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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이 연구의 목적은 루스트하우스의 현상학적 해석 및 그 논지에 반박하는 야마베
노부요시･슈미트하우젠･켈너와 테이버･타카하시 코이치의 관념론 해석 사이의 논
쟁 전개양상을 분석하고, 각 주장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있다.
관념론 해석은 대체로 유식[vijñapti-mātra]을 단일한 마음 이미지, 정신적 표상으
로 해석하고 ‘자아’-‘타자’ 관계에 있어서 유식으로 환원되는 이론적 정합성에 주목
한다. 반면 루스트하우스의 현상학적 해석은 주관･객관[grāhya-grāhaka]의 이원성을
극복하기 위한 유식의 실천에 주목한다. 그는 유식을 심지적 유폐성으로 해석하고
모든 유정의 상호영향력을 상호주관성으로 해명하기 위해 유식사상을 현상학적 전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3387).
유식사상 해석논쟁의 비판적 고찰 I

157

통에 위치시키려 한다. 문제는 뺷불교현상학뺸의 결론이 외경을 인정하는데 있다. 그
의 결론은 원인이 되어 관념론적 해석 연구자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만, 동시에 관념론적 관점의 해석을 재구축하려는 시도들은 최종적으로 자아와 타
자의 문제를 봉합하지 못하는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뺷성유식론뺸과 뺷유식이십론뺸은 마법처럼 세계를 눈앞에 내어놓는 유식과 무경의
종지를 천명하는 동시에 암묵적으로 다수의 심상속 전제가 당연시되고, 자심･타심
이 소취･능취의 존재론적 오염으로 간주된다. 유식의 정의에 포괄된 이러한 특징들
은 객관을 부정하는 단일한 의식의 관점과 객관을 전제하는 상호주관성의 두 관점
중 어떤 것을 취해도 반드시 유식의 논지와 일치하지 않게 되는 정합성 문제가 불가
피하게 불거진다. 철학적 해석논쟁으로부터 우리는 자･타의 이원적 전제가 양 진영
의 핵심논리이며, 그들 관점의 이원적 논리로는 유식사상을 결코 재단할 수 없다는
점을 살필 수 있다.
주제어
유식무경, 다수의 식상속, 타자의 마음, 관념론적 해석 대 현상학적 해석, 소취･능취, 이
원성, 뺷성유식론뺸, 뺷유식이십론뺸

I. 들어가며
유식사상은 분별에 의해 마법처럼 세계를 눈앞에 펼쳐놓는 유식(唯識, vijñaptimātra)의 종지를 천명한다.1) 유식의 종지를 따라 뺷유식이십론뺸 등에서는 자기

의식 바깥의 외경이 부정되는 동시에 외경에 해당하는 다수 의식의 흐름(識相
續)이 거론되고, 나아가 자심･타심이 주관･객관의 이원성으로 간주되어 이원

1) Viṃś. p.3. cittamātraṃ bho jinaputrā yad traidhātukam iti sūtrāt/ cittaṃ mano vijñānaṃ vijñaptiś ceti
paryāyāḥ/ cittam atra sasaṁprayogam abhipretam/ mātra ity artha pratiṣedhārthām/ vijñapti-mātram
evaitad / asad-arthāvabhāsanāt / yathā taimirikasyāsat-keśa-candrādi-darśanam // 경전 [뺷화엄경뺸 ｢십지
품｣]에 “승자의 자식들이여, 실로 삼계는 유심(唯心)이다”라고 설명되기 때문이다. 심(citta)과 의
(manas)와 식(vijñāna)과 요별(vijñapti)은 동의어다. “심”은, 이 [｢십지품｣]에서는 상응(saṃprayoga)
[법인 심소(心所)]를 지닌 것으로 의도되고 있으며, “唯”라는 것은 [심과는 별도의 외계 등의]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 [삼계]는 다만 유식이다.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 현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문증(taimira)이 있는 자가 실재하지 않는 터럭과 [이중의] 달 등을 보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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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전면적으로 부정된다.2) 이러한 유식의 논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논리와 범주를 벗어난다. 오늘날의 첨예한 유식해석 논쟁도 각 해석이 유식의
논리를 포괄하지 못하면서 돌출한다.
루스트하우스(D. Lusthaus)로 대표되는 현상학적 해석(혹은 비판적 인식론
적 관념론 해석)3)과 슈미트하우젠(L. Schmithausen)4)으로 대표되는 관념론적
해석(혹은 형이상학적 관념론 해석) 간의 이 논쟁은 상호주관성 개념을 중심
으로 하는 뺷불교현상학뺸(Buddhist phenomenology)의 논지와 결론이 외경을 부
인하는 유식의 종지와 어긋난다는 야마베 노부요시(山部能宜)의 비판으로부
터 시작했다.5)
대체로 전통적인 관념론 해석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유식의 단계를 선정
의 단일한 마음 이미지, 정신적 ‘표상’(representaton)으로 해석6)하고 ‘자아’와
2) 유식무경 종지의 비문증 비유에 대한 함의와 외경의 문제는 다음을 참조하라. 정현주 2020a,
185-207. 타심지 문제는 다음을 참조하라. 정현주 2020b, 78-109.
3) Lusthaus 2002, 5 참조. 인식론적 관념론(칸트의 인식론적 관념론), 비판적 인식론적 관념론(현상
학), 형이상학적 관념론(버클리의 일원론적 관념론)의 분류와 정의는 뺷불교현상학뺸에 소개되어
있다. 이하 이 논문에서는 루스트하우스가 사용하는 비판적 인식론적 관념론을 현상학으로 사용
하여 칸트의 인식론적 관념론과 버클리의 일원론적 관념론과 구별한다. 사실, 루스트하우스의 구
분 자체도 결과적으로 유식사상=관념론의 귀결로 나타나는데 슈미트하우젠이 인정하듯이 관념
론은 전적으로 서양철학의 개념이다. Schmithausen 2017, 265-266 참조.
4) Schmithausen 2005; Schmithausen 2007.
5) 山部能宜 1998, 15-41. 야마베 논문에서 언급된 루스트하우스의 박사논문(1989)은 후에 뺷불교현상
학뺸(2002)으로 출간되었다.
6) 슈미트하우젠은 불교의 수행론을 정신주의로 정의한다. Schmithausen 2007, 213 참조. 다만 뺷유가
행 유식학파의 기원뺸(The genesis of Yogācāra-Vijñānavāda, 2014) 이후로 그의 핵심 주장에 있어서
① 서양철학에서 표상주의의 실재론적 성격 때문에 vijñaptimātra의 역어를 representation(표상)으
로부터 manifestation(현시)로 교체했으며 ② 알라야식의 도입이 선정실천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는 야마베의 가설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③ 관념론이 서양 철학의 용어라는 점에서 유가행의 교
리에 이보다 더 나은 표현이 없다고 용어적 한계를 밝히는 정도의 변화가 눈에 띄지만 유식사상을
정신주의로 보는 전체 주장의 성격은 바뀌지 않았다. Schmithausen 2017, 특히 265-266 참조;
Schmithausen 2014.
뺷유식이십론뺸에서 vijñapti는 ① 자류의 종자[알라야식]으로부터 ② [어떤 대상]처럼 나타나는 것
[ābhāsa/pratibhāsa]으로 정의된다. 즉 vijñapti의 역어는 알라야식의 언어적 식별활동과 대상처럼
출현하는 인식활동의 동역학적 의미를 포괄해야한다. 그렇지만 역어 manifestation 개념은 서양
철학에 있어서 칸트의 Darstellung(현시) 개념과 맞닿아 있고, 도식화하는 의식[판단력] 아래 다양
한 감각적 직관 내용의 현시를 의미한다. 뺷칸트사전뺸 2009, ‘현시(顯示, Darstellung)’ 항목 참조
(http://naver.me/xxpOvhRf 검색일자: 2022. 1. 28.) 현시는 ‘직관된 내용의 그려 보임’으로 정의되기
에 vijñapti에 있어서 알라야식의 언어적 식별활동 측면과 대상을 출현시키는 신체의 동역학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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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의 관계에 있어서 단일한 자기 마음으로 환원되는 정합성 문제에 주목

한다.7) 현재 학계에는 수많은 관념론적 관점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견고한 이
론적 정합성이 구축되어 있다.8)
반면 루스트하우스의 현상학적 해석은 삼계(三界, tri-dhātu)를 극복하기 위한
유식의 실천에 주목하고 주관-객관[所取･能取]의 이원성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본다.9) 그는 후기 후설(E. Husserl)과 메를로-퐁티(M. Merleau-Ponty)의 현상학
적 전통과의 연결선상에서 유식을 심지적 유폐성(psychosophical closure)10)으로
번역하고 모든 유정의 상호영향력을 현상학 개념인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11)
으로 해명하려고 시도한다.12) 그의 시도는 영미권의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불교 수행전통을 서구 명상학(Contemplative Studies) 분야로 확장하여 의식의
정을 포섭하기 어렵다. 특히 슈미트하우젠의 논의 안에서 vijñapti 개념은 주로 선정 단계에서 자족
적으로 생각하는 단일한 의식만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주지주의적이며, 그로 인해 말하거나 행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정적인 ‘대상’ 이미지에 가깝다. 뺷유식이십론뺸의 vijñapti 개념에 대한 분석은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유리 2021, 240-261.
7) 유식을 표상으로 해석하는 유식 관념론 해석의 역사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정현주 2018, 71-100.
우에다 요시후미(上田義文)의 뺷유식사상입문뺸에 따르면 서구와 인도 학자들이 불교철학에 관념
론 개념을 가장 먼저 사용했고 일본 불교학자들이 유식사상을 서양에 소개하기 위해 자신의 저작
을 번역하면서 이 개념을 차용하기 시작했다. 上田義文 1964, 11 참조. 일본에서 불교용어인 ‘유심’
(唯心)을 차용해 서양의 idealism을 유심론(唯心論)으로 번역하게 된 경위는 다카사키 지키도의 뺷유
식입문뺸에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 다카사키 1997, 14 참조.
8) 예컨대 야마베의 비판 이후 그의 쟁점을 그대로 차용한 슈미트하우젠이 루스트하우스의 뺷성유
식론뺸의 오독을 비판하고, 다시 켈너(B. Kellner)와 테이버(J. Taber)가 유식의 제1종지가 존재론
적으로 단일한 마음으로의 환원을 의미한다고 논증하고, 타카하시 코이치(高橋晃一)가 타자를
유식성의 테두리에 두는 이타적 보살행을 분석하여 슈미트하우젠의 결론을 지지･보완하고 있
다. Schmithausen 2005; Kellner and Taber 2014, 709-756; 타카하시 2019, 1-10; 高橋晃一 2020,
96-106; Takahashi 2017, 198-204.
9) 시바 하루히데에 따르면 뺷불교현상학뺸은 유식무경의 종지를 염정법(染淨法)의 구도로 보고, 이 종
지가 우리로 하여금 실재론/관념론적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 실상을 깨닫도록 이끄는 것을 그 목
적으로 한다고 평가한다. 시바 2006, 59-60 참조. 국내의 안성두 또한 현상학적 해석의 입장에서 관
념론적 해석을 비판한다. 안성두 2016. 3-40; 안성두 2018, 5-28.
10) 루스트하우스는 vijñapti 개념을 ‘심지(心智)적 유폐성’(psychosophical closure), 또는 ‘인지적 유폐
성’(cognitive closure)으로 해석하고 유폐성이 고통의 원인이므로 지멸(vyāvṛti)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vijñapti 개념은 장애를 가진 세속(saṃvṛti)과 동일하다. 따라서 유식사상의 목적은 이
자기 지시적 유폐성으로 인한 업보적이고 정신적인 문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다. Lusthaus
2002, 434, 534 참조.
11) 루스트하우스는 경험론을 비판하는 후설의 입장을 차용하며 인지는 “~에 대한” 지향성을 통해 타
자를 아는 문제라는 점에서 상호주관적이라고 정의한다. 앞의 책, 37-38, 122 참조.
12) 앞의 책, 특히 제2장 ｢후설과 메를로-퐁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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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를 학제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과도 연결되어 있다.13)
그렇지만 관념론적 해석의 관점에 의해서는 뺷성유식론뺸 등에서 자기 마음
과 별개인 물질적 요소의 존재를 부인하면서도 외경에 해당하는 다수 의식의
흐름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는 이 지점을 해명할 수 없다. 또한 상호‘주관’성
개념에 의지하는 현상학적 해석에 의해서는 불가피하게 객관을 상정하게 되
고 이는 제1종지와 모순이 된다. 자기의식과 타자 개념이 상호 배제적으로 작
동하기 때문이다. 유식사상 해석 논쟁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어떤 관점으
로도 유식사상의 면면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연구자들의 고민과 혼란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유식과 타자14)의 문제를 중심으로 양 진영의 주장들을 비
교 고찰하고, 그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있다.15) 먼저 뺷유식이십론뺸과
뺷성유식론뺸의 핵심 구절에 타자의 식상속과 유식의 종지가 동시에 나열된다
는 점을 확인하고, 현재 진행 중인 논쟁의 핵심이 수행자의 단일한 의식을 함
13) Sharf 2016, 777-778 참조. 강지언의 소개에 따르면 서구 명상학(Contemplative Studies)은 명상과 관
련된 수행 및 체험에 관한 연구와 교육에 초점을 맞춘 의학, 과학, 철학, 심리학 등의 학제 간 연구
분야이다. 명상과 의학 연구의 또 한 축은 티베트 불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Dalai Lama)다. 달라이
라마는 1990년대부터 신경과학자 프란시스코 바렐라(Francisco Varela), 리처드 데이비드슨(Richard
Davidson) 등과 작업하며 서구 학자들이 티베트 불교 명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다. 또한 1998년 심리학계에서는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이 등장하여 명상 프로그램
을 심리치료에 적극 수용하면서 명상에 대한 연구와 임상에서의 적용이 급속도로 활발해졌다. 강
지언 2018, 49-50, 53-54 참조. 티베트 불교와 신경과학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
라. 골먼 2006.
14) 우리말에서 타자는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사용된다. 그러나 야마베와 타카하시
의 분석에 따르면 뺷유식이십론뺸과 뺷성유식론뺸의 인용문 맥락에서 ‘타’는 자기의식을 둘러싼 환경
모두와 타자의 신체의 장소로 나타나는 타자의 존재로 정의되고 있다. 山部能宜 1998.; 타카하시
코이치 2019. 이 논문에서 타자 개념은 유식논서의 정의를 따른다. 논서의 이러한 정의는 서양철
학에서도 동일하다. 타심지 논의와 서양철학에서 타자의 문제를 같이 분석한 연구로는 퍼렛의 논
문을 참조하라. Perrett 2017, 59-68.
15) 이번 연구는 필자의 박사논문의 한 챕터를 기반으로 하여 2021년 여름까지 발표된 양 진영 연구자
들의 논문과 저서를 추가하고 논쟁 구도의 양상과 이에 대한 분석을 보완하여 논의 자체를 보다
확장하고 심화하려는 시도다. 이는 2018년에 발표된 ｢유식사상의 관념론 해석고찰-근세 관념론
해석을 중심으로｣의 후속편에 해당하며, 루스트하우스 이후에 등장한 현상학적 해석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를 필요로 한다.
루스트하우스 이후, 톰슨(E. Thompson), 소하르(R. Tzohar)와 카크루(S. Kachru) 등이 상호주관성
관점을 다시 환기시키면서 관념론-현상학적 해석논쟁은 2차 라운드에 접어드는 양상처럼 보인
다. 현상학적 해석이 여전히 시도된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유식사상을
정합적으로 독해할 수 있는 서구적 관점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을 참조하라.
Siderits, Thompson, and Zahavi, ed. 2015; Tzohar 2017, 337-354; Kachru 2021; Kachru 2019, 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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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는 ‘유식무경’과 외경에 해당하는 세속제로서의 ‘타자’에 있으며 결과적
으로 단일한 의식-타자의 구도가 주관-객관의 이원적 대립이라는 점을 분석한
다. 따라서 이 논문은 (1) 20년이 넘는 관념론-현상학 해석논쟁의 역사를 주요
연구자를 중심으로 핵심 사안을 정리하여 국내 학계에 소개하고, (2) 관념론적
해석과 현상학적 해석이 각각 주관에 해당하는 단일한 의식과 객관에 해당하
는 타자(다수 의식)라는 근본 전제에 의지하기 때문에 주･객의 이원적 문제를
함축하고 있음을 밝혀 해석논쟁의 흐름과 각 논지에 접근하도록 돕는다.

II. 논쟁의 쟁점: 타자 심상속의 다원성
뺷유식이십론뺸과 뺷성유식론뺸 분석을 둘러 싼 해석논쟁의 쟁점을 살펴보자.
양측의 핵심은 ‘유식’(唯識, vijñapti-mātra)을 해명할 때 당연한 것으로 상정된
다수 의식의 존재가 바로 외경에 해당하는 데 있다. 루스트하우스는 뺷성유식
론뺸 제7권의 39c9-25 구절에 있는 여러 유정들에 대한 등불의 유비를 근거로
유식사상이 단일한 의식만을 상정하는 유아론적 관념론이 아니라고 주장한
다.16) 반대로 야마베, 슈미트하우젠, 타카하시는 유식의 주장이 원리적으로 단
16) 뺷성유식론뺸 권7 (T31. 39c9-18) 外色實無可非內識境。他心實有寧非自所緣。誰說他心非自識境。但不
說彼是親所緣。謂識生時無實作用。非如手等親執外物日等舒光親照外境。但如鏡等似外境現名了他
心。非親能了。親所了者謂自所變。故契經言。無有少法能取餘法。但識生時似彼相現名取彼物。如縁
他心色等亦爾。既有異境何名唯識。奇哉固執觸處生疑。豈唯識教但說一識。不爾如何。[외인] 외계의
색은 실로 없어서 내식의 경계가 아니라고 해도, 타인의 마음은 실로 있는데 어찌 자기 식의 인식
대상이 아닌가? [논주] 누가 타인의 마음을 자기 식의 경계가 아니라고 했는가? 단지 그것이 직접
인식대상[親所緣]이라고 설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테면 식이 발생할 때 실제 작용은 없어서 가령
손 등이 외부의 물건을 직접 잡고 해 등이 빛을 펼쳐 외부 경계에 직접 비추는 일과 같지 않다. 단지
가령 거울 등에 비추듯이 외경과 유사하게 [자기 식에] 나타나 이를 일컬어 ‘타인의 마음을 식별한
다[了]’라고 할 뿐이지,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능히 [타인의 마음을] 식별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
식별된 것’[親所了]은 소위 자기 식이 변현해낸 것이다. 따라서 계경이 말하기를 “어떤 법이 있어
서 능히 나머지 법을 취하는 것은 없으니 다만 식이 발생할 때 유사한 상이 나타나 이름하여 저 물
건을 취한다” 한다. 자신의 인식대상이 타인의 마음인 것과 같이 물질 등 또한 그러하다. [외인] 이
미 [식별된所了 타인의 마음이라는] 다른 경계가 [전제 되고] 있는데 어찌 오직 식이라고 말하는
가? [논주] 기이하다. 고집스럽게 부딪치는 것마다 의심을 내는구나. 어찌 유식의 교의가 단지 단
일한 식을 설하겠는가? [외인]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그러한가? ; 뺷성유식론뺸 권7 (T31. 39c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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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의식으로 환원되는 관념론의 일원론적 입장임을 분석･검토한다.17)
처소[處, sthāna]라 함은 이를테면 이숙식[알라야식]이 공통으로 감지할
수 있는 잠재인상[共相種]을 성숙시키는 힘에 의해서 색(물질) 등 기세간
[bhājana-loka]의 모습, 곧 외적 원소[外大種] 및 [이 원소들로] 지어진 물질
[所造色]과 유사하게 변현된 것이다. 비록 제 유정들에게서 변화한 [세계]

는 각각 구별되지만 변현된 상이 서로 비슷해서 처소로서는 [모두에게]
다르지 않다. 마치 많은 등불이 각기 두루 비추면 하나의 등불과 유사한
것과 같다.18)
감관을 갖춘 신체(有根身)라 함은 이를테면 이숙식이 공통으로 감지할
수 없는 잠재인상[不共相種]을 성숙시키는 힘에 따라 육체적 감관(色根)
및 감관이 의지하는 처소[根依處]와 유사하게 변한 것, 즉 내적 원소[内大
種] 및 [이 원소들로] 지어진 물질[所造色]과 유사하게 변현된 것이다. 공

통된 잠재인상을 성숙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타의 신체라는 처소에 대
해서도 저것[타의 신체]과 유사하게 변한다. 그렇지 않다면 타자라는 대
상을 감지하는 일이 응당 없을 것이다.19)
汝應諦聽。若唯一識寧有十方凡聖尊卑因果等別。誰為誰說。何法何求。故唯識言有深意趣。識言,總顯
一切有情各有八識･六位心所･所變相見･分位差別及彼空理所顯眞如。識自相故。識相應故。二所變故。
三分位故。四實性故。如是諸法皆不離識。總立識名。唯言但遮愚夫所執定離諸識實有色等。[논주] 그

대는 응당 이치적으로 잘 들어야만할 것이다. 만약 오직 하나의 식만 있을 뿐이라면 어찌 사방의
범부･성인, 존귀･비천, 원인･결과 등의 차별이 있겠으며, 누가 누구를 위해 설하고, 어떤 법을 어
떤 방식으로 구하겠는가? 따라서 唯識이라는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 [1] 낱말 識이 총괄해서 나
타내는 것은 일체의 유정에게 각각 ①8식, ②여섯 부류의 심소, ③변현된 상분과 견분, ④분위의
차별(=불상응행법) 및 ⑤저들의 공한 이치에서 드러난 진여가 있음이다. [①8식은] 식의 자상이
기 때문에, [②여섯 부류의 심소는] 식과 상응하기 때문에, [③변현된 상분과 견분은 앞의] 두 가
지(8식과 여섯 부류의 심소)에 의해 전변된 것이기 때문에, [④불상응행법은 심･심소･색의] 세 가
지 [차별적] 분위[에 의거해 가립된 것이기] 때문에, [⑤진여는 앞의] 네 가지의 진실한 성품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제법은 모두 식과 분리되지 않기에 총괄적으로 식이라는 이름을 확립한다. [2]
낱말 唯는 다만 어리석은 범부들이 집착하는 바 결정코 모든 식들과 분리된 색 등의 실유를 차단할
뿐이다.
17) 山部能宜 1998, 21-22; Schmithausen 2005, 35-38; 타카하시 코이치 2019, 5.
18) 뺷성유식론뺸 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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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即外大種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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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뺷성유식론뺸 권2 (T31. 11a8-11) 有根身者。謂異熟識不共相種成熟力故變似色根及根依處。即内大種及
所造色。有共相種成熟力故。於他身處亦變似彼。不爾應無受用他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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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에서 인식작용은 알라야식의 이숙과 전변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영역이다. 첫 인용문의 기세간의 모습은 언어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각각의 제
유정의 알라야식이 공통된 잠재인상을 성숙시켜 이러저러한 원소로 이루어
진 물질처럼 취급하여 이와 유사하게 변하여 나타난 것이다. 이때 기세간으로
서의 제 유정 각각의 세계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각 유정이 거주하는 처
소[sthāna]로서는 모두에게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뺷성유식론뺸에서 세계는
각 유정이 변현해내는, 한 사람 마다의 유폐적 인식의 ‘객관세계’이면서 서로
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등불 비유로 정의되고 있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 유근신, 즉 유정세간의 모습은 공통되지 않은 자기 고유
의 내적 잠재인상을 성숙시켜 육체적 감관을 가진 장소처럼 취급하고 이와 유
사하게 변하여 나타난 것이다. 나아가 타자를 ‘인식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타
자란 타자로 알려진 것, 즉 공통된 잠재인상으로 유사한 신체의 형태를 갖추고
환경세계를 함께 구성하는 존재로 ‘알려진 것’이다.
또 다른 인용문에서 타인의 식상속은 다시금 자기 식의 경계로 환원된다.
누가 타인의 마음을 자기 식의 경계가 아니라고 했는가? 단지 그것이 직
접인식대상[親所緣]이라고 설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테면 식이 발생할
때 실제 작용은 없어서 가령 손 등이 외부의 물건을 직접 잡고 해 등이 빛
을 펼쳐 외부 경계에 직접 비추는 일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가령
거울 등에 외경과 유사한 것이 나타나면 이를 일컬어 ‘타인의 마음을 식
별한다[了]’라고 한 것이지, 직접 작용하여 능히 [타인의 마음을] 식별하
는 것은 아니다. ‘직접 식별된 것’[親所了]은 소위 자기 식이 변현해낸 것
이다.20)

타자에 대한 자기 경험으로서의 지식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어떤 것이라서
직접인식대상으로서 타인의 마음을 알고 식별하는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니다.

20) 각주 17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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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를 아는 일은 공통되지 않은 고유의 내적 인식으로 환원된다. 타자는 말하
고 듣는 ‘상호’ 간의 관계적 행위로서 촉발된 그 순간의 자기 지식의 방식, 즉
자기 심상속의 특수한 전변이다.21) 즉 타자에 대한 지식은 이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우리는 타자에 대한 지식이 전달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자･타심의 문제는 뺷성유식론뺸의 소의경전인 뺷유식이십론뺸의 마지
막에 위치한 타심지[他心智, paracittavidāṃ jñānam] 논의에서도 나타난다. 세친
은 타심을 아는 자의 지식을 자기 마음을 아는 자의 지식[自心智, svacittavidāṃ
jñ̃ānam]과 같다고 정의한다.22) 즉 ‘타자를 아는 자의 지식’은 그 의미가 ‘자기

지식’과 동일하다. 자기 인지영역에 있어서 ‘타자를 아는 자의 지식’ 낱말이 실
제 지시하는 것은 자ㆍ타 연결 관계다. 그러나 개념 논리상 자기인식과 타자/
세계는 상호 배제적 범주이며 자･타 연결관계란 실행 불가능한 모순이다.23)
뺷성유식론뺸의 외인은 “이미 [식별된所了 타인의 마음이라는] 다른 경계가
[전제 되고] 있는데 어찌 오직 식이라고 말하는가?”라고 묻고 이어서 논주는
“만약 오직 하나의 식만 있을 뿐이라면 어찌 사방의 범부･성인, 존귀･비천, 원

인･결과 등의 차별이 있겠으며, 누가 누구를 위해 설하고, 어떤 법을 어떤 방식
으로 구하겠는가?”라고 반박하며 단일한 식을 거부한다.
21) 켈너와 테이버는 뺷아비달마구사론뺸의 ｢파아품｣의 분석을 통해 구사론주가 뿌드갈라 등에 대한
존재 여부에 대한 바른 인식수단(pramāṇa)의 논증을 통해 인식 외부의 대상의 비존재를 확인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 이 전략이 뺷유식이십론뺸의 주요 논지와도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 Kellner and
Taber 2014, 709-756 참조.
22) Viṃś. p. 10. paracittavidā̄ṃ jñā̄nam ayathā̄rthaṃ kathaṃ yathā̄, svacittajñā̄naṃ[21abc] tad api katham
ayathā̄rthaṃ/ajñā̄nā̄d yathā buddhasya gocaraḥ//[21cd] yathā̄ tan nirabhilapyenātmanā buddhā̄nā̄ṃ
gocaraḥ/ tathā̄ tadajñā̄nā̄t/ tad ubhayaṃ na yathā̄rthaṃ vitathapratibhā̄satayā grā̄hyagrā̄hakavikalpasyā̄
prahīṇatvā̄t/ [실재론자] 타자의 마음을 아는 자의 지(智)가 어떻게 해서 진실 그대로(如實)가 아닌
가? [세친] 이것[타심지]은 자기 마음의 지(智)와 같다.[21abc] [실재론자] 그 [자기 마음에 대한
지] 또한 어떻게 진실 그대로와 부합하지 않는 것인가? [세친] 왜냐하면 각자(覺者)의 인식영역
(行境, gocara)처럼 우리가 [타심이나 자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21cd) 언어로 표현할 수 없
는 본성으로 말미암아 그 지가 각자들의 인식영역이 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것(=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심지와 타심지] 둘 다 진실 그대로와 부합하지 않는다. 허위로 사현하는 것
(vitatha-pratibhāsatā)이기 때문이다. 저것들은 파악되는 것(所取, 객관)과 파악하는 것(能取, 주관)
의 분별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3) 처치랜드 1992, 114-115 참조.
유식사상 해석논쟁의 비판적 고찰 I

165

뺷성유식론뺸의 타심 논의는 다수의 마음을 당연한 전제로 삼으면서도 타자
의 식이 자기 식으로 환원되고 외경이 부정되는 유식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자아의 외적 존재로서 타자를 문제 삼을 때마다 연구자들이 마주한 이 모순은
오늘날의 첨예한 해석논쟁의 원인이다. 타자를 외적 대상으로 상정하게 될수
록 결국 자･타의 인식논리적 연결 관계는 해명불가능해지며 자기 마음이 타인
의 마음을 아는 신통[他心通]처럼 다루어지거나24) 우드의 텔레파시 집단환각
(collective hallucinations) 설명처럼25) 초심리학적 현상처럼 간주될 수밖에 없

다. 자･타가 상호배제적 개념이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존재론적 혼란은 개념
의 모순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는 존재론적 오염이다.26)
논서의 타심지 문제는 연구자들의 혼란과 그대로 겹친다. 뺷유식이십론뺸의
말미에서 자･타심지는 허위로 사현하는[vitatha-pratibhāsatā] 소취와 능취의
분별을 따르며 아직 이 분별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설명된다. 그리고 세친은
소취ㆍ능취의 이원적 구도에 따르게 되면 우리가 타심이나 자심을 여실히 알
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지식’ 즉 소취와 이를 ‘아는 자’ 능취에 따르는 모든 이
원적 이해가 은폐하는 것은 모든 소취와 능취의 분별로 사현하는 아는 자의 능
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뺷유식이십론뺸에서도 타심지 대론은 세계가 인식작용
에 불과하다는 유식 종지의 의미가 타자와 자아의 문제까지 포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마지막에 배치된다.27)

24) 백진순은 자기 식에 대해서 타자는 불공상으로 해석하고 타인의 마음을 아는 자의 지식을 타심을
아는 신통으로 해석한다. 이는 자신과 남의 식이 각각 스스로를 변현하는 공상-기세간으로서의
타자의 몸만 분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백진순 2010, 173-208.
25) 우드는 뺷유식이십론뺸의 증상(增上: ādhipatya) 개념을 텔레파시(telepathy)로 해석하고, 집단환각
의 텔레파시 설명을 제안한다. Wood 1994, 164, 181-185 외 참조.
26) 존재론적 오염은 뺷진리는 거짓말쟁이들의 발명품이다뺸에서 사용되는 용어다. 이 낱말은 유아론
을 포함하여 실재론적 인식론이 낳는 문제와 함께 언급된다. 푀르스터 외 2009, 24-31, 118-30 참
조. 존재론적 오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정현주 2019, 126-128.
27) 유식 종지의 의미가 타자와 자아의 문제까지 포괄한다는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정현주 2020b,
108-1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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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상호주관성과 장막 뒤의 세계
뺷불교현상학뺸의 결론은 ‘유식사상이 관념론이 아니’라는 논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책은 여러 유정이 거론되고 있음에도 유식의 의미 자체를 일원론적
의식[자기의식]만 있다고 보는 관념론적 독해가 하나의 왜곡이라고 주장한
다.28) 그러므로 루스트하우스의 표적은 오랫동안 이론적으로 정교하게 구축
되어 온 유식사상의 관념론 해석이다.
서구의 유아론적 관념론 관점에서는 외부 세계란 내 마음의 ‘단일한 정신적
표상’이 비추는 것이라서 자아와 함께 타자를 논의할 여지란 없다. 서양의 관념
론 개념을 검토하고, 유식사상과의 차이점을 검토한 사람은 루스트하우스다.
오늘날의 복잡한 해석 논쟁이 뺷불교현상학뺸의 형이상학적 관념론(metaphysical
idealism)과 인식론적 관념론(epistemic/epistemological idealism) 정의를 따라 이

루어지기 때문에 간략하게라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29) ① 형이상학적 관념론
은 버클리(G. Berkeley)의 유심론(immaterialism)에 기반한 존재론적 관념론을
의미한다.30) 즉 마음, 정신, 이성, 의지로 불리는 정신은 모든 실재의 궁극적 토
대이기 때문에 사물을 표상하는 마음이 사물 그 자체를 결정하고 지어낸다고
본다. ② 인식론적 관념론은 ‘사물들이 내 의식의 외부에 존재한다’는 생각마

28) Lusthaus 2002, 533-34 참조.
29) 루스트하우스의 모호한 형이상학적 관념론과 인식론적 관념론, 비판적 인식론적 관념론의 세 분
류를 스탠포드 철학백과사전의 정의를 참고해서 존재론적 관념론과 인식론적 관념론으로 정리
한다. Guyer and Horstmann 2015, 서문 참조. 트리베디도 형이상학적 관념론과 인식론적 관념론 분
류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Trivedi 2005, 231-246.
30) 버클리는 물체들(substances)의 존재가 지각된 것이고 따라서 “정신(spirit)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
도 없고 지각하는 것도 없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집, 산 등과 같이 지각에서 우리가 조우하는 것
은 색상과 모습, 냄새와 같이 지각가능한 질성의 집합이다. 물체들은 질성들이 인식되는 한에 있
어서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데, 표상이 바로 지각가능한 질성이다. Winkler 2005, 6-7 참조. 표상
은 지각하는 의식에서만 존재하고 그 자체의 존재에만 의존하는 것으로서 거울처럼 세계를 반영
하는 고정적인 본질이다. 정신적 표상이 함축하는 가정은 지각가능한 중요 요소들로 분석될 수 있
는 어떤 세계(버클리의 경우에는 신의 세계)가 앎/지식에 앞서 존재하며, 앎/지식이란 이런 세계의
주요한 특징들을 투사하고 반영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다. 이는 인간의 역사에서 인식현상 또는
앎의 현상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나타났던 매우 오래된 생각이다. 로티 1998,
11-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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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의식에서 구상된다고 보기 때문에 존재론적인 형이상학적 관념론에 반대
하며, 우리는 사물을 우리에게 주어진 생각, 개념, 범주에 의해 안다. 이때 물자
체[noumena]는 우리의 인식범위 밖에 있으며,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물, 즉 현
상은 우리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개념과 범주의 안경을 통해 조건 지어진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루스트하우스에 따르면 단일한 의식을 상정하는 존재론적 관념론 해석은
vijñapti-mātra[唯識無境]의 ‘mātra’를 주관적 의식의 존재를 단언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오류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 주장을 붕괴시키기 위해 그는 유식을
‘심지적 유폐성’, 또는 ‘인지적 유폐성’(cognitive closure)으로 번역하고31) 자기

지시적 유폐성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므로 지멸(vyāvṛti)되어야 할 것으로 정의
한다. 유식의 종지는 장애를 가진 세속(saṃvṛti)과 동일하다.32) 따라서 유식단
계의 목적은 유폐성으로 인한 업보적이고 정신적인 문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다.33)
흥미롭게도 루스트하우스는 ‘상호주관성’ 개념의 측면에서 식상속의 다원
성 전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유식의 종지가 외재성을 부정할 뿐이지 물자체나
실재론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고34) 유식 문헌이 세계가 오직 마
음에 의해 지어진다고 주장한 적이 없고 속제의 측면에서 색과 같은 대상들이
’인정’되고 외재성만이 혹은 존재론적 집착만이 인식론적으로 부정될 뿐이라

고 결론짓는다.35)
31) Lusthaus 2002, 434 참조.
32) “식은 세속(월칭의 어원연구에 따르면 세속은 유폐된 것, 장애된 것을 의미한다)과, 인지적 유폐
성과 동등해진다. vijñapti-mātra는 승의적 주장이 아니다! 그것은 통찰력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다. 식이 없다면, 세속적인 또는 관습적인 세계가 어디에서 무엇이 될 것이며 이것
은 나타날 수도 없을 것이다. 세속의 유폐적 영역 없이 승의제적 통찰은 누가 획득할 것이고 공성
이 무엇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겠는가?” 앞의 책, 463 참조.
33) 앞의 책, 534 참조.
34) Trivedi 2005, 232 참조.
35) 루스트하우스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유가행자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외재적 대상을 부인한다.
(1) 속제의 경험측면에서 논사들은 의자, 색, 나무와 같은 대상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 대상
들이 의식 이외의 다른 장소에 나타난다고 하는 주장(외재성)을 부정한다. 그들이 도전한 것은 그
자체로의 대상이 아니라 외재성(externality)이다. (2) 저 대상들은 속제의 측면에서 인정된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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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의 결론은 외경을 차단하는 유식의 제1종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장막 뒤에 있는 독립적 물질세계의 가정’이라고 슈미트하우젠, 켈너와
테이버 등의 강한 비판을 받는 원인이다.36)

IV. 자아와 타자
루스트하우스의 현상학적 해석에 나타난 모순을 처음 문제 삼은 사람은 야
마베 노부요시다. 자아와 타자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그의 비판은 이후 어떤
해석이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한지의 번쇄한 논쟁을 촉발시키는 방아쇠가 되
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관념론적 해석과 현상학적 해석 모두가 불가피하게 자
아와 타자의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37)
야마베는 유식사상을 존재론적 관념론으로 보고 특히 유가행 관념론이 각
자 고유한 인식 세계에 대한 선정수행자의 반조의 결과라고 해석하여, 자아와
타자의 문제를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분석한다.38) 그런데 “세상 모든 것이 자
기 마음(생각)의 투사라면 타자의 마음은 존재하는가?”라고 묻는 야마베의 질
문39) 자체는 세계와 세계 내 물질적 객체가 이를 설명하는 마음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형이상학적 전제를 그대로 반영한다.
야마베가 보기에 일상적 존재의 인지적 세계라는 관점에서 기세간(bhājana에 보다 정확한 의미로 의자나 나무와 같은 것은 없다. 저것들은 단지 우리가 인과관계의 끊임없
는 변화로 순간순간 생겨나는 별개의 감각들을 모으고 해석하는 낱말과 개념들에 불과할 뿐이
다.” Lusthaus 2002, 540 참조.
36) Schmithausen 2005, 특히 49-56 참조.
37) 山部能宜 1998, 15-41,
38) 야마베가 사용하는 존재론적 관념론은 루스트하우스의 형이상학적 관념론에 해당한다.
39) 논문 ｢Self and Other in the Yogācāra Tradition｣의 서문 첫 부분에서 타자에 대한 야마베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세상 모든 것이 자기 마음(생각)의 투사라면 타자의 마음은 존재하는가? 타자의 마
음이 존재해서 각자의 마음이 개별적 세계를 창출한다면, 어째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외계” 대
상을 동시에 지각하는 것인가? 만약 한 사람이 외계의 변화를 감지한다면 타자는 그와 동일한 변
화를 지각하는가? 또한 그 사람은 타자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서로 의
사소통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가?” 앞의 논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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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ka)과 유정세간에 대한 심상속(정신적 흐름)의 다원성은 당연한 것으로 전제

된다. 유식학파는 결코 단일한 마음의 존재를 옹호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타
자를 포함한 세계가 다시금 자기 마음으로 환원된다. 결국 복수의 마음을 상정
하는 것은 단일한 자기 마음이 인식하는 타자, 즉 외경을 인정하는 지점을 포
함한다. 야마베가 마주한 것은 유식사상의 존재론적 입장과 인식론적 입장이
다.40) 외적 존재와 내적 인식의 두 입장은 상호 수용이 불가능하다. 자신의 분
석결과를 놓고 그는 유식사상의 논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표시한다. 존
재론적 입장에서 ① 우리가 직접 알 수도 없는 다른 마음의 흐름을 의심 없이
수용하면서 왜 외재하는 물질적 존재를 부정해야 하는가?41) 반대로 일원론적
입장에서 ② 외경에 대해 불가지론적 입장을 취하면서 어떻게 다른 마음의 존
재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가?42)
사실 자아와 타자의 질문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을 구별할
수 없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
찰적 질문이다. 실제로 야마베의 질문이 드러내는 지점은 주관-객관, 세계와
인식이라는 이원적 논리의 반복적 반영이다. 이 논리에 따라 타자가 바로 자기
지식의 경계로 환원된다 하더라도 질문에 지시된 자아-타자 관계에는 주관과
객관의 봉합할 수 없는 모순, 이원성 문제가 남는다. 야마베의 존재론적 분석
은 ‘외취타심난’(外取他心難), ‘이경비비난’(異境非非難), ‘세사괴종난’(世事乖
宗難)43)과 같은 외인의 질문들과 동일한 사변적 논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

설적이다.
40) 앞의 논문, 19, 특히 각주 8 참조.
41) 이 질문은 우드의 질문이기도 하다. Wood 1994, 94 참조.
42) 山部能宜 1998, 27 참조.
43) 외취타심난(外取他心難): 外色實無可非內識境。他心實有寧非自所緣。뺷성유식론뺸 권7 (T31, 39c9-10)
외계의 색은 실로 없어서 내식의 경계가 아니라고 해도 타인의 마음은 실로 있는데 어찌 자기 식
의 소연(所緣)이 아닌가? 이경비유난(異境非唯難): 既有異境何名唯識 뺷성유식론뺸 권7 (T31, 39c16)
이미 다른 경계가 있다면 어째서 유식이라고 이름하는가? 세사괴종난(世事乖宗難): 若唯内識似外
境起。寧見世間情非情物處時身用定不定轉。뺷성유식론뺸 권7 (T31, 39b09-10) 만약 오직 내부의 식 뿐
인데 외부 대상과 유사하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찌 세간의 유정과 무생물이 장소와 시간, 신체,
작용[處時身用]에서 한정이나 비한정이 전전함을 보는가? 법상종의 타자에 대한 분석은 다음 논문
을 참조하라. 백진순 2010, 17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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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가 다수 심상속과 유식을 주장하는 유식논리를 이론적 비정합성
으로 보는 데 있다. 그는 유가행파가 실천으로서 선정수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
어서 결코 정합적인 이론 체계를 구축하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44) 즉 그의
분석에서 유식의 논리란 “논증에 [기초하거나 논증에 의해 명확해진] 잠정적
인 진리”(理世俗=*yukti-saṁvṛti)의 단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상일 뿐이다. 이
때 유식 논리의 비정합성이란 유식을 단일한 의식으로 해석하면서 다수 식상
속을 모순으로 보는 것인데 존재론적으로 주관·객관을 서로 봉합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이원적 논리에 의해 재단된 것이다.

V. 보살의 이타행과 타자
슈미트하우젠은 저서 뺷뺷성유식론뺸에 있어서 외경의 문제에 관하여뺸(On
The Problem of the External World in the Ch’eng wei shih lun)를 통해 야마베 연구

를 그대로 수용하여 제 유정의 문제와 세속제에 있어서 외경을 인정하는 루스
트하우스의 뺷성유식론뺸 해석을 철저하게 비판한다. 그의 연구는 선정수행에
있어서 정신주의적 해석과 ‘무경’(無境)에 초점을 맞춘 유식의 정합성을 해명
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제로 루스트하우스에 대한 그의 비판과 해명은 선정과
수행자의 ‘단일한 의식’에 주목하여 자신의 정신주의 해석의 이론적 정합성을
옹호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루스트하우스는 업(L 485 및 536쪽)과 집착(L 537쪽)을 고찰하려고 시도
하지만 그의 해석은 유식종지의 외계 물질적 대상의 부정과 대상의 비
발생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에 비해 관념론적 해석은 텍스트 자
체가 말하는 방식을 쫓아 최소한 독립적 물질세계를 가정하지도 않고
타자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환원하는 관점에 있어서도 보다 나은 정
합성을 갖는다.
44) 山部能宜 199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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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슈미트하우젠의 관점에서 아비달마 전통은 결박과 해탈 과정의 일관
된 구조의 설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유식사상의 시초부터 특별한 관
계를 유지했다. 뺷성유식론뺸은 아비달마적 초기 유가행 저작이 가진 ‘유
식’(vijñaptimātra) 관점에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충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다.
③ 업은 의도 그 자체거나 의도적 행위로 구성된 것이므로 의도, 즉 정신적
요인이 결정적 요인이며, 신체와 감각 능력의 생산은 업의 직접적 결과
로 단순히 매개적 단계다. 업종자를 지닌 알라야식은 기세간(bhājan-loka,
器世間)을 발생(skyed par byed pa, 生起)시키는 동시에 세계를 인식하며 몸

의 물질적 요소의 기능은 유정의 몸(有情世間)을 위한 단순한 ‘그릇’이다.
④ 뺷불교현상학뺸 486-487쪽에서 보살이 구원론이나 종교로서 타 유정의 행
복에 본질적으로 관심을 갖는다고 루스트하우스가 강조하듯, 이 사실은
유가행 체계가 결코 유아론일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다. 뺷유식이십론뺸
에서 논의되는 다수 심상속의 인과적 상호작용은 뺷성유식론뺸에서도 나
타나며 인식론적 수준에서 간접적인 상호주관성으로 전개되고 있다. 루
스트하우스 해석에서 ‘간접적인 인식대상’[疏所緣, remote objective support]
은 물질세계 경험의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는 해도, 결과적으로는
유식성의 토대 위에서만 그 전제와 상호주관성에 대한 더 나은 설명이
가능하다.
⑤ 많은 대승경전의 경험적 대상들은 환상이거나 비실재거나 단순한 허구
거나 오로지 마음일 뿐(cittamātra)과 같은 근본특징으로 정의된다. 선정
의 여실지의 단계에서 독립적 물질세계에 대한 경험이나 다원성의 가정
자체를 지시하는 경우란 없다. 루스트하우스의 장막 뒤에 있는 독립적
물질세계의 가정은 밀의적 의도와 반대된다.
⑥ 유식의 단계는 극복을 위한 예비적 단계일 뿐만 아니라 부처와 보살이
다른 유정들을 돕기 위해서 돌아오거나 다시 내려가는 지평이기도 하
다. 이때 다수의 심상속의 의존적 세계는 환상이거나 오로지 마음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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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경험된다. 엄밀히 말해서 오직 마음의 영상 때문에 잡염으로부터
청정한 세계로의 전환이 가능한 것이지 다수의 심상속이라는 물질세계
때문이 아니다.45)
위에 나열된 주장을 살펴보자. 슈미트하우젠에 따르면 뺷성유식론뺸은 결박
과 해탈의 전환구조를 설계한 아비달마의 영향을 받아 선정수행에 초점을 맞
춘다. 때문에 이 논서에서 유식의 단계는 보살의 예비적 단계이거나 귀환하는
단계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이유로 루스트하우스가 주장하는 타자의
심상속에 해당하는 전제와 상호주관성에 대한 더 나은 설명은 유식을 직관함
으로써 불보살의 이타행이 가능해지는 유식성의 토대 위에서만 비로소 가능
하다.
슈미트하우젠은 유식의 직관단계를 대승불교 전반의 이타행이라는 관점에
서 설명한다. 즉 그는 선정수행에 초점을 맞춘 유식의 단계=이타행 전략을 취
하면서 타자의 존재를 이타행이라는 불보살의 회향에 포함시켜 일원론적 정
신주의 관념론이라는 비판을 피하려한다. 나아가 이러한 여실지의 단계에서
는 독립적 물질세계에 대한 경험이나 다원성의 가정 자체를 지시하는 경우도
없다. 그의 논의 구조는 유식무경을 해석하는 일관성의 측면에서 개인 내면으
로서의 단일한 마음만을 다룬다는 점을 보여준다. 야마베의 논의를 그대로 이
어받은 그의 주장은 다수의 식상속에 대한 루스트하우스의 쟁점을 자신의 논
의 안으로, 유식의 단계로서 내면의 선정수행으로 가져갔다는 특징이 있다. 이
를 두고 타카하시는 “유식에 대한 깨달음을 단순히 명상수행으로 도달하는 경
지로 해석하지 않고 중생의 이익을 가능케 하는 장으로서 자리매김”한다고 높
이 평가한다.46)
그러나 뺷성유식론뺸의 ‘많은 식들로 이루어진 조화로운 우주가 마치 여러 개
의 등불이 각기 두루 비추는 하나의 불빛’이라는 비유는 유식의 단계라 하더라

45) Schmithausen 2005, 35-38, 49-56, 57-64 참조.
46) 타카하시 코이치의 타자에 대한 논의는 타자의 존재를 유식의 시야에 넣으려는 슈미트하우젠의
시도를 지지하며 이를 논증하는 논문이다. 타카하시 코이치 2019,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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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분명히 다수의 타자가 존재해야 성립하는 세계, 즉 기세간과 유정세간을 전
제로 한다. 이러한 전제는 선정에 든 유가 수행자가 자기 마음을 제어해 분별
이 그친 상태가 되었을 때라도 소멸할 그러한 성질의 것도 아니다. 유식 사상
에는 자기 인식과 타자의 존재가 같이 전제되어 있으며 그와 동시에 주관과 객
관의 2취가 삿된 분별로 기술된다. 이에 대해 타카하시는 뺷성유식론뺸의 유식
설이 복수의 개인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며 뺷섭대승론뺸이든 뺷유가사지론뺸
이든 유가행파가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일상세계가 성립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전제한다고 결론을 내린다.47) 슈미트하우젠은 이러한 유식의 비
정합성을 굳이 오늘날의 서구 상식에 비추어 옹호할 필요가 있는지 되묻는
다.48) 그에 따르면 관념론은 서양철학의 개념일 뿐이다.49) 나아가 유식사상을
비정합적인 중세의 사상으로 보려는 입장은 관념론적 해석을 시도하는 연구
자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VI. 관념론의 일관성, 단일한 식과 무경의 논리
켈너와 테이버는 루스트하우스의 논의를 비판하면서50) 야마베-슈미트하
우젠의 관념론적 독해 방식을 충실하게 수용한다. 다만 “표준” 해석으로서 의

47) 앞의 논문, 9-10 참조.
48) “Is it merely because Yogācāra thought as traditionally understood seems so counter-intuitive to modern
Western common-sense that some scholars think they must ‘defend’ the Yogācāras against such an
understanding?” Schmithausen 2005, 49 참조. 슈미트하우젠은 유식사상의 반 직관적 성격 때문에
관념론 이외에 더 나은 표현이 없다고 본다.
49) Schmithausen 2017, 265-266 참조.
50) 루스트하우스 독해에 대한 켈너와 테이버의 비판 요지는 유가행과 관념론에 대한 현상학적(인식
론적 관념론) 관점의 입장이 모호하고 혼란스럽다는 점에 있다. 루스트하우스는 유식논사들이
‘마음만이 실재하고 일체의 모든 것은 마음이 지었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관념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Lusthaus 2002, 533) 동시에 다시 “유가행은 인식 대상(viṣaya, artha, alambana 등)이 존재
한다는 점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지만 이것이 인식 행위의 바깥에서 발생하는 인식 대상에 대해 말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부인한다.”(Lusthaus 2002, 538)고 기술하는데 그의 기술 자체가 무엇
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Kellner and Taber 2014, 711 특히 각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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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바깥의 물리적 객체의 존재가 부정되는 ‘무경’에 주목하기 위해서 vijñapti
를 정신적 이미지를 의미하는 ‘표상’(representation)으로 해석하는 입장과 결
별하면서 분명하게 표상주의(representationalism)를 거부한다.51) 표상주의는
지각적 경험에 있어서 외경이 원인이 되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념이나 정
신적 표상이 알려진다고 보는 견해다.52) 번역어 representation이 함축하는 외
재성의 문제를 지적한 연구자는 홀(B. C. Hall)이다.53) 사실 슈미트하우젠의
독해에서 ｢삼마희다지｣ 등의 선정의 여실지 단계는 단일한 의식을 상정하며
이 단계에서 수행자의 vijñapti의 발생은 독립적 물질세계에 대한 경험이나 다
원성의 가정 자체를 지시하는 경우란 없다. 또한 홀의 주장에 따른다면 번역
어 representation은 외부세계와의 상응을 선험적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인지
적 내용’은 세계를 비추는 내용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켈너와 테이버에 따르

51) 앞의 논문, 717 참조.
52) 표상주의에서 정신적 표상이 함축하는 가정은 몇몇 중요한 지각 가능한 요소들로 분석될 수 있는
어떤 세계(버클리의 경우에는 신의 세계)가 앎/지식에 앞서 존재하며, 앎/지식이란 이런 세계의 주
요한 특징들을 투사하고 반영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다. 실제로 표상주의는 인간의 신경계가 외
부 세계에 대한 표상을 가지고 작업한다는 가정을 갖는데 이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표상주
의의 반대편에는 진공상태에서 신경계가 작동한다고 가정하여 주위 환경을 부정하는 유아론이
있다. 이는 절대적인 인지적 고독을 의미한다. 움베르또 마뚜라나 외 2007, 150-157, 285 참조.
인지과학적 관점에서는 전통적인 표상 개념이 실제 인지적 역학과 모순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
되지는 않는다. 다만 정보의 의사소통적 전달이라는 측면에서는 불가피하게 표상 개념을 행위 지
향적 표상(action-oriented representation) 등과 같이 제한적으로나마 사용하려는 학문적 시도가 지
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체화와 구성의 개념이 적용되는 제한적 표상 개념마저 그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Clowes and Mendonça 2016, 26-47 참조.
53) 홀은 vijñapti의 번역어로서 representation(표상) 개념이 어떤 것에 대한 ‘표상’, 아마도 외재하는 객
체나 지시대상에 대한 ‘표상’을 함의하면서 의미의 ‘공적’(public) 측면을 전달하는 것처럼 만들기
때문에 마치 유식사상이 지식의 ‘표상주의적’ 이론을 제안하는 것처럼 왜곡한다고 지적한다. 그
는 vijñapti 번역어의 대안으로 현상(phenomenon)이나 현시(manifestation), 지각(percept)을 제안한
다. Hall 1986, 14. 슈미트하우젠의 번역어 representation은 독일 관념론의 개념 Vorstellung의 의미
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4년에 발표한 뺷유가행 유식학파의 기원뺸 이후로 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현시로 교체한 것처럼 보인다.
글라저스펠트는 독일어권 학자와 영어권 학자들 사이에 representation에 대한 미묘한 해석의 차이
가 있다고 지적한다. representation에 해당하는 독일어는 ‘Vorstellung’이다. 이것은 누군가가 자연
발생적으로 떠올리는 사물의 관념을 나타내며 어떤 원본으로서의 실재하는 사물과 같은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반면에 영어 representation은 불가피하게 복사와 모사, 복제와 같은 방식으로 외부
의 원본에 대한 지시 관계를 제안한다. 글라저스펠트의 해명을 고려할 때, 홀의 표상 정의는 영어
권 학자 특유의 외부의 원본에 대한 지시 관계를 함축하는 것으로 보인다. Glasersfeld 2007, 283-87
참조. 그 외 홀의 vijñapti 개념을 표상으로 읽는 최근 연구논문으로 김현구 2020.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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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삼마희다지｣ 환멸문의 vijñapti 발생양상은 실제로 아귀와 같은 다수 심상
속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들은 뺷유식이십론뺸이 버클리류의 고전
적 관념론이라고 정의하고, 전격적으로 홀의 표상주의 비판을 수용하여
vijñapti 발생양상을 해명하기 위해 cognition(인지)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

한다.54)
한편으로 그들은 논리학의 ‘무지로부터의 논증’(argumentum ad ignorantiam)55)
원칙을 뺷유식이십론뺸 전체에 적용･분석하여 유식의 관념론적 일관성을 도출
하려 한다. 즉 두 연구자는 뺷아비달마구사론뺸 ｢파아품｣에서 자아에 대한 지각
적, 추론적 증거의 부재로부터 자아의 부재로 이동하는 논증을 가지고 외재하
는 사물의 부재는 그 존재에 대한 증거의 부재에서 파생된다는 논증 전략으로
차용해 뺷유식이십론뺸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를 버클리의 ‘존재하는 것은 지각
되는 것’(esse est percipi)이라는 선언과 비교하여, 유식의 제1종지가 존재론적
으로 오로지 ‘마음’으로의 환원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고전적 관념
론적 독해만이 뺷유식이십론뺸에서 최소한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
다.56) 이들 연구는 세친이 “외부의 물리적 객체의 존재를 부정”하면서도 “인과
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타심을 상정”하며, “무언가의 존재 여부는 바른 인식수
단(pramāṇas)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세친이 독자에게 결론을 맡긴다고 마
무리한다.
켈너와 테이버의 논의는 유식의 ‘무경’에 주목하여 관념론적 원칙을 일관되
게 적용하려는 시도이지만 다수 식상속의 문제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며,57)
단일한 의식의 일관성을 검토하는 이들의 논증은 유아론의 위험성까지 끌어
들이는 셈이다.58) 또한 관념론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표상주의를 거부하고
54) Kellner and Taber 2014, 735, 특히 각주 90 참조.
55) 무지로부터의 논증은 X가 참/거짓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무지의 전제로부터 X는 거짓
/참이라는 지식의 결론을 추론하는 논증이다. 송하석 2010, 61 참조.
56) 켈너와 테이버는 뺷유식이십론뺸을 ‘이 세상이 비실재의 대상’이라고 읽는 고바야시의 독해와 비
교한다면 자신들의 제안이 더 관대한 해석이라고 말한다. Kellner and Taber 2014, 717 참조.;
Kobayashi 2011, 299-308 참조.
57) Kellner and Taber 2014, 7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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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jñapti를 인지로 번역하지만 이에 대한 어떤 논증이나 근거가 제시되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유식사상이 서구 철학전통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의심 없이
관념론으로 전제하고 논증하는 지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VII. 결 론
오늘날 관념론-현상학적 해석논쟁은 유식의 종지에 전제된 다수의 식상속
을 둘러싸고 관념론이나 현상학적 관점에서 논리적 정합성을 확정지으려는
시도에서 발생한다. 논쟁의 시초는 루스트하우스의 현상학적 해석이다. 그는
오랫동안 유식사상 해석을 점유해온 관념론 관점을 비판하고 속제의 관점에
서 식상속의 다원성에 함축된 외경을 수용한다. 그의 과격한 결론은 일원론적
관념론 해석 진영의 학자들을 단결시켰지만 이들 학자들은 여전히 논서에서
단호히 부정되는 단일한 의식, 즉 관념론적 유아론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 특
히 문제로 보이는 것은 관념론 해석을 하는 연구자들의 문헌학적인 평가와 태
도다. 야마베는 유식사상이 결코 정합적인 이론 체계를 구축하려하지 않았다
고 주장하고, 슈미트하우젠이나 켈너와 테이버는 유식사상을 오늘날의 서구
상식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상으로 평가한다. 본문에서 다
루지는 않았지만 샤프(R. H. Sharf) 또한 이러한 관점의 연상선상에 있다. 그는
인간의 심층의식을 탐구하기 위해 불교를 과학의 영역으로 포섭하려는 서구
연구자들의 노력에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59) 반면 현상학적 해석은 불교의 수
행전통과 통찰을 동시대의 지적 관심사와 연결해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포섭
하고자 시도한다.
58) 이 지점에 대한 비판은 퍼렛을 참조하라. Perrett 2017, 59-68.
59) 샤프는 불교에 대한 영미권의 현상학적 독해와 접근이 불교를 동시대의 지적 관심사와 연결해 이
해하는 지적 유행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서구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서양 철학자
의 관점에서 보려는 경향인데 역사적으로 불교가 로르샤흐 잉크 반점 검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바
람에 사람들이 불교교학에서 자신이 찾는 것만을 보고 접근했으며 따라서 체계적인 교학 연구 없
이 불교를 크게 왜곡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Sharf 2016, 777-7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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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론 해석은 단일한 의식의 정합성문제에 현상학적 해석은 타인의 식상
속의 정합성 문제에 주목하는데 이때 양측의 연구자들은 동일하게 다수의 식
상속 전제가 외경에 속하고 주관･객관이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가
정 아래 있다. 독립적인 주･객의 이원적 가정은 다시금 그들의 분석을 자･타의
연결관계를 묻는 문제로 환원시킨다. 결과적으로 연구자들이 마주한 이원적
모순은 뺷성유식론뺸에 소개된 유식 난제와 같으며 이는 야마베와 같은 연구자
들의 질문에 분명하게 나타난다.
오랫동안 유식사상을 관념론의 하나로 간주해온 그 결과를 우리는 이번 해
석논쟁에서 목격하고 있다. 또한 최근 소하르를 비롯한 연구자들이 시도하는
일련의 현상학적 해석들은 영미권 학자들이 주도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철학
적 접근의 흐름이 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상호주관성 개념 자체가 외부의
객관을 전제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이 현상학적 해석 그룹은 속제의 관점을 내
세운다 해도 처음부터 일종의 개념적 장애를 마주하는 셈이다. 유식사상에 대
한 현상학적 해석의 현대적 접근에 대한 분석과 그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다음
논문의 과제가 될 것이다.60)
유식사상의 ‘서로를 비추는 다원 개체의 객관세계’라는 해명은 주관과 객관
의 특정 관점 아래 포섭되기 어렵다. 특히 철학적 이론은 논리의 구성 방식에
있어서 일관성의 제약 아래 객관적 실재와 주관의 이원성, 즉 주관-객관의 이
원성(subject/object duality)의 근본전제를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논리에 내포된
선험적 명제를 보존하기에 이원성의 근본대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61)
그렇다고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들의 해석논쟁이 주관과 객관의 특정 관점
에서 비롯하는 논쟁임을 파악할 수 있다면 아는 자의 분별능력이 어떻게 소
취･능취로 나타나는지를 묻는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원성 논리의 극복
은 아는 자의 분별능력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는 과정에 의해서만 비로소 가능
60) 이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루스트하우스와 댄 아놀드(D. Arnold), 조나단 C. 골드
(J. C. Gold), 에반 톰슨, 로이 소하르, 소남 카크루 등을 주축으로 한 현상학적 해석과 핵심개념인
상호주관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필요하다.
61) Maturana 1991, 358-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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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뺷유식이십론뺸 마지막의 결론은 실재의 원천이 우리 자신의 분별능력에
있다는 점과 우리 인식의 이원적 집착을 지적한다. 이는 유식 해석논쟁의 현재
모습과 그대로 겹쳐진다.
이러한 해석논쟁으로부터 이 논문은 (1) 유식사상의 관념론적 해석과 현상
학적 해석을 단일한 인식(주관)과 타자의 마음(객관)의 이원적 전제가 이끌고
있고, (2) 각 철학적 관점이 취하는 이원적 논리로는 유식사상의 포괄적 특징
을 결코 재단할 수 없다는 점을 살폈다. 나아가 (3) 유식사상을 재단하는 기준
인 두 철학적 관점의 틀을 일단 포기할 필요성을 밝혔다. 이와 같은 분석의 목
적은 마뚜라나(H. R. Maturana)를 중심으로 한 인지생물학적 관점에서 유식사
상을 해명하는 통로를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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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ritical Review of the Philosophical Perspectives of
Ideological and Phenomenological Interpretation from
Contemporary Yogācāra Research
CHUNG, Hyun joo
Senior Researcher, Honam Center for Buddhist Studi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development of idealistic versus phenomenological interpretations of Ch’eng wei-shih lun (CWSL) by Nobuyoshi Yamabe
(山部能宜), L. Schmithausen, B. Kelner and J. Taber, and Koichi Takahashi(高橋晃
一) versus D. Lusthaus, and critically examines the arguments and limitations of the

two philosophical interpretations.
Idealistic interpreters generally translate vijñapti-mātra (唯識) into the representation
(mental images) of a single mind. They pay attention to the theoretical consistency
reduced to vijñapti-mātra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 and the “other.”
In contrast, Lusthaus’ phenomenological interpretation focuses on the practice
of vijñapti-mātra to overcome the dualism of grasped object-grasping subject
(grāhya-grāhaka). He attempts to examine “the mutual influence of all sentient
beings” of the CWSL with intersubjectivity. He then endeavors to place YogācāraVijñānavāda in the phenomenological tradition of Husserl and Merleau-Ponty.
The problem is that Buddhist phenomenology’s conclusion lies in recognizing
ordinary external objects. Its radical conclusion causes an immediate backlash from
researchers, leading to the idealistic interpretation. However, their attempts to
reconstruct the idealistic interpretations do not finally resolve the problem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 and others; rather, it reveals their limitations.
The idealistic perspective lies in the single consciousness that denies ex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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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s. The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lies in plural streams of consciousness
that presuppose external objects. However, CWSL and Viṃś deny the existence of
material elements apart from one’s mind but do not deny the existence of plural
streams of consciousness and regard the grasper-grasped as contamination/obstruction.
Both raise problems of inconsistency with the Yogācāra argument when explaining
the comprehensive features of the definitions of vijñapti-mātra in the dissertations.
What we can reflect on from these debates about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is
that the dual premise of self and others is the core logic of both parts, and that a dual
logic can never judge Yogācāra-Vijñānavāda.
Keywords

vijñapti-mātra, plural streams of consciousness, Idealistic vs phenomenological interpretations,
dualism, grāhya-grāhaka, Viṃś, Vijñapti-mātratā-sidd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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