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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유식의 ‘증자증분’에 관한 담론 지형의 분석*

69)

정 은 해

【주제분류】유식불교, 인식론
【주요어】심4분설, 증자증분, 명상
【요약문】현장은 뺷성유식론뺸의 끝부분에서 “그들을 애처롭게 여기기 때문에,
‘오직 유식일 뿐’이라는 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마음을 관찰(觀心)하
여 생사에서 해탈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는 호법의 문장을 인용하고 있다. 이
인용문은 호법이 심4분설을 제시한 이유가 중생들의 마음관찰, 곧 명상을 돕기
위함이라는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럴 경우 명상과 증자증분의 관련성이 물
어질 수 있는데, 종래의 논의들은 그런 관련성 보다는 증자증분의 필요성 여부
에 치우쳐 있는 듯하다. 이와 관련된 유식학자들의 입장은 의견유보적 입장, 불
필요적 입장, 필요적 입장으로 3분될 수 있다. 그런데 필요적 입장을 취하는 학
자들도 증자증분과 명상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
다. 현상학적 측면에서 보면, 모든 의식은 이미 자기의식이고, 반성은 바로 이
러한 자기의식에 대한 반성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보면, 증자증분은 견분을 증
지하는 자증분에 대한 재-증지이다. 물론 이 경우의 증자증분은 분석과 서술을
목표로 하는 ‘현상학적 반성’과 구분되는 것, 곧 무분별을 목표로 하는 ‘관조적
반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306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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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현장은 뺷성유식론뺸의 끝부분에서 ‘오직 인식일 뿐’(唯識)이라고 말할 뿐
‘오직 대상일 뿐’(唯境)이라고는 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안혜의 입장과
호법의 입장을 소개한다. 현장이 소개하는 호법의 답변 속에서는 ‘마음 관
찰’(觀心)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어리석은 범부들이 대상에 미혹되고 집착하여, 번뇌와 업을 일으키고, 생
사[의 윤회]에 빠져들고, 마음을 관찰(觀心)하여 [생사로부터] 벗어남을 힘
써 구해야 함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을 애처롭게 여기기 때문에, ‘오직 유
식일 뿐’이라는 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마음을 관찰(自觀心)하여
생사에서 해탈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내부 대상이 외부대상처럼 전혀 없다
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1)

현장의 이러한 서술에 의하면, 뺷성유식론뺸의 의의는 ‘마음 관찰’을 통한
‘생사의 해탈’을 역설한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호법이 ‘생사로부터의 해탈
방안’으로 제시한 ‘마음 관찰’을 프라우발너와 프란시스 에이치 쿡은 모두
‘마음을 관조함’(contemplating the mind)으로 번역하고 있다.2) 그렇다면
‘마음의 관조’는 심4분설에 의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마음 관조’는
자증분이 견분을 보는 것인가, 아니면 증자증분이 자증분을 보는 것인가?
필자는 여기서 마음의 관조를 ‘증자증분이 자증분을 보는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뺷성유식론뺸은 증자증분을 수립함에 의해 종래의 심3분설을
심4분설로 개편한다. 한편 규기에 의하면, 제4분은 제3분의 외부에 있지 않
고 오히려 제3분에 포섭되기에,3) 제3분과 제4분은 하나의 체(體) 혹은 자
1) ｢成唯識論｣, 뺷大正新脩大藏經뺸, T1585_.31.0059a09-a17: 或諸愚夫迷執於境起煩惱
業生死沈淪不解觀心勤求出離. 哀愍彼故説唯識言令自觀心解脱生死. 非謂内境如外都
無. 이 논문에 나타나는 대괄호([ ]) 속의 내용은 필자가 첨부한 것임.
2) Erich Frauwallner, rich Frauwallner, Philosophie des Buddhismus, Delhi: Motilal
Banarsidass Publishers, 2010, p. 437. Fransis H. Cook, Fransis H. Cook, Three Texts
on Consciousness Only, Berkeley: Numata Center for Buddhist Translation, 1999, p.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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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自體)이다. 견분과 상분은 ‘외’라고 불리는데, 견분은 외적인 듯한 대상
을 지향하여 파악하기 때문이고, 제3분과 제4분은 ‘내’라고 불리는데, 그것
들이 자신의 체를 증명하기 때문이다.4) 오직 견분에만 각종의 차별이 있는
데, 올바른 인식, 잘못된 인식, 직접지, 간접지 등이 있고,5) 반면에 제3분과
제4분은 그들 자신의 체를 파악하기 때문에 항상 직접지이고 자증이다.6)
여기서 언급된 제4분, 곧 증자증분에 대한 종래의 담론 지형을 분석하는
것이 이 글의 과제이다. 종래의 담론은 증자증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대체
로 의견유보적 입장, 불필요적 입장, 필요적 입장으로 3분되는데, 이것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의견유보적 입장: 이조 케른과 하루히데 시바
1) 이조 케론(Iso Kern)의 경우
이조 케른은 ｢현장에 따른 의식의 구조｣(1988)7)라는 논문에서 심4분설
의 해설을 시도하였다. 그의 해설 중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대목은 그가 증
자증분에 대한 규기의 두 가지 논증을 해설하면서 자증이 이중화되는 이유
를 묻는 부분이다.

3) ｢成唯識論｣, 뺷大正新脩大藏經뺸, T1585_.31.0010c04-05: 如是四分或攝爲三. ｢述記｣, 뺷大
正新脩大藏經뺸, T1830_.43.0320b24-25: 如集量頌. 或攝爲三. 果體一故. 攝四入三.
4) ｢述記｣, 뺷大正新脩大藏經뺸, T1830_.43.0320b11-12: 此四分中相⋅見名外. 見縁外故
三⋅四名内. 證自體故.
5) ｢成唯識論｣, 뺷大正新脩大藏經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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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뺷大正新脩大藏經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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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成唯識論｣, 뺷大正新脩大藏經뺸, T1585_.31.0010b26: 第三第四皆現量攝. ｢述記｣, 뺷大
正新脩大藏經뺸, T1830_.43.0320a25-26: 三⋅四二分由取自體故現量攝.
7) Iso Kern, “The Structure of Consciousness According to Xuanzang”, Journal of the
British Society for Phenomenology, Vol. 19, No. 3, 1988. 이 논문은 본문 중에 인용
할 때 ｢Iso｣라고 약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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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증분을 증지하는 심분의 필요성
규기의 첫 번째 논증은 자증분도 역시 심분이기 때문에 여타의 심분과
마찬가지로 증명되어야 하고, 자증분을 증명하는 심분은 증자증분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조 케른은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견분은 지향적으로 외부의 (낯선) 어떤 것에 향해져 있고, 진실로(really)
자기-반사적(self-reflexive)이지 않다(不得返縁); 따라서 제4분이 수립되
어야만 한다.’8) 견분의 매개를 통해 나타나는 마음, 즉 상분으로서의 마음
은 ‘현실적 지향성(주관성)의 실체(substance)가 아니라, 또 하나의 마음
(another mind)이거나 다른 시점에서의 (자신의) 마음[the (own) mind at a
different time]이다.’9)”(｢Iso｣, 291-92)

여기서 이조 케른은 ‘다른 시점에서의 (자신의) 마음’이 ‘견분의 매개를
통해 나타나는 상분으로서의 마음’일뿐, 실체, 자증분이 아니라고 지적한
다. 이런 지적은 증자증분의 ‘자기-반사’가 ‘기억이라는 의미에서의 반성’
과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2) 자증분 작용의 양과의 필요성
이조 케른은 현장의 증자증분의 존재에 대한 규기의 두 번째 논증을 소
개하면서, 견분과 증자증분의 인식능력의 차이로 인해 증자증분이 자증분
의 양과가 된다고 말한다:
“자기의식은 여기서 하나의 결과를 초래하는(lead to a result) 하나의 인식
수단(a means of cognition)으로 간주된다. 첫 번째 논증과 유비적인 방식
으로, 현장은 ‘견분은 오류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견분에서
발견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Iso｣, 292)

앞서의 첫 번째 논증은 제3자증분이 자신을 증명해줄 것을 필요로 하며,
8) ｢述記｣, 뺷大正新脩大藏經뺸, T1830_.43.0319c28-29: 今意欲顯由見縁外不得返縁立第
四分.
9) ｢述記｣, 뺷大正新脩大藏經뺸, T1830_.43.0320a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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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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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를 연하는 제2견분이 제3자증분을 증명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별
도로 제4증자증분이 요구된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지금의 두 번째 논증은
제3자증분이 인식수단인 한에서 자신의 인식결과를 초래해야만 하는데, 제
2견분은 오류적일 수 있으므로 무오류적인 직접지로서의 제4증자증분이
제3자증분의 인식결과(의 저장장소)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결국 증자증분
은 한편으로는 자증분에 대한 증지작용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증분의 인
식결과의 저장장소이다.
(3) 자증의 이중화의 이유
이조 케른은 제3분과 제4분의 상호 능연이 갖는 구체적 의미가 무엇일지
를 궁금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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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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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결
과’(양과)라는 표현이 저장작용과 저장장소를 함께 의미한다는 점을 시사
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쨌든 여기서 이조 케른은 자증의 이중화의 이유가
‘자기의식의 순환성의 표현’을 위해서이거나 ‘의식에 있어서의 작용과 결
실, 원인과 결과 사이의 통일적 구별’을 위해서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조 케른은 자신이 추정한 이중화의 이유들을 상론하지는 않고,
다만 이어지는 문장에서 후2분의 인식작용의 복잡성을 제시하면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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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후2분이 ‘단순한 이중적인 것들’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텍스트를 더욱 자세히 살펴본다면, 자기-앎과 자기-앎
의 앎은 단순한 이중적인 것들(mere doubles)이 아니다: 자기-앎(제3분)은
견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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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분은 따라서 자기의식의
앎[의식]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의미하지(stand for) 않고, 반면에 제3분은
일차적으로 견분의 자기-앎을 의미한다.”(｢Iso｣, 293)

여기서 첫 구절로 등장한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이조 케른이 자신의 앞
서의 추정들을 부정하기 위해 도입한 말은 아니다. 오히려 그 접속사는 ‘자
기의식의 이중화’라는 표현이 ‘단순히 이중화된 자기의식들’이 아니라 ‘복
잡하게 이중화된 자기의식들’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도입된 말
이다. 이조 케른은 제3분이 제2분과 제4분을 증명하는 반면, 제4분은 제2
분을 증명할 필요 없이 단지 제3분만을 증명한다고 소개하여, 제3분과 제4
분이 ‘단순한 이중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점을 제시한다. 이조 케른은 위 인
용문을 끝으로 증자증분에 관한 논의를 종결하였다.
결국 그는 제3분과 제4분의 상호 증명만이 무한소급을 피하는 길이며 그
러한 상호 증명은 자기 안에 심분들의 상호 증명의 복잡성을 포함한다는 점
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의 논문을 종결지은 것이다. 그는 불교적 명상과 관
련하여 증자증분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을 유보
하였다.

2) 하루히데 시바(司馬春英)의 경우
하루히데 시바는 그의 저작인 뺷유식사상과 현상학뺸에서10) 유식사상과
현상학을 비교하면서 유식의 3성설과 8식설에 주목하지만 심4분설에 대해
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는다.
10) 하루히데 시바(司馬春英), 뺷유식사상과 현상학뺸(2003), 박인성 역, 도서출판 b, 2014.
이 책을 본문 중에서 인용할 때 뺷유뺸라고 약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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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출, 현출의 영역, 현출자 그리고 3성설
3성설과 관련해서 시바는 현상학에서 말하는 “자연적 태도”를 변계소집
성”에 대비시키고, “초월론적 생의 영역”을 “의타기적 사(事)의 세계”로 이
해”(｢유｣, 27) 하고, “살아 있는 현재”(현출)를 “원성실성”(｢유｣, 28)에 대
비시킨다. 아울러 그는 능변계, 소변계, 변계소집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
이 말한다:
“능변계(의식)는 의타기인 소변계를 변계소집으로 집착하는 것이다. 소변
계와 변계소집의 구별은, 현상학적으로 보면, ‘현출’[의 영역]과 ‘현출자’의
구별에 상응한다. 이 구별을 호법과 현장은 소연연(所緣緣)과 소연(所緣)의
구별로 파악하고 있다.”(｢유｣, 72)

여기서 시바는 능변계를 의식에, 소변계를 의타기의 영역 내지 현출의
영역에, 변계소집을 대상 내지 현출자에 대비시킨다. 후설은 대상으로서의
현출자(das Erscheinende)는 현출들(Erscheinungen)의 종합적 통일의 결
과라고 보는데, 이와 관련된 구절을 그는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사물의 현출(체험)은 현출하는 사물 -유체적(有體的, leibhaftig)인 것으로
서 우리에게 ‘대립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 이 아니다. 현출이 ‘의식의 관
련에 속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체험되는 것에 반해서, 사물은 ‘현상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현출하는 것이다. 현출 그 자체는 현출하지 않
는다. 그것은 체험되는 것이다(LU, II/1, S,350).”(｢유｣, 100-101)

시바는 현출의 영역을 간과하고 단지 현출자만 주목함에 의해 의타기성
이 간과되고 변계소집성이 생겨난다고 본다:
“즉 의타기성은 ‘현출’ 그 자체의 영역, 결국 체험의 영역이며 거기에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무언가로서’ 의미적으로 규정해가는 [현출과 현출자
사이의] 차이화의 활동이 생기하고 있다. 이 차이화의 활동이 ‘식전변’이
다. 즉 ‘로서(als) 구조’가 끊임없이 생기하고 있는 현장이 의타기성이다. 그
리고 이 차이화의 활동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것에 의해 의미부여된 것을
곧바로 외계에 투영하여 실체시하는 것이 변계소집성이다.”(｢유｣,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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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시바는 현상학적 환원에 의해 확보되는 의식흐름이 사물의 현출
의 영역이자 의타기성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는 현출
이 현출자‘로서’ 의미규정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의미규정이 현출자
와 현출의, 혹은 “존재자와 존재의 공속적 의존관계Zwiefalt에서의 차이”
(｢유｣, 360)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이뤄질 경우, 의타기성으로서의 의식이
변계소집성으로서의 의식으로 전변된다(식전변)고 보고 있다.
(2) 자각작용으로서의 증자증분
시바가 증자증분을 언급하는 곳은 그의 책의 제1부 4장 “유식 4분의(四
分義)와 자기의식의 문제영역”이라는 장에서일 뿐이다. 여기서 그는 이조
케른의 논문 ｢현장의 의식구조론｣의 내용과 의의를 소개하면서, 현장이 제
시한 자증의 2중화의 두 이유를 소개한다.
그는 첫 번째 이유를 소개한 후, 이러한 논증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해설
한다:
“증(證)은 직각(直覺)이고, 자증(自證)은 자각(自覺)[자신의 직각]이다. 자
각이라고 해도 자각작용이기에 실체가 아니다. 자체(自體)는 실체가 아니
다. 자각하는 것이 있어서 자각하는 것이 아니다. 자증이 자증으로 머문다
면 실체가 된다. 자증도 다시 자증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증은 자기완결하
고 있는 것이 아니며, 자각은 자각되는 곳에서 성립한다. 요컨대 이 첫 번째
근거는 자증분의 실체화를 피한다는데 의미가 있다.”(｢유｣, 120-21)

여기서 시바는 자증의 이중화가 자증분의 실체화를 피한다는 의미를 갖
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승인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장
자신에 의해 언급된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이유와 관련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두 번째 근거는 ‘(만약 증자증분이 없다면) 자증분은 과(果)가 있지 않을
터인데, 그러나 모든 능량은 반드시 과가 있기 때문’이다. [...] 자증분의 과
를 떠맡을 수 있는 것은 증자증분이지 다른 것[현량이 아닐 수도 있는 견분]
이 아니다.”(｢유｣,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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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시바는 이조 케른과 동일하게 오직 현량일 뿐인 증자증분만이 자
증분의 양과일 수 있음을 지적하지만, 양과의 구체적 의미를 음미하고 있지
는 않다. 다만 그는 증자증분을 세우는 앞서의 두 가지 이유들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평가한다:
“이 논의들은 한갓된 반성작용과는 구별되는 자각작용의 독자성을 호법과
현장이 얼마나 예리하고도 엄밀하게 들추어냈는지를 전하는 것이다.”(｢유｣,
121)

여기서 시바는 ‘자각작용’이 ‘한갓된 반성작용’과는 구별된다고 말하고
있다. 앞에서 그는 “증(證)은 직각(直覺)이고, 자증(自證)은 자각(自覺)이
다”라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자각작용’은 자증분의 기능만이 아니라 증자
증분의 기능이기도 할 것이다. 자각작용으로서의 자증분은 통상 ‘자기의
식’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증자증분도 자각작용이므로 ‘자기의
식’으로 이해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자기의식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종류
의 자각작용인가?
시바는 논의를 마감하면서 제3분과 제4분의 교호적 자증이 특별한 의미
를 갖는 것일 수 있다고 언급한다:
“‘제3분은 앞으로는 제2분을 연하고 되돌아서는 제4분을 연한다’고 하는
말이 있다. 여기서 ‘되돌아서는’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증분과 증자증분의 교호적 자증은 ‘되돌아서는’ 이라는 방식으로 특징지
어진다. 여기에, 이 교호적 자증 곧 자각의 운동에 독자적인, 즉 지평론적 반
성과는 질을 달리하고 오히려 지평론적 반성의 유래를 찾는, 수직적
(vertikal)인 되돌아감의 특질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유｣, 122)

여기서 시바는 ‘지평론적 반성’과 ‘수직적인 되돌아감’을 대비시키고 있
다. ‘지평론적 반성’은 ‘지평을 이루는 의식흐름에 대한 반성’을 의미할 것
이고, ‘지평론적 반성의 유래’는 ‘의식흐름의 유래인 생생한 현재’를, ‘수직
적인 되돌아감’은 ‘의식흐름의 유래인 생생한 현재에로 되돌아감’을 의미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여기서 생생한 현재에로 되돌아감이 자증분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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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증분의 상호 증지의 의미라고 말하려는 것일까?
‘되돌아감’의 의미에 대해 시바는 부록논문을 제외하고는 그의 책에서
마지막 논문이 되는 “현상학과 대승불교”(제3부 5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
하고 있다:
“지평에 구속된 형이상학적 사유는 나타남[Erscheinen, 현출]의 권역의 내
부에 멈춰 있으며, 그러는 한, 나타남의 유래를 묻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지
평적 사유의 기본구조는 [사유와 현출자 사이의] ‘순환’이다. 이에 반해서
지평으로부터 탈각함인 되돌아감은 사유가 자기 자신으로 안으로 수직적
으로 내려가는 운동이다. [...] ‘수직적’이란 의타기의 사(事)가 자신의 성
(性)을 증득하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원성실성은, 지평에
는 결코 모습을 나타내는 일이 없는 [현출과 현출자 사이의] 차이화의 생기
그 자체로 되돌아가지만 사상(事象)에 부합해서 [되돌아감이] 수행(遂行)
될 수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증득(證得)되는 것이리라.”(｢유｣, 361)

여기서 시바는 원성실성의 증득은 사(事)가 아닌 성(性)으로서의 의타기,
곧 ‘차이화의 생기 그 자체’로 되돌아가는 한에서만 성립하리라고 보고 있
다. 그런데 이 경우에 ‘그 되돌아감이 사상(事象)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은
현출의 “원리적 익명성”(｢유｣, 359)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
리고 ‘원리적 익명성’을 알아차리는 것은 ‘초월론적 반성’이다.
“[핑크Fink는] 초월론적 반성은 직진적 태도를 한갓되게 전환한다는 단순
한 반성이 아니라, ‘세계와 함께 가장 오래된 은폐성과 익명성’으로부터 초
월론적 생[의타기의 성]을 되찾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방법론적으
로 철저하면 할수록 이 익명성이 원리적인 익명성이라는 것이 부각되어 온
다.”(｢유｣, 358-59)

시바의 논의에 따르면 결국 철저하게 수행되는 “초월론적 반성”을 통해
현출의 “원리적 익명성”을 알아차리는 것이 원성실성을 증득하는 방법이
된다. 이 경우 물어질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수행되는 초월론적 반성’이
‘증자증분’의 기능이 아닌가라는 것이다. 시바는 그의 책에서 이러한 물음
을 유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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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필요적 입장
1) 예양강의 경우
예양강(倪梁康)은 ｢유식학 중 ‘자증분’의 기본함의｣(2007)11)라는 논문
에서, ‘증자증분’의 필요성을 부정한다. 그가 그리하는 이유는 대상의식이
아닌 자증분은 자기 증명을 위한 무한소급에 빠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현장이 견분과 자증분의 증지활동의 차이를 보지 못했
다고 간주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장은 다만 반성(反思)으로서의(作爲) 자증분 개념을
구비하고, 자기의식(自身意識)으로서의 자증분 개념을 구비하지 못하였
다.”(｢唯｣, 93)

여기서 예양강은 자증분을 자기의식과 동일시할 뿐, 명상을 위해 자증분
을 관찰하는 심분이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있다.
(1) 자증분의 함의
예양강은 ‘자증분의 함의’라는 소제목이 달린 작은 절에서 자증분의 말뜻
과 심3분의 관계를 설명한 후에 자증분의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들은 것, 본 것, 생각한 것 등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 듣고, 보고,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활동 자신(活動本身)이 각찰
(覺察)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의 자체(活動的自體)는 서방 철학에서
‘주체’의 동서(東西, subjectum)라고 혹은 ‘기저’(基底)라고 불리는 것이
다. 뺷성유식론뺸 권2에서 ‘심과 심소는 의지하는 근(根)이 같다’고 하는데, 이
것은 견분과 상분이 모두 자증분을 기초(根)로 삼는다는 것을 말한다.”(｢唯｣,
95)

11) 倪梁康, ｢唯識學中‘自證分’的 基本意涵｣, 뺷現象學與佛家哲學專輯뺸, ≪現象學與人文
科學≫第三期, 台北: 漫遊者, 2007, pp.85-110. 이하에서 이 논문을 본문 중에 인용할
때 ｢唯｣라고 약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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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예양강은 ‘활동 자신의 각찰’을 자증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
려 ‘활동의 자체’를 자증분이라고 말한다. ‘활동의 자체’는 견상분의 소의
처로서의 자증분을 가리킨다. 앞에서 현장을 비판할 때 그는 자증분을 ‘견
분의 자증’이라고 보았지만, 여기서는 자증분의 함의를 ‘견상분의 소의처’
로 보고 있는 것이다.
(2) 8식 각각의 자증분
예양강은 전5식의 자증분을 논하면서 이를 빙달마를 따라 두 단계로 나
누어 소개한다:
“전5식 그 자체의 자증분에 대해서, 빙달마는 두 종류의 자증분의 경계를
구분한다. 한 종류는 ‘안식(眼識)에 보인 각종의 형색(形色)이 융합하여 한
가지 광상(光相)으로 돌아가고, 이것이 안식 자증분으로 불리고, 이식(耳
識)이 들은 각종의 소리는 융합하여 한 가지 향상(響相)으로 돌아가고, 이
것은 이식 자증분으로 불리고, 여타의 3식은 이에 준한다.’ 그는 이러한 자
증분 단계를 ‘변상관공(變相觀空)의 초급단계’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만
약 5식 자증분을 얻으면, 전부(一槪)가 융합되어 청정한 색근 총체(淨色根
總體)로 돌아가는데, 몸의 5문에서 출발하는 것과 오직 머리(腦部)에서 개
방하는 것 등을 가리지 않고, 한 가지로 텅 빈 여여한 총상(同虛空之如如總
相)인데, 그는 이러한 자증분 단계를 ‘변상관공의 고급단계’라고 부른다.
저 두 단계는 앞에서 설명한 두 종류의 증지에 대응한다: ‘근본지’와 ‘후득
지’”(｢唯｣, 99)

빙달마의 간법은 변상관공의 간법이고, 그는 이를 통해 자증분 단계에
도달한다고 말한다. 이 경우의 자증분은 견상 이원화 이전의 소의로서의 자
증분, 분별 이전의 수동적 지각상태를 말할 것이다.
예양강은 제6식에서 실현되는 자증분을 5구의식(五俱意識)과 불구의식
(不俱意識)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5구의식의 자증분은 전5식의 자증분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한다:
“5구 의식에 대해 말하면, 그것의 자증분은 전5식의 자증분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빙달마는 이것을 개괄한다: ‘[..] 이때에 5구의식은 동일하게 내
심을 반조하고(同反內心) 이 [청정한 색근의] 총상과 서로 포용하고(相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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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무분별의 봄(見)을 일으키고, 소연은 하나의 여여한 청정한 경계를
이룩하니, 곧 의식 자증분과 계합(契)한다.’ 전5식을, [또] 당연히 제6식 자
신의 상분을 포괄하여 모두 환영으로 여기고(視作幻影), 청정한 색근이 짓
는 발식취경의 작용(發識取境之作用)에로 되돌아가는데, 이것은 의식의 자
증분을 통해 진제(眞諦)를 드러나게 한다.”(｢唯｣, 101)

여기서도 빙달마는 5구의식이 변상관공의 간법에 의해 자증분에 계합
(상응)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빙달마는 ‘자증분에 계합’, ‘자증분을 득현’,
‘식이 자증분에 상응’, ‘자성이 자증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그
가 자증분을 견상의 소의처로 보고 있음을 알려준다. 반면에 예양강은 ‘자
증분의 실현’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때의 ‘자증분’은 제6식의
경우에만 ‘자기의식’과 ‘소의처’로 의미되고 있고, 다른 식들의 경우에는
‘소의처’로만 의미되고 있다.
예양강은 제7식의 자증분이 제6식의 자증분과 근본적 차이가 없다고 말
한다:
“자증분에 있어서, 제6, 제7식 사이에는 도리어 근본적 차이가 없다. 이것
은 중요(主要)한데, 왜냐하면 제6식의 상분이 이미 3종의 가능한 대상[3류
경]을 포함하여 소유하기 때문이고, 그런 고로 제6식이 자증분을 실현하고
(여기서의 ‘실현’은 자증분을 통해 심식 활동 그 자체를 친증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하여(從而) 세 종류의 대상을 모두 심식활동의 구성물로 볼
(看) 때, 제7식의 상분도 즉시(也就) 그것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다.”(｢唯｣,
103)

빙달마는 제7식 자증분으로부터 출발하여 제6의식의 자증분에 계합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 점에 대해 예양강은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비록 이와 같다고 해도, 제7식 자증분의 실현은 수행과정 중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빙달마는 선종이 직접, 제7식의 자증분으로부터 착수(入手)
한다고, 아상(我相)이 무상(無相)임을 증명함으로부터 [착수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체제법의 본성이 모두 공이라는 것을, 일체법의 자성이 無性이
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평등성지로부터 묘
관찰지에 이르는 길을 걷는 것이다.”(｢唯｣,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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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양강은 제8식 자증분의 실현과정에 대해 말하면서 빙딜마의 문장에
의지한다:
“만일 제7식을 따라 출발하면서 수행을 통해 진일보하여 제8식 자증분에
대한 실현(達到對第八識自證分的實現)에 도달한다면, 그 순서는 [식전변
의 과정과는] 상반된 것이다: [빙딜마는 말한다:] ‘제7식이 자증분과 상응
할 수 있을 때는, 반드시 그 견분이 시시각각으로(息息) 변천함을 되풀이하
지 않는 이후에 가능하고, 변천하지 않을 수 있는 까닭에, 또한 제8식 견분
의 불변천을 선결조건으로 삼는다. 제8 견분이 변천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
는 바른 이치(正理)는 반드시 그 상분이 상주하며 변하지 않는 진여 실체라
는 것이다. 이 실재하는 체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것(者)은 곧 상주하여 변하
지 않는 보리심이다. 증명함(能證)과 증명됨이 융합하여 하나의 묘상(一片
妙相)을 이룩하니, 곧 제8의 자증분이다. 그 융화 이전[에 있어서 상분을]
증명함(能證)은 오히려 [제8식의] 견분에 속한다. 제7식이 이 견분을 견지
(堅持)할 수 있고, 그 견분에 의해 요동되지 않으니, 거의(庶機) 본식 자증분
에 들어선다(得入).’”(｢唯｣, 105)

여기서는 제7견분이 제8견분을 견지하는 동안에, 제7견분이 변천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서는데, 이는 곧 제7식이 자신의 자증분에 상응하는 것이
자 동시에 제7식이 제8자증분에 계합하는 것이라는 점이 말해졌다.
(3) 자증분의 증지로서의 증자증분
빙달마는 자증분이 의지하는 대공본체가 증자증분이라고 하면서, 이를
제9식에 배당한다. 이에 관한 빙달마의 문장을 예양강은 다음과 같이 소개
한다:
“‘8종식의 자증분은 각기 그 증자증분을, 곧 의지하는 대공본체(大空本體)
를 소유하고, 식과 크게 화합한다. 곧 제9식인데, 상종(相宗)은 제9식의 이
름을 세우지 않고, 오직(惟) 8종식의 자증분 상에 배속한다. [...] 이 무구식
[증자증분]은 이미 모든 식의 원만한 자증분을 총체적으로 증지(總證)한
다.’”(｢唯｣, 107)

이 문장과 관련해 예양강은 전식성지 이전의 8식이 있고, 전식성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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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8지가 있는 것일 뿐이므로, 제9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12)
그는 안혜, 난타, 진나, 호법의 심분론을 모두 인정하는 혜장(慧莊)의 말
을 인용한 후에, 자신의 연구결과로는 증자증분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힌다:
“‘4분가 학설은 각종의 동일하지 않은 설명을 소유하지만, 만약 그 의미를
세밀하게 관찰하면, 피차간에 저촉되지 않고, 오히려 일치한다. 단지 개인
의 서있는(所站, 소첨)입장이 동일하지 않고, 해석된 것이 동일하지 않음에
불과할 뿐이다.’13) 이런 해석에 대해, 필자는 기본적으로는 찬성할 수 있다.
다만 혜장은 4분설 중의 제4분을 회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것은
필자가 본문에서 착수한 것과 같을 수 없다. 곧 4분설에 대해 비교적 깊이
들어가는 연구를 진행한 후에도, 필자는 여전히 증자증분의 실재성에 대해
보류적 태도를 견지하며, 심지어 이것이 회의적 태도라고 말할 수도 있
다.”(｢唯｣, 109)

예양강은 심4분설을 부정하고 심3분설을 인정하지만, 빙달마의 ‘변상관
공’의 간법(看法)이 심3분설에 의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서는 논하고 있지 않다.

2) 리앙쾅의 경우
독일어로 쓰인 뺷의식의 사안. 현상학-불교-유교뺸(2010)14)는 유식학과
현상학의 비교연구를 위한 좋은 안내서일 수 있다. 저자의 영문명은 리앙캉
니(Liangkang Ni)인데, 위에서 언급된 예양강의 영문명이다. 앞서 소개된
12) “뺷유가사지론뺸에서 말한다: ‘식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아뢰야식이고, 다른 하
나는 전식이다’(주 37: ‘전’은 여기서 ‘전변’의 의미, 곧 전식성지의 ‘전’이다.) 전자는
유루의 염식이고 8식으로 나눠진다; 후자는 무루의 정식이고 역시(也) 8식으로 나눠진
다. [...] 명말의 왕긍당(王肯堂)은 일찍이 이러한 주장할 제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5식은 곧 상분이고, 6, 7식은 곧 견분이고, 8식은 곧 자증분이고, 9식은 곧
증자증분을 일컫는다’”(｢唯｣, 108)
13) 慧莊, ｢談唯識學上的四分說｣, 뺷唯識思想論集뺸, 1권, 臺北: 大乘文化出版社, 1977, p.
330.
14) Liangkang Ni, Zur Sache des Bewusstseins. Phänomenlogie -Buddhismus -Konfuzianismus,
Könnigshausen & Neumann, Wurzburg 2010. 이 책을 본문 중에 인용할 때 ｢Ni｣라고
약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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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양강의 논문에서는 빙달마의 관법이 주로 소개되는 반면에, 이 책에서는
유식학과 현상학의 비교가 이뤄지므로 별도의 항목을 세워 논의하기로 한
다. 그는 이 저작에서 현상학과 유식을 비교하면서 증자증분의 이해에 대한
여러 단서를 제공하지만 그 스스로는 증자증분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이
다.
(1) 후설에서의 근원의식과 반성의 관계
리앙캉 니는 후설을 따라 의식을 근원의식과 반성의식으로 이분화한다.
그는 근원의식이 선-대상적, 선-반성적 의식이면서 동시에 자기의식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내적 지각은 근원의식, 내적 의식, 자기의식 등으로도 표현되고, ‘작용의
수행에 있어서 작용 자체에 대해 비대상적으로 의식하였음’에 다름 아니
다.”(｢Ni｣, 39)

이러한 지적은 다음과 같은 후설로부터의 인용문에 토대를 둔 것이다:
“모든 작용은 어떤 것에 대한 의식이지만, 그러나 또한 [모든 작용은 자신
에게] 의식되어 있다. [...] 정확한 의미에서의 모든 ‘체험’은 내적으로 지각
되어 있다. 그러나 내적인 지각은 동일한 의미에서 하나의 ‘체험’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스로 다시금 내적으로 지각되지는 않는다.”(Hua X,
S. 125-26; ｢Ni｣, 38)

이 문장은 대상의식은 자기의식이기도 하지만, 자기의식은 대상의식이
기도 한 것이 아니고, 이로써 자기의식은 다시금 의식될 필요가 없다는 점
을, 곧 자기의식은 의식의 무한소급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
다. 그런데 이러한 해설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심4분설의 현상학적
정당화 가능성이다. 의식은 일차적으로 대상의식이지만, 이 대상의식은 자
기의식으로 성립하며, 이러한 자기의식으로서의 대상의식은 반성될 수 있
다. 따라서 여기서는 대상, 대상의식, 자기의식, 반성의식이라는 4요소가
있게 된다. 이러한 4요소와 심4분의 대응구조 속에서 증자증분은 반성의식

유식의 ‘증자증분’에 관한 담론 지형의 분석

51

과 대응한다. 앞서 소개된 시바는 원성실성이 ‘초월론적 반성’에 의해 증득
되리라고 보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이 경우에 물어질 수 있는 것은 반성(현상
학적-초월론적 반성)과 관조(관조적-무분별적 반성) 사이의 차이점이다.
(2) 반성과 관조의 차이
리앙캉 니는 모든 반성은 재생적인 것이라서 반성적 지각은 불가능하고,
반성적 재생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우리는 [가능한 상반된 답변들 중] 단지 후자의 경우를 유일하게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은 반성이 [현재적 지각일 수는 없
고] 오직 재생적일 수만 있다는 결론에로 이르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우
선, 나중에 우리의 시선이 그것에로 향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작용이 무의
식적으로 수행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미 수행된 작용을 새롭게 나타남
에로 데려오는 과정은 재생적이라고 특징지어져야만 한다. 달리 분명하게
말하면, 나는 현재화하면서, 곧 지각하면서 반성할 수는 없고, 단지 재현하
면서, 곧 재생하면서만 반성할 수 있다.”(｢Ni｣, 46)

여기서 리앙캉 니는 모든 반성이 지각적 반성이 아니라 다만 재생적 반
성(기억적 반성)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망념이 떠오르는
동시에 그 망념을 즉각 알아차리고 지켜보아야 한다’는 수행 지침을 듣는
다. 이 경우의 즉각적 알아차림과 지켜봄은 분별적 반성이나 기억적 반성,
철학적 반성이 아니고, 다만 관조적 반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조적 반성은 원본적 지각은 아니지만, 원본적 지각을 ‘분별없이 있는 그
대로 비추는 것’이라는 점에서 반성적 지각으로도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증자증분이 관조적 반성 및 반성적 지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명상의
인식론적 구조도 심4분설을 통해 해명될 수 있다. 하지만 리앙캉 니는 이
같은 해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다.
(3) 증자증분의 필요성 여부
모든 반성이 지각적 반성이 아니라 다만 재생적 반성(기억적 반성)이라
는 주장은 증자증분, 곧 필자가 말하는 관조적 반성의 존립 여지를 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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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로 귀결될 수도 있다. 어쨌든 리앙캉 니는 심4분설에 대해 간략하게
나마 언급할 때, 증자증분 도입의 필요성을 부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증자증분의] 논리적 필요는 본래 잉여적(überflüssig)인
데, 왜냐하면 자기의식은 반성이 아니고, 이로써 [반성과 같이] 스스로 자기
[의식]를 대상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단지 자신의 수행(Vollzug)의 비대상
적, 직접적 자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처음부터 무한소급의 어
떤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Ni｣, 224, 주2)

여기서 그는 반성이 의식작용에 대한 대상적, 간접적 인식인 반면에, 자
기의식은 의식작용에 대한 비대상적, 직접적 자각이라는 점을 전제로 삼는
다. 이런 전제 아래 그는 반성은 의식 자신에게 다시 의식되지만, 자기의식
은 의식 자신에게 다시 의식될 필요가 없기에 증자증분의 존재증명은 불필
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명상의 인식론적 구조의 해명을 염두에
둔다면, 증자증분의 필요성이 그렇게 쉽게 부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4. 필요적 입장
1) 다마키 토모호코의 경우
다마키는 ｢현상학과 유식론 -시간에 관하여｣(2009)15)에서 “후설의 뺷내
적 시간 의식의 현상학뺸 및 클라우스 헬트의 뺷생생한 현재뺸의 분석의 성과
를 이용해 유식론의 시간에 대해 이해”(｢時｣, 38)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의 시도는 요코야마 고이치(横山 紘一)가 제시한 ‘아뢰야식과 전
식의 상호관계’에 관한 도표와 하나다 료웅(花田凌雲)이 제시한 ‘종자생현
행과 현행훈종자의 관계’에 관한 도표를, 후설의 ‘내적 시간의식’ 개념 및
15) 玉置 知彦, ｢現象學と唯識論 ― 時間について―｣, 뺷フッサール研究뺸, フッサール研
究会編, 第七号, 2009.
http://www2.ipcku.kansai-u.ac.jp/∼t980020/Husserl/vol.7_2009/JHS_07_05_Tamaki.pdf.
이 논문을 본문에서 인용할 때는 ｢時｣로 약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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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트의 ‘현재장’ 개념에 의해 해설하는 것이 된다.
다마키는 후설이 말하는 ‘파지들(Retentionen)의 지평과 예지들(Protentionen)
의 지평’을 염두에 두고, ‘아뢰야식에서 종자가 현행하여 현행식이 생기는
것’(종자생현행)을 예지에 대응시키고, ‘현행식이 아뢰야식의 종자를 훈습
하는 것’(현행훈종자)을 파지에 대응시킨다. 아울러 현행식의 5변행심소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인 ‘촉’(觸)을 지각작용에서의 “근원인상에 상응”(｢時｣,
40)시킨다. 그리고 “파지의 꼬리와 예지의 지평은 아뢰야식이다”(｢時｣,
40)라고 지적하여, 아뢰야식을 후설의 근원적 의식, 곧 내적 시간의식과 동
일시한다.
다마키는 아뢰야식이라는 ‘의식흐름’을 구성하는 국면들(현행식들) 각
각이 순간적-현실적 시점에 있어서는 아직 파지되지 않은 것이므로 의식흐
름에 대해 현출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여, ‘생생한 현재’와 ‘현재장’(의식흐
름의 파지계열, 생주이멸의 파지계열)을 구분한다(｢時｣, 43). 이어서 그는
아뢰야식의 촉발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 자증분이라고 말한다:
“‘나(식체)는 (이런 배경 현상이라는 방식에서의) 촉발을 알아차리게 되는
(werde aufmerksam)’ 상태이다. 이를 시간론적으로 표현하면 ‘자아(식체)
는 자기 자신을 방금-아직도(soeben-noch) 파지적으로 ‘감촉하
는’(berührt) 것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고유한 자아적(식체적)-근원인상적
출현을 본래적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상태이다. 즉, 거기에서 아와 법이
드러나는 여러 국면들 중의 ‘아뢰야식’[의식흐름]의 촉발을 알아차리는 것
은 ‘자증분’이다.”(｢時｣, 46)

다마키는 다른 한편으로 ‘생생한 현재’를, 곧 ‘현실성의 국면’을 감촉하
고 있는 것은 증자증분이라고 말한다:
“이 ‘자증분’인 의식 흐름에 대해 ‘철저한 환원’을 베푼 것이 ‘생생한 현재
의 선반성적인 종합’이며, 바꿔 말해 ‘주이’(住異)이었다. 여기에서는 ‘자아
(식체)는 자기 현재화에서 근원인상적으로 자신을 감촉하고(berührt sich),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식체)는 자신을 다른 대상들같이 파악할
(erfassen) 수는 없다[; 그것(자아)의 반성함은 사후적 알아차림
(Nachgewahren)으로 남는다].’ 이것이 ‘증자증분’이다. 즉, ‘현실성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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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인 ‘현행식’을 감촉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다 정확히는 ‘현행식’의
‘촉’(= 근원인상)을 감촉하고 있다는 것이다.”(｢時｣, 46-7)

다마키는 그의 다른 논문인 ｢현상학과 유식론 - 상관관계의 아프리오리
와 유식3성설｣(2011)16)에서 ‘의식의 선험적 상관관계’와 ‘유식의 3성설’
의 관계를 추적한다. 그는 머리말 부분에서 후설의 뺷현상학의 이념뺸에 나
타난 ‘현상학적 고찰의 세 단계’에 비추어보면 “3성설은 보편적인 상관관
계의 아프리오리가 세 가지 유형 구조로 표시된 것”(｢相｣, 28)이라고 밝힌
다. 이를 통해 그가 의미하는 것은 변계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 사이의 상
호관계가 “현출자, 현출의 영역, ‘현출들에 의한 현출자’의 상호 관계”(｢相｣,
37)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 논문에서도 그는 의식흐름으로서의 아뢰야식의 촉발을 감촉
하는 것은 자증분이고, 현행식을 감촉하는 것은 증자증분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체는 의식흐름인 것이며, 그 의식흐름의 파지계열의[인] 아뢰야식
의 [자기]촉발을 감촉하는 것은 자증분이다. 상분이란 횡적 지향성에 따라
‘시간적인 다양한 음영들의 흐름 속에서’ ‘구성된 통일체’이고, 현출하는
상분이다. 견분이란 종적 지향성에 따라 ‘구성하는 국면들의 계열’이며,
‘근원적 의식’으로서의 비대상적 의식이다. 의타기성인 견분상분은 파지계
열로서 ‘지속적인 후퇴의 양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 파지계열이 현출의 영
역이다. 의식흐름(=체)의 찰나에 있어서의 현행식을 감촉하고 있는 증자증
분(생생한 현재)도 ‘내실적 내재’이다. 자증분이나 증자증분은 ‘코기타치
오의[라는] 절대적 이것’을 증명하는 기능이지만, 대상화 혹은 객관화의 기
능이 아니다.”(｢相｣, 32-3)17)

그는 ‘의식흐름의 파지계열이 이뢰야식이자 ‘현출의 영역’이라고 보고,
파지계열을 초래하게 되는 ‘현행식’을 ‘현출’ 자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여
16) 玉置 知彦, ｢現象學と唯識論――相關關係のアプリオリと唯識三性説｣, 뺷フッサール
研究뺸第 9 号, フッサール研究会編, 2011. http://www2.ipcku.kansai-u.ac.jp/∼t980020/
Husserl/vol.9_2011/3_Tamaki.pdf. 이 논문을 본문에서 인용할 때는 ｢相｣으로 약칭함.
17) “찰나(=주이=생생한 현재) 그 자체는 ‘증자증분’으로(として) 감촉될 뿐이다. 또한,
의타기성인 파지계열의 견분 상분도 그 자체는 ‘자증분’으로(として) 감촉은 되지만,
아와 법이 드러날 때에 숨는다.”(｢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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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도 ‘아뢰야식의 촉발을 감촉하는 것은 자증분’이라고 하고 ‘현행식을
감촉하고 있는 것은 증자증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아뢰야식(현행
식의 파지계열)의 증지, 곧 현행식의 ‘사후적’ 증지가 자증분이고, 현행식
의 ‘동시적’ 증지가 증자증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마키는 아
뢰야식의 증지가 자증분 작용이고 현행식의 증지는 증자증분 작용이라고
구분하지만, 그 구분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2) 서상림의 경우: 자증분의 능동공능
서상림(徐湘霖)은 ｢유식관행 중에서의 자증성의 능동성에 관한 논의 - 5
중유식관을 중심으로｣(2012)18)에서 자증분을 의타기성에, 증자증분을 원
성실성에 대응시킨다. 그는 기억작용과 자증분 작용을 모두 후시념(後時
念)으로 보면서도, 자증분 작용은 기억 작용과 달리 각지 작용이라고 본다.
(1) 자증분의 각지 기능
서상림은 자증분의 관조와 각지를 구분하여 말하면서, 각지가 망념과 무
명을 제거해주는 내증의 지혜라고 말한다:
“자증분은, 견분의 작용을 관조하고 있을 때에, 일체의 법을 연하며, 일체의
심심소법에 두루 통하며, 단지 그것이 각지를 발기(發起‘覺知’)하기만 하면,
‘상에서 상을 떠나며, 념에서 불념할’ 수 있다. 견분의 작용은 항상 사람으로
하여금 전도된 망상에 빠져들게 할 수 있고, 분별된 아견에 빠져들게 할 수
있으나, 각지의 출현(‘覺知’的出現)을 우리는 그것을 비유하여 고양이로 여
길 수 있다. 고양이가 오기만 하면, 쥐(망념)는 도주하여 흔적이 없게 된다.
그 각성(覺性)은 하나의 탐조등 같고, 밝음의 비춤 아래에서 암흑(무명)은
즉시 사라지게 된다. 이때에 사람들에게 비록 욕념, 탐치, 습성이 있을지라
도, 모두가 작용을 일으킬 수는 없다. 그런 까닭에, 4분 중에서 오직 자증분
만이 홀로 이런 공능을 갖추고 있고, 이런 공능의 작용은 단지 이와 같이 실
상의 관조(觀照實相)이고, 바로 내증 지혜(內證智)이다.”(｢論｣, 142-43)
18) 徐湘霖, ｢論自證分在‘唯識觀行’中的能動性. 以‘五重唯識觀’為中心｣, 뺷玄奘佛學研究뺸,
제17권, 玄奘大學宗教學研究所, 2012. 이 논문을 본문에서 인용할 때 ｢論｣이라고 약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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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림은 여기서 ‘자증분의 견분 관조’와 ‘자증분의 견분 각지’를 구별하
면서, 후자를 수행자의 노력에 의해 발생하는 자증분의 능동적인 기능으로
보고 있다. 그는 위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에서 ‘실상의 관조’와 ‘내증 지혜’
를 말하는데, 여기서 ‘실상’은 ‘상에서 상을 떠나며, 념에서 불념하는’ 견분
을 말할 것이고, ‘내증’은 견분의 증명을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실상의 관
조’와 ‘내증의 지혜’는 모두 ‘자증분의 견분 각지’를 말한다. 그런데 ‘자증
분의 견분 각지’가 능동적 기능이어서 ‘자증분의 견분 관조’라는 자동적 기
능과 구별되는 것이라면, 그 능동적 기능을 자동적 기능인 자증분과 구별하
여 증자증분의 기능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2) 증자증분과 원성실성
서상림은 의타기와 자증분의 관계를 밝히는 대목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반관(反觀) 중에 대상에 대해 [현상학적 환원 이후의] 본질직관의 파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의타기 상에서 갖추어져 있는 이러한 반관공
능이 바로 자증분이다.”(｢論｣, 144)

여기서 그는 반관공능과 본질직관을 서로 구분하면서 전자를 자증분이
라고 한다. 주지하듯이 현상학에서 말하는 본질직관은 자증분(자기의식,
반관공능)에 근거를 둔 반성이다. 어쨌든 이어지는 문장에서 서상림은 자
증분의 각조 상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자명한 직관이 증자증분이라고 말한다:
“자증분은, 견상 이분 상에서 ‘각조’를 일으킬 때에, 문득 의식 본질에 대한
일종의 자명한 직관을 획득(獲得)하는데, 이것이 바로(就是) 증자증분이
며, 역시(也是) 원성실성이다. 원성실성은 직관화하는 사유이고, 이것은 법
성의 사유라고 불릴 수 있고, 법상[의타기성]과 법성[원성실성]은 불일불이
이고, 따라서 의타기와 원성실성은 즉체즉용이다.”(｢論｣, 144)

여기서 서상림은 의식본질에 대한 자명한 직관이 증자증분이고, 직관된
의식본질이 원성실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로써 그는 빙달마나 다마끼와
마찬가지로 상이한 경지(의타기성, 원성실성)에 상응하는 상이한 심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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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분, 증자증분)을 제시한 것이다.
서상림은 ‘전의’, 곧 ‘전식성지’가 ‘3자성의 의타기성’에 도달함에 달려 있
고, 이것은 다시 ‘자증분 능동의 반관작용’에 도달함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소위 유식 관법의 ‘전식성지’(轉識成智)는 결국 마침내 3자성의 의타기성
(三自性的‘依他起’性)에 도달함을 필요로 하고, 의타기성이 ‘미혹함을 깨
달음으로 전환함’, ‘오염을 청정으로 전환함’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다
시금 자증분 능동의 반관작용(自證分能動的反觀作用)에 도달함의 구체적
실현을 필요로 한다.”(｢論｣, 146)

여기서 언급된 “자증분 능동의 반관작용”은 앞서 말한 “자증분의 각지기
능”을 가리킬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과 상대되는 “자증분의 관조기능”은
‘자증분 자동의 반관작용’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3) 자증분의 관찰로서의 수행
서상림은 논문의 영문요약부분에서 ‘의식이 자기를 앎’이 자증분이라고
보면서, 이 자증분과 수행 사이의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유식불교에서 자증분의 이런 기능의 중요성은 그것이 실재를 그것이 있는
그대로 관찰할 때 지혜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만 놓인 것이 아니라, 그것
이 수행들(practices)에 있어서 의식에서 지혜로 이르는 경첩 관절(the
hinge point from vijñapti to prajñā in practices)로서 떠맡는 역할에도 놓
여 있다.”(｢論｣, 136)

여기서 물어질 수 있는 것은 ‘자증분이 지혜를 지니고 있다’는 것과 ‘자
증분이 의식에서 지혜로 이르는 경첩관절 역할을 떠맡고 있다’는 것 사이
의 관련성이다. 앞서의 논의를 토대로 하면, 전자는 “자증분의 견분 관조”
를, 후자는 “자증분의 견분 각지”를 가리킬 것이다. 어쨌든 그는 자증분에
관련된 주요개념들이 ‘비파사나’, ‘5중유식관’이라는 점도 언급하면서, 논
문이 목표로 삼는 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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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보다 세밀한 비교와 분석을 위해 자증분에 관련된 주요개념들
도, 곧 비파사나(vipaśyanā, 관조), 의타기성(paratantra), 현량(pratyaksa)
도 언급할 것이다. 이것[이 논문]은 어떻게 이 인식 기능[자증분]이 실행되
는지를 관찰하는 수행들(practices to observe how this function of
cognition is put into practice)을 5중유식관 속에, 곧 자증분의 주도권
(initiative)을 강조(highlight)하려는 시도 속에 통합시키면서, 유식불교 학
습의 두 가지 전통적이고 상보적인 측면들, 곧 이해와 수행을 재생하기를
희망한다.”(｢論｣, 136)

여기서 언급된 “어떻게 이 인식 기능[자증분]이 실행되는지를 관찰하는
수행들”이라는 표현은 즉각 ‘증자증분에 의해 자증분을 관찰하는 수행들’
이라는 함축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표현을 “자증분의 주도
권을 강조하려는 시도”로, 곧 ‘자증분의 능동 기능의 활성화’로 이해한다.
그는 비파사나와 자증분의 관계에 대해 말하면서, 반관각조가 그들의 공통
의 기능이라고 본다:
“이러한 위빠사나(觀)는 자증분과 상관하는데, 자증분은 그것이 자증하고
있을 때에, 그 능동성이 그것의 반관각조(反觀覺照)에 있으며, 이것은 비파
사나의 공능과 같다.”(｢論｣, 142)

현상학의 입장에서 말하면, 자기의식으로서의 자증분은 항상 실현되고
있는 자동적인 의식활동이다. 반면에 비파사나는 수행자가 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능동적인 의식활동이다. 따라서 자동적인 자기의식으로서
의 자증분이 능동적인 반관각조로서의 비파사나와 동일시 될 수는 없다. 이
런 까닭에 서상림은 ‘자증분의 관조’(자기의식)와 ‘자증분의 각지’(각조, 반
관각조)를 구별하고, 후자가 비파사나의 공능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다. 하지만 ‘관조’와 ‘각지’를 모두 자증분의 두 기능으로 보는 것보다는
‘관조’를 자증분의 기능으로 ‘각지’를 증자증분의 기능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혹은 ‘관조’라는 개념 자체를 ‘견분을 증지하는 자증분
에 대한 증자증분의 각지’라는 명상론적 의미로 제한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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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기억적 반성’은 ‘견분이 과거의 견분을 반성적으로 기억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반면에 ‘관조적 반성’이라는 말로 필자는 ‘증자증분이 현재의 자증
분을 반성적으로 관조한다’는 것을 가리키고자 한다. 증자증분이 ‘관조적
반성’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필자의 구체적 논증은 지면의 제한으
로 인해 다른 기회를 빌려 소개하고자 한다. 일반인들은 대체로 ‘기억적 반
성’을 활성화하지만, ‘관조적 반성’을 활성화하지는 못한다. 기억적 반성은
대체로 망념(妄念)을 초래하는 것이지만, 관조적 반성은 진념(眞念, 當念)
에만 머무는 것이다. 의식구조의 분석과 서술을 위한 ‘철학적, 현상학적 또
는 방법론적 반성’은 비록 망념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기억적
반성에 해당하고, 비록 그것이 현재의 자기의식에 대한 반성일지라도 분별
적 반성인 까닭에 무분별적 반성인 관조적 반성에 대비된다.
필자는 호법에 의한 증자증분의 수립이 명상의 인식론적 구조를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한다. 물론 이럴 경우에도 해결해야할 물음이 여전
히 남아 있다. 증자증분이 선험적인 심분이라면, 왜 일상인에게서는 증자증
분에 의한 관조적 반성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가? 이에 대한 가능한 답변
들 중의 하나는 증자증분의 기능이 일상인의 의식에서는 기억적 반성에 의
해 차단되어 퇴화되어 있고 수행자의 의식에서는 관조적 반성 속에서 활성
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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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opological Analysis of Discussions about
the “Consciousness of Self-consciousness”

Cheong, Eunhae
At the end of his treatise “The Completion of Mere Consciousness,”
Xuanzang cites Dharmapala: “…the foolish do not vigorously seek
escape from samsara, becoming liberated by contemplating the mind;
so out of sympathy and compassion for them we speak of
‘consciousness only’ causing liberation from samsara through one’s
contemplation of the mind.” This citation makes us think that
Dharmapala suggested the fourfold division theory of consciousness for
one’s contemplation of the mind. In this case a question arises: what
is the function of the consciousness of self-consciousness? Or, more
fundamentally, is that fourth part of consciousness necessary?
Researchers have three main positions regarding this question. They are,
in order of dominance, the no opinion-position, the unnecessaryposition, and the necessary- position. Although there are some
researchers who take the necessary- position, they do not pay much
attention to the relation between the fourth part of consciousness and
contemplation. This essay suggests that contemplation is a nondifferentiating reflection on self-consciousness, and that this kind of
reflection contrasts with phenomenological reflection, which aims to
differentiate and describe what is ref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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