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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본 논문은 유식학의 삼성론 가운데 하나인 의타기성을 ‘가(假)’와 

‘실(實)’의 측면에서 분석한 호법(護法, Dharmapāla 530-561)과 실재계가 상

징계에 ‘재현(representation)’되는지의 여부를 분석한 자크 라캉(Jacques 

Lacan, 1901-1981)의 사상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인간의 심리구조와 그 작용

기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두 이론에 모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해 비교 연구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라캉의 상징계에서 실재

계를 경험하는 기제와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 다. 첫째, 호법의 관점에

서 볼 때, 라캉의 ‘실재계’와 유식학의 해탈의 경지는 모두 언어를 초월한 상태

라는 점에서 공통의 접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라캉에게서 ‘실재계’는 ‘상징

계’속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곳이지만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이다. 이로 인해 

라캉에게서 ‘실재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망은 본질적으로 결핍된 욕망으로 

간주된다. 반면 호법의 유식학에서 수행자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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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탈의 경지이다. 이곳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고 이어서 실제로 

그곳에 이르고자하는 마음[발심(發心)]을 일으켜 수행을 열심히 하게 되면 결

국 수행자는 해탈의 경지[實]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유식학의 관점이다. 둘째,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에 존재하는 번뇌를 소멸하여 도달하는 곳이 해탈의 

경지인 것과 달리 라캉의 실재에 이르는 방법은 환상 속에서 대상들의 위치를 

‘물’까지 고양시키는 ‘승화’이다. 이것은 상징계 속에서 언어를 통해 실재를 표

현할 수 없다는 한계로 인해 스스로 감성적인 측면을 고양시켜 경험하고자 하

는 라캉 특유의 방법이다. 

Ⅰ. 들어가는 말

인간의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주요 연구 대상이었다. 동

양의 유교(儒敎)와 불교(佛敎)를 비롯해서 서양의 심리학(心理學, psychology)

은 인간의 마음을 성찰하고 그 결과를 이론화한 것이다. 특히 유식불교(唯

識佛敎)는 수행자들이 직접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여 8가지로 그 구조를 분

석하고 체계화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수행이라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여 마음의 깊은 곳에 ‘알라야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알

라야식’이 윤회의 주체이며 인식작용의 중심축이라고 생각했다. 이로 인해 

‘무의식’과 관련된 행동을 관찰하고 그것을 이론화한 정신분석학과 유식불

교를 비교 분석한 연구가 나오기도 했다. ‘무의식’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그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지그문트 프로이드(Sigmund Freud, 1856-1939)

와 유식불교를 비교한 연구 및 ‘무의식’을 프로이드와 다른 관점에서 해석

한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 1875-1961)과 유식불교를 비교한 연

구들이 그 예일 것이다.1) 근래에는 프로이드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1) 조상희⋅천성문, ｢정신분석학과 유식학의 정신구조 비교-상담장면에서 내담자 이해

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Vol.4 (한국상담학회, 2003), pp.167-178; 정현숙, ｢불

교의 무아설과 융의 자기실현 비교고찰｣, 종교교육학연구 (한국종교교육학회, 
2002), pp.321-337; 정현숙, ｢유식불교의 종자설과 융의 원형론의 비교고찰｣, 종교

교육학연구(한국종교교육학회, 2000), pp.285-306; 이죽내, ｢불교유식학과 분석심

리학에 있어서 정신 개념의 一對比(1)｣, 경북의대잡지23 (경북대학교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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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캉의 이론과 불교 간의 대화를 통해 불교의 욕망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한 논문2)과 유식학과 라캉의 이론이 모두 인간의 욕망과 언어에 관

한 이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심리적 기제를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가 나오기도 했다.3) 

라캉이 1963년과 1971년 두 차례 일본을 방문하여 불교사찰을 돌아보면

서 불상조각의 신비한 미를 극찬하 으며, 세미나 10권 불안(Angoisse)
에서 선불교의 ‘공(空)’사상과 욕망의 본질에 대한 교리를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4) 라캉과 불교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

는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연구된 라캉과 불교에 대한 

비교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라캉과 불교 간의 소통을 통한 불교개

념의 명확한 연구에서 더 진전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특히 유식학과 라캉의 

이론에 대한 비교연구는 인간의 보편적 특징인 언어와 욕망에 국한해서 진

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다 확장시키고 심화

시키기 위해, 아직 연구되지 않은 호법(護法, Dharmapāla 530-561)의 의타

기성과 자크 라캉의 상징화 되지 않는 실재계 간의 관계를 밝히려는 것이

다. 호법은 ‘가(假)’와 ‘실(實)’의 관점에서 의타기성을 해석하고 있으며, 자

크 라캉은 상징계와 실재계의 관계를 ‘재현(representation)’과 ‘비재현

(non-representation)’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5) 호법에게 있어서 ‘가’

1982), pp.178-183; 안환기, ｢유식불교 ‘법신(法身)’개념의 심리학적 의미─융의 ‘자
기(self)’와 攝大乘論의 ‘법신’개념을 중심으로｣, 불교학연구23호(불교학연구회, 
2009), pp.93-132

2) 이도흠, ｢불교철학 심화의 방편으로서 서양 인문학의 탐색｣, 석림35집(동국대학교 석

림회, 2000), pp.75-101; 박범석, ｢욕망의 관점에서 본 불교의 교육론－라깡의 구조주

의 언어관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31권(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pp.1-17.
3) 안환기, ｢유식학의 진여(眞如)와 라캉의 실재(réel)에 관한 비교연구｣, 불교학연구

45 (불교학연구회, 2015), pp.301-326; 안환기, ｢욕망의 주체에 의한 ‘심상(心像, 
saṃjña)’의 언어화－유식불교 ‘변계소집성’과 라캉의 ‘상징계’를 중심으로－｣, 회당

학보제18집(회당학회, 2013), pp.349-380; 
4) http://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4, 김석, ｢욕망에 대한 

라캉과 불교의 접점과 차이｣, 불교평론, 2010. 
5) 호법은 세친(世親, 316-396)의 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을 주석한 인도 10대 논사 

중의 한 사람이다. 현장(玄奘, 602?-664)이 10대 논사 가운데 호법의 학설을 중심으로 

성유식론(成唯識論)을 만든 것을 계기로 중국에서는 유식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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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실’은 의타기성의 두 측면을 의미하며 자크 라캉에게 있어서 ‘재현’과 

‘비재현’은 상상계와 상징계 속에 실재계가 드러남과 드러나지 않음의 관

계를 분석한 것이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유식학은 삼성론(三性論)의 관점에서 그리고 

라캉은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라는 틀로 인간의 심리를 구조적으로 분석했

다.6) 특히 유식학은 심리작용의 기제를 ‘의타기성(依他起性)’에 의거하여 

설명하고 있으며,7) 쟈크 라캉은 그 기제를 언어로 표현되는 실재의 ‘재현

성’여부와 ‘승화’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인간의 심리를 핵심적으로 밝히

고 있는 심리구조와 그 작용기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두 이론에 이와 

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해 비교 연구되지는 않은 상황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식학파 내에서 큰 획을 그은 호법의 삼성(三性)에 

대한 해석을 삼성론과 유식삼십송을 쓴 세친의 삼성론에 대한 관점과 

비교분석하여 호법사상의 특징을 부각시킨 후, 이를 토대로 라캉의 상상계

와 상징계 속에 재현되고 있는 실재계의 작용기제와 그 특징을 해석하고자 

한다.

Ⅱ. 심리구조와 심리작용의 기제

1. 호법의 ‘삼성론’

본 논의를 위해 유식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했던 세친의 삼성(三性)에 관

졌으며 이후 중국 법상종(法相宗)이 생겨나게 된다. 한편 자크 라캉은 프랑스 정신분

석학자이자 의사다. 그는 지그문트 프로이드(Sigmund Freud, 1856-1939)의 정신분석

학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구호를 외치며 프로이드의 사상을 계승하고자 했다.
6) 안환기, ｢유식학의 진여(眞如)와 라캉의 실재(réel)에 관한 비교연구｣, 불교학연구

45, 2015, pp.301-326.
7) 유식학에서 ‘의타기성’은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기반이 

되는 심리적 기제를 설명하는 원리이다. 이와 함께 수행을 통해 속제에서 진제의 세계

로 이행하는 과정 또한 의타기성을 중심으로 설명되고 있다. 세친의 삼성론, 유식

삼십송 등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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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각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8) 세친은 그의 유식삼십송과 삼성

론에서 의타기(依他起)를 현현(顯現)하는 것으로, 변계소집(遍計所執)을 

현현한 모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곧 의타기는 조건[緣]에 의존해서 일어

나는 것을 말하며, 변계소집은 현현된 모습이 분별(分別)로서만 존재함을 

의미한다.9)

여기서 ‘현현’은 어떤 생각 또는 상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마음 즉 ‘식(vijñāna,識)’이 변화하는 현상이다. 우리는 어떤 것이 마

음에 떠올랐을 때[顯現] 그것에 대해 곰곰이 분석하는 주관이 있음을 감지

할 수 있다. 인식주관과 인식대상이 생겨나는 작용은 ‘식전변(識轉變)’이라 

일컬어진다. 이 작용이 생겨나는 것은 마음의 심층에 존재하는 우리의 기억

[유식학에 의하면 알라야식에 존재하는 ‘종자(種子)’]에 기인한다. 오늘 만

나야 할 약속이 떠오르는 것은 며칠 전 서로 시간과 장소를 정했던 경험이 우

리의 마음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친은 이러한 인식작용을 ‘현현’과 

‘식전변’에 의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식전변’을 분별하는 작용

이라고 보았다. 세친은 그 결과로 생겨난 것 즉 분별된 것은 실재하지 않으며 

다만 ‘식(vijñapti,識)’만 있을 뿐[유식(唯識)]이라는 견해를 보인다.10) 

세친의 이러한 기본 입장은 그의 ‘삼성론(三性論)’으로 이어진다. 세친에 

의하면 의타기성은 실재하지 않은 대상(非有의 境, asad-artha)을 실제로 있

는[實有] 것처럼 나타내 보인다(ābhāsa, 似顯). 즉 의타기성은 허망하게 분

8) ‘삼성론’은 문헌에 따라 언급되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호법의 관점에 

의거해서 라캉을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식학을 정립한 세친과 호법의 삼성론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한다. ‘삼성론’이 사상사적으로 체계화되는 과정은 다음의 논문에

서 논의되고 있다. 김재권, ｢중변분별론에 있어서 삼성설의 구조적 특징｣, 인도철

학25 (2008), pp.101-119.
9) 世親, 大乘佛典15: 世親論集, 中央公論社 編 (東京: 中央公論社, 1992), pp.191-213; 

塚本啓祥 編著, 梵語佛典の硏究 (東京: 平樂寺書店, 1990), pp.367-369;Thomas A. 
Kochumuttom, A Buddhist Doctrine of Experience: a new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works of vasubandhu, the Yogacarin (Delhi: Motilal, 1999), 
pp.191-213; 세친, 삼성론 송2, “현현하는 것이 의타기이고 현현한 모습이 변계소집

이다. [전자는] 조건에 의존해서 일어나기 때문이며, [후자는] 다만 분별로서만 존재하

기 때문이다.” 
10) 이 식전변은 곧 분별이며, 그에 의해 분별된 것은 실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다만 식일 뿐이다. 유식삼십송제17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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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는 작용(abhūta-parikalpa)을 그 본성으로 한다.

변계소집성(parikalpita-svabhāva)은 ‘식(vijñāna)’에 의해 허망하게 만

들어진[假構] 것 곧 주관[能取]과 객관[所取] 또는 자신[我]과 대상[法]이 

원히 존재한다고 집착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이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이 있다고 착각하는 상태이다. 그리고 원성실성이란 의타기성

의 ‘식(vijñāna)’에서 주관과 객관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이후 ‘식

(vijñāna)’으로부터 지(智)에로 질적인 변화[전의(轉依, āśraya-parāvŗtti)]

가 일어난 상태이다. 그것은 곧 진여(眞如)의 경지이다. 이 경지는 공성(空

性)의 특성을 보인다.11)

세친은 삼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기도 했다. 그는 우선 실재하지 않는

[非有] 대상[境]을 분별하며(asat-kalpa) 현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의타

기성이라고 불 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연기(緣起)의 원리에 따라 작용하

는 ‘식(vijñāna)’이라는 점에서 의타기성은 실재한다[有]. 하지만 그것이 나

타낸 것, 즉 인식주관과 인식대상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非有]. 따라서 의

타기성에는 ‘유(有)’이면서 동시에 ‘비유(非有)’인 측면이 있다.12) 

변계소집성의 경우, 미혹한 중생들에게 아와 법, 인식주관과 인식객관은 

실재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그들은 그것이 있다고 집착한다. 이 측면에서 

변계소집성은 ‘유(有)’이다. 그러나 그것은 ‘식(vijñāna)’의 허망분별작용

에 의해 가구(假構)된 것이므로 ‘비유(非有)’이다. 마치 꿈꾸는 사람에게 꿈

속의 사물들은 현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물들은 꿈에 불과한 것과 같

다. 이와 같이 변계소집에는 ‘유’이면서 동시에 ‘비유’인 측면이 있다.13) 

원성실성의 경지에서 인식주관과 인식객관에 대한 집착은 없다(advayatva). 

즉 공성(空性)으로서는 있지만[有], 주관과 객관에 대한 집착이 없다[非有]. 

이와 같은 의미에서 원성실성은 ‘유’와 ‘비유’의 특성을 갖는다.14) 

세친은 인식주관과 인식객관에 초점을 두고 삼성을 이와 같이 ‘유’와 ‘비

11) 이지수, ｢세친의 三性論(Tri-svabhāva-nirdeśa)에 대하여｣, 불교학보제30집(동
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1), pp. 67-93.

12) 세친, 삼성론 송12; 이지수, 앞의 논문, p.84. 
13) 세친, 삼성론 송11; 이지수, 앞의 논문, p.84. 
14) 세친, 삼성론 송13; 이지수, 앞의 논문,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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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측면에서 분석했다. 즉 의타기성의 경우 ‘유’는 ‘식(vijñāna)’이 존재

한다는 점에서 말한 것이고 ‘비유’는 그것이 만들어낸 인식주관과 인식객

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말한 것이다. 변계소집성의 경우 ‘유’는 

중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인식주관과 인식객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비유’는 깨달음의 경지에서 볼 때 그것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원성실성에서 ‘유’는 인식주관과 인식객관이 구분이 없는 상태 즉 공성(空

性)으로서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며 ‘비유’는 인식주관과 인식객관에 대한 

집착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다소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삼성에서 반복적으

로 인식주관과 인식객관에 대한 관점이 각각 분석되고 있다. 

한편 호법은 ‘실(實)’과 ‘가(假)’라는 개념에 의거해서 삼성을 분류한다. 

이것은 세친이 삼성을 ‘유’와 ‘비유’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과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에 있지만 세 한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다음의 예문은 

이것을 보여준다. 

“이 세 가지 자성 중에서 몇 가지가 허망한 것[假]이고, 몇 가지가 참된 것

[實]인가? 변계소집성은 허망하게 안립한 이유에서는 허망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체상이 없는 이유에서는, 허망한 것도 아니고 참된 것도 아니다. 
의타기성에는 참된 것도 있고 허망한 것도 있다. 쌓인 것[聚集]과 상속과 분

위의 속성이기 때문에 가유(假有)라고 말한다. 심왕⋅심소⋅색법은 연(緣)
으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에 실유(實有)라고 말한다. 만약 실법이 없다면, 가
법(假法)도 역시 없어야 한다. 가유는 실체의 원인에 의거해서 시설하기 때

문이다. 원성실성은 오직 실유뿐이다. 다른 연(緣)에 의거해서 시설하지 않

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는 다른 것인가? 다르지 않은 것인가? 마땅히 다음

과 같이 말해야 한다. 모두 아니다[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

다]. 개별적인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다]. 허망하게 

집착하는 것, 연기한 것, 참다운 대상의 차이이기 때문이다[따라서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 자성은 의미의 종류가 끝이 없다. 
번쇄한 문장을 싫어할까 염려되어 간략히 강요(綱要)를 보 다.”15) 

15) 護法 等 造, 玄奘 譯, 成唯識論卷8 (T31, p.47c), “此三性中幾假幾實。遍計所執妄

安立故可說為假。無體相故非假非實。依他起性有實有假。聚集相續分位性故說為假

有。心心所色從緣生故說為實有。若無實法假法亦無。假依實因而施設故。圓成實性

唯是實有。不依他緣而施設故。此三為異為不異耶。應說俱非無別體故妄執緣起真
義別故。如是三性義類無邊。恐厭繁文略示綱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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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이 말한 바와 같이 삼성은 그 의미의 종류가 끝이 없다. 따라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의하는가가 중요해진다. 호법은 원성실성의 상태를 기준

으로 변계소집성과 의타기성의 허망함[假]과 참됨[實]을 분석했다. 그는 다

른 것에 의거해서 생겨나지 않는 상태를 참된 것으로 정의했다. 윤회의 세

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현상은 알라야식 내부에 존재하는 ‘종자’의 현현에 

의한 것이다. 원성실성은 그러한 ‘종자’가 모두 소멸한 상태이므로 의거할 

것이 없다. 따라서 세속에서 생겨나는 작용은 원성실성에서 발생되지 않는

다고 본 것이다. 

한편 호법은 다른 것[알라야식에 있는 ‘종자’]에 의해 생겨난 상태 즉 변

계소집성은 허망한 것이며 의타기성에는 허망함과 참된 것 모두가 존재하

는 것으로 보았다. 즉 호법에 의하면 의타기성의 원리에 따라서 ‘식

(vijñāna)’이 인식주관과 인식객관으로 나누어지며, 인식주관이 원히 존

재하는 나 자신[我]이고 인식객관이 실재하는 대상[法]이라고 여겨서 그것

에 대해 집착하는 여러 작용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작용이 바로 변계소집성이다. 원성실성은 이러한 허구가 사라져서 

‘식(vijñāna)’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경지 즉 진여의 세계이다. 호법은 원

성실성을 진실한 세계로 보고 변계소집성을 허구의 세계로 보았다. 그리고 

의타기성은 ‘식(vijñāna)’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진실이지만, ‘식(vijñāna)’

에 의해 만들어지는 인식주관과 인식객관 및 이로 인해 생겨나는 인식작용

은 모두 허망한 분별작용이라고 생각했다. 

2. 심리작용의 기제에 대한 호법의 해석

세친에 의하면 유식학은 마음의 존재를 긍정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윤회

의 세계와 해탈의 세계는 모두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마음이 무명

(無明)에 휩싸이면 번뇌에 물들게 된다. 번뇌를 비롯해서 마음의 여러 작용

결과는 ‘종자’의 형태로 저장된다. 이 ‘종자’가 현현되면서 마음은 주관과 

객관으로 분화된다. 이로 인해 인식의 작용이 생겨나고 그 결과는 다시 ‘종

자’의 형태로 마음에 저장된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세계이다. 반면 진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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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이것을 마음에 새겨서[正聞薰習] 해탈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

나면 수행이 시작된다. 이후 수행이 더욱 더 진전됨에 따라 마음에 존재하

던 번뇌와 업종자가 모두 완전히 소멸될 때 해탈의 경지가 나타난다. 세친

은 변계소집성으로 나가는 것도, 원성실성이 실현되는 것도 그 바탕에는 의

타기의 심식(心識)이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16) 

특히 세친은 수행을 통한 해탈의 가능성을 의타기성과 원성실성 사이의 

불일(不一) 불이(不異)의 관계를 통해 설명한다. 그에 해석에 의하면, 만약 

양자가 동일하다면 구태여 ‘식(vijñāna)’을 ‘지(智)’로 바꾸려는 수행을 할 

필요가 없다. 즉 범부가 그대로 성(聖)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대로 양자가 본성에 있어 전혀 다른 것이라면 아무

리 수행을 할지라도 ‘식’은 ‘지’로 전환될 수 없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학교에서 열심히 교육을 받거나 절에서 철저하게 수행을 할지라도 개인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철저한 수행을 통해 해탈에 이른 

붓다도 존재할 수 없다.17)

호법은 유루식(有漏識)과 무루식(無漏識)개념에 의거해서 이 현상을 보

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유루식은 번뇌로 물들어 있는 ‘식(vijñāna)’이며 

무루식은 번뇌가 끊어진 상태이거나 끊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종자가 있

는 ‘식(vijñāna)’이다. 호법은 알라야식 내에는 유루종자와 무루종자가 있

으며, 유루종자로부터 번뇌업과(煩惱業果)가 생겨나고 무루종자에 의해서 

출세간도(出世間道)가 나타난다고 보았다.18)

“의(依)는 의지처를 말하는 것으로 곧 의타기(依他起)이다. 잡염법(雜染法)
과 청정법(淸淨法)의 의지처가 되기 때문이다. 잡염법(雜染法)이란 허망

(虛妄)한 변계소집성(遍計所執)을 말한다. 청정법(淸淨法)이란 진실한 원

성실성(圓成實性)을 말한다. 전(轉)이란 두 가지 부분을 전환(轉換)해서 버

리고 전환해서 얻는 것을 말한다. 거듭 무분별지(無分別智)를 닦아 익혀서 

16) 세친, 삼성론 송6-9. 이 송에서 세친은 의타기성을 분류하고 그 기능을 기술하고 있

다. 이지수, 앞의 논문, p.84.  
17) 세친, 삼성론 송22; 이지수, 앞의 논문, p.87.
18) 成唯識論卷4(大正藏31, 18c) “又契經說 心雜染故有情雜染 心淸淨故有情淸淨 若

無此識 彼染淨心不應有故 謂染淨法以心爲本 因心而生依心住故 心受彼熏持彼種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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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식(根本識) 중의 두 가지 장애의 추중(麤重)을 끊음으로써, 능히 의타

기(依他起) 위의 변계소집(遍計所執)을 전환해서 버리고, 능히 의타기(依
他起) 가운데 원성실성(圓成實性)을 전환해서 증득한다. 번뇌장(煩惱障)을 

전환함으로써 대열반(大涅槃)을 얻고 소지장(所知障)을 전환함으로써 무

상각(無上覺)을 증득한다. 유식의 도리를 성취하는 의의(意義)는 유정(有
情)에게 이와 같은 두 가지 전의(轉依)의 증과(證果)를 증득하게 하기 위함

이다.”19)

성유식론의 전체적인 내용에 의거해서 볼 때, 호법의 유식학은 근본식 

혹은 제8식과 종자설을 바탕으로 삼아서 삼성의 전환논리를 설명한다. 그

는 ‘식’의 질적인 전환을 통하여[전의(轉依)] 대열반과 대보리를 증득함으

로써 법신을 성취하는 과정을 밝히는 데 유식학의 목적이 있다고 보았

다.20) 곧 호법은 유식학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변계소집성의 

의지처인 의타기성을 전환해서 소지장과 번뇌장을 소멸시키고 원성실성을 

증득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호법은 이와 같은 심리작용을 비롯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인식의 작용이 

생겨나는 원리를 본유신훈합생(本有新薰合生)의 이론을 통해 설명한다.21) 

그는 본래 갖추어져 있는 종자[본유종자(本有種子)]와 새로이 생겨난 종자

[신훈종자(新熏種子)]가 모두 마음속에 존재한다고 본다. 즉 그는 유루⋅무

루의 종자에는 본유와 신훈이 모두 있으며, 오직 본유만이 있다거나 또는 

오직 신훈만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온전한 의미의 인연(因緣)의 뜻이 성

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에 의하면 종자의 인연의(因緣義)는 본유⋅신

19) 成唯識論卷9(大正藏31, 51a) “依謂所依 卽依他起 與染淨法爲所依故 染謂虛妄遍

計所執 淨謂眞實圓成實性 轉謂二分轉捨轉得 由數修習無分別智 斷本識中二障麤重故 

能轉捨依他起上遍計所執 及能轉得依他起中圓成實性 由轉煩惱得大涅槃 轉所知障證

無上覺 成立唯識意爲有情證得如斯二轉依果.”
20) 김치온, ｢眞如에 대하여- 成唯識論을 중심으로 -｣, 불교학연구7, 2003, p.460.
21) 成唯識論卷2에서는 따로 지면을 할애하여 종자의 본유의(本有義), 신훈의(新熏義) 

그리고 본유신훈합생의(本有新熏合生義)를 다루고 있다. 이 셋의 학설 가운데 종자의 

본유의는 호월(護月, Candrapala)논사(論師)가, 신훈의는 난타(難陀, Nanda)가, 본유

신훈합생의는 호법(護法)이 주장한 것이다. 이동우, ｢성유식론에 나타난 종자(種子)의 

유래에 관한 논쟁 : 호월⋅난타⋅호법의 설을 중심으로｣, 불교평론제17호 (2003. 
겨울) p.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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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의 쌍방의 합생(合生)을 통해 성립한다. 곧 본유종자가 능훈(能熏)의 현

행을 생하고 능훈의 현행이 소훈처(所熏處)에 신훈종자를 훈습함으로써 종

자⋅현행 사이에 온전한 의미의 인연의 뜻이 성립하게 된다.22) 

호법 이론의 특징은 본유신훈합생에 의거해서 ‘식’에 존재하는 유루종자

와 무루종자의 현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는 마음을 

의타기의 두 측면 즉 ‘가’인 잡염의 상태와 ‘실’인 청정한 상태로 구분하고 

‘식’이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종자’에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 

Ⅲ. 호법의 의타기성과 라캉의 실재계(the real)

유식학은 인간의 인식작용과 그 범위에 초점을 두고 이론을 전개한다. 

그리고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수행을 제안한다. 유식학에서 일

상의 세계[변계소집성]는 수행을 통해 궁극의 경지인 원성실성으로 전환

[전의]될 수 있다. 이 때 그 기반이 되는 의타기성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

는 ‘식(vijñāna)’ 그 자체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법은 이 의타기성

을 ‘실’과 ‘가’의 측면에서 분석했다. 깨달음의 견지에서 보았을 때 잡염(雜

染)으로 물들어 있는 상태는 ‘가’가 되며 그것이 사라진 상태가 ‘실’이다. 

라캉의 상징계가 언어적 사유의 세계를 의미하듯이 호법의 ‘가’의 세계 또

한 욕망이 내재된 언어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이다. 그리고 모든 번뇌와 업

이 소멸되어 언어의 작용이 멈춘 상태가 바로 원성실성의 세계인 ‘실’이다. 

본 논의에서는 ‘상징계’ 너머에 존재하지만 결코 ‘상징계’속에서는 도달할 

수 없다고 정의하고 있는 라캉의 실재계를 호법의 의타기성에 대한 해석 즉 

‘가’와 ‘실’의 견지에서 살펴보겠다.

1. 호법의 ‘가(假)’와 라캉의 상상계, 상징계

유식학은 인간의 인식작용을 모두 언어의 작용으로 본다. 이미 연구된 

22) 이동우, 앞의 논문, p.350.



비교철학 특집118
바와 같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했던 모든 결과물은 ‘종자’의 형태로 알라

야식에 저장된다. 이 ‘종자’는 여러 종류로 분류되지만 이들 모두는 언어작

용의 결과물인 ‘명언훈습종자’에 포함된다. 유식학에 의하면 마음은 ‘종자’

의 현현에 의해 언어주체로서의 주관과 언어대상으로서의 객관으로 나누

어진다. 이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즉 언어의 세계가 형성되

는 것이다.23) 흥미롭게도 이 세계는 바로 라캉이 제시한 상징계를 연상시

킨다. 라캉에 의하면 태어난 지 6개월-18개월이 된 아기는 거울을 보면서 

거울 속의 이미지가 자신[ego]이라고 여기게 되지만 아직 언어의 세계인 

상징계에 속하지는 않는다. 아이가 자라서 언어를 습득하고 사회의 규칙을 

익히게 되면서 상징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 라캉의 

해석이다. 

그런데 라캉에게 있어서 상징계는 언어의 역에 속하지만 그것은 언어 

그 자체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교환과 차이를 발

생시키는 추상적 구조와 형식이다. 상징계는 주체에 선행하며 주체의 바깥

에 놓여 있는 선험적 질서이다.24) 

이 점에서 볼 때 라캉의 상징계는 호법이 말하는 의타기성의 ‘가’와 정확

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의타기성은 언어의 주체와 언어의 대상이 생겨나는 

토대이자 그 자체이다. 언어의 주체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사회 속에서 생활

하는 존재이다. 이 사회는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다양한 언어작용이 생겨

나는 곳이다. 따라서 번뇌가 생겨나고 그것이 알라야식에 쌓여 또 다른 작

용을 일으키는 ‘가’의 세계가 된다. 반면 라캉의 상징계는 언어의 주체가 생

겨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구조를 일컫는다. 라캉에게 있어서 주체는 외

부세계를 마주하고 그것에 질서를 부여하고 대상들을 사유 속에서 취하는 

코기토(cogito)가 아니라25) 상징계에 포섭됨으로써 불완전하게 존재하는 

그런 주체이다. 라캉의 상징계에서 주체는 유식학에서 능동적으로 사유하

고 행동하면서 스스로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주체와 달리 기호로 표현되자

23) 안환기, ｢유식불교의 언어관 연구- ‘사회적 자아’를 형성하는 언어의 역할 문제를 중

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24) 김석, 에크리: 라캉으로 이끄는 마법의 문자들, 파주: 살림, 2007. p.119.
25) 라캉은 이 점에 대해 유식학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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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 상징계 뒤로 사라진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라캉은 철학이 중시하는 ‘의식’과 ‘지식’의 본성을 

망상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그는 상상계 개념과 그것

의 향력을 규명하고자 했다. 그의 상상계는 거울단계에 의해 설명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울단계는 아이가 거울 속 이미지를 보고 ‘자아

(ego)’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거울 속 이미지를 마주하고 있는 아이는 아직 

신체적으로 미숙하다. 따라서 자기 몸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 하지만 

거울 속 이미지는 완벽함과 통일된 상으로 아이에게 나타나고 아이는 그것

이 자신의 이미지임을 지각한다. 자신의 이미지를 대면하면서 아이는 외부

에 가시화된 자신의 형상을 감각적으로 확인하고 기쁨과 안도감을 느낀다. 

그러면서 아이는 완벽한 모습으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형상에 도취되기

도 한다. 이것이 나르시즘의 최초 순간이기도 하다.26) 

라캉에 의하면 아이가 이미지를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하는 거울단계는 

주체가 구성되는 최초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주체를 소외시키는 실질적 계

기가 된다. 주체가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거나 생각할 때, 그리고 타자와 관

계를 맺을 때 언제나 ‘자아’가 주체를 대신하여 주인행세를 하는데, 이 ‘자

아’는 본질적으로 주체에 대해 타자이다. ‘자아’는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거울이라는 외부 매체에 투 된 이미지를 자기 것으로 취하면서 사후에 발

생한 것이다. 주체와 ‘자아’의 이러한 대립적 관계 때문에 라캉은 자기의식

의 기만적이고 허위적인 속성을 강조하면서 코기토에서 비롯되는 모든 철

학에 반대한다고 선언한다. 코기토는 이미지에서 비롯된 ‘자아’를 모든 진

리의 확실한 출발점으로 설정하기 때문이다.27)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라캉은 서양의 실체론에 대해 비판적이

다. 스스로 자기근거를 가지면서 동시에 다른 것의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는 

서양의 ‘자아’관에 대해 유식학 또한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불교는 

심층에 또는 현상의 이면에 아트만과 같은 존재가 있다고 한 인도 우파니샤

드 사상을 비판하면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유식학은 불교의 이와 같은 무아

26) 김석, 앞의 책, p.145.
27) 김석, 앞의 책,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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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無我觀)를 계승하고 있다. 하지만 라캉이 제시하고 있는 ‘자아’ 및 주체

는 유식학의 주체와 다르다. 라캉에게 있어서 ‘자아’는 거울이라는 외부 매

체에 투 된 이미지를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생겨난다. 이 이미지를 자신의 

것이라고 동일시하지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주체에 대해 타자가 된다. 즉 주

체를 소외시키는 실질적인 계기가 된다. 반면 유식학에서 주체는 ‘식’의 능

동적인 분화에 의해 생겨난다. 그리고 삶은 주체에 의해 스스로 만든 업(業)

에 의해 전개된다는 것이 유식학의 입장이다.

2. 호법의 ‘실(實)’과 라캉의 실재계

유식학에서 의타기성은 현상이 생겨나는 이치 즉 원리를 말한다. 이 원

리란 모든 것이 관계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유식학에 의하면 우리와 같은 일반인도 이 원리를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제6의식의 작용에 의해서만 의타기성의 원리를 알고 

있을 뿐, 우리의 심층에 존재하는 말라식의 작용으로 인해 여전히 자기를 

중심으로 이 원리를 이해한다. 이것이 의타기성의 ‘가’의 측면 즉 변계소집

성이다. 한편 수행을 통해 마음이 질적으로 변화되어 원성실성의 상태에 이

르 을 때, 자기중심적 사고는 자신과 타인이 모두 평등하다는 관점으로 변

화된다. 호법은 이 상태에서 의타기성을 통찰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 때 마

음은 의타기성의 ‘실’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호법은 모든 현상의 원리인 의타기성을 변계소집성[假]과 원성실성[實]

의 측면에서 분석했다. ‘식’의 존재 자체는 ‘실’이지만, ‘식’이 나누어져서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이 되고 인식주체가 언어로 인식의 대상을 표현

할 때 언어의 세계가 펼쳐진다. 이 때 언어의 주체는 언어로 표현되는 대상

이 존재한다고 착각하게 되는데 이 상태가 변계소집성이다. 언어와 대상과

의 관계는 라캉의 상징계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라캉에 의하면 이름이 대

상[실재]에 부여될 때 그 대상은 사라지고 이름만 전면으로 부각된다. 헤겔

이 ‘언어는 사물을 살해한다’고 말한 바와 같이 상징계가 실재를 묘사하는 

순간 실재는 기호 뒤로 사라진다. 하지만 이 때 실재는 완전히 소멸되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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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세계 속에 존재하되 상징계에서만 

보이지 않을 뿐이다. 예컨대 우리는 학교라는 사회 속에서 교수나 학생이라

는 이름으로 불리며 회사에서 사장이나 부장 등의 직함으로 존재한다. 학교

나 회사라는 상징계 속에서 고유의 주체는 사라지고 다만 기호만이 존재하

게 된다. 그렇다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라캉의 

실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28) 즉 실재는 균열이 없는 충만한 것으로 절

대적인 것이다.29) 상징계가 상징화에 수반되는 차이와 제한의 질서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면 실재는 제한이 없는 무한한 역이다. 상징계는 이런 실재

계에 변별적인 질서를 도입하여 의미의 세계를 만든다.

즉 라캉의 실재는 주체의 원초적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현실은 상징

계 질서에 의해 재편되고 질서가 부여되면서 비로소 인식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갓 태어난 아이 곧 자연적 육체를 가진 아이는 아직 주체라 할 수 없

다. 왜냐하면 상징계가 아직 그의 자리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이

가 자라서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배우고 사회의 규칙[대타자]을 받아

들일 수 있게 되었을 때 곧 원초적 욕구들과 자연적 신체를 언어적 형태로 

바꿀 때에만 그 존재성을 획득하게 된다. 라캉에 의하면 이 과정은 필연적

으로 억압을 낳게 된다. 그러므로 상징계에 편입되지 않는 여분이 남기 마

련이다. 그것이 충동의 대상이자 원천적인 육체적 실재이다.30) 

즉 라캉에 의하면 실재계란 상징화를 벗어나는 모든 역이다.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는 환상, 언어적 질서로 표현하지 못하는 욕구의 찌꺼기 등이 

그것이다. 실재는 상징화에 저항하고 기표들의 질서에 동화되지 않는 모든 

것이다.31) 이 때 실재는 환각적 형태로 상징계에 침투한다. 특히 라캉은 정

신병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환각이 억압된 것의 희귀와 관계된다고 말하

면서 그것을 실재계의 예시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프로이드가 분석한 ‘늑

대인간’의 사례에서 늑대인간이 본 잘린 손가락의 환상은 라캉에 의하면 

28) 자크라캉, ｢<도둑맞은 편지>에 대한 세미나｣, 욕망이론, 민승기 외 역, pp.96-134.
29) J. Lacan, Le séminaire 2: le moi dans la théorie de Freud et dans la technique de la 

psychanalyse, (Paris, Editions du Seuil, 1978), p.122.
30) 김석, 앞의 책, p.119.
31) 김석, 앞의 책,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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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계의 출몰이다.32) 

라캉의 실재계는 상징계에서 기표로 표현되지 않지만 그 틈을 통해 환각

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묘사된다. 라캉에게서 실재계는 상징계 속에서 

‘언어의 주체’가 도달하고자 하는 곳이지만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궁극의 경

지이다. 따라서 라캉에게서 실재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망은 본질적으로 

결핍된 욕망으로 정의된다. 한편 호법의 유식학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

자 하는 곳은 해탈의 경지이다. 주체는 이곳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망을 일

으키고 이어서 실제로 그곳에 이르고자하는 마음[발심(發心)]을 일으켜 수

행을 열심히 하게 되면 결국 해탈의 경지[實]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유식학

의 관점이다. 호법의 ‘실’의 관점에서 볼 때, 라캉과 유식학는 각각 궁극적 

경지가 모두 언어를 초월한 상태라는 점에서 서로 공통의 접점을 가지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재계는 ‘언어의 주체’로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

다는 점에서 두 이론은 다시 평행선을 달리게 된다. 

3. 실재계의 비재현성과 ‘승화’

라캉에 의하면 실재계는 언어적 표현[상징계] 너머에 있으며 재현

(representation)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상징화에 절대적으로 저항한다. 따

라서 실재계는 상징계의 효과로 탄생한 언어의 주체가 직접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즉 주체는 실재계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는 것이다.33) 라캉의 실재계는 상징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즉 주체가 이르고자 하지만 불가능한 곳이다. 반면 유식학에서 언어의 주체

는 ‘식’이 능동적으로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지면서 생겨난 것이다. 그리

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해탈의 상태는 라캉의 실재계와 달리 수행을 통해 

주체가 경험할 수 있는 역이다. 그렇다면 라캉은 실재계를 전혀 경험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

라캉에게 있어서 실재가 언어적인 것을 벗어난다는 것은 언어의 한계를 

32) 김석, 앞의 책, pp.381-399 참조.
33) 김경순, 라캉의 질서론과 실재의 텍스트적 재현, 한국학술정보(주), 2009, pp.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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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면서 동시에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언어의 주체는 본성

상 상징계를 벗어나는 실재에 다가갈 수 없다. 이러한 불가능성은 주체에게 

금지, 즉 법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이 금지가 역설적으로 그 너머에 무언가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만들며 금지를 위반하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예컨대 무심코 길을 가다 ‘통행금지’라는 글이 적혀 있어서 다른 길로 가야

할 때, 라캉에 의하면 이 금지라는 글귀로 인해 금지선을 넘어서 가고 싶은 

욕망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금지하면 할수록 더욱 그 욕망이 강해진다는 것

이 라캉의 생각이다. 라캉은 특히 불가능한 욕망을 ‘주이상스’라고 불 다. 

호법의 유식학에서 수행에 접어들게 되는 최초의 계기 또한 해탈의 경지

에 도달하고 싶어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해탈에 이르는 것이 라

캉의 실재계처럼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불교는 해탈에 이른 붓다로부터 시

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 불교에서 욕망은 라캉과 

달리 금지로 인해 강렬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행이 진전됨에 따라 마음이 질

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차원이 다른 추진력으로 변화한다. 이로 인해 내적

인 힘이 더욱 강해져서 그 힘으로 인해 수행은 더욱 진전된다. 

반면 라캉은 호법의 유식학과는 다른 맥락에서 실재계의 재현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는 ‘승화(sublimation)’를 제시한다.34) 라캉에 의하면 주체가 

언어라는 창을 통해 세계를 만날 때마다 겪게 되는 거리감으로 인해 주체는 

결핍을 느끼게 된다. 주체는 그 결여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환상 속에 

다가오는 실재계의 ‘물(Ding)’의 존재를 부각시킨다. ‘승화’는 대상을 ‘물’

의 지위로 고양시키는 작업이다. 예컨대 한국의 사찰 주변에는 작은 돌탑이 

많이 있다. 사람들은 작은 돌을 쌓아서 탑을 만들면서 자신의 소원이 이루

지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후 돌탑을 보았을 때 

당사자에게 그 돌은 이전의 평범한 돌과 다르게 느껴진다. 즉 주변에 널려

34) 라캉의 ‘승화(sublimation)’개념은 프로이드의 ‘승화’개념에 기원한다. 프로이드는 성

적 에너지를 사회적으로 공인된 활동의 원천으로 활용하기 위해 ‘승화’ 개념을 사용했

다. 하지만 라캉은 성충동의 우회적 실현이라는 프로이트적 ‘승화’ 개념에 대해 비판

적인 견해를 보 다. 그는 상징계와 실재계의 관계 속에서 대상을 ‘물(Ding)’의 위치

로 고양시키는 경험을 부각시키고자 했으며 이를 ‘승화’개념으로 표현했다. 
https://en.wikipedia.org/wiki/Sublimation_(psychology). 



비교철학 특집124
있던 평범했던 작은 돌들은 이전과 다른 신성한 존재[Ding]로 다가온다. 라

캉의 이론에 따르면 이 경험은 바로 ‘승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 다른 예

로서 사찰에 가서 열심히 절을 하던 신도가 꿈에 관세음보살을 보았을 때, 

그 신도는 이전과 달리 고양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라캉에 따르면 ‘승화’경

험을 통해 관세음보살은 ‘물(Ding)’의 존재로 신도에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유식학에서 수행자들이 철저하게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내부에 존재

하는 번뇌를 소멸하는 과정을 밟아서 해탈에 이르는 것과 달리. 라캉의 이

론에서 사람들은 ‘승화’를 통해 실재를 경험하게 된다. 이 때 ‘물’은 실재에 

의해 뒷받침 되는 것으로 욕망의 궁극적 대상이다. 즉 라캉에게 있어서 ‘승

화’의 본질은 ‘물’에 대한 향유에서 찾아진다. ‘물’은 쾌락원리 너머에 존재

하는 것으로 그 자체는 언어적 주체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체는 

오로지 환상 속에서 대상들의 위치를 ‘물’까지 고양시키는 체험적 ‘승화’를 

통해서만 ‘물’을 만나게 된다. ‘승화’란 경험적 대상을 파괴하고 새로운 창

조를 낳는 과정이다. 즉 그것은 본질적으로 예술을 가능하게 만드는 동력이

다. 예술의 기저에는 ‘승화’를 통해 대상들을 ‘물’이 차지하는 존엄성의 지

위까지 끌어올려 보려는 창조적 파괴와 죽음 충동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승화’는 상징계적 구조에 종속된 언어의 주체가 그 생태적 한계를 넘어 실

재[ ‘물’]를 향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후기 개념이다.35)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에 존재하는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고 도달하는

[경험하는] 곳이 해탈의 상태인 것과 달리 라캉의 실재에 이르는 방법은 환

상 속에서 대상들의 위치를 ‘물’까지 고양시키는 ‘승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것은 상징계 속에서 언어를 통해 실재를 표현할 수 없다는 한계로 인해 스

스로 감성적인 측면을 고양시켜 경험하고자 하는 라캉 특유의 방법이다. 

Ⅳ. 맺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가(假)’와 ‘실(實)’ 그리고 ‘실재계’의 상징화 가능성 

35) 김석, 앞의 책, pp.23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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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중심으로 호법의 의타기성과 라캉의 ‘실재계’를 비교분석했다. 두 

이론은 현재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세계를 심리적인 측

면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두 이론 모두 서양의 실체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 있다는 점, 원

성실성과 실재계 모두가 언어의 세계를 초월한 역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간의 심리구조를 3가지 측면에서 각각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

서 두 이론은 유사한 면을 보인다. 이와 함께 얼핏 보기에 변계소집성과 상

징계, 원성실성과 실재계가 비슷한 위상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하지만 본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이론은 구체적인 면에서 차이

점을 적지 않게 보인다. 첫째, 호법의 ‘가’는 변계소집성으로서 언어의 주체

가 언어의 대상에 대해 집착하는 심리적 작용에 의해 생겨난다. 반면 라캉

의 상징계는 주체가 작용하기 이전에 이미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언어체계

이다. 둘째, 유식학에서 언어의 주체는 ‘식’의 능동적인 분화에 의해 생겨나

며 삶은 언어의 주체에 의해 스스로 만든 업(業)에 의해 전개된다. 반면 라

캉의 주체는 상징계에 포섭됨으로써 불완전하게 존재하는 그런 주체이다. 

주체는 기호로 표현되자마자 상징계 뒤로 사라진다. 셋째, 호법의 ‘실’의 세

계는 언어의 주체가 수행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역인 반면 라캉의 실재

계는 상징계 속에서 재현될 수 없는 것으로 정의된다. 호법의 유식학과 달

리 라캉의 실재에 이르는 방법은 환상 속에서 대상들의 위치를 ‘물’까지 고

양시키는 ‘승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승화’는 상징계 속에서 언어를 통해 

실재를 표현할 수 없다는 한계로 인해 스스로 감성적인 측면을 고양시켜 경

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두 이론의 세계관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언어의 주

체에 의해 세계가 형성된다고 보는 유식학과 언어의 주체 이전에 이미 상징

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라캉의 이론은 그 출발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곧 유

식학은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수행승들에 의해 생겨

난 이론이다.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주체의 능동적인 사유와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 이로 인해 유식학의 세계관은 언어의 주체에 무게를 두고 형성되

었음을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다. 반면 라캉의 이론은 현재의 삶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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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고 인간의 심리를 분석한다. 라캉에 의하면 태어나서 언어를 습득하고 

사회제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삶이 건강한 삶이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을 때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난다. 이미 선재하는 언어의 세계[상

징계]를 습득함으로써 주체가 형성된다는 것이 라캉의 관점이다. 

두 이론이 형성된 지리적·문화적 차이를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차이점들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사실 고대에 생겨난 유식학과 현대의 라캉이론

은 각각의 맥락에서 형성된 개념에 의해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형성

배경이 다른 두 이론에 대한 비교분석은 비교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 가에 따

라 강조점이 달라지며 도출되는 결과에도 차이가 생겨날 수 있다. 비교 연구

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심리를 다양한 관점에서 재검토해 본 이 

연구는, 너무 익숙해서 무감각해진 우리의 마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하

며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 연구가 보다 폭넓은 시각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감성’의 고양을 통

한 라캉의 ‘승화’경험이 유식학에서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심층적으

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향후 연구의 주제가 될 것이다. 

투   고   일: 2016. 07. 25
심사완료일: 2016. 08. 18
게재확정일: 2016. 08. 19

안환기

중앙승가대학교



호법의 의타기성에 대한 관점에서 본 라캉의 실재계 127

참고문헌

<1차문헌>

唯識三十頌(T32) T: 大正新修大藏經

成唯識論(T31)

J. Lacan, Le séminaireⅡ: le moi dans la théorie de Freud et dans la 

technique de la psychanalyse, (Paris, Editions du Seuil, 1978), 

p.122.

J. Lacan, L’angoisse:1962-1963, Paris: Seuil, 2004.

<단행본>

世親, 大乘佛典15: 世親論集, 中央公論社 編, 東京: 中央公論社, 1992.

塚本啓祥 編著, 梵語佛典の硏究, 東京: 平樂寺書店,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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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ldstein, Richard., Reading Seminar XI : Lacan’s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 including the first English translation 

of “Position of the unconscious” by Jacques Lacan, Albany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c1995.

Kochumuttom, Thomas A., A Buddhist Doctrine of Experience: a new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works of vasubandhu, the 

Yogacarin, Delhi: Motilal, 1999.

김경순, 라캉의 질서론과 실재의 텍스트적 재현, 경기도: 한국학술정보

(주), 2009.

김경석, 프로이트 & 라캉 무의식으로의 초대, 서울: 김영사, 2010.

김경석, 에크리: 라캉으로 이끄는 마법의 문자들, 파주: 살림, 2007.



비교철학 특집128
라캉, 쟈크, 욕망이론, 민승기外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4.

라캉, 쟈크, 자크 라캉 세미나 11권－정신분석의 네가지 근본 개념, 맹

정현⋅이수련 역, 서울: 새물결출판사, 2008.

르메르, 아니카, 자크 라캉, 이미선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4.

박찬부, 기호, 주체, 욕망, 서울: 창비, 2007.

박찬부, 라캉: 재현과 그 불만,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6.

<논문>

김재권, ｢’3전법륜설’의 해석학적 지평으로 본 삼성설의 구조｣, 철학연구
제117집, 대한철학회, 2011, pp.35-55.

박찬부, ｢초기 유가행파의 존재론의 형태와 그 의의: 삼성과 이제의 관계

를 중심으로｣, 인도철학27, 인도철학회, 2009, pp.283-313.

박찬부, ｢중변분별론에 있어서 삼성설의 구조적 특징｣, 인도철학25, 

2008, pp.101-119.

김치온, ｢眞如에 대하여- 成唯識論을 중심으로 -｣, 불교학연구7, 2003, 

pp.436-461.

박찬부, ｢淸辯과 護法의 空有論諍에 대하여｣, 한국불교학25, 한국불교

학회, 1999, pp.479-503.

박찬부, ｢무의식과 라깡의 실재 개념｣, 라깡과 현대정신분석 Vol.15(no.1), 

한국라깡과현대정신분석학회, 2013, pp.97-119.

박찬부, ｢실재의 상징적 재현과 해석의 문제｣, 영미어문화제84호, 한국

영미어문학회, 2007, pp.123-142.

박찬부, ｢비재현적 재현: 라캉의 상징적 리얼-이즘｣, 기호학연구제19집, 

한국기호학회, 2006, pp.223-248.

박찬부, ｢실재와 상징 - 라캉의 재현론｣, 영미어문화제67호, 한국영미어

문학회, 2003, pp.117-134.

안성두, ｢인도불교 초기 유식문헌에서의 언어와 실재와의 관계: 瑜伽師地

論의 三性과 五事를 중심으로｣, 인도철학23, 인도철학회, 2007, 



호법의 의타기성에 대한 관점에서 본 라캉의 실재계 129
pp.199-239.

박찬부, ｢진여의 불가언설성과 佛說: 초기 유식문헌을 중심으로｣, 천태학

연구10, 대한불교천태종, 2007, pp.227-258.

안환기, ｢유식학의 진여(眞如)와 라캉의 실재(réel)에 관한 비교연구｣, 불
교학연구제45, 불교학연구회, 2015, pp.301-326.

박찬부, ｢욕망의 주체에 의한 ‘심상(心像, saṃjña)’의 언어화 - 유식불교 

‘변계소집성’과 라캉의 ‘상징계’를 중심으로 -｣, 회당학보제18집, 

회당학회, 2013, pp.349-380.

박찬부, ｢유식불교의 언어관 연구- ‘사회적 자아’를 형성하는 언어의 역할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박찬부, ｢유식불교 ‘법신(法身)’개념의 심리학적 의미─융의 ‘자기(self)’와 

攝大乘論의 ‘법신’개념을 중심으로｣, 불교학연구23호, 2009, 

pp.93-132.

이동우, ｢성유식론에 나타난 종자(種子)의 유래에 관한 논쟁 : 호월⋅난타⋅
호법의 설을 중심으로｣, 불교평론제17호 (2003. 겨울) pp.350-362.

이지수, ｢세친의 三性論(Tri-svabhāva-nirdeśa)에 대하여｣, 불교학보
제30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1, pp. 67-93.

장규언, ｢眞諦의 三性⋅三無性論에 대한 圓測의 이해와 비판: 淸辨과 護法

의 대비 속에서 眞諦 읽기｣, 불교학보제55집, 동국대학교 불교문

화연구원, 2010, pp.181-217.

http://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4,

https://en.wikipedia.org/wiki/Sublimation_(psychology) 



비교철학 특집130
ABSTRACT

‘The Real’ in J. Lacan in Terms of 

Dharmapāla’s Paratantra-svabhāva

-Focusing on Falseness, Truth and 

Non-Representation-

Ahn, Hwan-Ki 

This article aims to research the theory of Dharmapāla (530-561) by 

analyzing the ‘Interdependent Nature of Things(Paratantra-svabhāva)’ 

considering falseness or truth and that of Jacques Lacan (1901-1981) by 

examining how ‘the Real’ represents itself in ‘the Symbolic.’ I especially 

attempt to interpret the thought of J. Lacan from Dharmapāla’s perspective. 

Thus far there has been no comparative study in this area despite the fact that 

they explain concretely the psychological structure of human and mental 

processes. Consequently, I analyzed ‘sublimation’, the process by which 

‘the Real’ is represented in ‘the Symbolic’, as follows. First, there is a 

common area between the theory of J. Lacan and that of Yogācāra in that all 

of the ultimate states are those transcending the limits of language when we 

see them from Dharmapāla’s standpoint. In contrast, there is also a 

difference between them in that ‘the Real’ is the ultimate state which ‘the 

subject of language’ cannot reach. Thus, the desire to reach ‘the Real’ is 

regarded as a deficiency in the theory of J. Lacan. Meanwhile, Nirvana is the 

ultimate state in Yogācāra. When people desire to reach this state and 

practice diligently by themselves, it is possible for them to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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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rvana. Second, people can reach the ultimate state by practice in 

Yogācāra, but there is a different way to reach the state of ‘the Real’ 

according to Lacan. The subject is able to reach this state by ‘sublimation’, 

elevating the object to the state of ‘Ding’ in a fantasy. It is a very unique way 

in that the subject experiences the state by elevating their emotion due to 

limits which prevent the expression of ‘the Real’ by language in ‘the 

Symbolic.’ 

Subject Class: Buddhist Philosophy, Comparative Philosophy

Keywords:  Dharmapāla, Interdependent Nature of Things(Paratantra-

svabhāva), Jacques Lacan, the Real, Falseness, Truth, 

Representation, Subli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