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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유식불교의 심4분설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증자증분의 필요성 여부

이다. 현장은 성유식론에서 두 가지 논증에 의해 증자증분의 존재를 증명한

다. 첫째 논증은 ‘심분들은 증명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제3분을 증명하는 것으

로 제4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 논증은 ‘자증분은 인식의 결과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자증분의 인식의 결과로서 증자증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현장은 자증분(자기의식)의 존재를 기억에 의해 증명한다. 필자의 기본전

제는 기억(이전의식의 사후적 반성, 이전의 견분을 나중의 견분이 상분으로 삼

아서 보는 것)은 관조(현재의식의 현재적 반성, 자증분을 증자증분이 보는 것)

와 구별되지만, 관조도 역시 기억과 마찬가지로 자증분의 존재를 증명해준다

는 것이다. 자증분(자기의식)은 기억만이 아니라 관조도 역시 가능하게 한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인정은 다음을 의미한다: 자

증분은 관조(증자증분)의 활동의 발생근거가 되고, 관조(증자증분)는 자증분의 

존재의 인식근거가 된다. 그런데 현장은 증자증분의 존재를 증명할 뿐 아니라, 

무한 소급을 피하기 위해 자증분과 증자증분의 상호증지를 주장한다. 이 주장

은 적어도 두 가지 난점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첫째로 자증분이 증자증분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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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경우에 증자증분이 양과가 된다는 설명은 종자가 자증분에 저장된다는 

유식의 통설과 상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난점은, 제3분이 제4분을 인식한 

결과가 ‘양과인 제4분’에 직접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양과인 이 제4분을 다시 

증지하는 제3분’에 저장된다는 이해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 둘째로 증자증분

이 자증분을 증지한다고 해도, 기억에서든 관조에서든 자증분의 작용은 알려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난점은, 제4분이 제3분을 증지할 때, 자증분의 능연 

공능이 아니라 생과 공능(자증분의 인식결과)만을 증지한다는 이해를 통해 해

소될 수 있다. 이러한 두 난점의 해소의 단서가 되는 것은 4분의 극략사기에 

나오는 몇 문장이다. 현상학자 후설은 반성과 기억을 구분하면서 이 둘이 모두 

의식의 파지작용의 덕분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후설이 말하는 ‘반성’은 의식이 

현재적 대상의식(지각)에로 향하는 것이고, ‘기억’은 의식이 이미 완결된 대상

의식에로 향하는 것이다. 후설의 ‘반성’은 현상학의 방법론적 개념으로 의식현

상을 분별하여 서술하는 방법을 말한다. 반면에 불교의 ‘관조’는 의식이 현재

의식에로 향하는 것이지만 분별없이 무분별적으로 비추어보는 것이다. 관조는 

무분별적 반성이라는 점에서 분별적 반성인 현상학적 반성과 구별된다. 관조

는 증자증분에 의한 자증분의 증지로서, 나중의 견분이 이전의 견분을 상분으

로 삼아서 보는 기억과도 구분된다. 결국 유식불교의 ‘증자증분’은 자증분의 

존재의 인식근거로서, 또한 불교수행(관조, 반조, 견성)의 인식론적 설명원리

로서 불가피한 개념으로 여겨진다. 

Ⅰ. 머리말 

널리 알려져 있듯이, 현장은 심4분설을 호법(Dharmapala)의 견해로 제

시하 다. 그런데 당시 인도에서 지배적이던 견해는 오히려 진나(Dignaga)

의 심3분설이었다. 현장은 왜 진나의 3분설 대신에 호법의 4분설을 취하게 

되었을까? 현장은 4분설이 타당한 이유로 두 가지 논증을 제시하기는 한다. 

그러나 그는 4분설이 필요한 이유를 명시적으로 명상론적 관점에서 제시하

지는 않는다. 필자는 4분설이 3분설보다 명상의 성립근거를 보다 잘 제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4분설과 명상의 관련성을 모색하기 위해 필자는 

심4분설을 현상학적으로 해석한 이조 케른(Iso Kern)의 논문을 검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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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의 논문에서 미진하게 다뤄진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해갈 것이다. 

이조 케른은 서양학자로서는 드물게, 특히 독일인으로는 아마도 처음으

로 심4분론에 주목한 사람이다. 그는 ｢현장에 따른 의식의 구조｣(1988)1)

라는 논문에서 심4분설을 해설하 다. 그의 해설의 미덕은 크게 세 가지이

다. 첫째는 심4분 용어들을 후설의 현상학적 용어들로 번역해준다는 점이

다. 둘째는 ‘행상’이라는 개념에 대해 종래의 해석과 다른 새로운 해석을 제

시했다는 점이다. 셋째는 그가 진나의 집량론에서 다뤄진 ‘양론’(量論)

의 함의를 세 하게 분석했다는 점이다. 

심4분설은 마음이 네 부분으로 이뤄져 있고, 그들 각각은 상분, 견분, 자

증분, 증자증분이라는 것이다. 이조 케른은 이것들 중에서 상분을 ‘대상적 

현상’(the objective phenomenon), 견분을 ‘대상화 작용’(the objectivating 

act), 자증분을 ‘자기의식’(self-consciousness), 증자증분을 ‘자기의식의 의

식’(consciousness of self-consciousness)으로 번역한다. 그런데 ‘자기의식

의 의식’이라는 개념에 상응하는 후설의 용어가 무엇인지는 쉽게 분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독자들은 저명한 현상학자인 이조 케른이 저 개념을 현상학

적으로 어떻게 해설할지에 대해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아쉽게도 그는 그

런 해설을 시도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그의 논문에서 가장 아쉽게 여겨지는 

부분이다. 

이하의 본론에서 필자는 증자증분의 존재의 논증에 대한 이조 케른의 설

명을 추적하고, 그의 설명에서 미진하게 남겨진 문제를 제시하고, 증자증분

의 명상론적 의미를 탐색해 볼 것이다. 

Ⅱ. 증자증분의 존재에 대한 두 가지 논증 

유식학계에는 심4분설에서의 제4분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

각도 있다. 그런데 심3분만으로는 관조라는 의미에서의 명상을 의문 없이 

1) Kern Iso, “The Structure of Consciousness According to Xuanzang”, Journal of the 
British Society for Phenomenology, Vol. 19, No. 3, 1988, pp.28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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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기가 어렵다. 견분은 언제나 자증분에 의해 ‘자동적으로’ 증지되면

서 자증분에 저장된다. 기억은 ‘자증분에 의해 저장된 과거 시점의 견분과 

상분을 현재의 견분이 보는 것’이다. 반면에 관조는 ‘현재의 견분을 증지하

는 자증분을 보는 것’이고, 이러한 자증분을 보는 심분은 기억의 견분과는 

달라야 한다. 왜냐하면 견분은 현재적 지각에서는 상분을 보고, 과거의 기

억에서는 지나간 견분 및 상분을 보는 것일 뿐, 자증분을 보는 심분은 아니

기 때문이다. 필자는 기억하는 심분(견분)과 구별되는 관조하는 심분이 증

자증분이라고 본다. 필자는 이런 관점을 유지하면서 증자증분의 존재에 대

한 규기의 두 가지 논증을 순차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 자증분을 증지하는 심분의 필요성

규기는 호법 이래로 제4분이 수립되었다고 해설하면서, 다른 경전들은 

오직 3분만을 언급한다고 말한다. 규기에 의하면, 제4분은 제3분의 외부에 

있지 않고 오히려 제3분에 포섭되는데, 제3분과 제4분은 서로 양과이면서 

자체는 하나이기 때문이다.2) 견분은 상분과 함께 ‘외부’(外)라고 불리는데, 

견분이 외부적인 듯한 상분을 지향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이고, 제3분과 제4

분은 ‘내부’(內)라고 불리는데, 그것들은 자체(自體)를 증명하기 때문이

다.3) 유루심의 유정은 상분과 견분에 얽매이고, 견분은 항상 현량(직접지)

인 것이 아닌 까닭에 자증분의 양과가 되지 못하고, 이로써 제4분을 세워 

이것을 자증분의 양과로 삼는다.4) 제3분과 제4분은 그들 자신의 자체를 파

2) 成唯識論, T1585_.31.0010c04-05: 如是四分或攝爲三; 述記, T1830_.43.0320b24-25: 
如集量頌. 或攝爲三. 果體一故. 攝四入三.

3) 述記, T1830_.43.0320b11-12: 此四分中相⋅見名外. 見縁外故　三⋅四名内. 證自體故. 
4) 成唯識論, T1585_.31.0010c03-04: 有所取能取纒縛. 見有種種或量非量或現或比多

分差別; 述記, T1830_.43.0320b12-15: 唯見分有種種差別. 或量⋅非量. 既言見分或

非⋅比故. 別立第四　此唯衆生四分故言纒縛. 相⋅及麁重二縛具故. 無漏心等雖有四分. 
而非纒縛.. “오직 견분에만 각종의 차별이 있으니, 간혹 진리량이고, 간혹 오류량이다. 
이미 견분이 간혹 오류량이고, 간혹 유비량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곧 견분이 현량이 아

니라서 자증분의 양과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4분을 세운다. 이것은 오직 중

생의 4분이기 때문에, 속박[되어 있음]이라고 말하는데, 상박 및 추중박이라는 두 가지 

속박을 구비하기 때문이다. 무루심 등에는 비록 4분이 있지만, 속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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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기 때문에 항상 현량이다.5) 

위와 같은 현장과 규기의 심4분 설명과 관련해서 이조 케른은 자증이 이

중화되는 이유를 물으면서 현장의 두 가지 논증을 해설한다:

“자증의 이중화의 이유들은 무엇인가? 현장은 두 가지 논증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다음이다: ‘제4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제3분을 증명하겠는

가? 심분들은 모두 비슷하고, 그것들은 모두 필연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이

다.‘6) 규기의 술기에서 현장은 자기의식이 견분에 의해 증명될 수 없다고 

논증하면서, 그 이유로 ‘견분은 외적인 것으로서의 어떤 것을 지향적으로 파

악하는 반면에, 의식의 자체는 외적이지 않다’7)는 점을 든다. ‘견분은 지향

적으로 외부의 (낯선) 어떤 것에 향해져 있고, 진실로(really) 자기-반사적

(self-reflexive)이지 않다(不得返縁); 따라서 제4분이 수립되어야만 한다.’8)　
견분의 매개를 통해 나타나는 마음, 즉 상분으로서의 마음은 ‘현실적 지향성

(주관성)의 자체가 아니라, 또 하나의 마음(another mind)이거나 다른 시점

에서의 (자신의) 마음[the (own) mind at a different time]이다.’”9)

현장에 따르면, 자증분도 심분인 한에서 여타 심분과 마찬가지로 증명되

어야 한다. 그런데 외적인 것으로서의 견분이 자체인 자증분을 증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증분을 증명하는 제4분으로 증자증분이 요구된다는 것이

다. 이조 케른은 증자증분에 의한 자증분의 증명은 견분에 의해 파악되는 

5) 成唯識論, T1585_.31.0010b26: 第三第四皆現量攝; 述記, T1830_.43.0320a25-26: 
三⋅四二分由取自體故現量攝.

6) 成唯識論, T1585_.31.0010b17-19: 又心心所若細分別應有四分. 三分如前. 復有第

四證自證分. 此若無者誰證第三. 心分既同應皆證故. 
7) 述記, T1830_.43.0319c20-22: 但由見分似外縁外故名爲外. 非體是外. 故此現量亦

不縁三. 後二名内. 體是内縁内故

8) 述記, T1830_.43.0319c28-29: 今意欲顯由見縁外不得返縁立第四分: “지금은 견분

이 외부를 연함으로 말미암아 [자증분을] 반연(返縁)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려하

므로, 제4분을 세운다.” 
9) Iso Kern, 앞의 글, pp.291-92. 述記, T1830_.43.0319c29-0320a04: 自證縁見. 應相

分心不能縁慮. 所縁心故. 如相分心此義不然. 自證縁見一能縁上義別分故. 若爲相分

心. 必非一能縁體故. 或別人心. 或前後心: “자증분은 견분을 연한다. 응당 상분심이 연

려하지 못하는 것은 소연심이기 때문이다. 상분심 같은 것은 그 의미가 이와 같지[자
증분과 같지] 않다. 자증분이 연하는 견분은 하나의 능연이라는 의미 위에서의 별개 

심분이기 때문이다. 만약 상분심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의 능연의 몸체 [위에서의 

별개 심분]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이거나 이전과 이후의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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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분으로서의 마음이 아니며, 그 이유는 상분으로서의 마음은 지금의 견분

이 파악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거나 지금의 견분이 파악하는 이전 시점의 

마음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이조 케른은 여기서도 낱말 사용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여기

서 그는 반연(返縁)을 ‘자기-반성적’(self-reflective)이 아니라 ‘자기-반사

적’(self-reflexive)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견분이 자기-반사적이지 않아

서 제4분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인용문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기-반사는 

제4분, 곧 증자증분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다. 증자증분은 자체인 자증분을 

반사하기에 자기-반사적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때의 반사

가 일상적 의미에서의 반성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다. 이조 케른이 ‘증

자증분이 증명하는 자증분’은 ‘견분의 매개를 통해 나타나는, 상분으로서

의 마음’, 곧 규기의 표현으로 ‘다른 시점에서의 (자신의) 마음’과 다른 것

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는 반사가 ‘기억이라는 의미에서의 반성’과 구별되어

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자기-반사’

로서의 증자증분이 ‘기억이라는 의미에서의 반성’과 다른 것이라면, 구체

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인가라는 난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자증분이 기억으로서의 반성과는 구별되는 자기의식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자기의식에 대한 의식으로서의 증자증분이 마

찬가지로 기억으로서의 반성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의 이해도 크게 어렵

지 않다. 문제는 증자증분에 대해 이러한 소극적 규정 외에 다른 적극적 규

정은 불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필자는 ‘기억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반성’, 곧 

‘반연’이나 ‘자연’이 ‘자기의식’(자증분)과 ‘관조적 반성’(증자증분)으로 

나누어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억적 반성’은 ‘견분이 과거의 견분을 반성적으로 기억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반면에 ‘관조적 반성’이란 말로 필자는 ‘증자증분이 지금의 자증분

을 반성적으로 관조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일반인들은 대체로 ‘기억적 반

성’을 활성화하지만, ‘관조적 반성’을 활성화하지는 않는다. 기억적 반성은 

대체로 망념(妄念)을 불러오는 것이지만, 관조적 반성은 진념(眞念)에 머무

는 것이다. 의식구조의 분석과 서술을 위한 ‘철학적, 현상학적 또는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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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반성’은 비록 망념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기억적 반성에 해

당하고 관조적 반성에는 대비되는 것이다.10)

필자는 호법에 의한 증자증분의 수립이 명상의 인식론적 구조를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한다. 물론 이럴 경우에도 해결해야할 물음이 여전

히 남아 있다. 증자증분이 자증분과 마찬가지로 의식 내에서 원칙적으로 기

능하는 것이라면, 왜 사람들은 증자증분을 관조적 반성으로 실현하지 못하

는가? 이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증자증분의 기능은 근

원적으로 관조적 반성지만, 일상인의 의식에서는 그 기능이 비본래적으로 

기억적 반성으로 실현되고 있고, 수행자의 의식에서 비로소 그 기능이 본래

적으로 관조적 반성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2. 자증분 작용의 양과의 필요성

이조 케른은 현장의 증자증분의 존재에 대한 두 번째 논증을 소개하면서 

견분과 증자증분의 인식능력의 차이를 소개한다: 

“의식의 제4분에 대한 현장의 두 번째 논증은 다음과 같다: ‘만약 제4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증분이 아무런 결과도 갖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

식(能量)의 모든 수단들(all means of cognition)은 필연적으로 하나의 결

과를 갖는다.’11) 자기의식은 여기서 하나의 결과를 초래하는(lead to a 
result) 하나의 인식 수단(a means of cognition)으로 간주된다. 첫 번째 논

증과 유비적인 방식으로, 현장은 ‘견분은 오류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

한 결과는 견분에서 발견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견분은 초월적이기에 (‘지

10) 예양강은 기억(자연적 반성)과 철학적 반성(방법적 반성)을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기억은 주로 그때마다 지각되었던 의식대상들에 관계하는 반면에, 반성의 본질은 오

히려 그때마다 수행되었던 의식작용들에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향한다는 점에 놓여 

있다.”(Liangkang Ni, 앞의 책, 2010, S.54) 그는 여기서 기억이 ‘주로’ 의식대상에, 반
성이 의식작용에 관계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가 사용한 ‘주로’라는 

표현이 이미 자연적 기억과 철학적 반성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알려준

다. 아울러 철학적 반성이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의식작용에로 향하는 반성이라는 점

에서 그것은 무분별적인 관조적 반성에 대비된다. 
11) 成唯識論, T1585_.31.0010b19-22: 又自證分應無有果. 諸能量者必有果故. 不應見

分是第三果. 見分或時非量攝故. 由此見分不證第三. 證自體者必現量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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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적으로 외적인 어떤 것을 파악하기에’) ‘비확정적’(indeterminate, 不定)
이다: 그것은 올바르거나 틀릴 것이고, 그것은 직접적 인식이거나 간접적 

인식일 것이다. 반면에 그 자신의 자체를 증명하는 자기의식의 결과는 ‘확
정적’이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직접지, 자증(현량)이다: ‘직접지는 마음 자

신의 자체이다(Immediate awareness is the own substance of the mind). ... 
간접적 인식과 오류, 이 두 종류는 자체를 증명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것들

이 직접지(즉 자기의식)의 결과일 수 있겠는가?’”12)

앞서의 첫 번째 논증은 제3자증분이 자신을 증명해줄 것을 필요로 하며, 

제2견분이 외적인 것이라서 내적인 것인 제3자증분을 증명해줄 수 있는 것

이 아니므로 별도로 제4증자증분이 요구된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지금의 

두 번째 논증은 제3자증분이 인식수단인 한에서 자신의 인식의 결과를 초

래해야만 하는데, 제2견분은 비확정적이어서 오류적일 수 있으므로 제3자

증분을 참되게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따라서 무오류적인 직접지로서의 

제4증자증분이 제3자증분의 인식의 결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제2견분이 제1상분을 인식한 결과가 제3자증분이고, 제3자증분이 제2견

분을 인식한 결과가 제4증자증분이라면, 제4증자증분이 제3자증분을 인식

한 결과는 왜 제5심분이지 않을까? 이조 케른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소

개한다:

“만약 제3분이 제4분에 의해 증명된다면, 그리고 전자가 필연적으로 후자

를 그 자신의 ‘과일’(fruit)로 초래한다면, 동일한 논증이 제4분에 적용되어

야 하고, 그래서 제5분을 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현
장도 이 난점을 알고 있다. 그는 무한소급을 오류로 간주하고, [제5분이 아

니라] 제3분이 제4분을 증명한다고 말함에 의해 무한 소급을 피한다. 그렇

게 ‘지향적인 파악과 지향적으로 파악된 것(의 역) 안에서는 항상 오직 4
분만이 있고, 증가나 감소가 없고, 결국 무한소급은 없다.’”13)

여기서 이조 케른은 제3분과 제4분의 상호적 증명이 심분의 수가 무한이 

12) ”Iso Kern, 앞의 글, p.292. 述記, T1830_.43.0319c06-7: 解曰. 現量心自體. 比⋅非

量果可唯現. 比⋅非二種非證體. 何得能爲現量果. 
13) Iso Kern, 앞의 글, p.292. 述記, T1830_.43.0320a25-27: 論. 第三第四1至唯識理成　

述曰. 三⋅四二分由取自體故現量攝. 具所能縁. 恒但四分不減不増. 無無窮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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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무한소급의 오류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고 언급한다. 같은 맥락에

서 이조 케른은 제3분이 제4분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증명의 결과는 제4분

이 되기에 역시 무한 소급의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여기서 현장은 하나의 새로운 난점에 직면한다: 만약 제3분(자기의식)이 

제4분(자기의식의 의식)을 증명한다면, 이러한 직접적 ‘반사’(immediate 
‘reflexion’)의 결과는 무엇인가? 첫눈에는 제4분이 결과일수는 없는 듯한

데, 이는 마치 견분이 자기의식에 의해 지향적으로 파악(증명)될 때 견분이 

결과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현장은 답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향적으로 파악된 제4분이 여기서 결과이다: 그 결과는 제3분을 지향적으

로 파악(증명)하는 제4분이다. (결과는 자기의식에 대한 앎이다). 그 패턴

은 여기서 동일하고, 그 기능들은 필연적으로 그와 같다. 만약 혹자가 더 많

은 심분들을 수립하면, 그는 무한소급에 빠진다. 오직 이런 방식에서만 제

한된 수의 심분들로 충분하다.’”14)

이조 케른이 소개하듯이, 제3분이 제4분을 증명할 때에 그 증명결과가 

‘증명되는 심분’인 제4분에 저장되고, 마찬가지로 제4분이 제3분을 증명할 

때에도 그 증명결과가 ‘증명되는 심분인’ 제3분에 저장된다면, 심분의 수는 

증가되지 않는다. 곧 제3분과 제4분의 상호 증명은 증명의 무한소급의 오

류를 방지해준다. 그렇다면, 제3분과 제4분의 상호 증명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일까? 

이조 케른도 제3분과 제4분의 상호 능연이 갖는 구체적 의미가 무엇일지

를 궁금해 하고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그 역시 왜 심4분론자들이 ‘자기의

식이 자기를 증명하고, 그 인식적 결과를 자기 안에 갖고 있다’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자증을 이중화하는지를 의문시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증분과 

증자증분으로 자기의식을 이중화하는 이유가 혹시 심4분론자들이 ‘작용’

과 ‘결실’, ‘원인’과 ‘결과’의 통일적 구별을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 아닌

가라고 추정한다: 

14) Iso Kern, 앞의 글, p.292. 述記, T1830_.43.0320a06-11: 第三縁見. 以第四爲果. 能
量可知. 縁第四時以誰爲果. 不可即以第四爲果. 如縁見分見分非果. 此義應思. 即以所

縁第四爲果. 第四縁第三爲果. 例此同故. 功能應爾. 若更立者過無窮故. 唯爾所者分限

足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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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가 이러한 논의들을 의미 있게 하고자 한다면, 앞서의 물음이 다

시 등장한다: 왜 자기의식을 이중화하는가? 만약 제3분과 제4분이 서로 증

명한다면 그리고 상호적으로 서로의 결과라면, 그러면 왜 단순히 다음과 같

이, 곧 자기의식은 그 자신을 증명하고, 그것은 자신의 인식적 결과를 자기 

안에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가? 자기의식의 이중화는 단지 자기의식의 

이러한 순환성을 표현하는 한 방식인가? 혹은 이러한 이중화는 어떤 개념

적 전제, 곧 ‘작용’과 ‘결실’, ‘원인’과 ‘결과’가 그들의 통일성에도 불구하

고 항상 구별되어야 한다는 전제의 단순한 귀결인가?”15)

여기서 이조 케론은 왜 ‘자기의식은 그 자신을 증명하고, 그것은 자신의 

인식적 결과를 자기 안에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가?’라는 표현을 통해 

‘증명이 증명결과를 낳는 것이고, 이 증명결과는 어딘가에 저장되어야만 

한다’는 자신의 이해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이해는 ‘인식의 

결과’(양과)라는 표현이 저장작용과 저장장소를 함께 의미한다는 점을 시

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쨌든 여기서 이조 케른은 자증의 이중화의 이유가 

작용과 결실, 원인과 결과 사이의 ‘통일적 구별’이라는 전제에 놓여있으리

라고 추정하는 듯하다. 그런데 그가 ‘통일적 구별’이라는 말로 무엇을 염두

에 두고 있는지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설명은 

가능할 것 같다. 한 측면에서 보면, 견분과 상분의 발생적 원인으로서의 자

증분은 견분의 상분인식의 결과(충족된 원인)로서의 자증분과 통일적이면

서 또한 구별되는 것이다.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자증분과 증자증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체(원인)의 이중화로서의 능량(자증분/증자증분)과 소량

(증자증분/자증분)이 다시 실체(양과로서의 증자증분/자증분)에서 통일되

는데, 여기서도 원인과 결과의 통일성과 차이성이 드러난다. 이런 두 측면

을 함께 고려하면, 현장이 원인과 결과 사이의 통일성과 차이성을 ‘개념적

인 전제’로 삼고 자증을 이중화했으리라는 추정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이조 케른은 자신의 추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고, 다만 

이어지는 문장에서 후2분의 인식작용의 복잡성을 제시하면서, 이를 토대로 

후2분이 ‘단순한 이중적인 것들’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친다: 

15) Iso Kern, 앞의 글, pp.2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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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약 우리가 텍스트를 더욱 자세히 살펴본다면, 자기-앎과 자기-앎
의 앎은 단순한 이중적인 것들(mere doubles)이 아니다: 자기-앎(제3분)은 

견분과 제4분(자기-앎의 앎)에 대한 앎이고, 반면에 제4분은 견분에 대한 

앎이 아니다; 이것은 ‘불필요할’ 것인데, 왜냐하면 견분은 이미 제3분에 의

해 지향적으로 파악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쪽 방향에 있어서, 제3분은 제2
분(견분)을 지향적으로 파악하고, 뒤쪽 방향에 있어서 그것은 제4분을 지

향적으로 파악한다. 앞쪽 방향에 있어서, 제4분은 제3분을 지향적으로 파

악한다; 그러면 왜 [제4분이] 제2분도 역시 지향적으로 파악하지 않는가? 
그것은 제2분을 지향적으로 파악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쓸모가 없

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향적 파

악을 다수화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 지향적 파악의 각각(의 부분)
은 일정한 역할을 갖고 있고, 따라서 제한이 가능하다.’16) 제4분은 따라서 

자기의식의 앎[자증분에 대한 앎]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나타내지(stand 
for) 않고, 반면에 제3분은 일차적으로는 대상화 작용[견분]에 대한 자기-
앎을 나타낸다.”17)

여기서 첫 구절로 등장한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이조 케른이 자신의 추

정을 부정하기 위해 도입한 말이 아니다. 오히려 그 접속사는 ‘자기의식의 

이중화’라는 표현이 ‘단순히 이중화된 자기의식들’이 아니라 ‘복잡하게 이

중화된 자기의식들’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이조 케

른은 제3분이 제2분과 제4분을 증명하는 반면, 제4분은 제2분을 증명할 필

요가 없이 단지 제3분만을 증명한다고 소개하여, 제3분과 제4분이 ‘단순한 

이중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조 케른은 위의 인용문을 끝

으로 증자증분에 관한 논의를 종결하 다. 결국 그는 제3분과 제4분의 상

호 증명만이 무한소급을 피하는 길이며 그러한 상호 증명은 자기 안에 심분

들의 상호 증명의 복잡성을 포함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의 논문을 

종결지었고, 증자증분의 수립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16) 述記, T1830_.43.0320a18-23: 論. 第三能縁至以無用故　述曰. 其第三分. 前縁第二. 
却縁第四. 第四前縁第三. 何不通縁第二　非第二者以無用故. 設許得縁渉重縁過. 以無

用故　或無縁彼之用不説縁之. 如自證分不縁於相. 能縁各有分限可得故. 
17) Iso Kern, 앞의 글, p.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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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증자증분 수립의 두 가지 필요성 

1. 자증분의 존재의 인식근거로서의 증자증분의 필요성

이조 케른은 제4증자증분이 제3자증분을 파악한 결과(양과)가 제3자증

분이고, 제3자증분이 제4증자증분을 파악한 결과가 제4증자증분이라는 표

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저 표현의 적극

적 이해를 위해서는, 후설의 의식구조론을 토대로 심4분을 6개 부분으로 

확대해 아래와 같은 도표로 표현해 볼 필요가 있다. 

제1상분 ←제2견분
←제3자증분
(자증분1)

←제4증자증분
(증자증분1)

←자증분2
(제3자증분)

←증자증분2
(제4증자증분)

대상 ←의식 ←자기의식1 ←반성의식1 ←자기의식2 ←반성의식2

심4분을 6개 부분으로 확대해 나열할 가능성은 제3자증분과 제4증자증

분이 서로를 대상(소연)으로 하여 서로를 증명한다는 점에 있다. 이 같은 나

열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제1상분을 제2견분이 증명한 결

과는 제3자증분에게 알려지고 여기에 저장되는 것이고, 제2견분을 제3자

증분이 증명한 결과는 제4증자증분에게 알려지고 여기에 저장된다; 마찬가

지로 제4증자증분이 제3자증분을 증명한 결과는 자증분2인 제3자증분에

게 알려지고 여기에 저장되는 것이고, 제4증자증분(증자증분1)을 자증분2

(제3자증분)가 증명한 결과는 증자증분2인 제4자증분에게 알려지고 여기

에 저장된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후2분에 있어서는 증명결과가 증명하는 심분이 아

닌 증명되는 심분에 저장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다음과 같이 풀이될 

수 있다: 대상의식은 자기의식1에게 알려지며, 자기의식1의 내용은 반성의

식1에게 알려진다; 마찬가지로 반성의식1은 자기의식2에게 알려지며, 자

기의식2의 내용은 반성의식2에 알려진다. 

(대상의식을 파악한) 자기의식의 내용이 기억적 반성의식에게 알려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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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함에 의해, 현장은 기억적 반성의식이 자기의식(자증분)의 존재에 대

한 인식근거라고 논증하 다. 우리가 이러한 논증에 동의하고 또한 기억적 

반성 외에 관조적 반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다음의 설명도 가

능하다. 곧 자기의식이 관조적 반성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므로, 자기의식은 

관조적 반성의 활동에 대한 발생근거가 된다. 자기의식이 관조적 반성(증

자증분)의 활동에 대한 발생근거가 되기에, 거꾸로 관조적 반성은 자기의

식(자증분)의 존재에 대한 인식근거가 된다. 이것은 관조적 반성과 자기의

식이 어떻게든 상호 의존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자증분(자기의식)과 증자

증분(관조적 반성의식)을 함께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알려준다. 

그런데 자증분이 증자증분에 의해 알려지고, 다시 증자증분은 자증분에 

의해 알려진다는 자증분과 증자증분의 상호증지의 주장은 한 가지 난점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것은 유식 문헌에서는 종자가 자증분에 (저장되어) 있

다고 말하고 증자증분에 (저장되어)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4

분의극략사기에서는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질문: [제4분이 제3분을 연할 때] 소량의 법[제3분]을 돌이켜 양과로 삼는

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답변: 소에서 이른다: ‘마치 무색계 본식[제8식]
의 견분이 종자 등을 연할 때는, 다시 다른 상분이 없는 것[친증하는 것]과 

같다. 종자는 식 자체분에 부착된다(搏附). 곧 [제8식 견분이] 자증분을 상

분으로 삼아 연하는 것은 저 종자를 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 자

체분 위의 능연 공능을 연하지는 않는다. 과실이 앞서의 설명과 같고, 이로 

인해 제3자증분을 양과로 삼는다는 것은 이 사례와 응당 동일해야 한다.’ 
[...] 질문: 만약 이러하다면, 무색계 제8식의 견분이 돌이켜 자증분을 연하

는가? 답변: 자증분에 두 개의 공능이 있다. 이른바 생과(生果) 공능[결과 

생성의 공능, 곧 종자]과 능연(能縁) 공능이다. [제8식의] 능연 견분은 오직 

생과 공능을 연하고, 능연 공능을 연하지 않는다.”18) 

여기서는 무색계의 제8식 견분이 종자를 상분으로 삼는 것은 종자가 저

18) 四分義極略私記, T2322_.71.0462c03-c14: 問. 何以知以所量法還爲量果耶. 答. 疏
云. 如無色界本識見分縁種子等更無餘相. 種子搏附識自體分. 即以自證爲相分縁. 縁
彼種故. 然不縁彼自體分上能縁功能. 過如前説. 仍以第三自證爲果此例應同已上. [...] 
自證分有二功能. 所謂生果功能與能縁功能. 能縁見分唯縁生果功能. 不縁能縁功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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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어 있는 자증분을 상분으로 삼는 것이고, 이때에 그 견분은 ‘자증분의 

증지 작용’(능연공능)을 상분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증분이 지닌 종자’

(생과공능)를 상분으로 삼는다고 말해지고 있다. 여기서 알려지는 것은 종

자는 자증분에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종자가 자증분에 있다는 것은 제3분이 제4분에게 알려지고 제4

분에 저장된다는 주장과는 언뜻 상충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충의 문

제는 해소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제3분과 제4분은 자증의 이원화로서 그들

의 자체가 동일한 하나라는 점이다. 이럴 경우 언어적으로는 인식의 결과가 

제3분에도 저장되고 제4분에도 저장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자체로서의 

제3분에만 저장된다는 주장이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이 점은 제3분과 제4

분의 상호 증명을 염두에 두고 달리 표현할 수도 있다. 곧 제3분이 제4분을 

인식한 결과는 ‘양과인 제4분’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양과인 제4분을 

다시 증지하는 제3분’에 저장된다고 말할 수 있다. 현상학적으로 말하면, 

반성(제4분)은 언제나 자기의식(제3분)이 파악한 결과에 대한 반성이지만, 

이러한 반성 역시 언제나 다시금 자기의식에 의해 파악되고 있다. 이런 점

에서 보면, 반성의식에 저장된다는 것은 사실에 있어서는 반성의식에 대한 

자기의식에 저장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런 점에 근거를 두면, ‘제3분

이 제4분을 연할 때, 제4분이 양과가 된다는 언급’과 ‘종자는 자증분에 박

부한다는 언급’ 사이의 상충점은 해소될 수 있다. 

2. 관조적 반성의 심분의 필요성

불교의 명상으로서의 관조를 필자는 관조적 반성으로 이해한다. ‘관조’

는 현재의식에 대한 반성이라는 점에서 이전의식의 반성인 ‘기억’과는 구

별된다. 기억과 구별되는 관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관조를 행

하는 심분도 인정해야 한다. 기억이란 현재의 견분이 (이미 자증분이 저장

해 둔) 과거 시점의 마음(견분과 상분)을 보는 것이므로, 기억을 행하는 심

분은 견분이다. 반면에 관조는 (‘상분을 인식하는 견분’을 지금 저장해가

는) 자증분(의 내용)을 보는 것이고, 이런 자증분(의 내용)을 보는 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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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견분은 현재적 지각에서는 상분을 보고, 과거의 

기억에서는 (자증분이 이미 저장해둔) 과거 시점의 마음(견분과 상분)을 볼 

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관조를 행하는 심분으로 요구되는 것은 견분과는 다

른 심분, 곧 증자증분이다. 이 점은 규기가 제4분에 의한 제2분의 증명은 불

필요하다는 말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규기는 제4분이 제3분을 파악하면서도 제2분을 파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그것이 ‘쓸모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가령 연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면, 거듭 관계하여 연하는 허물이 있으니, 쓸
모가 없기 때문이다. 혹은 그것을 연하는 작용이 없으므로 이를 연한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자증분이 상분을 연하지 않음과 같이, 능연들은 각각 얻

을 수 있는 구분된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19)

제4분이 제2분을 파악하는 것이 왜 쓸모가 없을까? 첫 번째 가능한 답변

은 제4분이 제3분을 파악하는 것은 (제3분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제2분을 

파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가능한 답변은 제3분이 제

2분을 파악한 결과가 제4분에 저장되므로, 제4분은 스스로 제2분을 연하지 

않고도 이미 제2분을 파악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답변은 

인식의 두 단계, 곧 인식과정의 관점과 인식의 결과의 관점에서 상이하게 

제시된 것이지만, 제4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제2분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한

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제4분이 제3분

을 증명한다는 것은 ‘제3분이 증지하고 있는 제2분과 이러한 제2분이 파악

하고 있는 제1분’을 제4분이 증명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 점은 진나의 

인식구조론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이조 케른은 진나가 섭대승론에서 인식이 상분 형식과 견분 형식이라

는 이중적 구조를 갖는다는 점을 증명하는 두 가지 논증을 순차적으로 소개

한다. 그 첫 번째 논증은 다음과 같다:

19) 述記, T1830_.43.0320a20-a23: 設許得縁渉重縁過. 以無用故　 或無縁彼之用不説
縁之. 如自證分不縁於相. 能縁各有分限可得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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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하나의 인식이 오직 하나의 형식만을 -그것이 그것의 대상(대상적 현

상)의 형식이든 또는 그 자신(대상화 작용)의 형식이든- 갖는다면, 그 첫 번

째 인식에 대한 반사적 인식(reflexive cognition)은 첫 번째 인식과 구별불

가능하게 되거나 혹은 그것은 첫 번째 인식의 대상을 포함하지 않거나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해서, 만약 하나의 인식이 오직 하나의 ‘형식’만을, 예컨

대 A만을 갖는다면, 그 인식에 대한 반사적 인식은, 즉 마찬가지로 오직 하

나의 형식만을 갖고 있는 그 반사적 인식은, 다음의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곧 한편으로 그 반사적 인식은 동일한 형식 A를 지닌 것일 수 있는데, 이 경

우에 그것은 첫 번째 인식과 구별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

것은 하나의 다른 형식을, 예컨대 B를 지닌 것일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그것

은 첫 번째 인식의 대상을 포함할 수 없게 될 것이다.”20)

여기서 말해진 첫 번째의 인식은 대상의식을, 두 번째의 인식은 자기의

식을 말한다. 위의 논증을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식으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두 의식이 오직 하나의 형식만을 갖는다면, 그 하나의 형식이 1) 두 의

식에게 동일한 것(A)인 경우와 2) 두 의식에게 상이한 것들(A와 B)인 경우

로 나눠진다. 1) 두 의식이 동일한 형식을 갖는 경우에는, 1-1) 그 동일한 형

식(A)이 상분형식이어도 그 두 의식은 구별되지 않고, 1-2) 그 동일한 형식

(A)이 견분형식이어도 그 두 의식은 구별되지 않는다. 2) 반면에 두 의식이 

오직 하나의 형식을 갖되 그 형식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2-1) 이 상이한 

형식들이 상분형식들(A와 B)인 경우와 2-2) 견분형식(A와 B)인 경우로 나

눠진다. 전자의 경우(2-1)에는 자기의식의 상분형식이 대상의식의 상분형

식(A)을 자기 안에 포함하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2-2)에는 비록 자기의식

의 견분형식과 대상의식의 견분형식이 구별되지만 그 어느 의식에도 상분

이 없다. 결론적으로 대상의식과 자기의식이 오직 하나의 형식만을 갖는다

고 한다면, 자기의식은 대상의식과 구별되지 않거나(1-1, 1-2), 자기의식은 

대상의식의 상분을 가지 안에 포함하지 않는다(2-1, 2-2). 

이런 논증을 통해 진나는 인식이 상분형식과 견분형식이라는 두 가지 형

식을 갖는다는 점을 밝혔다. 이에 토대를 두고 이조 케른은 인식의 두 형식

이 자기의식에 의해 파악되는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20) Iso Kern, 앞의 글, p.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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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인식(C1)이 오직 이중적 구조를, 곧 ‘A1(작용)→O1(대상적 현

상)’(화살표는 관련성을 표시)을 갖는 경우에만, 인식 C1에 대한 반사적 인

식(reflexive cognition, C2)은, 그 자신도 이중적 구조를 가진 것으로서, 첫 

번째 인식과 구별되고 첫 번째 인식의 대상을 포함할 것이다: 그것 C2는 

‘A2→O2’인데, 이 경우 O2가 C1과 같고 C1이 ‘A1→O1’과 같기 때문에, 
결국 ‘A2→O2’는 ‘A2→(A1→O1)’과 같다.”21)

위 도식은 자증분이 견분을 인식하면서 언제나 이미 견분이 인식한 상분

도 간접적으로(견분의 매개를 통해)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논리

에 따르면, 자증분을 인식하는 증자증분도 자증분의 매개로 인해 견분과 상

분을 파악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은, 비록 진나나 이조 케른이 시도

한 것은 아니지만, 위의 인식구조의 확장을 통해 나타내 볼 수 있을 것이다. 

증자증분(C3)은 자신의 작용(A3)에 있어서 자증분의 견분 증명(A2→O2)

을 자신의 대상(O3)으로 갖고, 자증분(C2)은 자신의 작용(A2)에 있어서 견

분의 상분 파악(A1→O1)을 자신의 대상(O2)으로 갖는다. 이 점을 기호화

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C3 = ‘A3 → O3’ = ‘A3 →(A2→O2)’ = ‘A3 → [A2→ 

(A1→O1)]’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4분의극략사기로부터의 인용문을 원용한다면, 

무색계 본식 견분이 자증분을 연하면서 능연공능이 아닌 생과공능을 연하

듯이, 제4분이 제3분을 연하는 것도 능연공능이 아닌 생과공능을 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의 생과공능은 종자이자 양과가 될 것이다. 이런 점

들을 고려하면, 위의 도식은 일부분 수정되어진다. 왜냐하면 증자증분은 자

증분의 능연공능인 A2를 연하지 않고, 자증분의 생과공능, 곧 양과로서의 

자증분인 A1→O1를 연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위의 도식의 마지막 항인 

‘A3 → [A2→ (A1→O1)]’은 A2가 생략되는 식으로 수정되어 ‘A3 → (A1→

O1)]’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수정된 도식은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서도 

타당하다. 사실상 자증분의 능연공능은 관조적으로든 기억적으로든 반성

될 수 없고, 오직 양과로서의 자증분만이, 곧 자증분이 증지한 ‘견분의 상분

인식’(견분 작용과 상분 내용)만이 반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21) Iso Kern, 앞의 글, p.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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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증자증분의 자증분 증지가 실제로는 생과공능으로서의 자증분, 

곧 ‘견분의 상분인식’에 대한 증지라면, 증자증분은 생과공능으로서의 자

증분을 연하면서 다시 별도로 견분을 연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 된다. 

이조 케른은 하나의 인식이 이중적 구조를 갖는다는 진나의 두 번째 논

증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진나는 동일한 노선을 따라 두 번째 논증을 제시한다: 우리가 하나의 인식

을 기억할 (remember) 때에, 예컨대 우리가 하나의 지각을 기억할 때에, 우
리는 그 기억의 대상과 우리가 그것을 지각했다는 사실을 동시에 기억한다. 
따라서 인식은 인식된 대상(대상적 현상)과 인식의 작용(대상화 작용)을 포

함한다.”22)

기억에서는 과거의 지각 대상과 과거의 대상 지각이 함께 알려진다. 따

라서 기억이 알려주는 것은 인식이 견분과 상분, 능량과 소량이라는 이중적 

구조를 갖는다는 점이다. 그런데 기억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증자증분(관

조적 반성)과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해질 수 있다: 제4분이 제3분을 인

식한다는 것은 제4분이 제3분을 매개로 ‘제3분이 증지하고 있는 제2분과 

이러한 제2분이 파악하는 제1분’을 인식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다음

과 같은 표현을 가능하게 해준다: 관조적 반성은 ‘증자증분이 견분의 양과

로서의 자증분을 인식’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금 ‘자증분을 매개로 견분

과 상분을 인식’하는 것이다. 

관조적 반성에 있어서 증자증분은 ‘견분의 양과로서의 자증분’을 관조하

면서 자증분이 매개하는 견분과 상분을 다시 자기 안에 저장한다. ‘견분의 

상분인식’의 발생은 자증분 속의 종자들의 현행이지만, 현행한 종자들(견

분과 상분)은 다시금 자증분과 증자증분에 의해 자증분 속에 훈습되고, 이

로써 자증분 속에 새로운 종자들이 생겨난다. 물론 현행한 종자들의 훈습은 

기억적 반성과 관조적 반성 모두에 있어서 성립한다. 기억적 반성에 있어서

는 대체로 망념이 자증분에 훈습되지만, 관조적 반성에 있어서는 진념이 자

증분에 훈습된다. 관조적 반성은 인간의 본유능력인 증자증분의 본래적 실

22) Iso Kern, 앞의 글, p.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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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고, 그 결과는 자증분에로의 진념의 훈습이다. 

Ⅳ. 분별적 반성과 무분별적 반성

후설은 기억과 반성을 구분하고, 후자를 현상학의 방법으로 삼는다. 그

는 기억과 반성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파지는 그 안에서 인상적 자료들(impressionale Daten)이 내실적으로

(reel) 보존되는, 그러나 다만 변경된 형식 속에서 보존되는 그런 변양이 아

니고, 오히려 하나의 지향성, 그것도 고유한 유형의 지향성이다. 하나의 근

원자료, 하나의 새로운 국면이 떠오를 때, 선행하는 국면은 상실되지 않고, 
‘붙잡혀 유지된다’(즉 ‘억류된다’). 그리고 이러한 파지 덕분에, 경과해버린 

것에 대한 되돌아봄이 가능하다; 파지 자체는 경과해버린 국면을 객관으로 

삼는 되돌아봄이 아니다: 내가 경과해버린 국면을 붙잡아 두고 있는 동안

에, 나는 현재적인 것을 겪으며(durchlebe), 이것을 [경과해버린 국면에] 
‘덧붙이고’, (하나의 예지 속에서) 다가오는 것에로 향해져 있다. 그러나 내

가 그것[경과해버린 국면]을 붙잡아 두고 있는 동안에, 나는 시선을 하나의 

새로운 작용 속에서 그것에로 향하게 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작용은, 그것

이 경과해버린 체험함이 여전히 새로운 근원자료들 속에서 계속 생겨나고, 
그래서 [여전히] 하나의 인상(Impression)인지, 아니면 이미 전체로서 완결

된 채로(abgeschlossen) ‘과거 속으로 려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반성(내
재적 지각)이나 재기억이라고 불린다.”23)

여기서 후설은 파지의 덕분에 반성(내재적 지각)과 기억(재기억)이 가능

하다고 말하면서 이 둘을 구분한다. 후설이 말하는 반성은 현재의 대상의식

에로 향함이고, 기억은 이미 완결된 대상의식에로 향함인데, 이러한 반성과 

기억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는 파지, 곧 자기의식이다.

일상적 어법으로 말하면, 기억도 반성이므로, 반성은 이전의식에 대한 

반성(기억)과 현재의식에 대한 반성으로 나눠진다. 그런데 현재의식에 대

23) Edmund Husserl, Zur Phänomenologie des Inneren Zeitbewusstseins (1893–
1917)(Hua, X), Hg. von Rudolf Boehm, Haag, Martinus Nijhoff, 1966, S.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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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성은 현재의식을 분별하여 서술하기 위한 반성, 곧 현상학적 반성도 

있고, 모든 분별을 떠난 채 이뤄지는 반성, 곧 관조적 반성도 있다. 

혜능은 관조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성심지(自性心地)를 지혜로써 관조하여(自性心地 以智惠觀照) 안팎이 밝게 

트이게 되면(内外明徹),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識自本心).”24) 

여기서 혜능은 ‘관조’가 지혜로써 자성심지를 비추어 보는 것으로 설명하

고 있다. 지눌은 ‘반조’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는가? 만약 몸소 반조의 공(返照之功)(effort to 
trace back the mind’s radiance)이 없고 다만 고개만 끄덕이면서, ‘바로 지

금 [나의 이] 알 수 있는 것[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은 심히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이다. 어떻게 눈앞의 반 들(鑑覺, 
reflections, 마음-거울이 지각하는 것들)이 공적 지(空寂靈知, the void 
and calm, luminous awareness, 텅 비고 고요하여 신령한 앎)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참과 거짓을 변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마음에 대해 깨달은(悟心, 
awakened to the mind) 사람일 수 있는가? 당연히 알아야 한다. 내가 말한

바 마음에 대해 깨달은 사람이란 단지 언설로 의심을 제거할 뿐만이 아니라 

직접 이 공적 지(空寂靈知)라는 말을 붙들고 반조의 공(the efficacy of his 
practice of looking back on the radiance of the mind)이 있어, 이 반조의 

공으로 인해 생각이 여윈 마음의 본체를 얻은 사람을 말한다.”25) 

여기서 지눌은 반조를 통해 마음-거울이 지각하는 것들(鑑覺)이 공적

지(空寂靈知)인 것을 알아차린 사람이 마음에 대해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

하고 있다. 혜능의 ‘관조’나 지눌의 ‘반조’는 ‘자성이라는 마음자리’나 ‘공

적 지’를 비추어 보는 것인데, 필자는 이것들이 현재의식(선반성적 의식, 

수동적 지각)에 대한 관조적 반성이라고 이해한다. 

24) 敦煌本 六祖壇經 (대정장, 48.340c) 自性心地. 以智惠觀照. 内外名(=明)徹識自本心. 
25) 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 “前不云乎, 若無親切返照之功, 徒自點頭道, 現今能知, 是

佛心者, 甚非得意. 豈可認目前鑑覺爲空寂靈知. 不辨眞妄者, 爲悟心之士耶. 當知吾所

謂悟心之士者, 非但言說除疑, 直是將空寂靈知之言, 有返照之功, 因返照功, 得離念心

體者也.”; 길희성, 지눌의 선사상, 소나무, 2006, 140쪽 참고; Chinul, The Korean 
Approach to Zen. The Collected Works of Chinul, translated with an Introduction by 
Robert E. Buswell Jr., University of Hawaii Press, Honolulu, 1983, p.333.



유식불교의 ‘증자증분’과 현상학의 ‘반성의식’의 구별성 61
관조나 반조, 견성은 분별적인 반성도 아니고 자동적인 자기의식도 아니

다. 그것은 현재의식을 지켜보는 것이지만, 분별없이 무분별적으로 지켜본

다. 이런 의미에서 관조나 반조, 견성은 무분별적 반성이고, 무분별이라는 

점에서 분별적 반성인 현상학적 반성과 구분된다. 

Ⅴ. 맺음말

현상학적 의식분석에 따르면, 한 순간의 의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전후가 

상속하는 의식 흐름의 한 국면일 뿐이다. 시간적 구조에서 보면, 눈을 감은 

상태의 명상이 실현하는 의식은 텅 빈 의식의 흐름이며, 눈을 뜬 상태의 명

상이 실현하는 의식은 다양한 감각자료들로 채워진 의식의 흐름이다. 그 흐

름들은 항상 파지(把持)되면서 자기에게 의식된다. 그래서 의식을 들여다

본다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는 파지되고 있는 의식흐름을 관찰하는 일이고, 

이 일은 곧 의식흐름의 파지나 자기의식을 반성함이다. 파지의 방식으로 자

기에게 의식되고 있는 의식흐름을 관조적으로 반성함은 증자증분(반성의

식)이 자증분(자기의식)을 증지하는 것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자증분

을 매개로 견분과 상분을 관찰하는 것에 해당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증

자증분은 관조 내지 관조적 반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불교수행의 인식론

적 이해에 불가결한 개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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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fferentiability between ‘the Re-self-attesting 

Part of Mind’ in Mere Consciousness Buddhism 

and ‘Reflection’ in Phenomenology

Cheong, Eun-Hae

One main struggle related to the theory of the four parts of the mind (心四

分說) in Mere Consciousness Buddhism is whether, in addition to the third 

part (the self-attesting part) of the mind, the fourth part (the re-self-attesting 

part) of the mind is necessary or not. Zuanzang (玄奘) proved, in The 

Completion of Mere Consciousness, the existence of the fourth part of the 

mind by two arguments. The first argument is as follows: The fourth part 

exists as in the form of what proves the third part, because all parts of the 

mind must be proved. The second argument is as follows: The fourth part 

exists as the result of cognition by the third part, because the third part must 

have the result of cognition. Before these arguments, Zuanzang proved the 

existence of the third part on the basis that the recollection of something is 

only possible when something is previously self-attested. My basic premise 

is as follows: Although contemplation differs from recollection, the former 

proves the third part just as the latter does. In this case, recollection means 

that the second part (the present seeing part) sees the past seeing part (the 

second part), while contemplation means that the fourth part attests to the 

third part. In other words, recollection indicates the posterior reflection on 

prior consciousness, while contemplation indicates the present reflectio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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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consciousness. It may be generally acceptable that the third part 

(‘self-consciousness’ in terms of a phenomenological concept) makes 

possible not only recollection but also contemplation. The meaning of this 

acceptance can be both that the third part becomes the basis for generating 

the activity of contemplation (the fourth part) and that contemplation 

becomes the basis for acknowledging the existence of self-consciousness 

(the third part). Meanwhile, Zuanzang asserted, for the sake of eliminating 

the infinite regress of consciousness, the mutual proof of the third part and 

the fourth part, each according to the other. This assertion appears to have at 

least two problems. The first problem is as follows: The assertion that, when 

the third part attests to the fourth part, the fourth part becomes the resulting 

mind-part (the result of attestation by third part) clashes with the very 

common view in Mere Consciousness Buddhism that all seeds (all results of 

attestation) become stored in the third part. However, this problem can be 

dissolved by understanding that the result of attestation by the third part 

becomes stored not directly in the fourth part, but indirectly in the third part, 

which attests again to that fourth part. The second problem is that, although 

the fourth part attests to the third part, the attested third part does not become 

known by both recollection and contemplation. Nonetheless, this problem 

can be dissolved by the understanding that, when the fourth part attests to the 

third part, what becomes attested is not the attesting function of the third part 

but the resulting function (the result of attestation) of the third part. A clue 

to these dissolutions is suggested in certain sentences from The Very Short 

Writing for the Meaning of the Four Parts of Mind (四分義極略私記) by 

Chungsan (忠算). Husserl, the well-known phenomenologist, distinguished 

reflection from recollection and elucidated that they are both possible only 

by virtue of the retention of consciousness. Reflection as meant by Husserl 

is directed consciousness towards a proceeding present perception, while 

recollection is directed consciousness towards a finished past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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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sserl’s reflection is the method of phenomenology which tries to 

distinguish and describe the phenomena and the processes of consciousness. 

In contrast, contemplation in Buddhistic practices is only the attestation of a 

proceeding present perception without distinguishing or describing it. 

Because contemplation is an undistinguishing reflection, it is different from 

phenomenological reflection that is a distinguishing reflection. Because 

contemplation is the attestation of the third part by the fourth part, it is 

likewise different from the recollection which means that the second part 

(the present seeing part) sees the second part (the past seeing part). In the 

end, the fourth part of the mind in Mere Consciousness Buddhism is 

necessary both as the basis for acknowledging the existence of the third part 

and as the epistemological principle for explaining the Buddhistic practice 

(contemplation).

Subject Class: Comparative Philosophy, Mere Consciousness Buddhism, 

Phenomenology

Keywords: the Self-Attesting Part of Mind, the Re-Self-Attesting Part 

of Mind, Self-Consciousness, Contemplation, Recolle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