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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육상설은 그 명목만 보이는 �십지경�에서부터 �십지경론�을 거쳐 동아시아의 

지론종과 화엄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거의 전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를 겪

었다. 그러므로 육상설은 결코 단일한 체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 글은 이러한 

입장에서 육상 각 항목간의 관계와 그 의미의 변천과정을 �십지경�부터 동아시아

의 지론종까지를 대상으로 살펴본 것이다. 

�십지경�의 경우, ‘육상’이라는 개념화는 아직 보이지 않고 육상의 각 항목만 보

이며 그 구조는 ‘[총별] - [동이성괴]’로 이루어져 있다. �십지경론�에서는 육상의 여

섯 항목이 ‘육종상(六種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며 비로소 개념화/이론화가 진행

되고 그 구조는 ‘{[총별] ← [동이성괴]}’로 나타낼 수 있다. 즉 경전의 모든 10구는 우

선 총별로서 해석되며 동이와 성괴는 총별에 대한 설명이라는 이해방식이다.

육상설에 대한 이러한 이해방식이 동아시아에 전해지자 상당한 수준의 변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법상의 �십지론의소�에는 �십지경론�의 이해방식이 유지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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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함께 독창적인 변화도 동시에 등장한다. 즉 동이는 �십지경론�과 달리 총과 별

의 동이가 아니라 별상의 여러 항목[衆緣]에 대한 동이이고 성괴는 총별에 대한 성괴

가 아니라 총과 별, 동과 이가 서로 수순하고 어긋나는 것으로 설명된다. 돈황에서 출

토된 지론종 문헌인 Stein 4303과 Stein 613의 육상 각 항목간 관계에 대한 이해는 �십

지경론�과 다른 길을 취한다. 즉 총별의 관계도 �십지경론�에서는 보이지 않던 총별

간 상호호환성이 강조되기도 하고 동이는 총별간의 동이가 아니라 별상 내 여러 항목

의 동이로, 성괴는 총별동이에 대한 성괴로 규정된다. 지론교학의 집성자로 불리는 

혜원의 입장도 대체적으로는 Stein 4303/613과 비슷하지만 혜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육

상 가운데 총별동이만으로 충분하며 성괴가 불필요하다는 주장까지 하기에 이른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육상설이 전파되는 단계마다 그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구

조적 수준의 변화를 겪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육상(六相), �십지경(十地經)�, �십지경론(十地經論)�, �십지론의소(十地論義疏)�, Stein 

4303, Stein 613, 정영사 혜원(淨影寺 慧遠)

I. 육상설은 단일한 교설인가?

�십지경(十地經)�초지(初地)의 10대 서원 중 제4 서원에 보이는 문구에 기원

을 둔 육상설(六相說)은 세친(世親)이 �십지경론(十地經論)�에서 ‘육종상(六種

相)’으로 이름 붙이고 중시한 이래 동아시아불교, 특히 화엄종에서는 이를 법

계연기의 양상을 밝히는 이른바 ‘육상원융설(六相圓融說)’로 변용하여 적극 활

용하였다.1) 이 과정, 즉 �십지경�으로부터 화엄종에 이르는 동안 육상설은 거

의 모든 부문에 걸쳐서 여러 차례 변화를 겪게 된다.

만약 육상설의 이와 같은 역동성을 간과한다면 육상설을 이해할 때 자칫 단

1) 화엄종의 육상원융설에 대한 선행연구는 해주, ｢화엄육상설연구 I｣, �불교학보� 제31집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94); 해주, ｢화엄육상설연구 II｣, �불교학보� 제33집 (서울: 동국

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96)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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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즉 육상설이 하나의, 순일한 교설이라는 선입견

의 안경을 쓰고는 �십지경�의 원시 육상설로부터 출발하여 �십지경론�과 지

론종 등을 거치면서 진화를 거듭하여 마침내 화엄종의 ‘육상원융설’로 종합 ․

완성되었다는 발전론적인 환상을 보고자 한다. 그러나 다양한 시기, 종파에 보

이는 육상설들은 �십지경�이래 각 시기, 종파마다 자신의 교리적 입장에 따라

서 고안된, 독자의 의미를 지니는 개별체이자 완성체이다.

이 글은 이러한 점에 주의하면서 �십지경�으로부터 지론종까지의 육상설

이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쳤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육상설

은 여러 부문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크게 구분하자면 ① 육상설의 내적 영역, 

즉 육상 각각의 관계와 의미에 대한 부분과 ② 외적 영역, 즉 육상설이 어떠한 

정체성을 지니며 그것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나

누어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연구된 적이 

없었으며 후자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연구가 진행된 적은 있었지만 육상설의 

변천과정을 고려하면서 그것이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

루어 지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2) 물론 육상설을 내적 영역과 외적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다만 논의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그 둘이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내적 영역이 바뀜으로써 외적 영역이 변화하고 그 역도 성립함은 

달리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육상설 고찰의 두 영역 가운데 이 글은 우선 내적 영역에 대해서 다루어 보

고자 한다. 육상설의 내적 영역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육상, 즉 총상(總相) ․ 별

상(別相) ․ 동상(同相) ․ 이상(異相) ․ 성상(成相) ․ 괴상(壞相)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따라서 각 상(相)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리킨다. 

여러 육상설들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화엄종의 육상원융설의 경우 각 상(相)

이 저마다 독립적인 위상을 지니면서 서로 원만하게 융섭하여 대상이 되는 어

떤 현상[事法]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개론적으로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가 

2) 지론종의 육상설에 대한 선행연구 각각의 내용은 아래 본문 중 관련되는 부분에서 별도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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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지경�이래 모든 육상설에서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종래에는 육상설 

전체를 화엄종의 육상원융설의 관점에서 환원적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강

하였기 때문에 화엄종 이외의 육상설에 대해서는 고유의 특성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아래에서는 각 시기별로 육상 각각의 관계가 어떠했으며 그 관계에 따라 각 

상(相)의 의미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육상설 변천의 

한 단면을 나타내고자 한다. 다만 다루는 범위는 지면 관계상 그 경증인 �십지

경�에서부터 지론교학의 집성자인 혜원까지로 한정한다. 이후 화엄교학에 보

이는 육상설의 내적 영역은 추후의 연구를 기대한다.

II. [총별]－[동이성괴]에서 {[총별] ← [동이성괴]}로

1. �십지경(十地經)�

앞서 말한 것처럼 현존 자료 가운데 후대에 ‘육상’3)이라 불리는 구문이 보이

는 것은 �십지경�이 처음이다. �십지경�은 범본과 함께 한역(漢譯), 티베트어

역 등 여러 종의 이역본이 남아 있다. 육상의 명목이 보이는 초지 십대원 가운

데 제 4서원의 문구도 범본과 여러 이역본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범본/이역본

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을 달리 한다. 여러 본에 보이는 육상의 전체적인 의미 

또는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 연구4)가 있다. 선행 연구와 조금 중복되더

라도 육상 각 항목의 관계에 대한 논의 진행을 위해 해당 문구를 정리하면 아

3) �십지경�의 해당 문구에는 ‘육상’이라는 구절은 보이지 않으며 또한 뒤에 살펴보듯이 �십지경론�

에서처럼 이 항목들을 ‘六種相’이라고 명시적으로 그룹화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십지경

론� 부분에서 상술한다. 다만 논의의 편의상 �십지경�에 ‘육상’에 해당하는 표현이 없으나 이에 

대응하는 항목을 ‘육상’으로 가리키고자 한다.

4) 범본/이역본 �십지경�의 육상 관련 문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다음을 참조. 日野泰道, ｢華厳に於け

る六相説の思想史的考察｣, �大谷学報� 33-2(京都: 大谷学会, 1953); 伊藤瑞叡, �華厳菩薩道の基礎的研究�

(京都: 平樂寺書店, 1988), pp.637-648; 金京南, ｢�十地経論�における六相について｣, �仏敎文化研究論

集� 10(東京: 財団法人東京大学仏敎青年会,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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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와 같다. 

다만 육상이 소개되는 구절은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되어 있듯이 상당히 긴 

복합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경문 그 자체로는 이해가 쉽지 않으며 �십지경론�

등의 주석서를 이용한다고 해도 그것이 �십지경�의 본 뜻에 부합되는가의 문

제와 주석서를 참고해도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는 �십

지경� 이후 육상 각 항목간의 관계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정도에서만 내용을 

소개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서 소개한 선행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① 범본 �십지경�:

즉, 모든 보살행이 넓고 크며 한량 없고 구획되지 않고, 모든 바라밀이 속

하고, 모든 보살지를 청정하게 하여, 부분(aṅga)과 세분(upāṅga)을 갖추어 

성취되고 공통의 특징(salakṣaṇa)과 [서로] 다른 특징(vilakṣaṇa)과 이루어

짐(saṃvarta)과 무너짐(vivarta)을 [지닌] 일체 보살행의 있는 그대로인 지

도(地道)를 설시(說示, upadeśa)하고 바라밀의 장엄을 교수(敎授, avavāda) ․

교계(敎誡, anuśāsanī)함으로써 지지되는 발심을 성취하기 위하여5)

이 경문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후에 ‘총상’과 ‘별상’으로 불려지는 ‘부분’과 ‘세분’6)이 하나의 블록으로 이루

어져 동사상당어구(nirhāra)의 목적어가 되고 나머지 네 항목은 또 하나의 블록

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굵고 밑줄 친 부분) 이러한 점이 한역에서는 분

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티베트어역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난다. 아래에 지면 

관계상 해당 부분만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5) R p.15; Ko pp.19-20, “yad uta sarva[buddha]bodhisattvacaryāvipulamadgatāpramāṇāsaṃbhinnasarvapār

amitāsaṃgṛhītasarvabodhisattvabhūmipariśodhana[ṃ ]sāṃgopāṃganirhārasalakṣaṇavilakṣaṇa[savitark

a]saṃvartavivartasarvabodhisattvacaryābhūtayathāvadbhūmipathopadeśapāramitāparikarmāvavādānuśā

sanyanupradānopastabdhacittotpādābhinirhārāya” * 여기 인용문은 Ko의 것이다. 한글역은 Ko의 

교감과 R 등의 다른 에디션을 참조하여 내용 파악 위주로 번역한 것임. 에디션에 따른 차이와 Ko

가 참조한 교감 정보는 각 에디션 참조.

6) 육상의 명칭 가운데 ‘총별’에 관해서는 ‘부분과 세분’과 함께 ‘本末’도 함께 사용된다. 이 용어/번역

어는 각각 다른 의미를 내포할 수 있으며 서로 구분해서 사용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아래에

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칭의 편의상 함께 호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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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티베트어역 �화엄경�: 

부분(yan lag)과 세분(nye ba'i yan lag)을 갖추어 이루어지고 공통의 특징

(mtshan nyid)7)과 [서로] 다른 특징(bye brag gi mtshan nyid)과 이루어짐

('grub pa)과 무너짐(’jig pa)을 지닌8)

범본과 티베트어역을 보면 육상의 각 항목 중에서도 부분과 세분이 한 그룹

으로 묶이고 나머지가 한 그룹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부분－세분]－[공통된 특징－다른 특징－이루어짐-무너짐]

�십지경�에 의하는 한 육상의 각 항목은, 후대의 명목을 빌리면, [총별]－

[동이성괴]의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총별]－[동이]－[성괴]의 세 항목으

7) ‘공통의 특징’이 TBĀ에는 ‘특징(mtshan nyid)’으로 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특징’ 뒤에 여타 티베

트어역본에 없는 ‘du bcas pa’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범어 ‘salakṣaṇa’에서 ‘sa-’를 뒤까

지 연결하여 번역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dra ba’i mtshan nyid dang bye drag gi mtshan nyid dang’으

로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8) TBĀ(D36.177b2-4), “'di lta ste/ byang chub sems dpa'i spyod pa rgya chen po shin tu yangs pa tshad med 

pa/ mi 'phrogs pa tha mi dad pa pha rol tu phyin pa thams cad kyis yang dag par bsdus pa/ sa yongs su 

sbyang ba'i yan lag dang nye ba'i yan lag du bcas pa mngon par bsgrub pa dang/ mtshan nyid dang bye 

brag gi mtshan nyid du bcas pa dang/ 'grub pa dang/ 'jig pa dang/ byang chub sems dpa'i spyod par gtogs 

pa thams cad dang/ sa ji lta ba bzhin dang/ ji lta bur bstan pa dang/ pha rol tu phyin pa yongs su sbyang ba 

la gdams ngag dang/ man ngag gi sbyin pa nye bar bstan pa'i sems bskyed pa mngon par rab sgrub pa'i 

phyir” * 티베트어역 �십지경�(TDBh)과 �십지경론�(TDBhVy) 수록 �십지경�의 구절은 위와 비슷

하지만 육상 각 항목의 번역어에 차이가 있다. 육상 명목과 출전만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TBĀ TDBh(S45b3) TDBhVy(D139b2)

yan lag yan lag yan lag

nye ba'i yan lag nye ba'i yan lag nye ba'i yan lag

mtshan nyid* mtshan nyid 'dra ba mtshan nyid 'dra ba

bye brag gi 

mtshan nyid

mtshan nyid 

mi 'dra ba

mtshan nyid 

mi 'dra ba

'grub pa(成) bsdu ba(略) 'du ba(略)

'jig pa(壞) rgyas pa(廣) rgyas pa(廣)

* 위 각주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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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할 수 있는 후대 화엄종의 육상원융설 이해와는 다름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십지경�에 보이는 육상 각 항목의 의미나 관계를 설명하는 구절은 �십

지경�에 존재하지 않는다.9)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논의는 �십지경론�의 주석

을 기다려야만 한다.

2. �십지경론(十地經論)�

�십지경�에서 하나의 문구에 지나지 않던 구절을 ‘육종상(六種相)’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어 비로소 잊혀지지 않는 의미가 되게 한 것은 �십지경론�의 공

로였다고 할 수 있다. �십지경론�은 �십지경�의 그 구절을 어떻게 이해했기에 

‘육종상’이라고 이름을 불러주고 의미를 부여했을까? �십지경론�에 육상의 

명목은 여러 곳에 등장하지만 그 가운데 앞서 언급한 �십지경�에 보이는 육상

의 명목을 주석하는 곳과 인연분에서 이른바 십입(十入)을 육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대표적이다.

전자에는 육상을 보살행의 방편으로 설명하면서 앞서 인용한 �십지경�의 

육상 구문을 다시 인용할 뿐 별도의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10) 육상에 대한 �십

지경론�고유의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인연분의 십입 설명에서 본격적으로 이루

어진다. 이는 위치상 십입 부분이 제4 서원 부분보다 앞서기 때문에 십입 부분

에서 육상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9) 이와 관련하여 伊藤瑞叡, 앞의 책, p.645에서는 “aṅga와 upāṅga, salakṣaṇa와 vilakṣaṇa, saṃvarta와 

vivarta는 각각 모순개념의 관계에 있으며 또 그 삼대 상호의 관계는 異類 개념으로 보아야할 것으

로 생각된다.”고 하지만 �십지경�의 어느 구절을 근거로 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이어지

는 설명에서 각 항목의 의미로부터 여러가지 추측(推察)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문에

서도 언급한 것처럼 �십지경�자체의 문구에 의존하는 한 앞의 관계를 도출하기는 어려우며 단지 

[aṅga와 upāṅga]－[salakṣaṇa와 vilakṣaṇa, saṃvarta와 vivarta]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뿐이라고 생

각한다. 이에 대한 주석서인 �십지경론� 또한 이러한 관계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다

음의 �십지경론�항을 참조.

10) �十地經論�(�大正藏� 26, p.139b1-2), “方便者, 如經總相別相同相異相成相壞相故.”; TDBhVy(D139b7-140a1), 

“thabs gang zhe na/ yan lag dang nye ba'i yan lag tu bcas pa sgrub pa dang/ mtshan nyid 'dra ba dang/ mtshan 

nyid mi 'dra ba dang/ 'du ba dang/ rgyas pa dang / bcas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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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역 �십지경론�: 

일체 설해진 열 구절 가운데 모두 여섯 종류의 차별상의 부문이 있고 이

것이 언설 해석임을 알아야 한다. 사(事)는 제외하니, 사(事)란 음(陰) ․ 계

(界) ․ 입(入) 등을 말한다. 여섯 종류의 상(相)이란 총상 ․ 별상 ․ 동상 ․ 이상

․ 성상 ․ 괴상을 말한다. 총상은 근본의 입(入)이다. 별상은 나머지 아홉 

입(入)이다. 별상이 근본에 의지해서 저 근본을 만족시키키 때문이다. 동

상은 입(入)이기 때문이다. 이상은 늘어나는 상(相)이기 때문이다. 성상

은 간략히 설하기 때문이다. 괴상은 자세히 설하기 때문이다. 세계의 생

성과 파괴와 같다. 나머지 일체의 열 구절 중에서도 뜻에 따라서 비교하

여 알라.11)

④ 티베트어역 �십지경론�:

열 [구절] 등의 모든 가르침 또한 부분(총상)과 세분(별상)의 부문으로부

터 여섯 종류가 있고 여섯 [종류]에 의해서 설명된다고 알아야만 한다. 사

(事, dngos po, vastu*)를 설명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에는 온(蘊)

과 계(界)와 입(入)의 사(事)를 설명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이

다. 여섯 종류들은 무엇인가? 부분과 세분과 공통의 특징(동상)과 다른 

특징(이상)과 간략함('du ba, 성상)과 자세함(rgyas pa, 괴상)이다. 그 중 부

분은 입(入)이다. 세분은 다른 [입(入)]들이다. 그 [부분]에 의지하기 때문

이고 그 [부분]을 완성시키기 때문이다. [부분과 세분] 그 둘이 입(入)이

기 때문에 공통의 특징이다. [그 둘이]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다른 특징이

다. 간략함은 간단히 요약하는 것으로 부분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자세

함은 그 [부분]을 자세히 분별하는 것으로 세분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세

계의 파괴와 생성과 같다. 다른 열 [구절]에 대해서도 또한 적절하게 적용

되어야 한다.12)

11) �十地經論�(�大正藏� 26, pp.124下29-125上6), “一切所說十句中, 皆有六種差別相門, 此言說解釋, 應知. 除

事, 事者, 謂陰界入等. 六種相者, 謂總相別相同相異相成相壞相. 總[相]者是根本入. 別相者餘九入. 別依止本, 

滿彼本故. 同相者入故. 異相者增相故. 成相者略說故. 壞相者廣說故. 如世界成壞. 餘一切十句中隨義類知.”

12) TDBhVy(P134a4-134b1, D106a4-106a7, K157b2-6), “bcu pa la sogs pa bstan pa thams cad la yan lag 

dang nye ba'i yan lag gi sgo nas rnam pa drug drug gis bshad par rig par bya ste/ dngos po nye bar dgod pa 

ni ma gtogs te/ der phung po dang khams dang skye mched kyi dngos po nye bar dgod pa ma gtogs so 

zhes bya ba'i tha tshig go// rnam pa drug po dag gang zhe na/ yan lag dang/ nye ba'i yan lag dang/ mtshan 

nyid 'dra ba dang/ mtshan nyid mi 'dra ba dang/ 'du ba dang/ rgyas pa'o// de la yan lag ni 'jug pa'o// nye b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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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지경�의 육상 관련 문구에 대한 �십지경론�의 주석에서 가장 먼저 주목

해야할 것은 이 여섯 항목들을 ‘육종상(六種相, rnam pa drug)’이라고 부르면서 

그룹화하여 개념화했다는 점이다. 비로소 이로부터 온전한 의미의 ‘육상설(六

相說)’로서 논의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십지경�의 관련 문구는 ‘육상설’의 

기원, 경증으로서는 자리매김할 수 있지만 ‘육상설’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개

념화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 글의 관심사인 육상 각 항목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자. 한역

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티베트어역을 보면 �십지경론�의 육상 구조

는 �십지경�의 ‘[총별]－[동이성괴]’와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이 구조

를 ‘육상’이라는 명목으로 셋트화시키고 [총별]과 [동이성괴]의 관계에 의미

(←)를 부여했다는 점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총별] ← [동이성괴]}’로 나타

낼 수 있다.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분(총상)과 세분(별상)의 부문으로부터 여섯 종류가 있고”라는 구

절을 볼 때 육상은 총상(부분)과 별상(세분)을 중심으로 하여 나머지 네 상(相)

을 합쳐서 육상을 형성하는 구조이다. 여기에서 총상은 경전 10구의 가장 핵심 

내용이고 별상은 경전 10구를 자세하게 분별하는 것이다.

둘째, 육상 각 항목의 설명도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 ‘부분(aṅga, 

yan lag, 총상)’은 십입 중 근본입이고 ‘세분(upāṅga, nye ba'i yan lag, 별상)’은 나

머지 9입이다. 이것으로 십입에 대한 설명은 일단 끝이 난다.

이어지는 ‘공통의 특징(salakṣaṇa, mtshan nyid 'dra ba, 동상)’은 십입 자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부분과 세분, 즉 총상과 별상에 대한 설명이다. 티베트어

역에서는 동상의 주어가 ‘그 둘’, 즉 앞에서 언급한 총상과 별상이므로 동상은 

총상과 별상 그 둘이 각각 근본입과 9입으로 모두 ‘入’이기 때문에 같다는 설명

yan lag ni gzhan rnams te/ de la brten pa'i phyir dang/ de yongs su rdzogs par byed pa'i phyir ro// de gnyis 

kyi 'jug pa nyid kyi phyir mtshan nyid dang 'dra ba nyid do// rnam pa gzhan nyid kyi phyir mtshan nyid mi 

'dra ba nyid do// 'du ba ni mdor bsdus pa ste/ yan lag bstan pa'i phyir ro// rgyas pa ni de[de:PD, omit.:K] 

rab tu dbye ba[dbye ba:PD, bya:K] ste/ nye ba'i yan lag bstan pa'i phyir te/ 'jig rten gyi khams 'jig pa dang 

chags pa bzhin no// bcu pa gzhan la yang de bzhin nyid du ci rigs par sbyar bar by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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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다른 특징(vilakṣaṇa, mtshan nyid mi 'dra ba, 이상)’도 십입의 각 항목, 예

를 들어 제 2입과 제 3입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입과 나머지 9입, 즉 총상

과 별상 그 둘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상(異相)에서도 문장 구조를 볼 때 앞에서 

언급된 총상과 별상의 ‘그 둘’이 생략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역에서는 동상 ․

이상의 주어가 모두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동상 ․ 이상이 무엇에 대한 논의인

지 분명하지 않다.

‘간략함(saṃvarta, 'du ba, 성상)’과 ‘자세함(vivarta, rgyas pa, 괴상)’도 동상 ․

이상과 마찬가지로 십입이 아닌 총상 ․ 별상을 대상으로 한다. 즉 성상은 총상

을 설명하는 것이어서 간략함이고 괴상은 별상을 설명하기 때문에 자세함이

다. 이 부분도 또한 한역에는 생략되어 있어서 성상 ․ 괴상이 무엇에 대한 논의

인지 모호하다.

이상으로 둘째의 논의를 종합하면 �십지경론� 육상설의 구조는 {[총별] ← 

[동이성괴]}이다. �십지경론�의 육상설이 경전해석방식이라는 관점에서 이

것은 일차원 구조가 아니라 이차원 구조를 지닌다. 예를 들어 ‘십입’을 육상으

로 해석할 때 ‘십입’을 총별동이성괴로써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입’을 먼저 

총별로써 분류하고 이 총별에 대해서 동이와 성괴로써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

이다. 이 차이를 도시하면 아래와 같다.

一切所說十句

總別 同異 成壞

一切所說十句

總別

同異 成壞

(1) 1차원 구조 (2) 2차원 구조

이로써 �십지경�에서는 명시적인 설명이 없어서 불분명했던 [총별] - [동이

성괴]의 구조가 �십지경론�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동시에 나아가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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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항목이 ‘육상설’로서 개념화하여 {[총별] ← [동이성괴]}의 구조가 된다.

육상 각 항목의 이러한 구조와 의미는 한역에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고 

티베트어역을 함께 참고해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티

베트어역을 보지 못했을 동아시아의 여러 교가(敎家)들은 �십지경론�의 육상

설을 어떤 구조와 의미로 받아들였을까?

III. 총별동이성괴 관계의 다변화

1. 법상(法上)13)의 �십지론의소(十地論義疏)�

�십지론의소�에 대해서는 이미 몇 건의 선행 연구가 진행되었다.14) 이 글에

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이 글의 주제인 육상 각 항목의 관계와 의

미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십지론의소�에서 육상설과 관련된 대표적인 구절은 두 곳에 보인다. 지면 

관계상 논제와 관련된 부분만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15)

⑤－(1) 육종정견(六種正見)이란 [다음과 같다.] 하나의 행(行)이 총(總)이

고 여러 행(行)이 별(別)이다. 총과 별이 함께 융섭함이 동(同)이고 총과 

별이 차이나서 다름이 이(異)이다. 서로 증(證)하고 서로 수순하는 것이 

성(成)이고 서로 어긋나고 서로 등지는 것이 괴(壞)이다. 

(2) “총이 [근]본입이다.”라는 것은 지혜지(智慧地)의 체(體)이다. 별이란 

9입이다. “근본에 의지한다.”는 근본이 아니면 지말이 성립하지 않고 지

말이 아니면 근본이 만족되지 않는 것으로 따라서 ‘만족’이라고 한 것이

13) 법상이 �십지론의소(十地論義疏)�의 저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글에서는 기존의 관례를 따라서 법상을 이 문헌의 저자로 상정한다.

14) 成川文雅, ｢地論師の六相説｣, �印度學佛敎學研究� 16(東京: 日本印度学仏敎学会, 1960); 伊藤瑞叡, 앞의 

책, pp.651-653; 金天鶴, �法上撰 �十地論義疏�についての一考察｣, �印度学仏敎学研究� 129(東京: 日本

印度学仏敎学会, 2013) 등.

15) �십지론의소�의 본문은 �大正藏�을 이용하되 돈황사본의 교감 정보는 김천학 외 역주, �역주 십지

론의소�(서울: 도서출판 씨아이알, 2010)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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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9[입]이 모두 입(入)인 것을 동이라 하고 9입이 단계가 있는 것을 증

(增)이라 이름 부른다. 하나를 드니 여럿이 통섭되지 않음이 없는 것이 략

(略)이고 분별을 거쳐서 드러내는 것이 광(廣)이다. “세계의 성괴(成壞)와 

같다.”는 것은 비유를 들어서 빗댄 것이다. 성(成)의 때에 미세한 티끌이 

증가하지 않고 괴(壞)의 때에 미세한 티끌이 감소하지 않는다. 원극(圓極)

함이 항상 그러하여 뜻에 장애가 없기 때문에 비유로 삼은 것이다.16)

⑥ 육종정견이란 [다음과 같다.] 법소라(나팔)의 원만한 음성은 체(體)가 

원융하여 하나의 교(敎)가 일체의 교(敎)이고 하나의 체(體)가 일체의 체

(體)이다. 교(敎)와 체(體)가 원융하니 다만 하나의 교(敎)를 들어도 갖추

어지지 않는 교(敎)가 없어서 통섭되지 않는 리(理)가 없으며, 체(體)가 

[널리] 포함하여 갖추어 두루하니 빠짐이 없는 것이 근본이다. 근본에 대

하여 나누어 펼치니 여러 교(敎)의 차별이 있는 것이 지말이다. 비록 다시 

여러 교(敎)의 차별이지만 교(敎)의 상(相)이 하나에 처하는 것이 동(同)이

고 동(同)에 대하여 여럿이 다른 것이 이(異)이다. 이치가 스스로 드러나

지 않고 교(敎)에 의해서 나타나니 교(敎)가 전(詮)의 작용[用]을 이루는 

것이 성(成)이고 [여러 교(敎)가] 구분된 것에 나아가 각자 성립하여 서로 

다 일어나서 서로 도와서 이룸이 없는 것이 괴(壞)이다.17)

⑤는 �십지경론�에서 십입을 통해 육상을 설명하는 부분, 즉 앞의 ③에 대

한 주석 부분이고 ⑥은 �십지경론�에 나오는 ‘육종정견(六種正見)’을 �십지론

의소�에서 주석하는 부분이다. ⑤와 관련하여 한역 �십지경론�(③)에는 티베

트어역(④)과 달리 “부분(總相)과 세분(別相)의 부문으로부터 여섯 종류가 있

고”와 같은 문구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석서인 �십지론의소�에도 이와 

16) �十地論義疏�(�大正藏� 85, p.762中25-下4), “六種正見者. 一行爲總, 衆行爲別. 總別俱融爲同, 總別差殊

爲異. 相證相順爲成, 相違相背爲壞. 是總
*

本入者, 智慧地體也. 別者九入也. 依止本者, 非本末則不立, 非末

本則不滿, 故云滿也. 九皆是入曰同, 九入階降名增. 舉一衆無不統爲略, 歷別而彰爲廣. 如世界成壞者, 借喻

以況, 成時微塵不增, 壞時微塵不減. 圓極常爾, 義無障礙, 故爲況也.” *是總=總是.

17) �十地論義疏�(�大正藏� 85, p.764中17-25), “六種正見者. 法蠡圓音, 體是其融. 一敎一切敎, 一體一切體. 

敎體旣融, 但舉一敎, 無敎不備, 而無理不統, 體含備周, 無可缺然, 以之爲本. 說*

本分疏, 有衆敎之別, 以之爲

末. 雖復衆敎差別, 敎相處一, 以之爲同. 對†
同衆別, 以之爲異. 理不自彰, 爲敎所顯, 敎成詮用, 以爲成. 對†

分

自立, 互絕興舉, 迭無姿
‡
成, 以之爲壞.” *說=就, †對=就, ‡姿=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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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설명이 없다. 따라서 �십지론의소�의 육상 각 항목이 어떤 구조인지를 

바로 알 수는 없으며 육상 각 항목의 의미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동이(同異)의 의미를 보면 ⑤에서 (1)은 “총과 별이 함께 융섭함이 동

(同)이고 총과 별이 차이나서 다름이 이(異)이다.”라고 하여 분명히 동이가 설

명 대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총별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어

지는 (2)에서는 “9[입]이 모두 입(入)인 것을 동이라 하고 9입이 단계가 있는 것

을 증(增)이라 이름 부른다.”고 하여 동이[同增]가 총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설

명 대상의 개별 항목(衆緣)에 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⑥에서는 “여러 교(敎)

의 차별이지만 교(敎)의 상(相)이 하나에 처하는 것이 동(同)이고 동(同)에 대하

여 여럿이 다른 것이 이(異)이다.”라고 하여 동이가 앞의 ⑤-(2)와 같이 설명 대

상의 개별 항목에 대한 것으로 설명된다.

성괴의 경우는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문맥상 ⑤-(1), (2)와 ⑥의 설명이 동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⑤-(1)의 성

괴 설명은 이것만으로는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후에 나오는 S4303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그곳에 가서 다시 논하기로 한

다. 다만 결론만을 먼저 소개하면 여기의 성괴는 경전 10구에 대한 것도, 총별에 

대한 것도 아니라 총별동이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⑤-(2)와 ⑥의 성괴 설명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총별에 대한 것으로 생각되며 만약 그렇다면 �십지경론�의 

입장과 동일하다.

종합하면 �십지경론�의 {[총별] ← [동이성괴]} 구조가 �십지론의소�에 와

서는 다양하게 변화해가는 중에 있으며 �십지론의소� 내에 동이성괴가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보인다. 즉 동이가 �십지경론�과는 다르게 총별이 아닌 설명 

대상에 대한 것으로 변화된 부분이 있는 동시에 �십지경론�과 같이 총별에 대

한 동이로 유지되어 있는 부분이 함께 존재한다. 성괴의 경우에는 �십지경론�

과 같이 총별에 대한 서술로서 성괴가 기능하는 부분이 있는 동시에 독창적으

로 총별동이에 대한 성괴로서 설명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십지경론�의 ‘육

상설’이 동아시아에 전파되어 일원적으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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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기도 하면서 새로운 이해 방식이 등장하는 다변화의 변용을 보여준다.18)

마지막으로 총별에 관해서 �십지론의소�는 기본적으로 �십지경론�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총이 [근]본입이다.’라는 것은 지혜지(智慧地)의 체

(體)이다. 별이란 9입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총은 설명 대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정의이고 별은 자세한 분별이다. 하지만 �십지론의소�의 단계에서는 

“하나의 교(敎)가 일체의 교(敎)이고 하나의 체(體)가 일체의 체(體)이다.”라고 

하면서 총과 별의 융섭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총이라는 것은 이미 별과 

융섭되어 있는, 별을 포섭하고 있는 총이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경향은 일방향

적이다. 즉 총이 별을 융섭하는 방향성만 보이며 총과 별의 호환은 언급되지 않

는다. 예를 들면 하나의 행이 총이고 일체의 행이 별이면 하나의 행이 일체의 행

이지만 이를 바꾸어서 일체의 행이 총이고 하나의 행이 별이어서 일체의 행이 

하나의 행이라고 하는 역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참고로 �십지론의소�에는 �대승기신론�의 이른바 체상용이 전혀 사용되

고 있지 않다는 선행 연구가 있다.19) 물론 �십지론의소�에 명시적으로 총별을 

체(體)에, 동이를 상(相)에, 성괴를 용(用)에 배대하는 구문은 보이지 않지만 ⑥

에서 “체(體)가 [널리] 포함하여 갖추어 두루하니 빠짐이 없는 것이 근본이

다.…… 비록 다시 여러 교(敎)의 차별이지만 교(敎)의 상(相)이 하나에 처하는 

것이 동(同)이고……교(敎)가 전(詮)의 작용[用]을 이루는 것이 성(成)이고”라는 

구절을 보면 총별(總別, 本末)－체(體), 동이(同異)－상(相), 성괴(成壞)－용(用)

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를 엿볼 수 있다.

2. Stein 4303

Stein 4303은 선행 연구에 의하면 “동위 ․북제(東魏 ․ 北齊) 내지 서위·북주(西

18) 伊藤瑞叡, 앞의 책, p.652에서 �십지론의소�가 육상 각 항목의 내용에 대해서 �십지경론�과 같은 

이해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최소한 同異成壞의 이해에 대해 �십지론

의소�는 �십지경론�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19) 金天鶴, 앞의 논문, p.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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魏 ․ 北周)” 시기 지론종 계열에서 작성된 ‘장(章)’ 형식의 불교교리집성문헌이

다.20) ‘장’ 형식의 문헌인만큼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가 수록되어 있고 그 

가운데 10번째에 ‘광육종종견 제10(廣六種正見 第十)’이라는 제목으로 육상설

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육상설을 논하는 기본 구조는 일체 연기법을 모두 포

섭하는 ‘리 ․ 교 ․ 행(理 ․ 敎 ․ 行)’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관련 

부분만을 소개하면서 그 특징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21)

⑦－(1) 리(理)에 나아가 육[상]을 논한다. 원적(圓寂)하여 둘이 없음이 본

상(本相)이다. 만법이 차별됨이 말상(末相)이다. 연(緣=만법)과 원적(圓

寂)이 함께 융섭함이 동상(同相)이고, 본상과 말상이 항상 나누어짐이 이

상[異]이다. 이 [총별동이] 넷이 모여 일어나 서로 수순하여 작용[用]이 됨

이 성상[成]이고 각각 서로 위반됨을 괴상[壞]으로 지목한다.

(2) 이것은 모든 법이 연기하여 서로 버리고 여의지 않으므로 그 본(本)과 

말(末)을 혼융하여 동이(同異)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대장(大章)� 중에

서 말(末)을 치우쳐 들어 동이(同異)를 밝힌 것은 본말(本末)이 체(體)이고 

동이(同異)가 상(相)이고 성괴(成壞)가 용(用)임을 밝히고자 한 것으로 종

본(宗本)은 모습을 끊었기에 말(末)에 나아가서 [동이를] 변별하기 위한 

것이다. <…마멸…>리(理)가 그윽하고 미묘한 [체(體)?]를 내고 [체(體)가] 

상(相)과 용(用)으로 바뀌니 모여 일어남의 <…마멸…>의 연(然)이다. 

(3) 그러나 실상의 동(同)은 곧 [본말의] 체(體)가 적정한 <동(同)?>이다. 

[�대장�은] 단지 말(末)22)로써 [동이의] 상(相)을 좇은 것이고 [여기서는] 

20) 이 문헌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는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에서 펴낸 금강학술총서 8 �藏外地論

宗文獻集成�의 해제를 참조하기 바란다. 青木隆 外, �藏外地論宗文獻集成續集�(서울: 씨아이알, 

2012), pp.201-203.

21) S4303의 원문은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주최 돈황사본 전문강좌-지론종문헌 집중강독회

(2015년 12월 11일) 3일차 검토자료 (2)에 수록된 원문을 이용하였으며 금강학술총서 8 �藏外地論

宗文獻集成� 수록 원문도 함께 참조하였다. 아울러 S4303과 이후에 소개하는 S613 문헌의 원문과 

함께 아래에서 이용하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는 이케다 마사노리 선생이 작성한 위 검토자료 

(2)에서 많은 도음을 받았다. 이에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22) 사본에는 잔획만 남아 있으며 이를 수록하고 있는 책과 앞의 발표 자료는 모두 ‘體’로 추정한다. 필

자는 현재 사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댓구를 고려했을 때 ‘末’이 문맥상 자연스러운 것으

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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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말을 모두 포섭한 것이다.  [본말을] 모두 섭수한 것은(즉 본말 모두에

서 동이를 논하는 여기의 설은) 연기에 의거한 것이고 말(末)에 나아간 것

은(즉 말[末]에서만 동이를 논하는 �대장�의 설은) 연집(緣集)에 의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앞의 해석이 �대장�과 어긋나지 않는다.23)

먼저 동이에 대해서 살펴보자. 동이는 �십지경론�과 마찬가지로 총별에 대

한 동이이다. 흥미로운 점은 S4303에서 소개하고 있는, 따라서 S4303보다 앞선 

시기에 저술된 �대장�에는 동이가 총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말(末) 즉 별상에 대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이다. 즉 S4303 시대 이전에 이미 �대장�의 경우와 같

이 동이에 대해서 �십지경론�과 다른 이해 방식이 등장했으며 S4303은 �대장�의 

별상, 즉 중연(衆緣)에 대한 동이를 따르지 않고 �십지경론�에 보이는 총별의 동

이를 지지한다. 그리고 별상의 동이는 총별·동이·성괴를 체(體)·상(相)·용(用)으

로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한 것이고 총상인 본(本)은 동이를 논할 모습을 아

예 끊었기에 말(末)에서만 동이를 논하는 것이라고 한다. 나아가 이 둘의 이해 

방식을 연기와 연집(緣集)으로 연결시킨다. S4303은 이 두 가지가 상반되는 것

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자신은 체 ․ 상 ․ 용을 드러내는 방식인 말(末)에 의거하여 

동이를 밝히는 쪽이 아니라 본말에서 동이를 드러내는 입장을 취한다.

앞서 논한 �십지론의소�의 경우에는 두 가지 동이의 설명 방식이 혼재되어 

있다. �십지론의소�가 그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그 둘을 혼용한 것

인지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므로 분명치 않으나 어느 경우에는 혼용하고 어느 

경우에는 총별의 동이를 이용하는 형태로 보아서 그 둘을 의식적으로 명확하

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성괴의 경우를 보자. ⑦은 총별동이를 설명하고 나서 “이 [총별동이] 넷이 

모여 일어나 서로 수순하여 작용[用]이 됨이 성상[成]이고 각각 서로 위반됨을 

23) 앞 발표자료, pp.31-32; �藏外地論宗文獻集成�, pp.249-250, “(1)就理論六者, 圓寂無二, 以爲本相, 萬法差

別, 以爲末相. 緣寂倶融, 以爲同相, 本末常分, 以之爲異. 此四集起, 相順爲用, 以之爲成, 各相違返, 目之爲壞. 

(2)此明諸法緣起, 不相捨離, 故渾其本末, 以明同異. 而大章之中, 偏據於末, 明同異者, 欲明本末爲體, 同異爲

相, 成壞是用, 爲彰宗本絶相, 故就末而辨. □□理出幽微, 轉爲相用, 集起□□□之然也. (3)而實相之同, 卽

是體寂之□. 但以體(末?)從於相, 本末倶攝. 倶攝據其緣起, 就末據於集起. 是以向之所釋, 不違大章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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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상[壞]으로 지목한다.” 즉 S4303의 성괴는 �십지경론�처럼 총별에 대한 자

세하고 간략한 서술이 아니다. 총과 별과 동과 이가 서로 수순하면 성상이고 

서로 어긋나면 괴상이다. 가히 성괴 이해의 새로운 도약이라고 할 만하다. 이 

문구는 앞서 설명을 보류했던 �십지론의소�⑤－(1)의 성괴 설명, “서로 증(證)

하고 서로 수순하는 것이 성(成)이고 서로 어긋나고 서로 등지는 것이 괴(壞)이

다.”와 거의 동일하다.24) S4303의 구절과 함께 비교해보면 �십지론의소�의 해

당 구절에 보이는 성괴 또한 총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총별동이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총별동이가 서로 수순하고 서로 어긋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다음 인용문을 보자.

⑧－(1) 행(行)에 나아가 육상을 논한다. 하나의 행이 본(本)이고 여러 행

이 말(末)이다. 본(本)과 말(末)이 함께 융섭됨이 동(同)이고, [본말의] 덕

상이 다른 것이 이(異)이다. 서로 돕는 것[相資]을 성(成)으로 세우고 작용

의 모습이 어긋나고 반대되는 것이 괴(壞)이다.

(2) “서로 돕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다음과 같다.] 곧 본(本)이 아니면 말

(末)은 진(眞)이 아니고 말(末)이 아니면 본(本)은 실(實)이 아니다. 동(同)

이 아니면 이(異)는 구분할 바가 없으며 이(異)가 아니면 동(同)은 융섭할 

바가 없기 때문이다. 반드시 이 넷을 갖추어야만 큰 작용을 도와서 이루

니 따라서 성상이라고 한다. “어긋난다”고 말한 것은 [다음과 같다.] 본

(本)을 말하면 적정하여 여러 모습을 끊었으나 말(末)은 모습 아닌 모습

이 없다.(즉 말[末]은 모습을 띄고 있다.) 동(同)을 말하면 모습(末)과 모습 

없음(本)이 동상이지만 이(異)는 일찌기 같은 모습인 적이 없다. 그래서 

[본말동이의] 체(體)와 상(相)이 차별되어 [여러] 다른 작용이 경쟁하듯 

일어나니 이를 괴(壞)라고 일컫는다.25)

24) 두 문헌의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유사성은 이미 金天鶴, 앞의 논문, p.723.에서 지적된 바 있다.

25) 앞 발표자료, p.32; �藏外地論宗文獻集成�, p.250, “(1)就行辯六者. 一行爲本, 衆行爲末. 本末倶融爲同, 德

相殊分爲異. 相資以立爲成, 用相違返, 以之爲壞. (2)言相資者. 非本, 則末非眞, 非末, 則本不實. 非同, 則異無

所分, 非異, 則同無所融故. 要具此四, 資成大用, 故曰成相. 言違者. 語本, 則寂絶於衆相, 而末無相不相. 語同, 

則相無相同相, 而異未曾共相. 是以體相殊分, 異用競起, 稱之號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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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1)을 보면 ⑦－(1)과 마찬가지로 성괴를 총별동이가 서로 돕고(수순하

고) 서로 어긋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서로 돕는 것’과 ‘서로 

어긋나는 것’에 대해 좀더 자세히 풀이한다. 이를 통해 서로 돕고 서로 어긋남

의 주체가 총별동이인 것이 더욱 분명해진다. 서로 수순하고 돕는 것은 말 그

대로 본(本)과 말(末)이, 동(同)과 이(異)가 상대편을 도와주고 따라주며, 상대편

이 있어야만 자기도 성립하여 비로소 큰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成]이다. 한

편 서로 어긋나는 것이란 본(本)에 모습이 없지만 말(末)은 모습을 지니고, 모

습 없는 본(本)과 모습 있는 말(末)이 같아서 동(同)이지만 그 둘은 일찍이 같은 

적이 없는 이(異)여서 각기 다른 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는 것[壞]이다.

종합하면 S4303에서 육상의 관계와 의미는 앞서 소개한 �십지경론의소�가 

여러 이해 방식을 구분 없이 혼용한 것과는 달리 훨씬 정돈된 모습을 보여준

다. 이것은 S4303이 이전보다 세분화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총별동이성괴 각각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 방식이 있음을 알면서도 여

러 가지 방식을 취사선택하여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다른 이해 방식에 

대해서는 그 의의를 평가하고 차별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조를 본다면 

동이는 총별에 대한 것이면서 성괴는 총별동이를 대상으로 하여 {[총별 ← 동

이] ← 성괴}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3. Stein 613

Stein 613 문헌은 553년경 이후에 필사된 서위(西魏) 또는 북주(北周) 시기의 

불교교리집성문헌이다.26) 선행 연구에 의하면 이 문헌은 앞의 S4303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문헌에는 육상과 관련하여 두 곳에서 논의되고 있다. 첫 번째는 S613의 

26) 이 문헌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는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에서 펴낸 금강학술총서 18 �藏外地

論宗文獻集成續集�의 해제를 참조하기 바란다. 青木隆 外, �藏外地論宗文獻集成續集�(서울: 씨아이

알, 2013), pp.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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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주제에서 ‘육종정견(六種正見)’이라는 제목으로 논의된다. 여기의 기

본 구조는 S4303과 마찬가지로 ‘理 ․ 敎 ․ 行’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다. 다만 

리(理)를 기준으로 한 육상의 논의는 다른 문헌의 설명에 미루고 교(敎)와 행(行)

을 기준으로 한 논의만을 진행한다. 교(敎)를 기준으로 한 논의는 앞의 S4303과 

매우 유사하며 {[총별 ← 동이] ← 성괴}의 구조를 지닌다. 즉 동이는 총별에 대

한 것이고 성괴는 앞의 넷, 즉 총별동이의 서로 수순함과 서로 어긋남으로 설명

된다. 이어서 행(行)을 기준으로 한 부분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27)

⑨ 행(行)을 논하여 말한다. 하나의 행이 일체의 행인 경우, 하나의 행이 

본(本)이고 일체의 행이 말(末)이다. 일체의 행이 하나의 행인 경우, 일체

의 행이 본(本)이고 하나의 행이 말(末)이다. 본(本)과 말(末)이 서로 융섭

함이 동(同)이고 [본(本)과 말(末)의] 각 해당되는 부분이 다른 것이 이(異)

이다. 서로  돕고 서로 수순함이 성(成)이고 서로 어긋나고 서로 배반하는 

것이 괴(壞)이다.28)

육상의 기본적인 구조와 의미는 앞의 S4303과 거의 비슷하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본말/총별의 관계이다. �십지경론� 이래 대체적으로 총(總)

은 근본 정의, 말(末)은 구체적 분별을 의미했다. �십지론의소�나 S4303을 보

면 이러한 틀은 유지하면서 총별간의 융섭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그

래도 총(總)은 대부분 ‘一’, ‘無二’, ‘寂’으로 이해되었고 별(別)은 ‘一切’, ‘多’, ‘分’ 

등으로 설명되면서 총(總)에서 별(別)로의 일방향적인 융섭이 얘기되었다.

그러나 S613의 ⑨에는 이와 같은 총별의 고정적인 의미와 일방향적인 융섭

관계와는 다른 이해 방식이 보인다. 즉 기존의 입장처럼 하나의 행이 일체의 

27) S4303의 원문은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주최 돈황사본 전문강좌-지론종문헌 집중강독회

(2015년 12월 11일) 3일차 검토자료 (2)에 수록된 원문을 이용하였으며 금강학술총서 18 �藏外地論

宗文獻集成續集�수록 원문도 함께 참조하였다.

28) 앞 발표자료, p.11; �藏外地論宗文獻集成續集�, p.57, “論行而言. 一行一切行, 一行爲本, 一切行爲末. 一切

行一行, 一切行爲本, 一行爲末. 本末相融, 以之爲同, 各當差殊, 以之爲異. 相資相順, 以之爲成, 相違相乖, 以

之爲壞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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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경우, 하나의 행이 본(本)이고 일체의 행이 말(末)이지만 이와 동시에 반

대로 일체의 행이 하나의 행인 경우, 일체의 행이 본(本)이고 하나의 행이 말

(末)이 된다. 이러한 가역성은 육상설이 만약에 보살행 또는 경전의 10구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법(事法)인 제법의 연기를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입장에서 보

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법이 고정된 자성을 지니지 않고 연(緣)에 따

라서 일어난다는 연기법의 관점에서 볼 때 본(本)은 고정적으로 근본이자 하

나(The One)이며 적정무이(寂靜無二)이고 말(末)은 항상 다양하게 분화된 모습

이라는 것은 연기법의 본래 의미와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이유

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인용문에서는 본말의 가역성, 또는 상호호환성이 명

시적으로 언급되고 또 강조된다는 점에서 다른 문헌과 차별된다. 

이와 같은 본말의 상호호환성은 S613에서 육상을 논하는 두 번째 부분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두 번째 부분은 S613에서 31번째로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⑩ 자체인과(自體因果)에 의거하여 육종정견(六種正見)을 변별한다. 

초발심의 때에 곧 정각을 이룬다. 발심이 본(本)이 되고 정각이 말(末)이 

된다. 원인으로 결과를 섭수하므로 결과는 원인의 결과이다. 따라서 자

체의 원인이라고 이름 부른다. 대승 자체의 결과는 대열반에 머무르면서 

초심을 버리지 않는다. 결과(대열반)가 본(本)이 되고 원인(초심)이 말

(末)이 된다. 결과로 원인을 섭수하므로 원인은 결과의 원인이다. 따라서 

자체의 결과라고 이른다. 원인과 결과가 계합하여 융섭하는 것이 동(同)

이고 원인과 결과가 다른 것이 이(異)이다. 서로 수순하고 서로 돕는 것이 

성(成)이고 서로 어긋나고 서로 등지는 것이 괴(壞)이다.29)

전체적으로 볼 때 육상의 구조와 의미는 앞서 인용한 ⑨와 동일하다. 그리고 

동이성괴의 관계와 의미는 앞의 S4303과도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⑩은 ⑨와 

29) 앞 발표자료, p.28; �藏外地論宗文獻集成續集�, p.90, “據自體因果, 辨六種正見. 初發心時, 便成正覺. 發心

爲本, 正覺爲末. 以因攝果, 果是因果. 故名自體因. 大乘自體果, 住大涅槃, 不捨初心. 以果爲本, 以因爲末. 以

果攝因, 因是果因. 故曰自體果也. 因果契融, 以之爲同, 因果差殊, 以之爲異. 相順相資, 以之爲成, 相違相背, 

以之爲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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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또는 더욱 분명하게 본말의 상호호환성을 강조한다. 특히 여기에

서는 본말의 상호호환성이 위(位)를 통해서 설명되는 점이 돋보인다. 후대 화

엄교학에서 중시되는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便正覺) 구절을 통해서 초발

심이 본(本)이면 정각이 말(末)이고 정각(대열반)이 본(本)이면 초발심이 말(末)

이 된다. 이는 지론종의 융즉론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30)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원인과 결과의 융즉과 상호호환성으로 논의가 확장된다.

종합하면, S613은 전체적인 육상의 구조는 {[총별 ← 동이] ← 성괴}로 나타

낼 수 있으며 S4303과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총별 상호간의 융즉이 명시적으

로 언급되고 한층 강조되면서 이것이 위(位)의 차원에서 논의되어 그 결과 원

인과 결과의 융즉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차별하여 구조를 나타낸다면 {[(총↔별) ← 동이] ← 성괴}로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4. 정영사 혜원(淨影寺 慧遠)

지론교학의 집성자로 불리는 정영사 혜원(523~592)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다. 육상설과 관련하여 �십지경론�에서 육상의 범위를 

‘사(事)’로 한정한 것을 ‘체의(體義)’를 기준으로 하면 모든 법에 통용될 수 있다

는 부분, 즉 이 글의 용어를 빌리자면 육상설의 외적 영역에 대한 교설이 주로 

논의되었다.31) 여기에서는 이 글의 주제인 육상설의 내적 영역, 즉 각 상(相)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어 논하고자 한다.

혜원의 현존 저술 중 육상설에 대한 논의는 세친의 �십지경론�에 대한 주석

서인 �십지경론의기(十地經論義記)�와 그의 교학을 총정리한 ‘장(章)’ 형식의 

논서인 �대승의장(大乘義章)� 등에 보인다. 이 가운데 �대승의장�은 ｢육종상

30) 지론종의 융즉론에 관해서는 아오키 타카시, ｢돈황 사본에서 본 지론(地論)교학의 형성｣, 금강대

학교 불교문화연구소 편, �지론사상의 형성과 변용�(서울: 씨아이알, 2010), pp.67-71 참조.

31) 湯次了栄, �華厳大系�(東京: 国書刊行会, 1975), pp.520-523; 伊藤瑞叡, 앞의 책 �華厳菩薩道の基礎的研

究�, pp.653-657; 해주, 앞의 논문 ｢화엄육상설연구 I｣, pp.9-11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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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六種相門義)｣에서 육상설을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32)

⑪ 지금 우선 하나의 색음(色陰) 중에 나아가서 육상을 변별하니 나머지 

종류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저 하나의 색음은 같은 체(體)로서 갠지스 강

의 모래와 같은 불법(佛法)을 갖추고 있다. 말하자면 고(苦), 무상(無常), 

부정(不淨), 허가(虛假), 공(空), 무아(無我) 등 일체의 불법이다. 이와 같은 

모든 법들이 뜻[義]은 달라도 체(體)는 같으니 서로 인연따라 모여[緣集] 

저 같은 체(體)의 일체 불법을 포섭함으로써 하나의 색을 이루며 [그] 색

을 ‘총(總)’이라고 이름 붙인다. 이 총(總)에 나아가 한량 없는 갠지스강의 

모래와 같은 불법을 펼쳐내니 색은 저 법을 따라서 곧 한량 없이 있게 된

다. 이른바 고(苦)의 색, 무상의 색, 부정의 색, 이름과 작용[名用]의 색, 공·

무아의 색 내지 진실한 연기의 색이다. 이와 같은 한량 없는 차별의 색을 

‘별(別)’이라고 이름 붙인다. 저 별(別)에 나아가 고(苦)·무상 등 모든 법에 

모두 색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동(同)’이라고 이름 붙인다. 색의 뜻

은 비록 같지만[同] 그러나 저 색은 고(苦)이고 다른 색은 무상으로 다르

니 이와 같이 일체가 각각 같지 않음을 ‘이(異)’라고 이름 붙인다. 저 이

(異)에 나아가 뜻의 문이 비록 다르지만 그 체(體)는 다르지 않다. 체(體)

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모든 뜻이 비록 여럿이어도 서로 여의지 않는다. 

서로 여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따라서 색을 변별하면 포섭하여 하나가 

되니 이런 까닭에 ‘성(成)’이라고 이름 붙인다. 성(成)은 간략함[略]과 같

다. 체(體)는 비록 다르지 않지만 뜻의 문은 항상 다르다. 뜻의 문이 다르

기 때문에 하나의 색이 이를 따라서 많은 색이 되니 이를 지목하여 ‘괴

(壞)’로 삼는다. 괴(壞)는 자세함[廣]과 같다. 실제를 들어서 이를 논하면 

[총별동이의] 앞의 네 문을 설하는 것으로 뜻을 변별함이 마땅히 충분하

다. 동이를 기준으로 하여 앞의 [성괴] 두 문을 이루기 때문에 여섯이 있

다. 색의 뜻은 이와 같다.33)

32) 아래 인용문과 거의 같은 내용이 �십지경론의기�(�新續藏�45, pp.40中22-下17)에도 수록되어 있다.

33) �大乘義章�(�大正藏� 44, p.524上11-28), “今且就一色陰之中, 辨其六相, 餘類可知. 如一色陰同體, 具有恒

沙佛法. 謂苦無常不淨虛假空無我等一切佛法. 是等諸法, 義別體同, 互相緣集, 攝彼同體一切佛法, 以成一色, 

色名爲總. 就此總中, 開出無量恒沙佛法, 色隨彼法, 則有無量. 所謂苦色無常色不淨色名用色空無我色乃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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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동이의 항목을 보면 혜원의 동이는 총상과 별상이 아니라 별상의 각 항

목 사이의 같고 다름에 대한 것이다. 이는 �십지경론�의 설명이 중국에 전해져 

�십지론의소�와 S4303이 전하는 �대장� 등에서 중연(衆緣)에 대한 동이로 변

용되고 이것이 혜원에게서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성괴의 경우, �십지론의소�, S4303, S613과 내용을 달리 한다. �십지론의소�

등에서는 총과 별이, 동과 이가 서로 돕는 것을 성상으로, 서로 어긋나는 것을 

괴상이라고 한다. 즉 성괴가 총별과 동이 모두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혜원은 성괴에 대해서 “동이를 기준으로 하여 앞의 [성괴] 두 

문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 즉 혜원에게 성괴는 동상과 이상에 의해서 성립

되는 것으로 총상과 별상은 직접적으로 성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로 인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혜원은 �십지론의소� 등과는 달리 모든 법의 

뜻을 변별함에 있어서 육상 가운데 성괴는 필요하지 않다는 이른바 ‘성괴불필

요론’마저 주장한다.34) 이러한 혜원의 육상설 구조를 도식화하면 {[총별] ← 

[동이] → [성괴]}의 구조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총별의 경우는 S613과 같이 총별간 상호호환성이 분명하게 표

현된다. 즉 혜원은 색을 총상으로, 색에 갖춰진 여러 법을 별상으로 하여 육상

을 설명한 이후에 다시 앞에서는 별상 중 하나였던 무상(無常)을 총으로 하여 

무상이 지닌 여러 법을 별상으로 하여 육상을 풀이한다.35) 이 가운데에 앞에서

는 총상이였던 색이 뒤에서는 별상의 하나로 설명된다. 이를 통해서 혜원 또한 

총별이 상호호환가능한 연기법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정리하면 혜원의 육상 구조는 혜원 이전 지론종 가운데 어느 것을 그대로 답

습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전 지론종의 육상설들을 종합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真實緣起之色. 如是無量差別之色, 是名爲別. 就彼別中, 苦無常等諸法之上, 皆有色義, 名之爲同. 色義雖同, 

然彼色苦, 異色無常異, 如是一切各各不同, 是名爲異. 就彼異中, 義門雖殊, 其體不別. 體不別故, 諸義雖衆, 

不得相離. 不相離故, 隨之辨色, 得攝爲一, 是故名成. 成猶略也. 體雖不別, 義門恒異. 義門異故, 一色隨之, 得

爲多色, 目之爲壞. 壞猶廣也. 據實論之, 說前四門, 辨義應足. 爲約同異, 成前二門, 故有六也. 色義如是.”

34) 이와 관련하여 김천학, ｢신라불교에서의 혜원 수용 양상―�대승의장�을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40호, 불교학연구회, 2014, pp.64-67을 참조.

35) �大乘義章�(�大正藏� 44, p.524上28-中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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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설을 가미한 것으로 보인다. 총별의 상호호환성에 있어서는 S4303이

나 S613과 같은 경향을 보이지만 또 동이가 총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중연(衆

緣)에 대한 것임은 S4303이나 S613보다는 �십지론의소�일부와 S4303이 전하

는 �대장�과 유사하다. 성괴의 경우, 혜원 고유의 주장이 돋보이는데 혜원 이

전의 설과는 달리 혜원에게 성괴는 동이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며, 따라서 모

든 법의 뜻을 변별하는데 성괴가 필요 없다는 성괴불필요론을 주장하기까지

에 이르게 된다.

IV. 맺음말

이제까지 한정된 범위에서 살펴본 것만으로도 육상설은 결코 단일하게 고

정된 개념체가 아니라 시대와 지역, 인물과 문헌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며 살

아 숨쉬어 온 그 자신 하나의 연기법이다.

�십지경�에서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던 이름 없는 문구는 �십지경론�이 

‘육종상(六種相)’이라는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비로소 잊혀지지 않는 의미가 

되었으며 이 의미는 동아시아에 전해져 지론종에서 마치 빅뱅과 같은 폭발력

을 가지고 다양하게 변화하며 팽창하다가 이윽고 화엄교학에서 대방광불(大

方廣佛)의 법계를 장엄(莊嚴)하는 여섯 종류의 잡화(雜華)가 된다.

이 글은 육상설의 이처럼 복잡다단한 인연의 일면을 내적인 영역, 즉 육상 

각 항목의 관계와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아주 간략한 설명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육상설을 논하면서 함께 다루어야 할 외적 영역, 즉 정체성과 

대상은 언급하지 못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내적 영역과 외적 영역은 서

로 불가분의 관계로서 함께 고려해야만 육상의 진면목을 드러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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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x Characteristics Theory (六相說) underwent significant changes from 

Daśabhūmikasūtra to East Asian Dilun School and Huayan School, which means 

the theory is not a homogeneous one at all. From this viewpoint, this article tries to 

figure out the changes of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six characteristics from 

Daśabhūmikasūtra to the Dilun School.

Daśabhūmikasūtra does not show any conceptualization of ‘Six Characteristics (六相)’ 

but the structure of the six items can be understood as ‘[the whole: parts] - [sameness: 

difference: formation: disintegration]’  ([總別]-[同異成壞]). Daśabhūmikasūtraśāstra 

uses the concept of ‘Six kinds of characteristics (六種相)’ for the first time and 

explains its structure as ‘{[the whole: parts] ← [sameness: difference: formation: 

disintegration]}’ ({[總別] ← [同異成塊]}.

As this theory was transmitted to East Asia, it underwent great changes. Fashang

(法上)’s Shidilunyishu (十地論義疏) has two kinds of understanding; one is the same 

as Daśabhūmikasūtraśāstra, and the other is very different from the Indian tradition. 

Stein 4303 and Stein 613 from Dunhuang manuscripts take their own way far away 

from Daśabhūmikasūtraśāstra, and this tendency is held by Huiyuan (慧遠), who is 

known as the compiler of the Dilun doctrines.

With these facts, we can find that the Six Characteristics Theory (六相說) had 

structural changes depending on the situation and the needs at every stage of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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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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