한

편 보살은 무분별지를 넘어서 자신이 깨달은 경지를 자각하는 후득지를 증득

하게 된다. 보살은 주관과 객관이 구분되지 않는 무분별지를 경지를 넘어서

인식주관과 인식객관이 다시 생겨나는 상태[후득지]에 이르게 된다. 이로 인

해 보살은 자신이 깨달은 바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 논문은 일상인과 보살의 언어작용을 ‘식’의 분화에 의해 해석했다. 일상

인들이 ‘식’의 분화에 의해 언어작용을 일으키듯이 보살 또한 ‘식’의 분화를

통해 자신이 깨달은 내용을 타인에게 언어로 표현한다. 하지만 보살은 무분

별지의 상태에서 본 내용을 자각하고 그것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일상인의

‘식’의 분화와 질적으로 다름을 밝혔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보살의 경지는

‘식’의 분화-> ‘식’의 미분화-> ‘식’의 재분화와 같은 경로를 통해 도달된다고

해석했다.

이상의 논의결과 이 논문은 일상인과 보살의 인식과정이 ‘식’의 능동적 분

화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일상인과

보살 사이에 나타나는 결정적인 차이는 언어작용이 자신을 위한 욕망에서 비

롯되었는가 아니면 타인을 우선시 했는가에 있음을 밝혔다.

유식불교에서 언어의 의미가 결정되는 방식은 ‘문화적 모델’을 반영한다.

유식불교에서 언어의 의미는 ‘식’과 언어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이 논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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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식불교가 언어의 대상이 실재한다고 보는 관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 있

음을 논의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유식불교는 후기비트겐슈타인의 이론 및

인도 후기논리학자들의 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았다.

린드벡이 제시한 ‘문화적 모델’에 따르면 언어는 그 언어가 사용되는 공동

체의 규칙에 부합될 때 의미를 가진다. 유식불교에서 언어에 의해 표현된 대

상은 ‘식’이 변형된 것으로서 ‘명언훈습종자’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언어의 의미는 공동체 속에서 형성된 ‘식’과 언어의 관계에 의해 결정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관점은 후기비트겐슈타인의 이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

이 공동체의 규칙에 언어가 부합될 때 언어의 의미가 결정되는 양상과 유사

성을 보인다. ‘타의 배제’론은 언어의 의미를 언어와 언어 간의 관계로 정의

한다. 마찬가지로 후기비트겐슈타인과 유식불교 또한 언어의 의미를 사회공

동체 속에서 형성된 언어와 언어 간의 관계로 해석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점에서 세 이론이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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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언어체계와 ‘사회적 자아’

1. ‘사회적 자아’에 의한 언어체계의 형성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상호간 관계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들은

다른 공동체와 구분되는 인식주관 즉 ‘사회적 자아’를 형성한다. ‘사회적 자

아’는 전승되어온 가치관 및 관습을 인식대상으로 삼아 그것을 분석하고 체

계화하여 공동체 특유의 문화 및 가치관을 만든다.

유식불교는 ‘사회적 자아’가 인식대상을 분석하고 이것을 체계화시키는 과

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유식불교에 의하면 ‘식’은 ‘명

언훈습종자’에 의해 주관과 객관으로 분화된다. 이 때 인식의 주체는 ‘사회적

자아’로 변화된다. ‘사회적 자아’는 공통의 인식대상을 분별하고 그것을 언어

로 표현하여 타인과 관계를 만들어간다. 이 과정을 통해 대상을 표현한 언어

체계는 더욱더 치밀해지고 논리적으로 확장되어 공동체의 가치관을 설명해주

는 이론으로 발전된다.

그런데 언어체계는 ‘사회적 자아’에 의해 형성되지만 ‘사회적 자아’를 변화

시키기도 한다.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인식의 변화를 경험한다. 즉

우리는 알지 못했던 내용을 접하게 되면서 사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 유식불교는 이와 같은 현상을 ‘식’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유식불교에 의

하면 언어로 표현된 진리를 듣게 된 사람들은 수행을 통해 진리의 세계에 이

르고자 하는 마음을 내게 된다. 즉 인식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 결과는 ‘정문

훈습종자’의 형태로 ‘알라야식’에 저장된다. ‘정문훈습종자’는 진리를 바르게

들었을 때 이것이 마음에 쌓여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

다.

본 논의에서는 ‘사회적 자아’와 언어의 관계를 두 가지 측면 즉 ‘사회적 자

아’에 의해 언어체계가 형성되는 과정과 언어체계에 의해 ‘사회적 자아’가 변

화되는 측면 가운데 우선 전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후자는 제2절에서

논의될 것이다. 본 절에서는 마음에 의해 형성된 인식대상이 타인과 공유되

면서 체계적으로 이론화되는 과정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분석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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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후 거시적 관점에서 서양의 근대 이성론 및 후기구조주의 논리를

통해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유식불교와 비교분석해 볼

것이다.

1.1 ‘사회적 자아’에 의해 형성된 언어체계

1.1.1 ‘명언훈습종자’에 의한 ‘심상’의 외면화

유식불교에 의하면 언어작용은 ‘알라야식’에 존재하는 ‘명언훈습종자’에 의

해 형성된다. ‘명언훈습종자’에 의해 형성된 ‘심상’이 언어로 표현되면서 언어

의 작용이 시작된다. 제3장 제1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명(名)’이란 인식주

체의 대상으로서 아직 음성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명’은 ‘심상’이

외면화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우리는 ‘심상’을 타인에게 전달할 때 음성이나

글을 사용한다. 유식불교는 소리를 통해 ‘의미’하는 바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언(言)’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의미’하고자 하는 바를 소리나 문자로 표현하여 그것을 타인과 공

유한다. 즉 ‘언’에 의해 ‘의미’하고자 하는 바가 객관화되면서 타인과의 대화

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인식대상을 표현한 언어는 보다 체계

화된다. 특히 학문적 이론이 구성되는 과정은 마음에 떠오른 영상이 외면화

되어 체계적으로 이론화되는 현상을 잘 보여 준다. 예컨대 우리는 태어나서

점점 자라면서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사회공동체의 가치

관과 문화를 습득한다. 이후 학교교육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지식을 배운

다. 이 과정에서 비판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터득되고 자신의 생각

을 논리적으로 피력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을 통

해 새로운 시각으로 대상을 인식하게 된다.

그런데 체계적인 이론은 단시간에 그리고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

다. 인류의 위대한 사상가에 의해 만들어진 체계는 과거에 전승되어온 이론

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학문적 체계를 배우고 방법론을 습득함으로써 보다 폭넓고 깊은 사고를 진전

시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다. 그 이론이 기존의 이론이 가진 한계점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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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보다 넓은 시각에서 세계를 설명할 때 인류는 이 새로운 이론에 의해

변화된다.

유식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언어가 체계를 갖추게 되는 과정은 ‘명언훈습

종자’의 현현에 의한 ‘공동분별’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회적 자아’는 언

어로 표현된 인식대상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것을 이론화한다.

이 과정은 ‘사회적 자아’가 타인의 의견을 듣고 그것에 대해 분별하는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 의해 마음에 떠오른 심상들은 체계적으로 이론

화되어 학문적 대상이 된다.

언어에 의해 형성된 이론 그리고 가치체계는 인류공동체에 의해 형성된 인

류의 공유물이다. 이 이론들은 인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명언훈습종자’

가 현현하여 인류의 객관적 대상이 된 것이다. 이 지적(知的) 유산은 교육을

통해 우리에게 전승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을 습득하고 타인과 의사를 소

통함으로써 ‘사회적 자아’는 객관적인 인식대상(이론)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

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한다. 이 과정에 의해 학문적인 이론은 기존의

한계점을 비판하고 보다 넓은 관점에서 세계를 해석하게 된다. 이상의 과정

이 형성되기까지를 도식화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심상’ = 의미 (명(名)) ➡ 음성(언(言)), 문자 (①) ➡ 이론적 체계를 갖추는

(= 타인과의 대화) 과정

↑

의미 (명(名))에 대한 내면적 사유 (②)

<도식 5-1> ‘심상’의 외면화 과정

‘명언훈습종자’의 발현에 의해 마음에 떠오른 ‘심상’이 외면화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음성이나 문자를 통한 타인과의 대화에 의해 이루어진다. ‘심상’

은 ‘알라야식’ 속에 존재하는 ‘종자’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 이것은 언어에

의해 외적으로 표현된다. 이 때 언어로 표현된 대상은 타인과 공유하는 대상

(①)이 된다. 한편 ‘심상’은 내면적 사유(②)의 대상으로서 곰곰이 생각하고

따지는 작용의 대상이 된다. 이론이 체계화되는 과정은 언어로 표현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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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타인과 공유(①)되어 대화를 통해 객관화되는 과정과 내면적 사유(②)를

통해 그 대상이 치밀하게 분석되는 과정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다. 내면적

대상이 되었던 이론은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정교하게 다듬어지면서 체계적

인 이론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학문의 세계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도 발견된다.

예컨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듣기도 하지만 직접 노랫말을 쓰고

여기에 가락을 붙여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이 만든

노래를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안무를 직접 짜고 이에 맞는 의상과 헤어

스타일을 갖추기도 한다. 음악가는 마음에 떠오른 영상을 음악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언어 즉 소리의 장단과 높낮이 등을 통해 표현한다. 음악인의 내부

에 존재하던 영상이 노래를 통해 외면화된 것이다. 이 외면화된 인식대상은

‘사회적 자아’의 대상이 되어 타인과 공유된다.

1.1.2 ‘공동의 분별’에 의한 언어체계 형성

주지하듯 언어에 의한 사회화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두

사람 사이에 공통의 인식대상이 생겨나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다. 즉 두 사람이 공유하는 ‘명언훈습종자’의 발현에 의해 공통

의 인식대상이 생겨나고 그것이 언어로 표현되면서 상호간 의사소통이 이루

어지는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상호간의 의사소통은 ‘심상’이 외면화되는 작용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된다. ‘심상’의 외면화란 ‘식’이 분화되어 형성된 인식

객관 즉 ‘심상’이 언어로 표현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명언훈습종자’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명언훈습종자’는 언어와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의 결과

물로서 마음의 제반 작용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사회적 자아’는 ‘명언훈습

종자’의 현현에 의해 형성되며 이 ‘종자’의 영향을 받아 타인과 더불어 ‘공동

의 분별’작용을 일으킨다. 이 작용에 의해 ‘심상’을 표현한 언어체계는 좀 더

정교해진다.

다음은 이론이 체계화되는 과정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하자. 아래

도식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통의 인식대상②은 ‘알라야식’에 존재하는 ‘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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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습종자’①에 의해 형성된다. ‘명언훈습종자’가 발현③되어 공통의 인식대상

이 언어로 표현⑤되면 인식주관은 ‘사회적 자아’④로 변화되면서 타인과 의사

를 소통한다. 이 때 인식대상을 표현한 언어는 ‘사회적 자아’의 대상이 되어

보다 체계적인 이론⑥으로 발전된다.

인식주관➡④사회적 자아

①‘종자’➡ ‘식’의 분화➡ 
인식객관➡②공통의 인식대상➡⑥이론의 체계화


⑤언어(음성 또는 문자)로 표현


③ ‘명언훈습종자’의 발현

<도식 5-2> ‘명언훈습종자’에 의한 언어의 체계화

주지하듯 사회화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마음에 떠오른 ‘심상’

이 언어로 표현되고 타인이 그것을 인지할 때 둘 사이에 사회적 관계가 형성

된다. ‘심상’은 마음에 형성된 것으로서 주관적이다. 하지만 이것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에 의해 표현될 때 이미지는 객관화되어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대상이 된다. 즉 객관화된 이미지는 ‘사회적 자아’의 공통대상이 된다.

위의 도식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명언훈습종자’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시

키는 동인이다. ‘명언훈습종자’에 의해 형성된 ‘심상’이 음성이나 문자로 표현

될 때 ‘심상’은 ‘사회적 자아’의 인식대상이 되어 타인에게 전달된다. 이로 인

해 상호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다음의 도식은 ‘사회적 자아’의 ‘공동의 분별’작용에 의해 언어가 체계화되

는 과정을 보여준다. ‘사회적 자아’는 언어에 의해 객관화된 ‘심상’에 대해 타

인과 더불어 분석하고 판단하는 작용을 한다. 이 때 언어로 표현된 ‘심상’은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는 언어이론과의 비교분석 작업을 통해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지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언어체계는 기존의 이론을 보

완하는 틀로서 자라기도 하고 기존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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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공동의 분별’


‘사회적 자아’ ⇒ 객관화된 ‘심상’ ⇒ 언어의 체계화

 ← ‘공동의 분별’

‘사회적 자아’

<도식5-3> ‘공동의 분별’에 의한 언어의 체계화

‘심상’이 언어로 표현되어 그 내용이 체계화되는 것은 ‘사회적 자아’ 간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오랜 시간 동안 이 과정이 진행되면

공통의 인식대상은 공동체의 문화나 가치관이 되기도 한다. 문화 및 가치관

은 ‘사회적 자아’의 인식대상이 되어 보다 체계적인 형태로 이론화된다.

이것은 현대 사상가인 피터 버거((Peter Ludwig Berger, 1929∼)240)가 제

시했던 그의 생각 즉 의식이 객관적으로 묘사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연상시킨다. 그는 의식은 의미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과 지속적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묘사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문화적 대상물들은 그것을 생산해낸 사람들의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낸다는 의견을 보였다. 즉 의미는 공유되고, 사회과학자들은 이렇게 공유

된 의미들에 기초해서 그들의 개념과 이념을 도출해 낸다.241)

‘사회적 자아’가 공통의 인식대상을 형성하고 그 대상을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은 공동체 구성원사이의 상호작용이다. 즉 상호주관적인 작용에 의해 의

240) 피터 버거에게 있어서 인간은 사회적 인간일 뿐만 아니라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면

에서 도구적 인간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사회란 세계를 만들어가는 활동이다. 그는 문화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주관적 그리고 상호주관적으로 경험되는 의미로서의, 세계의 근

간이다. 그에 따르면 사회는 개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노모스(nomos, 의미있는 질서체

계)를 구성한다. 필자는 피터 버거가 제시한 노모스를 구성하는 과정이, 내면에 떠오른 ‘심

상’이 외면화되어 체계화되는 과정의 한 예가 된다고 생각한다(로버트 워드나우 외, 문화
분석-피터 버거, 메리 더글러스, 미셸 푸코, 위르겐 하버마스의 연구, 최샛별 역, 서울: 한

울아카데미, 2003, pp. 36-61. 참조).

241) 로버트 워드나우 외, 문화분석-피터 버거, 메리 더글러스, 미셸 푸코, 위르겐 하버마스의

연구, 최샛별 역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pp. 83-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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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있는 체계를 만들게 된다.

1.2 ‘사회적 자아’에 의한 가치관 및 문화체계 형성

지금까지 유식불교의 관점에서 언어의 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했다.

다음은 서양이론 가운데 ‘이성’에 의거해서 세계를 해석하고자 했던 데카르트

의 이론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논의한 후기구조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본 논의는 실체론에 의거해서 참된 지식을 정의하고자 했던 데카르

트와 그의 관점을 비판한 후기구조주의자들이, 학적인 지식 및 기타 이론들

이 형성되는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조명했는가를 논의할 것이다. 이후 무아

론의 관점에서 세계를 해석했던 유식불교를 앞의 두 이론과 비교하고자 한

다.

1.2.1 데카르트의 관점에서 본 문화형성

근대인들은 진리의 기준과 근거를 신(神)에게 구하지 않고 인간 자신에게

구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진리의 기준이나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

지였다. 하나는 ‘자연의 빛’(lumen naturale)으로서의 ‘이성’이고, 다른 하나는

감각내용을 축적한 것으로서의 ‘경험’이다. 전자를 취한 것이 합리론 또는 이

성론(rationalism)이었고 후자를 택한 것이 영국 경험론(empiricism)이다.242)

합리론의 주된 관심은 인식의 방법론과 진리론에 있었다. 방법론을 수립하

고 그것의 확실성과 타당성을 정초하기 위해 데카르트는 모든 이론이나 의견

을 비판한 후 ‘이성’에 의해 스스로 진리를 탐구했다. 그가 이와 같이 한 이

유는 ‘이성’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이데아를 파악하게 만든다고 생각했기

242) 서양의 사상사를 살펴보았을 때 지식은 감각과 이성이라는 두 가지 마음의 기능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기능 가운데 한 가지를 강조할 때 특유의 지식론이

나타났다. 두 가지 지식이란 합리론과 경험론이었다. 고대 희랍의 플라톤은 합리론자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론자였다. 지식의 문제를 주제로 삼았던 근세철학에서는 데카르트,

스피노자(Baruch Spinoza, 1632∼1677), 라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Leibniz, 1646∼

1716)와 같은 학자들은 합리론을 전개시켰으며, 로크(John Locke, 1632∼1704), 버클리

(George Berkeley, 1685∼1753), 흄(David Hume, 1711∼1776)과 같은 영국 철학자들은 경

험론을 전개시켰다(스털링 P. 렘브레히트, 서양철학사, 김태길 외 역, 서울: 을유문화사,

1987, pp. 303-5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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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243)

합리론자인 데카르트는 수학을 철학적 사고의 범형(範型)으로 삼았다. 그는

이성적 사고의 가장 좋은 본보기를 수학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주

지하듯 수학은 직관적으로 자명한 공리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론된 명제를 만

든다. 데카르트는 광대한 자연 세계를 간단한 수학의 공식으로 바꾸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데카르트에게 지식이란 명석하고 판명하게 직관되

어지는 것이며, 또한 이렇게 직관된 전제로부터 논증해 낼 수 있는 것을 말

한다. 그리고 명석하고 판명한 지식을 갖는다면 그의 지식은 확실한 지식이

라고 말할 수 있다. 데카르트는 이와 같은 기준에 맞는 것은 무엇이나 지식

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와 같은 사유(思惟)의 일환으로 데카르트는 수학이 가진 확실성을 수학

이외의 분야에서도 찾아보려고 했다. 그는 의심해볼 수 있는 모든 관념을 의

심해 보았다. 그리고 의심을 해보아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았다. 그는 의식의 근원을 탐구함으로써 의심할 수 없는 아르키메데스

의 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방법은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한 방법

으로서의 회의이기 때문에 이를 방법론적 회의라고 불렀다. 이후 데카르트의

방법론적 회의는 철학하는 사람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철학하는 일에 있어

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되었다.

일례로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뉴욕대학의 코헨(Cohen)교수가 데카

르트를 강의할 때 생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코헨 교수의 강의를 듣던

한 학생이 하루는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수염도 깎지 않고 정신이 나간 사

람처럼 모양을 하고 교실에 들어왔다. 코헨 교수는 이를 보고, 그 학생에게

웬일이냐고 물었다. 그 때 그 학생은 대답하기를 ‘데카르트를 공부하고 나니

내가 정말로 존재하고 있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몰라 망설이고 있습니다’라고

243) 주지하듯 플라톤은 변하지 않는 이데아야말로 참으로 있는 것이며 이데아의 세계야말로

참된 실재의 세계라고 생각했다. 그는 무지의 대상은 무(無)이며 지식의 대상은 유(有)로서

참으로 있는 실재를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무와 유 사이에는 생성하

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참된 지식이 아니라 오직 신념이나 의견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플라톤은 지식의 대상은 참으로 있는 것, 곧 불변하고 영구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참으로 있는 것은 이데아이기 때문에 참된 지식은 감각적 경험이 가져오는

신념이나 의견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입장을 제시했다(스털링 P. 렘브레히트, 앞의 책,

pp. 74-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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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 때 코헨 교수는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요?’라

고 반문했다.”244)

이것은 선불교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비슷하다. 선불교에서도 고민하고 있

는 제자를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 스승은 제자의 의식을 반전키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스승은 번민으로 가득한 마음을 직시함으로써 잡고 있는 마

음을 놓아 버리도록 유도하여 제자로 하여금 견성(見性)에 이르도록 한다.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맥락 즉 불교와 데카르트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지만 마

음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상황을 보여준다.

하지만 불교와 데카르트가 제시하고 있는 ‘인식하는 주체’에 대한 관점은

매우 다르다. 불교는 인식의 주체를 ‘공’에 입각한 무아(無我)의 관점에서 해

석한다. 특히 유식불교는 ‘알라야식’ 자체는 항상 변화한다고 본다. 반면 데카

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를 통해 확실하고 의

심할 수 없는 ‘인식의 주체’를 모든 사유의 근원으로 본다. 불교의 무아(無我)

론의 관점에서 볼 때, 변할 수 없는 고정된 점을 추구한 데카르트의 관점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 불교는 ‘인식의 주체’가 불변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득할 때 깨달음에 이르게 되고 이로 인해 무한한 지혜를 증득한다는 입장

에 있다.

무아론의 관점에서 현상을 해석한 유식불교와 달리, 데카르트는 현상세계

를 명증적인 ‘이성’에 입각해서 해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지식을 감

각적 지식, 개별적인 것에 대한 지식 그리고 보편적 지식으로 분류하고, 이

러한 지식들이 과연 자명하고 확실한가에 대해 의심했다.245) 데카르트는 방

법론적 회의를 통해 자명하고 확실한 것을 찾기 위해 당시의 지식일체를 의

심했다.246) 데카르트는 심지어 수학적 진리까지도 전능한 신의 악의로 인한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일체의 의심도 허락되지 않는 곳에 도달하기 위

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분석하고 비판하여 마침내 아무리 의심해도 의

심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도저히 의심할 수 없다는 데 도달한다. 데카르트는

244) 김하태, 철학의 길라잡이 (서울: 종로서적, 1987), p. 78.
245) 데카르트는 지식을 3가지(감각적 지식, 일반적 지식, 보편적 지식)로 분류하고 이러한 지

식들이 과연 자명하고 확실한가에 대해서 의심했다(소광희 외, 철학의 제문제, 서울: 지
학사, 1988, p. 63. 참조).

246) 최명관 역ㆍ저, 방법서설ㆍ성찰ㆍ데까르뜨 연구 (서울: 서광사, 1987), p. 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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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우리의 사유의 내용은 전부 의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의심하고 있는 사

유 활동 그 자체는 의심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결국 ‘생각한다’고 하는

활동 속에는 필연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존재가 동반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

론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는 데카르트의 제 일 원리가 성립하게 된다.247)

데카르트에 의하면 이 원리는 다른 존재에 관한 지식의 체계가 그 위에 그

리고 오직 그 위에서만 확고하게 세워져야할 토대가 된다.248) 데카르트는 이

원리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다. 첫째 모든 명석하고 판명하게 지

각된 것은 참된 것이다. 둘째 원인 없이는 아무 것도 있을 수 없다. 셋째 원

인은 적어도 결과보다 크거나 결과와 같은 실재성을 가져야 한다. 그는 다시

이 세 가지 명제를 전제로 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진리를 연역한다.

첫째 신은 현존한다. 둘째 신은 완전하기 때문에 나를 기만할 수 없다.249) 이

명제들을 통해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신의 현존에 대해 논한다.

... 신의 현존이 그의 본질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은, 삼각형의 본질로부터

그 세 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을 분리할 수 없고, 또 산의 관념으로부터 골짜기의

관념을 분리할 수 없는 것 못지않게 명백함을 나는 발견한다. 따라서 현존하지 않

는(즉 어떤 완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신을 생각하는 것은 골짜기 없는 산을 생각

하는 것처럼 모순이다.250)

데카르트는 신이 현존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최고의 원리로 삼았다.

그리고 이 원리로부터 일체의 존재자를 연역한다. 데카르트에 의하면 신은

완전한[무한] 실체이다. 한편 정신과 물체는 신에 의해서 통일되어 있으나 현

상 세계에서는 통일되어 있지 않은 유한실체이다. 이들은 영원히 평행한 존

재들이다. 그는 정신의 속성은 사유이며 그 양상은 감정, 의지, 인식, 욕망 등

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물체의 속성은 연장이고, 그 양상은 위치, 형상, 운

동 등이라고 생각했다.251)

247) 소광희 외, 앞의 책, pp. 64-65. 참조.

248) 스털링 P. 렘브레히트, 앞의 책, pp. 324-325. 참조.

249) 소광희 외, 앞의 책, p. 67. 참조.

250) 최명관 역ㆍ저, 앞의 책,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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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데카르트는 직관과 연역의 방법에 의해 일체의

존재자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이론체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는 직관과 연역만이 참된 진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데카르트 이후 서양에는 투명한 사유능력 즉 ‘이성’에 의해 실재를 명석 판

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이 유행했다. 중세까지 지고한 지위를 누려왔

던 객관적 실체로서의 신(神)대신 ‘이성’이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근

대 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과학자들은 우

주 속에 일반적인 법칙이 존재하며 그러한 법칙에 따라 기계처럼 질서정연하

게 움직이는 자연적인 질서가 있다고 생각했다. 과학자들이 자연법칙에 의거

해서 우주의 신비를 밝히고자 하는 과정을 보고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에 대

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이성’에 대한 신뢰는 나아가 인간의 힘으로 이 지

상에 행복하고 완전한 상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인간

은 주변의 모든 대상이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과학자들이 자연에 관해 얻은 연구 결과를 사회에 적용해 보려는 사람들도

나왔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계몽주의자들이다. 이 가운데 로크(John Locke,

1632∼1704)는 인간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성’의 힘을 가지고 있다

고 주장했다.252) 계몽주의자들은 인간이 ‘이성’의 힘에 의해 자연법칙을 발견

함으로써 인류의 진보를 확실히 이룰 것이라고 믿었다. 한편 ‘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근대 이성론자의 후예들은 음악과 그림 그리고 문학을 통해 인

간의 자율성을 자유롭게 표출하기도 했다. 중세시대에 문학 및 예술의 대상

이 신(神) 및 그것과 결부된 것이었다면 근대에 이르게 되면 그 표현대상이

인간에 관한 것으로 변화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상은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이성’

에 대한 그들의 과신(過信)은 인간에게 이익이 된다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했다. 공장에서 나

온 오염물질은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했고 이로 인해 이상기후현상이 발생하

기 시작했다. 과학기술에 의해 생산된 정밀한 무기는 독단적인 정치가의 욕

심에 의해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것은 인류에게 막대한 영

251) 소광희 외, 앞의 책, pp. 66-67. 참조.

252) 스털링 P. 렘브레히트, 앞의 책, pp. 418-4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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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끼쳤다. 인간의 이익을 위해 발전시킨 문명은 결국 인간을 파괴하는 결

과를 가져왔다. 인간의 ‘이성’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는 이러한 과정에 의해

생겨났다. 따라서 인간의 ‘이성’을 실체로 생각한 기존의 관점을 비판한 해체

주의가 20세기에 나타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1.2.2 후기구조주의 관점에서 본 문화형성

주지하듯 구조주의는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1857∼1913)의 언어

학에 그 모태를 두고 있다. 소쉬르는 언어를 하나의 자율적인 체계로 보고

그 언어 체계가 내적으로 지니고 있는 법칙을 발견했다.253) 그는 언어를 이

분법으로 구분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이고 체계적인 측면인

랑그(langue)와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측면인 빠롤(parole)이다.254) 그는 또한

언어 기호의 자의성 문제를 처음으로 제시하여 기호학을 창시하기도 했다.

소쉬르에게 있어서 언어체계는 기호체계이며 기호는 청각영상과 의미 즉 시

니피앙(signifiant)과 시니피에(signifie)가 결합한 것이다. 시니피앙과 시니피

에의 내적인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자의적인 것

이다.

공시적 언어관을 표방하는 소쉬르에게 있어서 기호는 항상 자신과 구별되

는 다른 기호를 전제로 한다. 그의 관심은 사람이 실제로 말하는 것에 있지

않고, 그렇게 말하도록 하는 구조에 있었다. 종이의 양면처럼 기표와 기의는

분리될 수 없지만, 기호는 다른 기호와의 차이에서 구별된다는 관점은 프랑

스 구조주의자인 레비스트로스(C. Lévi-Strauss, 1908∼1991)의 신화적 사고

뿐만 아니라 후기구조주의자들의 해석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후기구조주

의는 소쉬르의 기호 개념을 비판적으로 수용한다.255)

후기구조주의는 현상을 일정한 구조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해석은

253) ‘체계’라는 말이 나중에 구조로 규정되면서 구조주의 언어학이 더욱 발전하게 된다. 이후

이 구조주의 언어학의 원리는 언어 이외의 인간문화요소에까지 적용되기에 이르렀다(리차

드 할랜드, 초구조주의란 무엇인가, 윤호병 역, 서울: 현대미학사, 서울, 1996, pp. 25-28.

참조).

254) 리차드 할랜드, 앞의 책, p. 25. 참조.

255) 피종호,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의 텍스트 개념 , 뷔히너와 현대문학 8호 (1995), p.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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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가능하다고 본다. 이 관점에 의하면 현상을 해석하는 구조적 틀은 절

대적 의미를 가질 수 없다. 후기구조주의는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

에 대해 비판적이다. 후기구조주의는 구조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 절대적이라고 보는 태도를 부정한다.

이와 같은 예는 후기구조주의자의 입장에 있는 여러 학자 가운데 푸코(M.

Foucalt, 1926∼1984)에게서 잘 나타난다. 그는 합리성의 문제를 일반화시키

는 태도를 비판했다. 그의 계보학(genealogy)은 서구적 합리성에 대한 보편

적 이해의 이면을 들추어낸다. 그리고 광기, 병, 인문과학의 탄생, 권력/지식

의 연계와 성(性)의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통적인 해석방식을 해체

(disconstruct)시켰다.256)

이것은 서구의 계몽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신뢰

를 해체하는 작업이었다. 푸코는 ‘이성’과 ‘비이성’을 구별하는 태도는 서구사

회의 권력 중심축으로부터 만들어진 담론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몽사

상이 만들어낸 ‘진리에의 의지’는 권력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놓은 규

범임을 강조했다. 푸코가 계몽주의를 비판한 이유는 계몽사상을 완전히 와해

시키는데 있지 않았다. 그는 계몽사상을 비판함으로써 정치 및 경제 등이 권

력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현상을 들춰내고자 했다.257)

이를 위해 푸코는 병 범죄 광기 성 등의 특정 부분에서의 특수한 합리

성의 체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밝히고자 했다. 계몽사상에 대한 해체적

분석을 수행하는 푸코는 합리 비합리주의를 명쾌하게 가르는 이분법적 태도

는 지극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계보학의 목표는 이상적 ‘이성’을 지지하

는데 있지 않고 여러 모습의 합리성이 끊임없이 서로 배태 착종하는 형태를

엄밀히 그려내는 데 있었다. 그는 이 작업을 ‘권력의 미시물리

학’(microphysics of power)이라 불렀다.258) 사회비판은 보편적 가치를 지닌

256) 푸코는 다음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계보학의 핵심과제라고 생각했다. 첫째, 서구적 합리

성이란 무슨 뜻이며 이와 관련하여 서구의 근대성을 형성한 숨은 동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한다. 둘째, 사회와 삶의 합리화란 가능하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자 했

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해체주의적 관점에서 현상

을 해석하고자 했다(윤평중, 합리성과 사회비판-비판이론과 후기구조주의를 중심으로- ,

철학연구 12호, 1988, p. 155-156. 참조).
257) 윤평중, 앞의 논문, pp. 149-150. 참조.

258) 윤평중, 앞의 논문, p. 1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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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구조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형성케 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탐구로써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259)

푸코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역사를 구성하는 고정된 구조를 찾기 보다

는 규범이 역사 안에서 드러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탐구했던 것이다. 그는

‘이성’에 의해 구축된 확고부동한 구조를 찾기보다 그 구조를 형성하게 된 배

경에 주목하고 이 현상을 광기, 병, 권력/지식 등과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 해

석하고자 했다. 그는 역사적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사태들이 서

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형태를 다양한 관점에서 그려내고자 했다.

그의 태도는 존재의 양상을 관계론으로 해석하는 후기구조주의자들에게 이

어진다. 관계론은 ‘차이’를 통해 존재를 규정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한 기호가 갖는 의미와 가치는 궁극적으로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 기호가 다른 기호와 갖는 변별적 차이, 대조효

과에서 온다. 인도 후기논리학자의 ‘타의 배제’론처럼 언어의 의미는 다른 언

어와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후기구조주의는 사태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존재를 설명한다. 특히 ‘차이’

를 통해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관점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어진

다.260) 이 관점에 의해 현상을 구조적 질서를 통해 해석하고자 했던 태도는

역사 속에 진리가 드러나는 방식을 탐구하는 쪽으로 전개되었다. 후기구조주

의자들은 현상을 개방적인 관점에서 관찰하고 현상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

로 변화된다고 해석했다.261)

이런 경향에 대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는 개방성을 기

원으로 한 ‘차이’를 ‘존재와 존재자의 존재론적 차이’라고 표현했다. 그에 따

르면 이 ‘차이’는 구조를 형성하는 이항 대립적 질서의 한 부분이 아니다. 다

시 말해서 동일성의 반대말에 해당하는 차이가 아니다. 구조 안에서 성립하

259) 미셀 푸코, 주체와 권력 , 이진우 엮음,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적 이해 (서울: 서광사,
1993), p. 128. 참조.

260) 일반적으로 구조주의는 차이의 존재론을 함축하고 있다. 이 점에서 구조주의는 실체론적

사유를 관계론적 사유로 바꾸어 놓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니체

(Friedrich Wilhelm Nietzshe, 1844∼1900)에 의하면 구조주의적 관계론은 아직 불충분하다.

‘차이’ 관계를 이항 대립적 관계로 환원했기 때문이다. 니체는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면

서 구조주의가 결국 형이상학적 전통의 울타리 안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김상환,

니체, 프로이트, 맑스 이후, 경기도 파주: 창작과 비평사, 1986, p. 335. 참조).

261) 김상환, 앞의 책, p.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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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항대립은 +와 -, 동일성과 차이, 있음과 없음, 안과 밖, 긍정과 부정 등

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는 그런 모든 이항대립이

생성하거나 소멸하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하는 근본적인 ‘차이’다. 하이데거

적 의미의 존재는 구조 안에 있는 어떤 존재자가 아니라 그 존재자의 질서를

그 때 그 때 마다 서로 다르게 열어놓는 개방적 사건이다.262)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후기구조주의자들은 구조주의자들이 현상을 해

석했던 방식을 다양성과 개방성이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했다고 할 수 있다.

소쉬르가 언어의 공시성을 제기함으로써 변하지 않는 관계적 질서와 구조를

세우고자 했던 반면, 후기구조주의는 구조주의의 태도를 비판했다. 후기구조

조의의 이와 같은 태도는 현상의 이면에 아트만/브라흐만과 같은 영원한 존

재가 있다고 본 우파니샤드사상에 대한 불교의 비판과 맥이 닿아 있다. 불교

는 무아론의 관점에서 현상을 해석했다. 불교는 세계는 다만 여러 인연에 의

해 조합된 존재라는 연기법에 의해 주관과 객관 및 자아와 자아 사이의 관계

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조주의자들이 추구했던 고정된 구조는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마음이 만

들어 낸 집착의 결과이다. 불교는 초월적인 신이나 아트만과 같은 내재적 존

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현상은 다만 조건에 의해 이루진 것일 뿐이라는 관점

을 제시한다. 이것이 바로 후기구조주의의 관계론적 존재론과 맥을 같이 하

는 점이다. 후기구조주의는 다양한 관점에서 사태와 사태 사이의 관계를 해

석하고자 한다.

후기구조주의의 관점은 이후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예컨대

건축분야에서는 모더니즘 건축의 일치성, 일차원성, 비역사성과 합리주의를

비판하고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의 다원성, 의미론적 복합성, 관계성과 다원주

의와 혼합주의를 내세우게 된다. 건축양식의 단일성은 단지 보편적ㆍ규정적

의미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 즉 전통사회에만 있을 수 있다고 비판을 받게

되었다.263) 포스트모던 예술가와 작가는 그가 쓰는 텍스트와 그가 창조하는

작품이 원칙적으로 기존의 규칙에 의해 지도(指導)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

들은 이미 알려져 있는 범주들을 특정한 텍스트와 특정한 작품에 적용하는

262) 김상환, 앞의 책, pp. 335-339. 참조.

263) 알브레히트 벨머, 예술과 산업혁명: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변증법 , 이진우 엮음,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적 이해 (서울: 서광사, 1993), p. 2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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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받을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앞으로 만들어

지게 될 규칙을 준비하기 위해 작업한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과 텍스트는 사

건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264)

이와 같은 태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리성의 문제에 대한 일반화

를 단호하게 배격하는 푸코의 관점에서도 발견된다. 그는 서구적 합리성을

보편적으로 보려는 태도의 이면을 들추어내서 그러한 해석을 해체하고자 했

다. 그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 형식적 구조를 찾기 보다는 우리를 형성하게

하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구하고자 했다. 하이데거의 ‘차이’

에 대한 정의 또한 고착화된 이분법적 사고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한다. 그에게 있어서 ‘차이’란 모든 이항대립을 생성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해

서 먼저 있어야 하는 ‘차이’이다. 이와 같은 관점은 존재를 사태의 관계로 설

명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후기구조주의는 상황에 따라 개방적이며 탄력적

으로 변화되는 관계론적 존재론을 제시함으로써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현상

을 표현하고자 하는 특징을 보인다.

1.2.3 유식불교의 관점에서 해석한 문화형성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공리로서

제시했다. 그리고 이것을 연역적 추론의 근거로 삼았다. 데카르트 이론의 특

징은 명증적인 아르키메데스의 점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정합적인 논리를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에 있다. 데카르트 이후 근대인들은 인간의 ‘이성’에 대

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대상을 모두 인간에 종속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

을 보였다.

중세시대 신중심의 세계에서 근대 인간중심의 세계로의 전환은 인간의 위

상을 격상시켰다는 의의를 가지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는 많은 병폐를 낳았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물질문명이 발달하면서

인류는 과거에 비해 편리한 교통, 빠른 정보습득 등과 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보다 풍부한 물질을 획득하고자 하는 욕망은 급기야 환경오염

264) 장 프랑수아 료타르,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 , 이진우

엮음,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적 이해 (서울: 서광사, 1993), pp. 78-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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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생태계의 파괴라는 결과를 낳았다. 더욱이 세계대전은 인간에게 많

은 생각을 던져주었다. 사람들은 세계대전의 결과로 인해 피폐해진 주변을

돌아보며 인간의 ‘이성’에 대한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에 이르렀다.

후기구조주의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생겨났다. 후기구조주의는 ‘이성’에 의

해 만들어진 구성물이 실체화되는 현상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후

기 구조조의는 개념에 일정한 구조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독단일

뿐이며 또 다른 해석은 언제나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후기구조주의는 구

조적 틀이 절대적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후기구조주의는 사

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 사태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다

고 본다.

후기구조주의는 고정된 구조를 구축하고자 하는 구조주의의 태도를 비판한

다. 구조적 틀에 대한 절대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구조적 틀 자체에 대한 부

정이 아니라 그것을 유일무이한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절대성에 대한 구조주의자들의 태도는 불교에서 비판되는 ‘분별’ 및 ‘집착’하

는 태도에 해당된다. 분별과 집착은 대상을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한

내용을 고수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구조를 절대시하는 태도 또한 현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구조를 고정된 것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경향이다. 후기구조

주의자들은 절대적인 구조를 추구하기보다 현상에 드러나는 질서를 찾고자

했다. 이점은 불교의 연기론 즉 현상은 다양하게 변하며 현상을 해석한 틀

또한 변화한다는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유식불교에 의하면 현상은 사건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

다. 현상의 이면에 고정된 구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유식불교는 이 과정

을 ‘종자’의 현현에 의해 설명한다. 유식불교는 ‘종자’에 의해 현재 활동하는

‘식’이 생성되는 과정을 ‘종자생현행(種子生現行)’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현

실의 경험세계를 형성하는 습기인 ‘등류습기’ 곧 ‘명언종자’로부터 말나식과

육식(六識)이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발생되어 활동하는 ‘식’[현행식]은

찰나마다 발생하고 사라진다. 그것이 활동하는 순간 그 작용의 결과는 ‘알라

야식’에 저장된다. 유식불교는 이 과정을 ‘현행훈종자(現行薰種子)’라고 부른

다. 이 말은 말나식과 육식 등이 ‘등류습기’를, 육식 가운데 선과 악의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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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습기’를 ‘알라야식’에 남긴다는[훈습] 것을 의미한다. 한편 훈습된 ‘종자’

는 ‘알라야식’ 안에서 자라나서 새로운 행위를 일으키는 힘을 갖게 되는데 이

과정은 ‘종자생종자(種子生種子)’라고 불린다.265)

유식불교에 의하면 우리 마음의 작용은 현재적인 ‘종자생현행’, ‘현행훈습종

자’ 그리고 잠재적인 ‘종자생종자’라는 세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순환운동이다. ‘종자생현행(種子生現行)’과 ‘현행훈종자(現行薰種子)’는 동일한

찰나에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여기서 연필을 몇 초 동안 바라본다고 하자.

이 경우 하나의 불변적이고 고정적인 마음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순

간순간 새로운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며, 그런 마음의 연속이 연필을 본

다는 지각을 성립한다. 이 때 연필이라는 지각은 ‘종자’가 현행됨과 동시에

발생되며 연필을 인식한 것과 동시에 그것은 ‘종자’로 ‘알라야식’에 저장된다.

반면 ‘종자생종자(種子生種子)’의 과정은 ‘인과이시(因果異時)’라고 불린다. ‘종

자’도 결국 찰나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찰나에 멸하며, 다음 순간 새로운 ‘종

자’를 발생시킨다. 이 때 ‘종자’가 소멸됨과 동시에 새로운 ‘종자’를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종자’의 소멸과 새로운 ‘종자’의 생성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266)

유식불교는 현상세계의 발생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한다. 즉 우리

는 어떤 일을 할 때 본능적인 행위(음식을 먹는 행위, 졸릴 때 잠을 자는 것

등)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한다. 특히 많은 토론을

거쳐 계획이 수립되고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 우리는 이것을 ‘명언

훈습종자’의 발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컨대 시민공원을 설립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계획을 위해 우리는 공원이 설립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야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불편을 감수해야하

는 상황을 주민들에게 전달해야한다. 이후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공원의 내

부에 무엇을 어떻게 배치해야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한다. 이런 과정을 거

친 후에 공원설립이 실제로 진행된다. 이 과정은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아’

에 존재하던 ‘명언훈습종자’의 발현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장시간 동안 시민들의 ‘사회적 자아’ 속에 내재해 있던 시민공원의 필요

265) 요코야마 코우이쯔, 앞의 책, pp. 107-109. 참조.

266) 요코야마 코우이쯔, 앞의 책, pp. 109-1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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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명언훈습종자’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명언훈습종자’가 발현되면서 시민

공원을 설립하는 행위를 일으키게 한 것으로 해석된다.267) 같은 지역을 오랫

동안 공유하고 있던 시민들은 휴식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

한 생각은 ‘알라야식’ 속에 ‘종자’로 저장되어 이후 이 ‘종자’는 실제로 건립하

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공론화시키게 된다. ‘식’에 저장되어 있던 일체 ‘종

자’가 자라나 인연에 의해 현현되어 인식과 행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공원이 설립되고 시민들은 휴일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원을 이용하면서 지역주민들 간의 강화된 유대관계는 다시 시민들의 ‘알라

야식’ 속에 ‘명언훈습종자’의 형태로 저장된다.

이와 같은 순환적인 경로를 거쳐 ‘종자’는 또 다른 ‘종자’를 형성한다. 하지

만 전자와 후자는 같은 성질을 지닌 것이 아니다. 복합적인 인연에 의해 행

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만 과거의 것과 똑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것 또한 아니다. ‘알라야식’에 존재하는 ‘종자’

는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것을 섭대승론석에서
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식은 명색을 의지하여 생겨나며, 명색은 식을 의지하여 생겨난다... 명색을 의지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식은 이 명색을 의지함으로써 찰나가 이어져서 [생각의]흐

름이 단절되지 않는다. 그리고 [식은]능히 명색을 잡고 있어서 허물어지지 않게 된

다. 이것을 식이 명색을 의지하는 것이라 한다.268)

인용문에서는 ‘식’이 ‘명색(名色)’에 의지해 생겨나며 ‘명색’은 다시 ‘식’에 의

지해서 생겨난다고 기술하고 있다. ‘명색’은 ‘식’이 분화된 인식주관과 인식의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인식주체인 ‘식’은 인식대상과 완전히 다른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식’의 분화에 의해 인식주관과 인식대상이 형성된 것이기 때

문이다. 인식대상은 인식주관에 의해 관찰된다. 하지만 인식대상 또한 ‘식’의

변형된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식’이 ‘식’을 대상으로 삼는다고 볼 수 있다.

267) 攝大乘論本(T31, 135b15-16), “諸法於識藏, 識於法亦爾. 更互爲果性, 亦常爲因性”.
268) 攝大乘論釋(T31, 170c3-6), “識依名色生, 名色依識生... 何者是依名色. 識由此名色爲依止,
刹那傳傳生相續流不斷, 能攝名色令成就不壞, 此識名依名色”(한글은 필자의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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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식’을 대상으로 삼아 인식한 결과는 ‘종자’의 형태로 ‘식’에 저장되고

이 ‘종자’는 다시 ‘식’을 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관계에 의해 생각

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게 된다.

이 관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타인과 더불어 의사를 소통하고 공통의 가

치관을 창출하는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우리가 서로 생각을 교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내부에 ‘공통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

형성된 ‘의미’가 이후와 단절된다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한다. ‘의미’는 연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대화가 가능해진다.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것은 이전의 기억과 새로운 정보사이의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몇 해 전부터 제기된 4대강 개발문제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4대강 개발문제는 한국인의 공동관심사이다. 자

연훼손으로 인해 발생된 환경오염을 기억하는 자들은 4대강 개발문제가 심각

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공동의 의견을 제시했다.269) 자연

환경은 우리의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내놓는

다.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 자연의 순리를 바꾸는 행위는 인간에게 다시 돌아

온다는 불교의 인과원리를 적용시켜 종교인들은 정부에 자신들의 의견을 호

소했다.

유식불교에 의하면, 이 현상은 ‘알라야식’에 있는 ‘환경오염’에 관련된 ‘명언

훈습종자’가 발현되어 새로운 ‘명언훈습종자’를 만들어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대중매체를 통해 한국 전 지역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

것을 보았던 시청자들은 그들의 주장에 공감한다. 이것은 간접적이지만 대중

들의 내부에 있는 ‘알라야식’ 속에 새로운 ‘종자’를 심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생활하면서 영위하는 모든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 퇴색된

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알라야식’ 속에 ‘종자’의 형태로 잠복해 있게 된다.

이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되면 잠복해 있던 ‘종자’는 새로운 현상을 생겨나게

269)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은 주로 환경단체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그리고 불교와, 천주교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6월 1일 문수 스님은 4대강을 반대하며 몸

에 붓을 질러 소신공양을 했다. 불교 최대 종파인 조계종도 4대강 사업 반대 입장을 밝혔

다. 천주교는 정의구현사제단이 반대에 적극적이었으며, 천주교연대도 4대강을 반대하는 시

국 미사를 열기도 했다. 기독교와 원불교도 ‘종교환경회의’를 구성하여 4대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처음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꾸준히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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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환경오염에 의해 발생된 현상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태를 알게 된다. 그들은 4대강 개발 문제에 동조

하고 새로운 대안 점을 찾고자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 이처럼 우리의 내부에

존재하는 공통의 에너지는 변화 속에서 연속성을 유지한다. ‘알라야식’이 단

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의 생각을 기억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세대와 세대 간에 전통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구성원간의 대화

가 가능한 것이다.

2. 언어에 의한 ‘사회적 자아’의 변화

인식의 작용을 ‘식’의 분화현상으로 파악하고 이것을 구조적으로 분석한 것

은 유식불교의 독특한 관점이다. 서양의 인식론이 대부분 ‘이성’ 또는 ‘감각’

에 의해 참된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밝히고자 했다면 유식불교

는 ‘식’의 능동적인 분화현상을 강조하여 인식의 작용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

다 역동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본장의 제1절에서 논의한 ‘식’과 언어의 관계는 주로 ‘식’의 분화에 의해 언

어의 작용이 형성되는 과정에 관한 것이었다. 본 논의에서는 언어에 의해

‘식’이 변화되는 과정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유식불교에 의하면 수행에 의해

‘알라야식’이 질적으로 변화되는 최초의 계기는 ‘정문훈습’에 있다. 청정한 법

계에서 흘러나온 소리를 바르게 듣게 됨에 따라 ‘알라야식’에는 새로운 ‘종자’

가 형성되고 이로 인해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본 절에서는

‘정문훈습’에 의해 수행에 대한 ‘발심(發心)’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언어에 의해 ‘식’이 변화되는 과정을 조명하도록 하겠다.

2.1 ‘사회적 자아’에 대한 언어의 능동성

2.1.1 진리에 의한 ‘사회적 자아’의 변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될 때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을 자각한다. 언어로 표현된 새로운 정보가 우리의 인식세계에 들어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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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이 새로운 내용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인식대상을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유식불교에서 언어에 의한 마음의 변화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는

‘청정한 법계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들었을 때’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

키는 경우이다. 유식불교는 깨달은 자의 말을 들었을 때 자신도 깨닫고 싶다

는 마음이 일어나고 또 실제로 수행을 하고자 하는 ‘발심(發心)’이 일어난다

고 본다. 이 때 ‘알라야식’은 질적인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된다.

어째서 일체 종자의 과보식[이숙식]은 깨끗하지 않은 것의 원인이 되는가? 오염

되고 탁한 것을 치료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세간을 초월하는 청정한 마음의 원인이

된다. 이 세간을 초월하는 [청정한] 마음은 이전[에 생겨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앞

으로도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것으로부터의 훈습은 여전히 없다. 그 훈

습이 없다면 세간을 초월하는 마음은 어떤 종자로부터 생겨나는가? 너에게 지금

답하겠다. [그것은] 지극히 청정한 법계에서 흘러나온 것인 바르게 들은 것을 훈습

한 종자로부터 생겨난다.270)

인용문에 의하면 마음은 오염된 ‘종자’를 담지하고 있는 ‘알라야식’으로 표

현된다. 일반인들은 일상의 세계를 초월하는 청정한 마음을 경험한 바가 없

기 때문에 ‘알라야식’에 청정한 ‘종자’가 없다. 하지만 어떤 계기에 의해 청정

한 세계를 경험한 자 즉 깨달은 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알라야식’에 세간

을 초월하게 하는 ‘종자’가 쌓이게 된다. 청정한 법계로부터 흘러나온 소리를

바르게 듣게 되면서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 이 현상은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깨달음으로 향한 길이 언어에 의해

시작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攝大乘論은 언어에 의해 훈습된 ‘종자’가 ‘알라야식’에 존재하는 번뇌종자

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270) 攝大乘論(T31, 117a5-9), “云何一切種子果報識成不淨品因. 若能作染濁對治出世淨心因.
此出世心昔來未曾生 習是故定無薰習若無薰習. 此出世心從何因生. 汝今應答. 最淸淨法界所流

正聞薰習爲種子故”(한글은 필자의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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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훈습[지혜를 듣고 훈습된 것]을 생겨나게 할 수 있는 세간을 초월하는 마음

은 ‘알라야식’과 같은가 아니면 ‘알라야식’과 다른가. 만약 ‘알라야식’을 그 본성으

로 한다면 왜 이것은 그것[‘알라야식’]을 대치하는 종자인가? 만약 [‘알라야식’과]

같지 않다면, 지혜를 듣고 [훈습된]종자는 어떤 법에 의지해서 더 이상 높은 곳이

없는 붓다의 위치에 이를 수 있겠는가? 이 문혜훈습은 의지처를 따라 생겨난다.

이 가운데 과보식[이숙식]과 함께 생겨난다. 마치 물과 우유[가 함께 있는 것]와 같

다. 이 문훈습종자는 본식이 아니다. 이미 이 식을 대치하는 [세간을 초월한 청정

한 마음의] 종자이기 때문이다.271)

인용문에 의하면 ‘정문훈습종자’272)는 청정한 성질을 지닌 것으로서 ‘알라야

식’ 그 자체는 아니다. 진리의 세계로부터 흘러나온 언어를 잘 듣게 되면 청

정한 ‘종자’가 ‘알라야식’에 쌓이게 되어 그곳에 오염된 ‘종자’와 공존하게 된

다. 이후 수행이 진전되면서 ‘알라야식’에 존재하던 오염된 ‘종자’는 소멸되고

청정한 ‘종자’가 증가한다. 이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종

자’에 의해 ‘알라야식’이 변화되는 과정에 대한 글을 인용해 보자.

이와 같이 알아야 할 뛰어난 상에 대해 이미 설했다. 알아야 할 뛰어난 상으로

[깨달아]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많이 들어서 훈습된 것에 의지해서

‘알라야식’과 비슷하게 되지 않고, ‘알라야식’이 [깨달음]의 종자가 되는 것과 같다.

바른 사유에 의해 가르침과 비슷하고 대상과 비슷하게 상이 생겨나서 취한 바의

종류와 비슷하게 보게 되는 의언[이치에 맞게 생각하는]분별이 생겨난다.273)

청정한 법계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잘 듣고 바르게 사색하면 이 결과가

‘알라야식’에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 ‘알라야식’은 질적으로 변화[轉依]된다.

훌륭한 사람의 언행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면 후에 똑같게 되지는 않더

271) 攝大乘論(T31, 117a9-15), “出世心得生此聞慧熏習爲與阿黎耶識同性爲不同性. 若是阿黎
耶識性.云何能成此識對治種子. 若不同性. 此聞慧種子以何法爲依止至諸佛無上菩提位, 是聞慧

熏習生隨在一依止處. 此中共果報識俱生. 譬如水乳. 此聞熏習卽非本識. 已成此識對治種子”(한

글은 필자의 번역).

272) ‘정문훈습종자’는 깨달은 자의 말을 듣고 ‘알라야식’에 생겨난 청정한 ‘종자’이다.

273) 攝大乘論(T31, 122b26-29), “如是已說應知勝相. 云何入應知應知入勝相. 多聞所薰習依止
非阿黎耶識所攝, 如阿黎耶識成種子. 正思惟所攝, 似法及義顯相所生, 似所取種類有見意言分

別”(한글은 필자의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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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비슷하게 될 수 있듯이 청정한 법계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알라야

식’을 조금씩 변화시킨다. 바른 이야기를 잘 듣고 이것을 이치에 의거해 생각

하게 되면 가르침과 유사한 내용이 마음에 형성됨으로써 ‘알라야식’의 상태를

변화시킨다. 즉 ‘알라야식’에 바르게 생각하는 성향이 생겨난다.

인용문에서는 이것을 ‘의언(意言)’으로 표현했다. 나가오 가진(長尾雅人)에

의하면 ‘의언’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디딤돌이 된다.

‘의언(意言)’은 명료하게 형태를 분별하고 판단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기 위한 전

단계이며 개념화되기 이전의 단계로서,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이해의 작용을 의미

한다. 그러나 그것은 ‘가르침’으로서 나타나고, ‘대상을 보는 것과 동반해서’ 나타나

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별 및 판단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색에

지나지 않는다. 즉 그것은 문사수(聞思修)의 닦음 가운데 사(思)에 해당된다. 정문

훈습을 바르게 사색해서 의언의 종자가 된다. 따라서 그 의언이 깨달음의 디딤돌

이 되고 전의가 생겨나는 계기가 되며 장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의언은 본질적으

로 의식(意識)이다. 의식이 일반적으로 세속의 측면을 의미하는 개념인데 비해, 여

기서는 여러 깨끗한 훈습이라는 말로 쓰였기 때문에 ‘의언’이라는 심오한 말을 사

용했다고 볼 수 있다.274)

인용문에 나타난 나가오 가진의 해석에 따르면 ‘알라야식’에 존재하는 여러

‘종자’ 가운데 ‘의언 종자’는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성향을 지닌다. ‘의언종자’

는 진리의 말을 잘 듣고 이에 대해 바르게 사색할 때 그 내용이 ‘알라야식’에

저장된 것으로서, 세속적인 측면을 언급하는 ‘의식’과 같은 의미를 지니지만

청정한 측면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의식’과 다르다. ‘의언’은 이해의 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치에 맞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의

언종자’는 유식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해탈에 이르는 지표(指標)가 된다. 진리

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기억하여 깊이 새김으로써 마음은 점점 청정한 상태로

변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의언종자’의 역할이 크다.

‘알라야식’에 존재하는 ‘의언종자’와 오염된 ‘종자’ 각각의 양에 따라 ‘알라야

식’의 상태가 달라지는 현상은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될 수 있다. 즉 두 선

274) 長尾雅人, 앞의 책下,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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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점에서 출발하지만 두 선이 향하는 방향이 다를 때, 처음엔 차이가

거의 없어 보이지만 긴 시간이 지나면 두 선이 그리는 자취의 방향에 현격한

차이가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알라야식’에 어떤 ‘종자’가 존재하는가에 따라

‘알라야식’의 상태는 매우 다르게 변화된다. ‘알라야식’에 ‘의언종자’가 점점

증가하게 되면 ‘알라야식’은 깨달음의 상태에 점점 더 근접하게 된다. 반면

오염된 ‘종자’의 양이 많아지면 세속의 상태에 머물게 된다.

유식불교에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 ‘의언종자’를 쌓는 과정은 일상생활과

분리되지 않는다. 오히려 유식불교는 일상적인 인식을 정확히 통찰하는 것이

깨달음을 위해 거쳐야할 필수불가결한 길이라고 본다. 윤회의 세계를 벗어나

기 위해서는 세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상황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

이다. 이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문훈습종자’에 있다. 유식불교에서는 ‘문훈

습종자’에 의해 촉발되는 ‘전의’의 과정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서 설명한다.

본식[‘알라야식’]은 본식이 아닌 것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소멸한다. 마치 물과

우유가 화합한 것과 같다. 어떻게 본식은 소멸하는데 본식이 아닌 것은 소멸되지

않겠는가? 비유하자면 거위가 물[과 섞여]에 있는 우유를 먹는 것과 같다. 또한 세

간의 욕심을 제거할 때 선정이 아닌 부류에 속한 훈습은 점점 감소하고 선정의 부

류에 속한 훈습이 점점 증가해서 세간의 전의가 증득되고 출세간의 전의 또한 그

러한[증득되는] 것과 같다.275)

이 인용문은 ‘알라야식’에 오염된 ‘종자’와 청정한 ‘문훈습종자’가 공존하는

양상을 물과 우유가 공존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성질이 다른 ‘문훈습

종자’와 오염된 ‘종자’가 ‘알라야식’에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 물과 우유가 공

존하는 양상으로 비유된다. 그것은 독(毒)과 약(藥)의 비유로도 설명될 수도

있다. 오염된 ‘종자’와 청정한 ‘종자’가 공존하는 양상은 환자가 약을 복용했

을 때 체내에 약이 독과 공존하게 되는 경우와 같다. 약은 독과 공존하면서

독을 점점 소멸시킨다. 이로 인해 환자의 몸은 건강한 상태로 회복된다.

‘문훈습종자’가 오염된 ‘종자’를 소멸시키는 것도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된다.

275) 攝大乘論(T31, 117b1-4), “若本識與非本識共起共滅. 猶如水乳和合 云何本識滅非本識不

滅. 譬如於水鵝所飮乳猶如世間離欲時. 不靜地薰習滅. 靜地薰習增. 世間轉依義得成. 出世轉依

亦爾”(한글은 필자의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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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야식’에 존재하던 오염된 ‘종자’는 청정한 ‘종자’로 변화되어 ‘알라야식’의

상태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물과 우유를 그릇에 넣어두었을 때, 우유

만 먹을 수 있는 한사라고 불리는 거위에 의해 우유는 점점 사라지고 물만

남듯이 수행에 의해 ‘알라야식’에는 오염된 ‘종자’가 사라지고 청정한 ‘종자’가

증가하게 된다.276) 이러한 과정이 소위 유식불교에서 말하는 ‘알라야식’의 질

적 변화[‘전의’]의 과정이다.

유식불교는 ‘알라야식’이 변화되는 양상을 변계소집성에서 원성실성으로의

변화로 설명하기도 한다. 번뇌의 세계인 변계소집성에서 깨달음의 세계인 원

성실성으로의 변화는 인식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 변화양상은 수행에 의해

생겨난다. 수행이 진전됨에 따라 ‘알라야식’에는 섬세한 변화가 생겨나기 시

작한다. 청정한 법계로부터 흘러나온 말을 여러 번 듣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

유하며 몸에 익힐 때 그 결과는 ‘알라야식’에 쌓이게 된다. 오랜 기간 동안

이 과정을 반복해서 실천하면 오염된 ‘종자’는 점점 소멸 되어 ‘알라야식’이

청정한 상태로 변하게 된다.

이 현상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인식의 변화와 질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듣게 되었을 때 인식의 확장되는 경험을 한다.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된

다.

그러나 이것은 유식불교가 제시하고 있는 ‘전의’경험과는 다르다. 유식불교

에서 제시하는 ‘전의’는 ‘완전한 변화’이다. ‘전의’경험은 이전의 마음 상태는

현재의 마음상태와 ‘질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경험이다. 이 경험에 의해 원성

실성의 세계에 도달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변계소집성에서 원성실성으로의 변화는 깨달은

자의 말을 잘 듣고 수행을 일으키고자 하는 ‘발심(發心)’에서 시작된다. 언어

에 의해 번뇌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즉 진리의 세계에서 흘러나온 언어에 의해 ‘식’에 존재하던 ‘종자’의 종

류가 변화된다. 일상인이 우연히 붇다가 깨달은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즐거

움을 느껴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느끼는 경우가 이러한 예이다. 그는 깨달

276) 長尾雅人, 앞의 책上, pp. 2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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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이르고자하는 발심(發心)을 일으켜 직접 수행을 하는 단계에 이른다.

수행을 시작한 자는 오랜 기간을 거쳐 여러 단계를 경험하게 된다. 마음을

닦는 과정이 진전됨에 따라 그는 보살의 처음 단계에 해당되는 초지(初地)에

이른다. 그는 인식의 주체인 자기 자신과 자신에게 떠오른 대상이 영원한 존

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로 인해 분별작용이 사라진 근본무분

별지의 경지에 이른다. 그는 인식의 주체와 인식대상은 ‘식’이 변화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후 그는 더 나아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자각하는 후득지를 증득한다. 후득지는 자신이 깨달은 것을 객관화시켜 표현

할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그는 깨달음의 경지에 머물지 않고

다시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는 보살이 된다. 그는 후득지를 증득

함으로써 아라한과 달리 사회 속에서 중생과 더불어 불교의 이상 즉 해탈을

추구한다.277)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유식불교는 일상인이 수행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최초의 계기를 ‘정문훈습’으로 설명한다. 청정한 ‘종자’가 내부에 점점

쌓임에 따라 ‘식’은 변화된다. 이 관점에 의하면 유식불교는 언어가 ‘알라야

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보살이 후득지

를 증득함으로써 인식대상과 인식주체 모두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자신이

경험한 바를 중생에게 언어로 전달할 때, 중생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변화

된다. 보살이 표현한 언어는 일상인들의 ‘식’을 변화시켜 그들이 인식해왔던

방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유식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문훈습종자’에 의한 ‘식’의 변화현상에 대한

예는 언어가 능동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필자

는 이러한 현상이 논리실증주의 또는 후기비트겐슈타인의 언어관에서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277) 유식불교는 광대전(廣大轉)과 후득지(後得智)와의 관계를 통해 보살이 되는 길을 구체적

으로 설명한다. 광대한 전의(廣大轉)는 인식주관(人)과 인식대상(法)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

실 즉 무아(人法二無我)에 통달한 ‘전의’를 말한다. ‘전의’에 의해 인식주관과 인식대상이 영

원하지 않음을 통찰했기 때문에, 보살은 열반과 윤회에 집착하지 않게 되어 중생과 관계를

자유롭게 맺을 수 있다고 본다. 광전의를 통해 획득된 후득지에 의해 보살은 자신의 경험

을 자각하고 기억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줄 수 있다. 보살은 열반의 상

태를 벗어나도 전혀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깨달음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長尾雅人, 앞의 책 下, pp. 308-3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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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수행에 의해 통찰된 언어와 대상의 본질

유식불교에 의하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언어 자체가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이미지는 화자(話者)가 주어진 환경에서 익힌 것이다.

따라서 같은 언어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언어에

대해 유사한 이미지를 공유한다.

그런데 이 공유된 이미지는 현실과 동떨어진 고정된 생각(stereotype)이 되

어, ‘이 그룹의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믿음으로까지 발전되기도 한다.

유식불교는 이 현상을 분별작용에 의해 설명한다. 분별작용은 어떤 대상에

대해 판단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그 대상이 다른 대상과 달리 독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작용이다. 이것은 마음이 대상에 대한 고정

관념을 만들고 그 대상이 영원히 실재한다고 여기도록 한다. 섭대승론에서
는 분별된 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분별인 것의 정의는 실제로 [외계의] 대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식 자

체가 현현된 대상만이 존재하는 것이다.278)

유식불교의 출발점은 마음에 나타난 ‘심상’이 마음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이

라고 보는데 있다. 따라서 마음에 ‘심상’이 나타났을 때 그 ‘심상’이 인식기관

의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대상을 모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유식불교에 의하면 외부에 어떤 대상이 존재할 것이

라고 생각하는 현상은 분별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분별작용은 ‘심상’을 고착

화시켜 그것이 인식기관의 외부에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현상을 불러일으킨

다.

일상인들이 사유하고 행동하는 과정은 모두 이 분별작용에 의해 발생된다.

그들은 인식대상에 대해 분별작용을 일으켜 그 결과에 대해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낸다. 이러한 과정은 ‘식’에 저장되어 있던 ‘종자’가 현현되어 발생된

278) 攝大乘論 (T31, 118b5-6), “分別性相者, 實無有塵唯有識體顯現爲塵 是名分別性相”(한글

은 필자의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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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예컨대 사과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났다고 하자. 이 현상은 과거

에 사과를 먹었을 때 경험했던 달콤하고 새콤한 맛을 기억하고 그 맛을 느끼

고 싶을 때 생겨난다. 사과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사과에 대한 이미지를

전혀 떠올릴 수 없다. 사과를 먹었을 때 경험했던 내용이 ‘식’에 ‘종자’의 형

태로 저장되어 있다가 어떤 계기에 의해 사과가 먹고 싶다는 생각을 일으킨

것이다. 즉 과거에 경험했던 내용이 사과라고 하는 대상을 떠올려 인식주체

로 하여금 그것을 먹고 싶다는 욕망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식불교에 의하면 아무리 미세한 작용일지라도 마음이 일으킨 욕망은 ‘알

라야식’에 흔적을 남긴다. 이것은 ‘종자’의 형태로 저장되어 후에 다시 현현

(顯現)한다. 그 결과는 다시 ‘종자’로 저장되어 다음 행위를 일으키는 잠재력

이 된다. 이러한 끝없는 순환과정은 불교에서 소위 말하는 윤회의 세계에서

발생되는 현상이다.

유식불교는 여러 ‘종자’ 가운데 언어의 사유작용 결과에 의해 만들어진 것

을 ‘명언훈습종자’로 정의한다.279) 이 ‘종자’는 수행에 의해 소멸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것은 언어와 대상과의 관계 및 언어와 대상의 본질에 대해 여

실하게 알아가는 단계를 밟아감으로써 진행된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간은 진리의 세계에서 흘러나온 소리를 듣게 됨에 따라 수행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 언어에 의해 전달된 가르침을 듣고 수행을 시작하게 되면서

수행자는 언어와 대상의 본질을 통찰하게 된다. 이를 통해 수행자는 ‘종자’를

소멸시킨다.

이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280)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진

리의 가르침을 듣고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발심’의 단계이다. 앞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깨달은 자의 말을 듣고 자신도 깨닫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켜 수행을 시작하는 단계이다(자량위).

다음은 근원적인 사유가 일어나는 단계이다(가행위). 자신이 들었던 진리에

대해 깊이 사색하고 사색한 내용에 대해 근본적으로 따져 보는 단계이다. 이

279) 유식불교는 모든 현상이 마음의 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본다. 마음은 분별을 통해 현상

에 대해 분석하고 판단한다. 이 과정은 모두 언어와 관련된 작용이다. 따라서 일체의 ‘종자’

는 ‘명언훈습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 논문 p. 80. 각주 141번 참조.

280) 이 분석은 수행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는 오위(자량위, 가행위, 통달위, 수습위, 구경위)

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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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출세간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다. 이 단계에서

수행자는 본격적으로 언어와 대상의 본질에 대해 깊이 사색해서 그 원리를

깨닫게 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행자는 대상에 부여된 명칭이 단지 가설적인 것에 지나지 않음을

이해하게 된다(난위(煖位)). 수행자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과’라고 불렀을

때 그 단어는 사회 속에서 구성원간의 약속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뿐임을 이

해한다. 예컨대 우리는 ‘사과’가 지칭하는 대상에 대해 영어로는 ‘apple’이라고

부르고 일어로는 ‘りんご’라고 부른다. 수행자는 각 대상에 대해 지칭하는 언

어는 각 공동체마다 다르다는 것을 통찰하게 된다. 즉 ‘사과’라고 하는 명칭

은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들이 약속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다음은 명칭에 대응하는 대상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체득하는 된다(정위

(頂位)). 수행자는 대상이 아트만과 같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

아임을 통찰하게 된다. 우리가 ‘사과’라고 부르는 대상은 플라톤의 이데아와

같이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만 현상적인 존재일 뿐임을 통찰한다.

이어서 언어와 대상과의 관계를 여실히 통찰하여 대상에 대해 집착하는 마

음을 소멸시키고 인식주체 또한 실재하지 않음을 통찰한다(인위(忍位)). 즉

수행자는 대상이 초월적인 존재도 아니며 마음에 내재하는 실체도 아님을 통

찰함으로서 그 대상에 대해 환상을 갖지 않게 된다. 이로 인해 수행자는 언

어에 의해 표현된 대상이 실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임을 여실히 통찰하

여 대상에 대해 집착하지 않게 된다.

다음으로 인식대상과 그것을 파악하는 마음[주관(主觀)]도 또한 실재하지

않음을 체득하게 된다(‘세제일법위(世第一法位)’). 수행자는 마음에 비춰진 영

상과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 및 그것을 인식하는 나 자체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거듭 통찰하게 된다.

이와 같은 수행을 통해 수행자는 언어와 대상의 본질이 무아임을 통찰하고

대상을 파악하는 마음 자체도 무아임을 증득하게 된다. 수행자들은 ‘이 세계

는 단지 ‘식’에 나타난 영상일 뿐이며 외계에는 어떤 실재도 존재하지 않음’

을 체득해 간다.

이어서 깨달음의 세계가 눈앞에 전개된다[법계직증(法界直證)]. 이 단계에

서 수행자는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에 대한 구별을 떠나 모든 분별과 희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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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게 된다(통달위). 근본무분별지를 체득하고 이후 후득지를 증득하는 단계로

서 일체의 진면목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 마음에 일체가 나타나도 이것

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밝은 빛이 물질을 있는 그대로 비추듯이 존재를 존재로, 비존재

를 비존재로 통찰하게 된다(‘수습위(修習位)). 수행자는 3성중 의타기성과 원

성실성은 현상적인 세계의 참모습이라는 것과 변계소집성은 현상을 전도된

상태로 보는 세계임을 관한다. 이를 통해 수행자는 아직 남아있는 무명과 번

뇌의 습기를 닦는다.

마지막으로 수행자는 전의의 경험을 통해 붓다의 경지로 깨달아 들어간다.

자기의 존재근거를 완전하게 전환하여 살아 있는 모든 것과 평등한 입장이

된다(구경위(究竟位)). 원성실성이 증득되는 것이다.

이상 수행의 단계마다 인식되는 현상을 차례로 설명한 것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행자는 언어와 대상의 관계를 여실히 통찰하여 대상에

부여된 명칭은 실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약속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명칭에

대응하는 대상 또한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증득한다. 이를 통해 수행자는 대

상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대상을 파악하는 주체도 무아임을 알게 된다. 이

로 인해 거울에 사물이 확연하게 비추어지듯이 마음에 나타나 모든 존재는

단지 영상일 뿐임을 수행자는 통찰한다. 이후 그는 자기의 존재근거가 완전

히 바뀌는 ‘전의’ 경험을 통해 붓다의 경지에 오른다.

2.2 문화 및 가치관에 의한 ‘사회적 자아’의 변화

2.2.1 문화에 의한 ‘사회적 자아’의 변화

인간은 다양한 문화를 창출했다. 문화는 대부분 언어에 의해 표현되기도

하지만 음악이나 미술 등 예술작품을 통해 표현되기도 하며 세시풍습의 형태

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해지기도 한다. 유식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문화 및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은 ‘명언훈습종자’의 현현으로 해석된다. 같

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지낸 구성원들은 각각의 내부에 공통의 가치관을

‘명언훈습종자’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구성원들은 ‘명언훈습종자’가 현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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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공동체만이 가지는 특유의 문화를 만든다.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그

들의 가치관과 관습은 그 사회를 유지하는 틀이 된다.

구체적인 예로서, 한국인들은 다른 민족 가지고 있지 않은 고유의 문화를

지니고 있다. 설날이 되면 어른에게 세배를 하고 가족과 함께 떡국을 나누어

먹는다. 이 풍습은 새해를 맞이해서 마음을 가다듬게 하고 가족사이의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종교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불교공동체

에는 수행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선방에서 참선을 하고 화두를 통해 마음을

깨우치려는 수행방식은 불교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문화이다. 이슬람교는 일

정한 시간이 되면 장소에 관계없이 한 방향을 향해 기도를 한다. 그리고 부

활절에 달걀을 선물하는 것은 기독교의 고유문화이다. 이 공동체들은 각각의

독특한 문화를 통해 종교의 정체성을 유지한다. 유식불교에 의하면 이 독특

한 문화는 공동체에 존재하는 ‘명언훈습종자’가 현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문화는 인간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문화에 의해 인간의 의식이 변화

되기도 한다. 예컨대 우리는 우울한 기분을 느낄 때 경쾌하고 밝은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경험한다. 알지 못했던 지식을 접했을 때 우

리는 인식의 영역이 확장되어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된다.

문화는 개인의 의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류전체의 의식을 변화시키

기도 한다. 주지하듯 인간이 만든 문화가 인간의 사고를 획기적으로 변화시

킨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인간 정신사에 있어서 가장 포괄적이고 철저한

혁명이었다. 코페르니쿠스는 그 당시 받아들여진 물리학의 기초를 와해시키

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천문학은 새로운 물리학을 필요로 하게 되었

다.281)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를 해석했던 당대 지성인들의 의식 상태는 그의

이론에 의해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인문학에서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

(Claudius Ptolemaeos, ?∼?) 체계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코페르니쿠스는 지

구가 우주의 부동의 중심이 아니고 다른 행성들과 함께 태양의 주위를 회전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그 때부터 코페르니쿠스의 생각은 실제로 증명되기

시작했으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282)은 뉴튼(Sir lsaac Newton, 1642∼

281) H.I. 브라운, 새로운 과학철학, 신중섭 역 (서울: 서광사, 1988), p. 173.

282)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지구 중심에서 달 궤도까지를 우

주의 안 부분으로 잡고 그것을 지상계(地上界)라고 불렀다. 유한한 우주에서 지상계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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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의 세계관에 의해 대체되었다.283)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를 토마스 쿤

(T.S. Kuhn, 1922∼1996)은 패러다임284)의 변화로 표현했다.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던 보편적 이론이 변화하면, 변화된 이론은 다

시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킨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단절된 변화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지닌 변화이다. 연속적인 것 가운데 변화가 수반된다고 볼

수 있다. 라카토스(Imre Lakatos, 1922∼1974)의 핵이론에 의하면 이론의 견

고한 핵은 이론의 기본원리이다. 예컨대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에서 견고한

핵은 지구와 행성은 고정된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지구는 지축을 중심

으로 하루에 한 번 자전한다고 하는 가정이다. 뉴튼 물리학의 견고한 핵은

뉴튼의 운동법칙과 그의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한

국의 문화가 타국의 문화에 의해 변화되면서도 한국만의 고유한 전통을 유지

하는 현상은 라카토스의 이론에 따르면 ‘한국문화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부

분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은 중심을 유지하면서 주변부의 이

론이 변화된다. 따라서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의 예에서 잘 나타난다. 한국인의 가치관에는 효(孝)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조선시대 이래로 한국인의 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

는 유교는 부모와 자식은 효로서 맺어져야 하고 신하는 임금에게 충(忠)으로

대해야 한다는 사상을 제시했다. 현재까지 우리의 의식 속에 효가 중요한 덕

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유교의 영향이 크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연초

한 나머지 부분을 천상계(天上界)라고 했는데, 천상계는 달 궤도에서 우주의 외부 경계가

되는 별들이 있는 영역까지를 가리킨다. 외부 영역을 넘어서서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다. 심지어 공간까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에서는 아무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공간은 존재할 수 없다. 천상계의 내부에 있는 모든 천체들은 에테르라고 하는

부패하지 않는 물질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에테르는 우주의 중심을 기준으로 하여 원환

운동을 하려는 자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생각이 변형되고 확장된

것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이다(앨런 차머스, 현대의 과학철학, 신일철ㆍ신중섭 역,

서울: 서광사, 1988, p. 120. 참조).

283) 앨런 차머스, 앞의 책, p. 119.

284) 넓은 의미로 볼 때, ‘패러다임’은 하나의 ‘학문모형(disciplinary matrix)’ 혹은 주어진 집

단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공유된 신념, 가치, 테크닉 등의 전체집합을 말한다. 반면 좁은 의

미에서 ‘패러다임’은 하나의 ‘예제(examplar)’ 즉 하나의 과학적 이론을 의미한다(Thomas

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st
ed., 1970, p. 175. ; 존 로제, 과학철학의 역사, 최종덕·정병훈 역, 서울: 겨레, 1988, p.

2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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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석이 되면 대부분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조상의 묘를 찾아간다. 유식불

교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한국인의 ‘알라야식’에 있는 ‘명언훈습종자’가

발현된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곧 효라는 ‘명언훈습종자’가 발현되어 한국

인만이 가지는 가족중심의 독특한 문화와 가치관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치관은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근대화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

는 대가족중심에서 핵가족중심으로 변했다. 이로 인해 조상에 대해 예를 표

하는 방식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그렇지만 아직도 한국인 대부분은 자신

을 낳아준 부모와 선조는 여전히 존중해야할 대상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라

카토스의 이론에 의하면 패러다임의 변화란 기존의 이론이 새로운 이론으로

완전히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의 중심핵은 유지하되 주변부가 변한다.

한국인의 의식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선조에 대한 예는 중심핵이 된다. 다만

시대에 따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뿐이다.

문화 및 가치관은 한 세대에 국한해서 구성원들의 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

이 아니다. 이것은 역사를 거쳐 전승됨으로써 각 세대의 의식을 형성한다. 전

승된 문화는 공동의 의식에 영향을 주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준다. 이 과정은 민족 고유의 문화 및 가치관을 교육함으로써 이루어진

다. 오랜 시간동안 형성되어온 역사적 산물을 후손들에게 교육시킴으로써 주

체적으로 현실을 판단하게 하고 한국인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교육에 의해 의식이 변화되는 예는 현재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

견된다. 예컨대 우리는 학교, 사회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교

육받게 된다. 이로 인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방식을 습득하게 되어 기

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자연과 사회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된

다. 또한 우리가 여행을 하거나 낯선 곳을 방문해야 할 때, 그 지역에 대한

교통편과 주변 환경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면 출발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지 않게 된다. 이와 더불어 심리

적인 안정감도 생기게 된다.

유식불교에 의하면 언어에 의해 분별된 결과물인 문화 및 가치관은 공동의

사회 속에 존재하는 구성원들의 ‘사회적 자아’ 속에 내재해 있던 ‘명언훈습종

자’가 현현된 것이다. 하지만 공동체의 산물인 문화 및 가치관은 인간의 의식

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언어는 ‘알라야식’에 있는 ‘종자’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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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언어는 능동적으로 의식을 변화시키기도 한다.285)

2.2.2 ‘성(聖)’의 구현체가 ‘사회적 자아’에 미치는 영향

주지하듯 보살은 열반에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윤회의 세계로 돌아와 자

신이 깨달은 바를 중생에게 전한다. 보살은 중생을 해탈의 경지로 인도하기

위해 서원(誓願)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 보살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자신이 깨달은 바를 타인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 즉 자비(慈悲)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유식불교는 보살이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기까지 겪게 되는 심리과정을 성

문지→ 무분별지→ 후득지의 경지로 구분하고 이것을 단계별로 분석한다.286)

성문지의 단계에서 발생되는 인식작용은 인식주관이 인식대상을 분석하고 판

단하는 과정이다. 성문지의 단계는 인식주관과 인식대상이 명확히 구분되는

단계이다. 이후 수행이 진전되면 수행자는 무분별지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무분별지는 주관과 객관이 구분되지 않는 경지 즉 주관과 객관을 초월한 상

태이다. 이 경지에서는 주관과 객관이 분화되지 않기 때문에 인식주체가 일

상의 언어로 인식대상을 표현하는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무분별지

는 언어를 초월한 경지로 묘사된다. 일반적으로 이 경지는 진여의 경지로 일

컬어진다.

그런데 보살은 무분별지의 경지에 머무르지 않고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285) 유식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식’과 문화 간의 영향관계는 ‘종자생종자(種子生種子)’로 해

석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등류습기 곧 ‘명언훈습종자’로부터 말나식과 육식이 활성

화되면서 현실의 경험세계가 생겨난다고 할 수 있다. 이 ‘식’들의 활동에 의해 다양한 경험

세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말나식과 육식은 다시 경험세계[등류습기, 원인과 비슷한 결과를

형성하는 습기]에서 형성된 결과를 ‘알라야식’에 남기기도 한다. 한편 선(善) 또는 악(惡)의

성향을 지닌 행위는 이숙습기(異熟習氣, 원인과 다른 결과를 형성하는 습기)의 형태로 ‘알

라야식’에 저장된다. 저장된 ‘종자’들은 ‘알라야식’ 안에서 생장 발달해서 다시 새로운 현행

을 일으키는 힘이 된다. 그런데 이 관계는 순환적으로 해석되는 관계가 아니다. 즉 ‘알라야

식’ 속에 존재했던 ‘종자’가 문화 및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문화가 다시 ‘종자’로 저장되는

관계가 아니라 나선형의 구조로 변화되는 관계로 해석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둘

사이의 관계는 동심원의 구조에 의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복되는 관계가 아니라, 끊임없

이 변화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해석된다고 할 수 있다(요코야마 코우이쯔,

앞의 책, pp. 107-109. 참조).

286) 長眉雅人, 앞의 책下, pp. 270-272. 참조; 성문지, 무분별지, 후득지 간의 관계는 이 논문

의 pp. 131-138.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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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일으킨다. 자신만이 진여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서원을 낸다. 유식불교에 의하면 무분별지를 넘어선 후득지

를 증득하게 될 때 보살은 타인에게 자신이 깨달은 바를 전하려는 마음을 일

으킨다. 이 때 보살의 인식상태는 주관과 객관이 구분되지 않는 무분별지의

상태에서 주관과 객관이 다시 분화되는 단계에 이른다. 보살은 무분별지에서

경험했던 내용을 자각하고 이것을 언어로 표현하여 중생이 열반의 경지에 이

르도록 인도한다.

보살이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것은 인식주관이 인식대상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살은 후득지를 증득함에 따라 자신이 경험했던

무분별의 경지를 자각하고 이것을 언어로 표현한다. 이 때 보살은, 중생이 자

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과는 달리 이타적인 입장에서 타인

을 대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이 모두 ‘공(空)’

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경험했던 진여의 경지와 윤회의 세계가 모

두 ‘공’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통찰했기 때문에 그는 생사와 열반에 대해 집착

하지 않는다. 아공(我空, 인식주체가 영원하지 않음)과 법공(法空, 인식의 대

상이 영원하지 않음)의 진리를 증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보살은 타인에

게 자신이 깨달은 바를 자유롭게 전할 수 있게 된다.

즉 보살은 자신과 타인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음을 여실히 통찰했기 때문에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무심(無心)의 상태에서 중생

에게 가르침을 전할 수 있다. 그는 중생이 무지(無知)로 인해 자신과 타인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집착하는 현상을 본다. 그로 인

해 보살은 중생들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어 그들을 깨달음으로 이끌고자 하는

마음 즉 자비의 마음을 낸다.

보살이 자비의 마음을 내기까지 경험하게 되는 인식의 변화는, 중생의 입

장에서 볼 때 중생 자신이 겪게 될 현상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중생 또한 보

살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생은 보살이

되려면 우선 욕망에 의해 인식대상을 판단하고 그 판단한 내용에 대해 집착

하는 마음의 작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수행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유식

불교는 이 계기가 보살의 가르침을 잘 듣는 것에 있다고 설명한다. 유식불교

에 의하면 가르침을 잘 듣고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 깨달음에 이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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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 진리의 세계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잘 듣고 이

것을 이야기의 내용을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면 중생의 마음에 청정한 ‘종자’

가 쌓이기 시작한다. 즉 번뇌로 가득 차 있던 마음이 청정한 마음으로 변화

되기 시작한다. 보살의 가르침은 중생들의 마음상태를 변화시킨다.

유식불교에 의하면 오랜 기간 동안 수행을 함으로써 증득된 경지는 일상인

들의 인식세계와는 다른 ‘성스러운’ 경지이다. 이 경지는 진리의 세계이다. 진

리의 세계로부터 나온 이야기는 인간의 마음을 평화로운 상태로 변화시킨다.

갈등에 의해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그것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마

음에 내재하는 욕망이 소멸될 때이다. 유식불교는 평화의 상태에 이르기 위

한 방법으로서 수행을 제안한다.

그런데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불교는 수행을 통해 ‘성

스러운’ 경지에 이르고자 한다. 반면 기독교는 신(神)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성스러운’ 경지에 이르고자 한다. 한편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보편적 가치

인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학문을 닦고 이것을 통해 인간과 사물을 객관적으

로 바라보는 눈을 기르기도 한다. 예컨대 학문적 성과물이 학교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될 때, 학생들의 인식의 세계는 이전 보다 깊고 넓게 변화된

다. 그들은 그들이 배운 지식을 토대로 자연과 인간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주지하듯 종교, 학문, 문화 그리고 예술 등은 모두 공동체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 자아’의 산물이다. 여기에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치를 부여한 내용

이 담지 되어있다. 그들은 그것을 ‘성스러운’ 것으로 여긴다. 이것은 ‘성스러

움’이 사회공동체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본 뒤르껭의 관점과 맥이 닿아 있다.

“뒤르껭은 성(聖)을 창조하는 것은 사회자체라고 생각했다”287) 그에 의하면

‘성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보편적 가치는 사회공동체 속에서 구성원들에 의

해 만들어진 것이다. 베버가 종교생활의 여러 양상들이 인간 공동체의 경제

적인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한 바와 같이 종교는 하나의 개별문화이며

특정의 사회 경제체제로부터 발생된 것이다.288) 베버는 불교, 기독교 유대교

와 같은 종교들 각각은 그 공동체가 처한 사회경제적 토대위에서 각각의 특

287) 이은봉, 성과 속은 무엇인가 , 성(聖)과 속(俗) (서울: 한길사, 1976), p. 29.
288) 에릭 샤프, 종교학- 그 연구의 역사, 윤이흠ㆍ윤원철 역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p.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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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문화를 형성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각 종교가 ‘성스러운’ 것으로 제시하

고 있는 이상적 경지는 그 종교공동체가 토대를 두고 있는 배경 속에서 형성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맥락에서 볼 때 붇다가 제시한 열반의 경지는 불교 공동체가 지향하고

자 하는 이상적 경지이다. 그것은 다른 공동체와 구분되는 불교공동체만이

보여주는 ‘성스러운’ 경지이다. 붓다는 욕망에 의해 형성되는 마음의 작용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욕망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욕망에 의해

움직이는 일상의 삶 속에서 진여라고 하는 ‘성스러운’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중생이 ‘성스러운’ 경지에 이르도록 가르침을 전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판단하고 행하지만 마음의 이면에는 보편적 가

치를 선호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 유식불교는 이러한

성향을 ‘무루종자’로 설명한다. ‘무루종자’는 ‘알라야식’에 존재하는 ‘종자’로서

번뇌가 없는 청정무구한 ‘종자’이다. ‘무루종자’는 ‘유루종자’와 상반되는 개념

으로서 ‘성(聖)’과 ‘속(俗)’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 일상적인 삶을 ‘속’으로

표현한다면 일상의 세계를 초월한 삶은 ‘성’으로 표현된다. 즉 ‘성스러운’ 것

으로 여겨지는 영역은 번뇌로 물든 윤회의 세계를 벗어난 해탈의 세계이다.

유식불교는 변계소집성의 세계에서 원성실성의 세계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

성이 ‘무루종자’에 있다고 본다. 세속(世俗)의 세계에서 ‘성스러운’ 세계로 변

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무루종자’로 표현한다.

뒤르껭은 인간이 함께 사는 형태를 이해하는 길은 관련된 개개인의 심성들

을 하나하나 따로 분석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 자체를 세밀히 연구하

는데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집단의식의 산물로서 개인에 대해 강제력을 행

사하며 집단 구성원 개개인의 심성을 초월하는 ‘사회적 실재’가 있다고 생각

했다. 그는 집단심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 본질은 개개인의 의사를 총합을 합

한 것과는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즉 뒤르껭은 집단심성의 본질은 개개인의

의사를 모두 합한 것 이상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종교의 진

정한 기반이 되는 것은 모든 사물을 ‘성’과 ‘속’이라는 두 개의 범주로 구분하

는 태도라고 하였다. 종교에는 어떤 ‘성스러운’ 사물이나 장소, 또는 인물에

대해 공통된 태도를 나눔으로써 공동체가 결속되는 현상도 내포된다.289)

289) 에릭 샤프, 앞의 책, pp. 114-1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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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르껭의 관점에 의하면 보살의 경지는 불교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치가 있

다고 여기는 ‘성스러운’ 경지이다. 이 경지는 불교집단 의식의 산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불교는 ‘성스러운’ 경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듣게 됨에 따라

‘속’의 영역에 존재하는 중생들은 ‘성스러운’ 경지로 변화되는 과정을 겪게 된

다고 설명한다. 유식불교는 이 현상을 ‘알라야식’의 변화로 설명한다. 즉 진리

에 세계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잘 새겨서 듣게 되면 마음에 청정한 ‘종자’가

쌓이게 된다. 이 현상은 ‘알라야식’에 존재하던 ‘무루종자’가 ‘정문훈습종자’에

의해 촉발되어 ‘성스러운’ 상태로 변화되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이상의 논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우리의 인식작용의 방식을 변화시키

는 과정을 ‘사회적 자아’와 관련시켜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 가치는 ‘사

회적 자아’의 산물로서 ‘성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다시 ‘사회적 자

아’에 영향을 준다. 즉 ‘성스러움’이 구현된 보편적 가치에 의해 ‘사회적 자아’

는 변화된다. 같은 맥락에서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 과정은 불교공동체에서

형성된 ‘성스러움’의 구현체에 의해 ‘사회적 자아’가 변화되는 현상으로 해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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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제5장에서는 ‘문화적 모델’에 의해 1) ‘사회적 자아’에 의해 언어가 체계화

되는 과정과 2)언어로 표현된 문화 및 가치관이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분석했다. ‘사회적 자아’에 의해 언어가 체계화되는 과정은 우

선 미시적인 측면 즉 ‘심상’이 외면화되는 과정에 주목해서 분석되었다. 필자

는 ‘심상’이 외면화되는 과정을 ‘명언훈습종자’에 의해 생겨난 ‘사회적 자아’가

공통의 인식대상을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다음은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자아’에 의해 문화 및 가치관이 형

성되는 과정을 분석했다. 이것은 서양 근대이성론과 후기구조주의의 관점에

서 지식 및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유식불교의 관점과

비교분석하는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공리(公理)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론된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근대인들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사회 또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계대전 후 사람

들은 ‘이성’에 대해 회의(懷疑)하기 시작했다. 후기구조주의는 현상을 설명하

는 구조가 항상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태도에 대해 비판적이다. 근대인들이

‘이성’을 현상의 근원적 실체로 여겼던 반면, 후기구조주의자들은 현상이란

단지 사건들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필자는 후기구조주의가 실체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유

식불교와 맥을 같이한다는 점을 밝혔다. 유식불교에서 ‘알라야식’은 현상의

근원체로 정의된다. 하지만 ‘알라야식’은 무아(無我)적 존재이다. 후기구조주

의와 유식불교는 각각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무아론적 관점에서

존재의 양상을 해석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다음은 언어에 의해 ‘사회적 자아’가 변화되는 양상을 분석했다. 유식불교

에 의하면 수행에 의해 ‘알라야식’이 질적으로 변화되는 최초의 계기는 청정

한 법계에서 흘러나온 소리를 바르게 듣는 데에 있다. ‘정문훈습종자’가 ‘알라

야식’에 점점 쌓임에 따라 수행을 하겠다는 ‘발심(發心)’이 일어난다. 필자는

진리의 세계로부터 흘러나온 언어에 의해 마음이 변화되는 현상을 언어가 능

동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현상으로 해석했다. 언어의 능동성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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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불교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언어관이다.

이어서 필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즉 ‘성스러움’의 구현체가 ‘사회적 자아’

를 변화시키는 양상을 논의했다. 유식불교의 이상적 모델인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 현상은 ‘성스러운’ 언어가 중생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현상이다. 이

러한 필자의 해석은 ‘성스러움’이란 초월적 존재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공동

체 구성원들이 그렇게 여기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르껭의 이론에 토대를 둔

다. 필자는 뒤르껭의 관점에 의거해서 불교가 제시하는 열반의 경지는 불교

공동체 구성원이 ‘성스러운’ 것으로 정의한 것임을 주장했다.

본장은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본고가 정의했던 ‘문화적 모델’의 한 측면

즉 ‘사회적 자아’는 언어에 의해 변화된다는 관점을 논의했다. 언어체계 및

문화에 의해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화되는 현상은 언어가 능동적으로

‘사회적 자아’를 변화시키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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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이 논문은 ‘식’의 변화양상에 주로 초점을 두고 그것을 치밀하게 해석한 유

식불교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유식불교는 제반 종교와 달리 궁극적 목

표인 해탈에 이르기까지 ‘식’이 변화되는 양상을 객관적인 이론으로 정립했다

는 특징을 보인다. 이 논문은 주관적 양상을 보이는 수행경험을 통해 유식불

교가 이론화 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며, 개인의 사회화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 언어의 역할을 통해 밝혀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서 비롯되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종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종교

언어에 관한 이론은 대부분 서양의 종교언어를 대상으로 연구되어있는 현 연

구 상황에서, 기존의 종교언어이론이 서양종교뿐만 아니라 동양종교인 유식

불교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 연구

가 시작되었다.

제반 종교언어 이론을 분석하고 이 이론들을 유식불교에 적용해 본 결과

유식불교의 언어관을 적확하게 설명하는 종교언어 이론은 존재하지 않았다.

기존의 종교언어 이론 가운데 린드벡의 3번째 모델인 ‘문화-언어적 모델’은

유식불교의 언어관을 비교적 잘 반영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언어가 능동적으

로 언어의 주체[‘사회적 자아’]를 변화시킨다고 보는 유식불교의 언어관을 모

두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수행에 토대를 둔 유식불교의 인식

이론을 해석할 수 있는 모델은 기존의 종교언어 이론 중에는 존재하지 않았

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필자는 기존의 종교언어 이론을 3가지 범주로 구분한

린드벡의 모델을 비판적으로 유식불교에 적용해서 유식불교의 언어관을 해석

할 수 있는 모델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인식적 모델’과 ‘문화

적 모델’이 의미하는 바를 새롭게 정의했다. 우선 필자는 린드벡의 1번 모델

인 ‘인식적-명제적 모델’에서 정의된 ‘인식’이라는 개념은 유식불교의 언어관

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린드벡은 ‘인식’을 언어와 대상 간의 대응관

계로 정의했다. 이 모델은 논리실증주의자의 언어관이기도 하다. 그러나 필자

는 ‘인식’이란 개념을 ‘‘식(識)’이 분화되어 주관과 객관이 되며 인식주관이 인

식객관을 파악하는 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식불교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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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했다. 이 때 인식객관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식’이 변화된 것일 뿐

이다.

다음으로 필자는 린드벡의 3번 모델인 ‘문화-언어적 모델’은 유식불교의 언

어관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문화-언어적 모델’은 언

어와 대상 간의 일치에 의해서 언어의 의미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

동체의 규칙과 언어 사이의 정합성에 의해 언어의 의미가 결정된다는 것을

이론화한 것이다. 이것은 후기비트겐슈타인의 언어관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문화적 모델’이 의미하는 바를 린드벡이 제시한 내용뿐만 아니라

언어에 의해 언어의 주체[‘사회적 자아’]가 변화되는 양상까지도 포함하는 것

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이 논문은 이상과 같이 정의한 ‘인식적-문화적 모델’에 의해 유식불교의 언

어관을 4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우선 1) 언어의 주체(‘사회적 자아’)가 형성

되는 과정과 2) 언어의 주체가 타인과 의사를 소통하여 서로 관계를 맺는 과

정을 ‘인식적 모델’에 의해 분석했다. 이 논의에 의해 ‘사회적 자아’의 특성과

‘사회적 자아’ 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를 언어의 주체에 초점을 두고 규명

했다. 다음은 3) ‘사회적 자아’의 인식대상과 언어의 관계와 4) 언어와 언어주

체 간의 관계를 ‘문화적 모델’에 의해 분석했다. 이 논의에 의해 언어의 유의

미성 문제와 ‘사회적 자아’에 대한 언어의 능동적인 측면을 분석했다. 이상의

각 논의는 현대 서양의 후기구조주의이론과 인도 후기논리학자의 ‘타의 배제’

이론과 비교분석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4가지 측면에서 분석된 유식불교의 언어관에 관한 연구 가운데 1) 언어의

주체인 ‘사회적 자아’의 형성과 그 특성에 관한 연구는 제2장에서 이루어졌

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사회적 자아’를 ‘개별적 자아’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명언훈습종자’에 의해 형성된 인식주체는 공통의 인식대상을 언어

로 표현하여 그것을 타인과 공유한다. 이 때 그 인식의 주체는 타인과 함께

‘공동의 분별’작용을 일으키면서 ‘사회적 자아’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개별적 자아’는 개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해 분별작용을 일으킨다.

‘사회적 자아’와 ‘개별적 자아’는 모두 ‘식’의 분화에 의해 형성되지만 인식대

상을 공유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각각 그 특성을 달리 한다.

‘사회적 자아’의 인식대상이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속세(俗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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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역과 진여(眞如)의 영역을 구분하는 근거가 된다. 이 논문은 속세(俗世)

에서는 ‘식’의 분화가 이루어져 일상 언어의 작용이 발생되지만 진여의 영역

에서는 일상 언어의 작용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일상의 언어로 표

현될 수 있다는 것은 ‘식’이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으로 분화되고 인식주체가

인식대상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진여의 경지는 주지

하듯 언어를 초월한 경지로 정의된다. 주관과 객관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일상 언어작용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 논문은 속세와 진여의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식’의 분화에 의해 형성된 인식주관과 인식대상이 언어작용

을 일으키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보았다.

다음은 ‘사회적 자아’의 특성을 논의했다. 유식불교에 의하면 ‘사회적 자아’

는 무아론(無我論)적 존재이다. 유식불교는 ‘식’의 분화에 형성된 인식주관과

인식객관 모두를 영원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은 각각 ‘인무아(人

無我)’와 ‘법무아(法無我)’로 표현된다. 이로 인해 인식대상을 언어로 표현하여

그것을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형성되는 ‘사회적 자아’ 또한 무아적 존재가 된

다. 이 논문에서는 서양 후기구조주의의 해체론에도 무아론적 양상이 나타나

고 있음을 밝혔다. 후기구조주의는 근대이성주의를 비판하면서 형성되었다.

후기구조주의자들은 각각의 관점에서 ‘이성’을 실체로 여기는 근대 이성주의

를 비판했다.

이상 언어의 주체인 ‘사회적 자아’에 관한 논의를 통해 이 논문은 ‘인식적

모델’에 의해 ‘사회적 자아’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 모델이 속세와 진여를 구

분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후기구조주의의 해체론과 유식

불교의 무아론을 비교함으로써 언어의 주체에 관한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조명했다고 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2)‘사회적 자아’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개별적 자아’가 ‘사회적 자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동인(動因) 및

그 변화의 양상을 ‘인식적 모델’에 의해 분석한 것이다. ‘개별적 자아’는 자신

만이 가지고 있는 인식대상에 대해 판단하는 인식의 주체이다. 그런데 인간

은 ‘개별적 자아’의 역할뿐만 아니라 타인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자아’

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적 자아’는 인식의 주체가 인식대상을 타인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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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인식주체가 인식대상을 언어로 표현하여 타인과 의

사소통을 하면서 인식의 주체는 ‘사회적 자아’가 된다.

이 논문은 인식의 주체가 ‘사회적 자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과정을 언

어에 의한 사회화로 정의하고, 이 작용은 ‘명언훈습종자’에 의해 발생된다고

해석했다. ‘명언훈습종자’는 ‘알라야식’에 내재해 있으면서 심상(心像)을 형성

하고 이것을 언어로 표현하여 외면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명언훈습종자’는

공통의 인식대상을 언어로 표현하는 작용을 일으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이 된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명언훈습종자’를 공통의 인식대상을 형성시키는 동인

으로 정의했다. 이어서 ‘명언훈습종자’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자아’가 타인과

의사를 소통하는 과정을 ‘인식적 모델’에 의해 해석했다. 이것은 일상인과 보

살이 각각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나누어서 분석되었다.

그 결과 이 논문은 일상인과 보살의 사회적 관계는 ‘명언훈습종자’에 의한

‘식’의 분화에 시작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일상인과 보살은 심리상태에서

각각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했다. 일상인들의 마음에서 발생되는 ‘식’의 분화

는 욕망에 의해 형성된 ‘유루(有漏)종자’가 동인이 되어 이루어진다. 반면 보

살의 마음에서 발생되는 ‘식’의 분화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보살은 수행을 통해 주객이 구별되지 않은 상태(무분별지 증득)를 넘어서 다

시 주관과 객관이 분화되는 경험(후득지 증득)을 한다. 이 경험을 통해 보살

은 타인을 열반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자비의 마음을 일으킨다. 일상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과 관계를 맺지만 보살은 인식주체와 인식대상 모두

무아(無我)임을 통찰하면서 이에 대해 집착하지 않게 된다.

다음은 유식불교의 ‘명언훈습종자’개념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생활양식’ 개

념이 논의되었다. 이 개념은 서양의 후기비트겐슈타인의 이론에서 제시된 것

으로서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자연적 본능’과 ‘사회문화적 내용’을 의미

한다. ‘명언훈습종자’와 ‘생활양식’ 개념은 모두 언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언어의 의미는 공동체가 합의한 규칙에 그 언어가 부합

되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이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공통으로 공유하는 관습 및 가치관이 있기 때문이다.

두 이론은 그것을 각각 ‘생활양식’과 ‘명언훈습종자’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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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이론에 따르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언어에 의해 타인과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이유는 구성원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은 그들

이 소속된 공동체의 관습과 가치관 그리고 규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의

거해서 언어를 사용하여 서로의 의사를 전할 수 있다. 유식불교는 이 현상을

‘명언훈습종자’에 의한 ‘식’의 분화에 의해 설명한다. 이 때 인식주관에 의해

파악된 인식대상은 플라톤의 이데아와 같은 초월적인 실재가 아니라 단지

‘식’이 변형된 것일 뿐이다. 즉 무아적인 존재이다. 후기비트겐슈타인이 ‘생활

양식’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했던 바 또한 언어의 대상이 실재한다는 기존

의 자신의 이론 즉 전기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관계를

강조한 인도 후기 논리학파의 ‘타의 배제’ 이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세간에

통용되는 규칙에 의거해 언어를 표현할 때 그 언어는 실재하는 대상을 표현

하기보다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정의된다. 언어는 독자

적인 대상과 일대일 대응됨으로써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이 논리에 의해 언어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은 실체

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아(無我)적 존재로 설명된다.

이상 ‘사회적 자아’ 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통해

논의되었다. 첫째, 일상인과 보살의 의사소통 현상을 ‘인식적 모델’에 의해 해

석하고 보살이 일상인과 다른 심리상태를 갖게 되는 메카니즘을 밝혔다. 보

살은 무분별지를 넘어서 후득지를 증득하면서 ‘식’의 재분화를 경험한다. 이

로 인해 보살은 타인에게 자신이 깨달은 내용을 전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서

양의 후기비트겐슈타인과 인도 후기논리학자의 이론을 통해 ‘명언훈습종자’의

역할을 조명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해석했다.

제4장에서는 3) ‘사회적 자아’의 인식대상과 언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유

식불교는 수행경험에 의해 관찰된 내용을 이론적으로 체계화시켰다. 이 논문

은 주관적 양상을 보이는 수행경험을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킨 유식불교에서,

수행 중에 나타난 영상(映像)을 언어로 표현하여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론화

시킬 수 있었던 근거를 따져보았다. 이것은 인식대상이 언어로 표현되었을

때 그것이 객관화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물음이다. 이를 위해 후기비트겐슈

타인의 이론이 검토되었다. 후기비트겐슈타인은 내적으로 느껴지는 통증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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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언어로 표현되었을 때 그것은 공동체에서 합의된 언어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언어라고 주장한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유식불교 공동체의

규칙에 부합되는 언어로 수행자의 체험내용이 표현될 때 그 내용은 공적인

대상이 된다. 이 논문은 후기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을 유식불교에 적용시켜 유

식불교가 이론화될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즉 ‘명언훈습종자’

에 의해 형성된 인식대상이 공동체에 부합되는 언어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

언어로 표현된 내용은 객관화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상 유식불교에서 ‘사회적 자아’의 인식대상이 언어로 표현되어 그것이 이

론화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힌 후, 일상인과 보살 각각의 관점에서 언어와

인식대상과의 관계를 조명하였다. 유식불교에 의하면 일상인들은 인식대상이

실재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언어로 표현한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에 의해

인식대상을 해석하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해서 자신이 생각한 바를 타인에게

전달한다. 한편 오랜 기간 동안 갈고 닦은 수행의 결과 무분별지의 경지에

이르게 된 보살은 주관과 객관을 초월한 불이(不二)의 상태에 이른다. 무분별

지의 경지에서는 주관과 객관의 분화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일상 언어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이 경지는 일상 언어를 초월한 상태로

여겨진다. 그러나 보살은 후득지를 증득하면서 무분별지를 벗어나 자신이 깨

달은 경지를 자각하게 된다. 이 때 보살은 ‘식’이 다시 분화되는 경험을 한다.

그는 ‘식’의 분화에 의해 형성된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이 무아(無我)임

을 여실히 통찰하여 자신이 깨달은 바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이것을 타인에

게 전할 수 있게 된다.

이 논문은 보살에 이르기까지 수행자가 겪게 되는 과정을 ‘식’의 분화->

‘식’의 미분화-> ‘식’의 재분화로 구조화시켜 일상인과 보살의 차이점을 규명

했다. 일상인들이 개개인의 욕망에 의해 인식작용을 일으키는 것과는 달리,

보살이 타인을 위한 자비심에 의해 인식작용을 일으키는 이유는 앞의 분석을

통해 규명된 바와 같이 ‘식’의 재분화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보살

은 이 경험을 통해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이 무아(無我)임을 통찰한다. 일상인

과 보살의 차이는 이 사실을 통찰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가의 여부에 있다. 이로 인해 자리(自利)를 주로 하는 일상인의 인식작용

과 이타(利他)를 주로 하는 보살의 인식작용과 같은 차이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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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회적 자아’의 의사소통 원리를 언어의 유의미성 결정방식에 의해

해석했다. 상호간의 의사소통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의미하는 바를 서로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논문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해석하

기 위해 언어의 유의미성을 결정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누어 논의했다. 이것은

언어의 대상이 실재한다고 보는 이론과 이 관점을 비판하는 이론으로 나누어

진다. 전기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은 전자의 입장에 있고 유식불교 및 후기비트

겐슈타인 그리고 인도 후기논리학자의 이론은 후자의 입장에 있다. 언어의

대상이 실재한다고 보는 실재론자들은 언어의 유의미성이 언어와 대상간의

대응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그들에게 대상의 실재여부는 언어의 유의

미성을 결정하는 주요 관건이 된다. 반면 이 관점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유식불교 및 후기비트겐슈타인과 인도 후기논리학자들은 언어의 유의

미성이 언어와 언어 간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이들은 언어가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규칙에 부합될 때 그 언어는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한다.

이 논문은 유식불교, 후기비트겐슈타인 그리고 인도 후기논리학자의 이론

에 나타난 언어의 유의미성의 결정방식이 모두 무아론을 근거로 한다고 판단

했다. 후기비트겐슈타인은 공동체에서 정한 규칙에 부합될 때 그 언어는 의

미를 갖는다고 본다. 한편 인도 후기논리학자의 ‘타의 배제’ 이론은 언어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외의 것을 고려하여 언어의 유의미성을 결정했다. 이

두 이론은 언어의 의미가 언어와 언어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을 보

이고 있다. 이 관점은 유식불교가 ‘명언훈습종자’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자

아’가 만들어 낸 규칙에 언어가 부합될 때 그 언어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상 ‘사회적 자아’의 인식대상과 언어 간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유식불교

에서 수행경험이 객관적인 이론으로 정형화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논의와

언어의 유의미성 결정방식에 대한 논의로 나누어진다. 이 두 논의는 유식불

교가 이론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었던 근거 및 그 원리를 추구하는 과정이었

다. 이 논문은 언어로 표현된 내용이 유의미하게 되는 이유가 ‘명언훈습종자’

에 의해 형성된 인식대상이 공동체에 부합되는 언어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라

고 해석했다. 이 내용은 후기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을 유식불교에 적용시킨 결

과이다. 이 점은 유식불교가 수행경험을 체계적으로 정형화시킬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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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설명한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한다.

제5장에서는 4) 언어체계와 ‘사회적 자아’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언어

와 ‘사회적 자아’ 간의 관계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언어가 ‘사회

적 자아’에 의해 체계화되는 과정과 언어에 의해 ‘사회적 자아’가 변화되는

과정이 그것이다. 각각의 논의는 우선 미시적인 측면에서 ‘식’의 분화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자아’와 언어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후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

화 및 가치관과 ‘사회적 자아’의 관계를 조명했다.

이 논문은 ‘사회적 자아’에 의해 언어가 체계화되는 과정이 ‘식’의 분화에서

시작된다고 보았다. ‘사회적 자아’가 언어로 인식대상을 표현하는 과정이 지

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언어는 체계화된다. 보다 세밀하게 이 현상을 분석해

보면 이것은 ‘심상’이 외면화되는 작용으로 해석된다. 이 논문은 ‘심상’의 외

면화 작용을 ‘명언훈습종자’에 의해 공통의 인식대상이 생겨나고 이것을 인식

주관이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한편 ‘사회적 자아’에 의해 언어가 체계화되는 과정은 보다 거시적인 시각

에서 볼 때, 가치관 및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언어는 가치관이

나 문화로 표현되면서 점점 체계화된다. 이 논문은 유식불교에서 언어가 체

계화되는 과정을 서양의 데카르트 이론 및 후기구조주의에서 문화체계가 형

성되는 과정과 비교분석했다.

주지하듯 근대 이성론자인 데카르트는 참된 지식을 구축하기 위해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공리(公理) 즉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를 제시했

다. 그는 이 명제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론된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라고 생각

했다. 그의 이론은 모든 사유(思惟)가 신(神)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중세 시대

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사유한 서양의 근대 시대를 열었다. 데카르트의 이론

에 의해 영향을 받은 계몽주의자들을 비롯해서 문학가 및 예술가들은 인간을

주제로 해서 그들의 생각을 표현했다. 반면 후기구조주의는 현상을 설명하는

구조가 고정된 상태로 존재한다고 보는 태도에 대해 비판적이다. 특히 다윈

은 ‘이성’을 인간이 진화하면서 획득된 것이라고 보았고 프로이드는 심리현상

을 무의식에 의해 설명했다. 그들은 현상은 사건들의 관계에 의해 발생된 것

일 뿐이지 그 이면에 어떤 실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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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실체를 현상의 근원으로 파악하는 관점에 대해 비판적인 유식불

교가 후기구조주의와 유사한 면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유식불교는 현상을 발

생시키고 그 결과를 저장하는 ‘알라야식’을 무아(無我)적 존재로 본다. 후기구

조주의처럼 유식불교는 현상의 이면에 아트만/브라흐만과 같은 존재가 있다

는 관점에 대해 비판적이다.

다음은 언어에 의해 ‘사회적 자아’가 변화되는 양상을 논의했다. 이것은 언

어의 능동성에 관한 논의이다. 유식불교는 진리의 세계에서 흘러나온 언어에

의해 ‘알라야식’이 변화된다는 독특한 언어관을 보인다. 유식불교는 ‘알라야

식’이 질적으로 변화되는 최초의 계기가 청정한 법계에서 흘러나온 소리를

바르게 듣는 데에 있다고 본다. 그 결과는 ‘알라야식’에 ‘정문훈습종자’의 형

태로 저장된다.

이 논문은 언어에 의해 수행이 시작된 후 수행자가 언어와 대상의 관계 및

그 본질을 통찰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유식불교에 의하면 수행

자는 우선 대상에 부여된 명칭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의해 만들어

진 것임을 통찰한다. 그리고 명칭에 의해 표현된 대상 또한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여실히 알게 된다. 이후 대상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그 대상을 파

악하는 주체도 무아임을 알게 된다. 이 과정에 의해 수행자는 마음에 나타난

모든 존재는 단지 영상일 뿐임을 통찰하게 되고 자기의 존재근거가 완전히

바뀌는 ‘전의’경험을 통해 붓다의 경지에 오른다. 수행자는 수행을 통해 언어

와 언어의 대상인 영상 사이의 관계를 통찰함으로써 ‘식’의 질적인 변화를 경

험한다. 유식불교에서 수행은 마음의 작용에 집중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

서 영상과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의 본질을 통찰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논의된다.

다음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화와 가치관에 의해 마음이 변화되는 양상을

논의했다. 유식불교에 의하면 문화 및 가치관은 ‘명언훈습종자’의 발현에 의

해 형성된다. 공동체 구성원의 ‘알라야식’에 있던 ‘명언훈습종자’에 의해 공동

체의 의식이 반영된 문화가 형성된다. 이 문화는 언어에 의해 표현된다. 언어

로 표현된 문화 및 학문 그리고 가치관은 인간의 사유방식을 변화시키는 현

상을 보인다. 예컨대 코페르니쿠스는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운행된다고 생

각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지구를 비롯한 우주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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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론을 제시했다. 그의 이론에 의해 그 때까지 진리로 여겨졌던 모든 생

각들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 논문은 문화 및 가치관 가운데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성

스러움’의 구현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성스러움’의 구현체가 ‘사회적 자아’

를 변화시키는 예로서 보살의 ‘성스러운’ 언어가 중생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현상을 논의했다. 이 논문은 뒤르껭의 이론에 따라 ‘성스러움’이란 초월적 존

재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렇게 여기는 것이라고 보았

다. 따라서 뒤르껭의 관점에서 볼 때 불교가 제시한 열반의 경지는 불교공동

체 구성원들이 ‘성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사회적 자아’와 언어의 관계는 상호영

향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사회적 자아’에 의해 형성된 인식대상은 언어로 표

현되어 타인과 공유된다. 그리고 표현된 언어는 상호간의 대화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이론화된다. 공동체의 의해 만들어진 언어체계 및 문화는 교육이

나 대중매체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다주기도 한다.

유식불교의 관점에서 언어의 체계와 언어의 주체문제를 분석해 볼 때 그것은

평면적으로 해석되지 않고 보다 역동적인 상호간의 관계로 파악된다는 특징

을 보인다.

이상으로 이 논문은 ‘인식적-문화적 모델’에 의해 유식불교의 언어관을 해

석했다. 이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유식불교는 ‘식’의 능동적인 분화에 의해

언어의 체계를 만들어가면서 동시에 그 언어는 ‘식’을 변화시키는 현상을 보

인다. 언어의 주체와 언어의 상호작용 속에서 언어는 ‘사회적 자아’에 의해

합의된 규칙에 부합될 때 그 의미를 갖게 된다. 이 원리에 의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이 논문은 이상과 같이 유식불교의 언어관을 분석하여 유식불교가 수행의

과정에서 관찰된 내용을 객관화시켜 이론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그 결과 ‘명언훈습종자’에 의해 ‘식’

의 분화가 발생되고 그 때 형성된 ‘사회적 자아’가 수행 중에 나타난 영상[인

식대상]을 수행공동체의 규칙에 부합되는 언어로 표현했을 때 그 대상은 객

관화된다고 판단하였다. 이것은 감각대상을 언어로 표현했을 때 그 언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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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것으로 간주해야한다는 후기비트겐슈타인의 관점이 유식불교에 적용

된 결과이다.

이 논문은 통증과 같은 사적인 감각대상이 수행에 의해 나타난 영상과 동

위의 선상에서 비교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엄밀한 의미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필자는 감각적인 대상 또한 수행의 인식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상의 논지를 전개했다. 후기비트

겐슈타인이 제시한 바와 같이 사적인 대상이 공동체의 규칙에 부합되는 언어

에 의해 표현되었을 때 그 언어는 공적인 대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삼매의

상태에 나타난 마음의 작용 또한 수행공동체에 부합되는 언어로 표현되면 공

적인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필자는 결론지었다.

지금까지 세계를 해석한 패러다임은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되었다. 특히

후기구조주의자들은 실체를 비판하는 관점에서 각각의 패러다임을 통해 세계

를 해석했다. 유식불교 또한 수행경험을 이론화하여 ‘식’을 통해 현상을 해석

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유식불교가 제시하고 있는

패러다임은 수행경험을 이론화하여 그것을 통해 세계를 해석한 하나의 시도

였다. 이 논문 또한 세계를 해석하는 또 다른 창문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208 -

참고문헌

* 약어

PS Pramāṇasamuccaya of Dignāga. In Masaaki Hattori, Dignāga, On

Perception: Being the Pratyakapariccheda of Dignāga̛s

Pramāṇasamuccay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PV Pramāṇavārttika of Dharmakīrti with Pramāṇavārttikavṛtti of

Manorathanandin. Ed. by Ram Chandra Pandeya. Delhi: Motilal

Banarsidass, 1989.

SNS Saṃdhinirmocahanasūtra. L’Explication des mystères. Ed. &

trans. by Étienne Lamotte. Louvain: Université de Louvain,

1935.

T 大正新修大藏經

TK (Bh) Vijñaptimātratāsiddhi. Deux traitrés de Vasubandhu, Viṃśatikā

(la Vingtaine) accompagnée d’une explication en prose, et

Triṃśika (la Trentaine) avec le commentaire de Sthiramati.

Ed. by Lévi Sylvain. Paris: Librairie Honoré Champion, 1925.

X 卍新纂續藏經

* 원전류(한문본)

大乘阿毘達磨集論(T31)
大乘莊嚴經論(T31)
辯中邊論(T31)
辯中邊論頌(T31)
攝大乘論(T31)
攝大乘論本(T31)



- 209 -

攝大乘論釋(T31)
攝大乘論釋論(T31)
成唯識論(T31)
瑜伽師地論(T30)
唯識二十論(T31)
解深密經(T16)
解深密經疏(X21)
顯揚聖敎論(T31)

*국내외 이차문헌

<서양도서>

Bhattacharyya, N. N. Jain Philosophy: Historical Outline. New Delhi:

Munshiram Manoharlal Publishers, 1976.

Boquist, Åke. Trisvabhāva: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the

Three-nature-theory in Yogācāra Buddhism. Sweden: Dept. of

History of Religions, University of Lund, 1993.

Bowker, John. Problems of Suffering in Religions of the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Cabezo, J. B. Buddhism and Language: A Study of Indo-Tibetan

Scholasticism.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4.

Chatterjee, Ashok. The Yogācāra Idealism. Delhi: Motilal Banarsidass,

1975.

Comstock, Gary L. Religious Autobiographies. California: Wadsworth,

1995.

Capps, Donald. Jesus: A Psychological Biography. St. Louis, MO: Chalice

Press, 2000.



- 210 -

Chapman, J. Harley. Jung’s Three Theories of Religious Experience.

Lewiston, NY: Edwin Mellen Press, 1988.

Dasgupta, S. N. Yoga Philosophy: In relation to other System of Indian

Thought. Delhi: Motilal Banarsidass, 1979.

De Silva, Padmasiri. An Introduction to Buddhist Psychology. New York:

Barnes & Noble, 1979.

Dignāga. On Perception. Trans. by Masaaki Hattori.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Fitzgerald, Timothy. The Ideology of Religious Stud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Faure, B. Double Exposure: Cutting Across Buddhist and Western

Discourses. Trans. by L. Janet.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Gurwitsch, Aron. The Field of Consciousness.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U.S.A., 1964.

Hefner, Robert. Conversion to Christianity: Historical and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on a Great Transform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Indinopulos, Thomas A. and Edward A. Yonan, eds. The Sacred and Its

Scholars: Comparative Methodologies for the Study of Primary

Religious Data. New York: E. J. Brill, 1996.

Herzberger, Rasdhika. Bhartṛhari and the Buddhists: An Essay in the

Development of Fifth and Sixth Century Indian Thought. Boston: D.

Reidel, 1986.

James, William.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New York:

Macmillan, 1961.

Jayatilleke, K. N. Early Buddhist Theory of Knowledge. London: G. Allen

& Unwin, 1963.

Jung, C. G. The Psychogenesis of Mental Disease. New York: Pantheon

Books, 1960.



- 211 -

―――. Psychology and Religion: West and Eas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Psych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Kalupahana, David J. Causality: The Central Philosophy of Buddhism.

Honolulu: University Press of Hawaii, 1975.

―――. The Buddha’s Philosophy of Language. Sri Lanka: Sarvodaya

Vishva Lekha Printers, 1999.

Kim, Sebastian C. H. In Search of Identity: Debates on Religious

Conversion in India.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Koller, John M. The Indian Way. New York: Macmillan, 1982.

Kramer, Jowita. Kategorien der Wirklichkeit im frühen Yogacārā.

Wiesbaden: Reichbert, 2005.

Kuhn, Thomas 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70.

Lamb, Christopher and M. Darrol Bryant. Religious Conversion:

Contemporary Practices and Controversies. London: Cassell, 1999.

Lamotte, Étienne. La Somme du Grand Véhicule d’Asaṇga. Tome 1, 2.

Louvain-la-Neuve: Publications de l’Institut Orientaliste, 1973.

Levering, Miriam, ed. Rethinking Scripture-Essay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9.

Lindbeck, George. The Nature of Doctrine: Religion and Theology in a

Postliberal Age.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4.

Louis de la Vallée Poussin. Vijñaptimātratāsiddhi. Vol. 1. Paris: P.

Geuthner, 1948.

Maimonides, Moses. The Guide for the Perplexed. New York: Dover

Publication, 1904.

Majumdar, A. K. Concise History of Ancient India. New Delhi: Munshiram

Manoharlal Publishers, 1977.

Masefield, Peter and Donald Wiebe, eds. Aspects of Religion: Essays in



- 212 -

Honour of Ninian Smart. New York: Peter Lang, 1994.

Matilal, B. K. Perception: An Essay on Classical Indian Theories of

Knowledge. Oxford: Clarendon Press, 1986.

―――. The Word and the World: India’s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McGuire, W. and R. F. C. Hull, eds. C. G. Jung Speaking: Interviews and

Encounter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Paden, William E. Interpreting the Sacred: Ways of Viewing Religion.

Boston: Beacon Press, 1992.

Park, Jin Y., ed. Buddhisms and Deconstructions. Lanham, Maryland:

Rawman & Littlefield Pub Inc, 2006

Potter, G. R. and M. Greengrass. John Calvi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3.

Raja, K. K. Indian Theories of Meaning. Madras: The Adyar Library and

Research Centre, 1963.

Rambo, Lewis R. Understanding Religious Convers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3.

Robertson, Robin. C. G. Jung and the Archetypes of the Collective Uncon-

scious. New York: Peter Lang, 1987.

Rorty, R. ed. The Linguistic Turn: Recent Essays in Philosophical Metho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Reynolds, Frank E. and Donald Capps. The Biographical Process: Studies in

the History and Psychology of Religion. The Hague: Mouton, 1976.

Schmithausen, Lambert. Ālayavijñāna: On the Origin and the Early

Development of a Concept of Yogacārā Philosophy. Tokyo: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Buddhist Studies, 2007.

Stcherbatsky, F. Th. Buddhist Logic. New York: Dover, 1962.

Twiss, Summer B. and Walter H. Conser, Jr., eds. Experience of the

Sacred. Hanover, NH: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1992.

Unrai, Wogihara, ed. Bodhisattvabhūmi: A Statement of Whole Course of



- 213 -

the Bodhisattva (being fifteenth section of Yogācārabhu ̄mi).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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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gācāra Buddhism was formed by the process of conceptualizing the

aspects of vijñāna(識) observed through practices and making it a

systemic theory. The practitioners expressed what had been observed

through practice, which is subjective experience, by language and shared

it together. By that process, the contents experienced through practices

were rendered into letters and became a systemic theory.

This dissertation is a study analyzing the grounds on which the

contents of subjective experience, which was expressed by language,

became patterning. I completed the study using a model, termed a

'cognitive-cultural model', which is reconstructed by applying Rindbe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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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categorizing the existing theory of religious language to Yogācāra

Buddhism. I assured that although it is possible to apply Rindbeck’s

model to Yogācāra Buddhism the model is not applied to it accurately. So

I constructed a new model, termed a 'cognitive-cultural model'. As a

model, the 'cognitive model' explains that the vijñāna as a subject and an

object are formed by the division of vijñāna and the first recognizes the

latter. Additionally, the 'cultural model' explains that whether language is

consistent with the rule of the community or not determines significance

of language and that language changes a subject of language.

Using the 'cognitive-cultural model', I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self' and language in terms of four aspects: 1) the 'social self'

as a subject of language, 2)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elves', 3)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objects and language, and 4)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the 'social self'.

First, I define that the 'social self' as a subject of language is formed

by abhilāpavāsanābīja(名言熏習種子), causing the division of vijñāna and

the 'social self' communicates with other peoples through the action of

common discrimination forming the cognitive object which is expressed by

language. Considering whether the cognitive object of the 'social self' can

be expressed by language creates a difference between the secular and

Tathata, I interpret that Tathata is defined as the region transcending the

world of ordinary language because there is no division of vijñāna in

Tathata. Next, I clarify that the 'social self' is not an entity and that

there is the same claim in the post-structuralism criticism of

modern-rationalism.

Second, I interpret the communication between social selves as the

process of socialization by abhilāpavāsanābīja. I interpret that the cognitive

subject becomes the 'social self' when the cognitive object formed by

abhilāpavāsanābīja is expressed by language and shared by peoples.

Moreover, I analyze that the social relationship of an ordinary perso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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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ally similar to that of bodhisattva from the viewpoint of the division

of vijñāna by abhilāpavāsanābīja, but there is also a difference between

them in that the division of vijñāna of an ordinary person results from

his desire whereas that of bodhisattva results from his mercy. Next, I

clarify that it is possible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ue to the

traditional values shared by the members of a community and that

Yogācāra Buddhism interprets the traditional values by means of the

concept of abhilāpavāsanābīja, while post-Wittgenstein interprets these

values via the concept of a 'life form'. Regarding anyāpoha theory of

post-Indian logician, the viewpoint with which people communicate each

other when they use language consistent with the rule of the community

means that the significance of language is determined by the rules of the

community.

Third, I argue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gnitive object of the

'social self' and language, especially focusing on the problem of

objectifying the results of practice and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significance of language. First, I interpret the process to theorize the

results of practice in that when the cognitive object formed by

abhilāpavāsanābīja is expressed by language conforming to the rules of

the community, the content expressed by that language is objectified.

Post-Wittgenstein theory can be applied here. Subsequently, I interpret

the process as experienced by the Buddhist practitioner to be the

following: a division of vijñāna → a non-division of vijñāna → a

re-division of vijñāna. Additionally, I find that Bodhisattva is able to

express his enlightenment by language owing to Hudugji(後得智, meaning

wisdom attained later on) as acquired through the re-division of vijñāna.

Next, I clarify that the meaning of language in Yogācāra Buddhism,

post-Wittgenstein theory and the anyāpoha theory of post-Indian logician

is determined not by the correspondence between language and object but

by the compatibility between language and the rules of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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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I argue for a relationship between the system of language and

the 'social self' via two processes. The first is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system of language is formed by the 'social self'. The second is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social self' is changed by the system of

language. I clarify that unlike the theory of Descartes, which explains the

formation process of knowledge based on an entity, the system of

language in Yogācāra Buddhism is formed by the action of language and

the post-structuralist criticism of the entity shares that aspect. Next, I

clarify that there is a unique viewpoint of language in which ālayavijñāna

is changed by the language which flew from the world of truth in

Yogācāra Buddhism. I regard this as the phenomena by which culture,

study and virtue expressed by language change the way humans think.

Of the three, I interpret the phenomenon by which Bodhisattva's sacred

language changes the mind of a sentient being to be the phenomenon by

which the 'embodiment of sacredness' of which mankind pursuits

universally changes the 'social self'.

As stated above, I suggest the grounds on which Yogācāra Buddhism

formed a systemic theory while objectifying the results of practice

through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self' and

language in four aspects. Thus far, there have been various paradigms to

explain the world. Particularly, post-structuralists interpret the world by

criticizing the entity within their paradigm. I consider that Yogācāra

Buddhism is also a paradigm with which to explain the world by

theorizing the results of practice from the viewpoint of vijñāna. In the

same context, I think that the new 'cognitive-cultural model' is a vision

that allows one to see the world.

Key Words : social self, cognitive-cultural model, abhilāpavāsanābīja(名言

熏習種子), common discrimination, life form, anyāpoha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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