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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태승
*

1 번역

머리말

8세기말에 일어난 티베트에서 中國, 印度 양계통의 佛敎徒에

의한 주권 다툼은 불교사 일반, 특히 불교교리사상 중요한 사

건이었다. 이 사건의 經過와 論爭 내용에 대한 연구에 들어가

기 전에 먼저 분명히 해놓아야 할 것은 그 年代에 대한 확인이

지만, 불행하게도 종래 제시되어진 투치씨를 비롯한 여러학자

들의 견해는 그 근거가 약하고
1
더욱이 최종적인 결론에는 이

* 李泰昇 :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강사

1) G. Tucci: Minor Buddhist texts, part II, Rome, 1958(略號 MBT)은

P. Demiéville: Le Concile de Lhasa, Paris, 1952(약호 CL)에 나타난

諸問題에 대하여 티베트 측의 史料를 해설한 것이다. 年代考證에 관해

서는 부분적으로 略述되어 있지만(pp. 26-32), 충분히 정리하여 고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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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 못하였다. 本稿는 이 점에 관하여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

되는 것을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1. 佛敎敎團의 創立

먼저 이 사건에 관여한 티송데첸(Khri srong lde brtsan) 王의

탄생연대에 대해서는 敦煌文獻의 編年紀2에 742년으로 明記

되어 있기 때문에
3
문제될 것은 없다. 또 돌아간 해는 고전적

인 세가지 사료
4
가운데 후란史(p. 18a)와 明示鏡(f. 92b)에 56

것은 아니다(註 18 참조). 또 앞의 두 사람이 다룬 중국사료, 티베트

사료에 나타난 기술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上山大峻, 曇曠と敦煌の佛敎

學 (東方學報 35, 略號 曇曠 pp. 155-170)에 의해 해결되었지만, 그

연대고증에 대해서는 여전히 不備한 점이 있어 필자는 일찍이 논평한

적이 있으며(東方學報 47-4, pp. 113-114), Riṅ lugs rBa dPal

dbyangs (平川彰博士還曆記念論集 1975年 略號 riṅ lugs ) pp.

653-654에서도 略述하였다.

2) J. Bacot, F. W. Thomas, Ch. Toussaint: Documents de

Touen-houang relatifs à l'histoire du Tibet, Paris, 1946(略號 DTH)

중에 포함된 두 개의 텍스트(pp. 13-27, 55-61)를 가리켜 말함.

3) DTH. p. 26. 실로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지만, 티송 데첸 왕의 生年에

관하여 芳村修基 インド大乘佛敎思想硏究(京都, 1974, 略號 イ大思)
에서는 チソン王年代論 이라는 제목으로 고찰을 행하여(pp. 80-87),

돈황 편년기의 기술을 따르지 않고 10干을 자유로이 구사하는 부톤
說을 취하고 있다. 註 9 참조.

4) 芳村修基씨는 티송 데첸 왕이 죽은 해에 대해서도 중국사료를 자유로

이 사용하며 후대 티베트 사료에 나타난 10干을 완전히 신뢰하고 논의

를 진행하고 있다(イ大思 pp. 86-87). 註 9 참조. ‘고전 세가지 사료’

란 14세기에 성립한 세가지 티베트 史書를 편의상 이와 같이 부른 것

으로, 다음의 셋을 가리킨다.

부톤 불교사; Bu ston Rin chen grub: bDe bar gshegs pa'i bstan
pa gsal byed chos kyi 'byung gnas gsung rab rin po che'i mdzod,

1322, sDe dge ed., 203 fols.(약호 SRD)



吐蕃王國佛敎史年代考/ 번역: 이태승 269

세인 소해[丑年]로 나타나는 까닭에 이것은 797년이 되어 확실

한 연대가 된다.

이 왕이 불교를 채용하려고 결심한 해가 20세(761년)되던 해

이다. 이 점은 學者의 宴5에 인용된 삼예의 崇佛誓約 署名詔勅

과 함께 반포되었다고 하는 由來譚詔勅 가운데에도(KGG, f. 110a,

l.7) 나타나고 있다.
6
숭불서약의 서명조칙은 삼예사원의 本堂이

완성된 양의 해[未年]에 반포된 것으로 삼예사원의 碑文[TTK, p

p. 94-95]을 통해 그 사실이 입증된다. 서명한 사람들 가운데 大

臣의 서열은 돈황문헌의 宰相表7와 일치하며, 綴字는 유래담

조칙 가운데 왕명의 경우와 동일하여 고전 시대의 것과는 다

르지만 돈황문헌과는 일치한다.
8
유래담조칙에 대해서는 서명

조칙 前文에 서술되어진 것(KGG, f. 109b)외에도 후의 티송데첸

후란史; Tshal pa Kun dga' rdo rje: Hu lan deb ther, 1346,
Gangtok ed., 1961(약호 HLD)

明示鏡; bla ma dam pa bSod nams rgyal mtshan: rGyal rabs
rnams kyi 'byung tshul gsal ba'i me long chos 'byung, 1368, sDe

dge ed., 104 fols.(약호 GSM)

이것 이전에 사캬파의 Grags pa rgyal mtshan과 'Phags pa에 의한

간단한 王統記(註 137 참조)가 있지만, 충분한 기술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과 연대는 이 세 책을 기준으로 한다.

5) 學者의 宴. dPa' bo gtsug lag 'phreng ba : mKhas pa'i dga'
ston(lHo brag chos 'byung) Vol. Ja, Bod kyi rgyal rabs, 1545, lHo

brag gNas ed., 155 fols.(약호 KGG)은 귀중한 인용자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고전 세 가지 사료’ 이상으로 가치를 보인다.

6) 이 조칙은 투치 씨에 의해 소개되고 있다. G. Tucci: The Tombs of

the Tibetan kings, Roma, 1950(약호 TTK) pp. 98-100. 서명조칙은

pp. 95-97에 있다.

7) DTH, pp. 100-102에 있다.

8) 유래담 조칙 가운데 보이는 Khri srong btsan(KGG, f. 110a. l.5)은 古

典時代에는 Srong btsan sgam po 라고 하고, Khri lde gtsug

brtsan(loc. cit.)은 Khri lde gtsug brtan으로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다.

大臣의 이름으로 서명조칙 중 rGyal mtshan lha snang(KGG, f. 99b,

l.5)으로 되어있는 것은 rGyal tsha lha snang(op. cit., f. 125b, l.5)보다

는 rGyal tshan lha snang(DTH, p. 102, l.17)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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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의 숭불서약 서명조칙 가운데에도 그 父王 시대의 숭불서약

의 조칙 등에 언급되어 있어(op. cit., f. 128b), 근거로서의 難點은

없다. 따라서 761년 이후에야 비로소 무엇인가가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다음은 닥마르(Brag dmar)의 삼예大寺院(bSam yas mi 'gyur lhu

n gyis grub pa'i gtsug lag khang) 建立 始期에 관한 문제로서 이

것은 토끼해[卯年]
9
에 시작하여 토끼해 말에 끝난 것이 고전 세

사료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왕의 20세(761년)때 이후인 763

년 혹은 775년이 된다.

이보다 전에 샨타라크시타(Śāntarakṣita, Zhi ba 'tsho 寂護)와 파

드마삼바바(Padmasaṁbhava, Pad ma 'byung gnas 蓮華生)가 티베트

에 들어가 그 일을 담당한 까닭에 이것으로부터 문제를 좁혀

갈 수가 있다.

蓮華生의 入藏은 寂護의 제2의 入藏과 동시이었다고 하는 것

외에 달리 기록이 없지만, 寂護에 대해서는 부톤(Bu ston)의 佛
敎史(f. 120b)에 전후 두 차례에 걸친 入藏이 있었던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그로부터 예셰 왕포(Ye shes dbang po)를 아챠리 보디사트바(적

호)의 초대를 위해 파견했다. 랑동 나라, 넬 닥첸 통식, 당 갸라 레

시의 세 사람을 그 초청을 위해 파견하였다. 그들은 망율(Mang yu

l)에서 만나, 랑동 나라와 아챠리(적호)를 그곳에 머물게 한 뒤 [다

른 사람들은] 왕궁으로 [돌아가 왕에게 그 소식의] 인사를 올리자 高

官들이 “남방 네팔의 呪法을 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 내리

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말하여 [그 때문에] 상시, 셍콩 라룽시, 침

메렌의 세 사람을 파견하였지만, 말이 서로 통하지 않아 캐시미르

9) 10干의 명칭이 당시 사용된 흔적은 敦煌文獻에도, 唐蕃會盟碑 이전의

碑文 어디에도 없다. 후대 사료에 전하는 것은 史家가 덧붙인 것으로

생각되어 서력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G. Tucci: The validity of

Tibetan historical tradition(India Antique in honour of J. Ph.

Vogel, Leiden, 1947, pp. 309-322) p. 3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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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난다에게 통역을 부탁하여 아챠리가 어떠한 [인물인가를] 살

폈다. 그 결과 좋은 사람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허가를 기다리지 않

고 바로 궁전으로 안내했다. [다시] 캐시미르의 아난다가 통역하여

룽춥 궁전에서 4개월간 十善, 十八界, 十二緣起의 法을 설하였다. 그

결과 티베트의 神들이 노하고, 판탕 궁전이 홍수에 휩쓸렸으며, 마

르포산에 落雷가 생기고, 사람과 가축에는 유행병이 돌았다. 그때

티베트의 불온한 신하들이 “불교를 신봉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

고 하여 아챠리를 네팔로 돌아가게 했다. 그로부터 얼마간 지나

(중략) [예셰 왕포에게] “아챠리를 초청하기 위해 그대가 가라”라고

왕이 명했기 때문에 네팔에 이르러 [그로부터] 아챠리를 안내하여

닥마르의 틴상寺(Brag dmar mGrin bzang)에 도착했다.

위의 내용은 삼예의 유래담조칙의 기술
10
과 동일한 형태로

서술되어있기 때문에 矛盾은 없다. 마중나간 사신의 이름에 대

하여 첫번째는 두 그룹이 있어 그 가운데 예셰 왕포의 이름이

특별히 전후 두 차례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11
, 두 그룹의 이

10) KGG, f. 110a, l.7～f. 110b, l.3.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그로부터 왕 폐하가 20세가 되셨을 때, 처음에는 神託도 꿈의 조짐

도 나쁘고, 어떠한 儀軌를 행하여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수개월간 신

탁도 꿈도 나빴기 때문에, 그후 불법을 믿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칙

명도 법률로서 행해지지 않아 폐지했다. 三寶에 공양을 하도록 명하

자 비로소 (조짐등이) 호전되었다. 그로부터 善友(僧侶)의 협력으로

불법을 들으셨으며, 책도 앞에 갖다놓으시고 불법을 크게 신봉하시고

자 준비를 하셨던 것이다. 그때 (이 법이) 티베트의 옛법(본敎)이 아

니었기 때문에 生命의 神(sku lha)에 기도하는 것은 의궤가 다른 것

이기 때문에 무슨일이 나빠지지 않을까 두려웠다. 혹은 (왕의) 몸에

해가 미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혹은 정치가 바뀌는 것을 두려워 하고

혹은 人畜이 병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 하고 혹은 饑饉이 일어나는 것

을 두려워 한 것이다.”

11) 본문의 인용문 중 생략 부분은 “바 셀낭이 中國에 법을 구하기 위해

파견되고, 상시 등 30인이 아차리야를 영접하기위해 파견되었다. 그

무렵 중국의 和尙이 (예언하여) 지금부터 6개월 6일이 지나면 聖馬鳴

의 화신으로 이와같은 분이 오실 것이라고 말해 비슷한 얼굴 모양을

하였다. (그 사람이) 도착하자 중국의 왕(은 그에게) 포상을 내렸다.

그는 화상으로부터 수업에 관한 교시를 받고 같이 온 자에게도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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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려졌다”라고 되어있다. 부톤은 같은 불교사의 바로 앞(f. 119b,
l.6～f. 120b, l.1)에서 상시(Sang shi)등 4명이 중국에 도착한 것과 그

때 화상의 예언으로 보살의 화신이 도착하였다고 듣고 비슷한 얼굴

의 그림을 보았다고 하는 것, 그 밖에 그들이 후한 대우를 받고 화상

과 함께 돌아왔지만, 도착했을 때에는 왕이 죽고 破佛 중이었던 것까

지 서술하고 있다. 부톤이 근거로 사용했다고 생각되는 바셰(rBa
bzhed)에도 이 혼란은 있지만, 상당히 그 내용이 달라 비교 연구할

가치가 있다. 학자의 연에 인용된 바셰에도 상시의 중국 방문을
설한 (f. 73b, l.3～f. 75a, l.3) 뒤에 적호의 귀국을 다루며, 그 뒤에 이

어서 “덴챵셀(sBran gTsang gzher)을 使者의 대표로서, 상시를 다음

으로, 바 셀낭을 법의 看視者로서 主從 30인 정도를 출발시켰을 때

에”(f. 82b, l.7)라고 미리 전제한 뒤에, 앞서 상시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의 경위와 동일한 것을 서술하고 있다. 益州에서 화상으로부터 修

道의 要諦를 받았다고 하는 것도 보인다. 다른 점은 그들이 귀국했을

때, 왕과 대신들 사이에 불교 신봉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 뿐이다. 즉 시간적으로만 다른 두개의 사건으로 되어있을 뿐이다.

近年 刊行된 sBa bzhed (R. A. Stein: Une chronique ancienne de

bSam yas, Paris, 1961)에서는 使節團 대표의 이름을 당 갸라 렉식

(sBrang rGya ra legs gzigs)으로 하고, 다음을 상시로 하지만, 셀낭

을 ‘법의 看視者’에 임명하였다고 序頭에 보이며, 이어서 “법을 위해

中國行의 사자에 임명된 것이다”(p. 18)라고 말해 셀낭을 반드시 사절

단과 관련시키고 있지 않는 것을 보이고 있다. 물론 뒤에서는 셀낭을

등장시켜 상시의 경우와 동일하게 기술이 이어지며, 익주 화상의 이

름으로서 ‘金’을 옮긴 kim 대신에 일그러진 형태의 nyi ma가 나타나

고 있다(p. 19). 이상을 종합해 보면 부톤의 불교사에서는 중국행

사절단장의 이름을 빠트리고 상시를 30인과 함께 인도로, 셀낭을 중

국으로 갔다고 하고 있지만, sBa bzhed와 학자의 연의 바셰에서
는 이름만 다른 사절단장(khod dpon)에 두 사람과는 다른 인물을 세

우고, 특히 전자에서는 원래의 기술에 단순히 사건이 셀낭을 ‘법의

간시자’로 임명한 이후에 있었다고만 보여지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중국에 사자를 보낸 것은 왕이 20세가 된 761년부터 적호가 入藏한

771년 사이, 특히 765년부터 767년 사이라면 실제 그런 사건이 있어

도 아무 지장이 없다. 舊唐書吐蕃傳 下의 冒頭에는 永泰2년(766) 4

월에 ‘吐藩遣首領論泣藏等百余人隨(楊)濟來朝且謝申好’라고 되어있고,

그 후 大麻2년(767) 11월조에는 ‘又遣使路悉等十五人來朝’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뒤의 것에 보이는 路悉 luo-(B. Karlgren :

Grammata Sarica Recensa [Stockholm, 1957, GSR] 766-l') si

(ibid., 1257-e)는 분명히 당 갸라 렉식의 마지막인 legs gzigs을 옮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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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도 전후 두 차례에 걸쳐 마중나간 사신들임을 말하는 것인

지도 모른다. 4개월간이란 숫자도 구체적이다
12
. 일반적인 印象

으로는 삼예 사원의 건립 전에 있었던 적호의 두 차례 入藏을

761년부터 763년까지로 잡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적호가 入藏한 연대를 문헌을 통해 확실히 결정하기란 불가

능하다. 단지 학자의 연에 인용된(f. 89b) 바세(rBa bzhed)의
기술에는 돼지의 해[亥年]라고 말한 뒤, 적호가 본敎徒와 [자신이

가르친] 불교도를 논쟁시켜 후자의 승리를 얻게 하고 그 결과

것이다. 30인은 15인을 倍加시켜 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團

長도 아닌 셀낭의 이름이 혼동되어 그 始末이 복잡해져, 副使로서 다

시 入唐했다고 생각되는 상시에 대한 얘기를 차용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바셰에 의하면(KGG. f. 84b, l.7～f. 85a, l.1; sba
bzhed, p. 20, ll. 5-8), 入唐使가 귀국하자 이미 불교를 신봉할 것으로

결정하고 셀낭이 적호를 맞이하기위해 파견되었다고 한다. 그 결과

寂護와 蓮華生이 入藏하는 것으로, 적호의 두 번째 入藏은 767년 이후

가 된다. 이것에 의하면 셀낭이 당으로부터 귀국한 뒤 곧바로 네팔을

향해 간 것이 되지만, 그러나 입당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바셰에도
상시에 대하여 똑같은 사정으로 네팔에 가지 못했다라는 말이 전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KGG, f. 78b, ll. 6-7; sba bzhed, p. 11, ll. 4-5). 불

교확립기의 역사 전체로부터 셀낭은 인도불교와, 상시는 중국불교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셀낭의 중국파견에 대해서는 그 기술이 상시

의 것을 모방한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그것만으로도 誤傳이라고 할

수 있다. 셀낭의 入唐 기사와 함께 상시등 30인을 아차리야의 영접에

파견했다고 서술하고 있으면서 이어서 당에서 귀국한 셀낭을 아차리

야의 영접에 보냈다고 하는 부톤의 기사는 바셰의 잘못을 증폭시
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을 마음대로 취사선택하여 셀낭

의 입당에 의미를 두고 마음대로 착오를 범해 셀낭과 無住의 邂逅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 小畠宏允씨의 설이다. 페리오 티베트 문헌 116과

론포카탕(bLon po bka' thang)의 어디를 보아도 “(삼예) 宗論 이전

에 淨衆, 保唐宗이 티베트에 전파되었다”( チベットの禪宗と歷代法寶

記 [禪文化硏究所紀要 6, 1974] pp. 152-153)라고 하는 것의 考證

은 없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다. 더욱이 상시의 중국파견에 대해서

는 拙論 チベット佛敎と新羅の金和尙 (新羅佛敎硏究 東京, 1973. pp.

3-36)을, 상시와 펠양의 관계에 대해서는 拙論 ring lugs 을 참조.

12) KGG, f. 81b. l.4 는 ‘또는 2개월’로서 부톤 불교사보다도 상세한 소
식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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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주변에 招福禳災를 담당하는 본敎 司祭이외에 일체를 폐

지하고
13
삼예사원의 건립에 전력을 쏟았다고 전하고 있다. 이

돼지의 해를 살펴보면 역시 761년 이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르더라도 771년 이전으로 거슬러 갈 수 없으며, 그 후의 토끼

해를 삼예사원의 定礎年으로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775에

해당한다. 이것을 제2회 入藏 이후의 사건으로 간주하는 것이

다음의 사정과 비교해 보아도 당연할 것 같다.

그 사정이란 바세(sBa bzhed)(p. 18) 가운데 분명하게 大曆 2

년(767)말에 티베트의 사절단 ‘路悉’등 15인의 入唐에 관한 기사

가 있으며
14
, 그 사절단이 귀국한 뒤에 적호의 제2회 입장이 전

해지고 있는 것이다. 대력 2년말의 입당사의 기사는 적호가 귀

국한 뒤 셀낭을 ‘法의 看視人’으로 임명하여 불교를 받아들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뒤의 일인 것을 말해주고 있다.

다음에 삼예사원 건립에 관한 학자의 연 저자15
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10干의 이름은 당시의 古

文獻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16
여기에서는 제외하고 번

역한다.

말의 해(742)에 티송 데첸이 태어났으며, 22세인 토끼의 해(7

63)에 [삼예의] 정초가 이루어졌으며 26세인 양의 해(767)에 ‘시

범적인 [여섯] 사람’등이 계를 받고 34세인 토끼의 해(775)에 삼

예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f. 99b, ll. 1-2)

괄호속에 보인 서력 연대는 필자가 돈황의 편년기에 의한
13) sBa bzhed, p. 27, l.13에는 ‘亥年’이라는 말은 없다. 왕을 위해 ‘생명의

신’(sku lha)에게 제사 올리는 司祭(sku gshen)의 직무가 남아있었다

고 전해진다. 토번왕의 ‘생명의 신’에 대한 제사에 대해서는 스타인의

티베트 문헌 Vol. 69, fol.84의 編年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14) 註 11 참조.

15) dPa' bo gtsug lag 'phreng ba(1504-1566)

16) 註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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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탄생연대와 내용의 연령으로부터 산출한 것으로
17
, 앞서

본 것과는 12년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범적인 [여섯] 사람’의 受戒 年度에 대해서는 학자의 연
의 저자는 따로이 논하고 있으며(f. 102b), 그 순서를 삼예 사원

전부가 완성되는 중간에 위치시키고 있다. 이 점은 필자가 일

찌기 논한 것과 같으므로
18
, 이것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즉

17) 원저자 파오 축락텡와는 티송 데첸 왕이 ‘庚午’(lcags rta; 730년)에

태어났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숫자로 부터 12년 빠르게 해를

산정하지만, 연령도 倂記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과 같이 나타내어 비

교를 용이하게 했다.

18) 東洋學報 47-4, p. 114에서 필자는 이 설명을 했지만, 그때 투치씨
의 견해를 오해하여 삼예의 foundation이 775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completion의 의미로 생각했다. 투치씨는 전승에 의해 定礎 22세, 763

년 등을 나타내 보인 뒤 (TTK, p. 29), 다음에 보는 이유로 775년을

foundation의 해로 바꾸었지만 (op. cit., p. 31), 필자는 이것을 잘못

이해했다. 동일한 잘못을 ring lugs p. 662, n. 73 말미에서도 범하였

다. 본인의 소홀함을 사과하고 이를 訂正하고 싶다. 투치씨는 775년,

779년을 각각 정초와 ‘시범적인 6인’의 수계년으로 삼은 이유로서 냥

팅게진의 생존연대를 문제로 삼고 있다. 투치씨에 의하면 냥은 교단

내에 일어난 분쟁과 관련하여 그로부터 카말라실라의 초청이 있게되

어 논쟁이 일어났다고 전하고 있다. 그 전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이

고 있지 않지만, 후단에서 학자의 연에 의한 설을 들고 있기 때문
에(MBT, p. 42) 본문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178항 참조) 순서가 된

다. 그리고 이것은 삼예사의 건립이 티송 데첸 왕 治世의 초기에 있

었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한다. 투치씨에 의하면 냥은 덴

카 융텐(dPal은 포함되어있지 않다)과 함께 카르충의 조칙에 서명하

고 있지만, 55세 때 덴카 융텐보다 먼저 랑다르마에 살해되었다. 즉

841년에 후자와 같은 운명을 걸었던 것이다. 이 냥에 대해서는 후단

(op. cit., pp. 52-53)에서 다시 설하고 있지만, 티데 송첸보다 연상으

로 학자의 연과 페마칼포(Pad ma dkar po)가 841년에 등위한 랑
다르마 왕에 의한 그의 살해를 전하고 있으며 55세의 歿年이 靑冊
史(Deb ther sngon po)에 의한 설인 것도 보이고 있다. 지금 이 설
을 함께 고려하면 냥의 태어난 해는 787년이 된다. 이것으로는 禪宗

을 解禁한 794년은 냥의 幼年에 해당하여 776년에 태어난 티데 송첸

왕의 보호자는 될 수 없다. 냥 팅게진의 이름은 814년에 제작된 二
卷本譯語集에 보이지만 822년의 唐蕃會盟碑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 사이에 죽었다고 생각된다. 죽은 해를 빨리 잡아 55세때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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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적인 여섯 사람’의 수계는 뒤에서 보듯 삼예 사원의 본당

(dBu rtse)이 완성되어 숭불서약을 거행하기 직전에 행해진 것

이다. 이 때 僧伽가 發足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이 서약이 필요

하였던 것이다. 본당의 완성은 삼예 사원 전부가 완성되기 4년

전의 일로써, 즉 그것은 마지막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중

간에 일어난 것이었다. 본당이 완성되었음에도 伽藍 전부가 완

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승가를 발족시켜서는 안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시범적인 여섯사람’의 수계는 두 토끼해 사이의 일로

서, 필자에 의하면 775년과 787년의 사이인 779년이 된다.

이러한 주장을 보완하기위해 학자의 연에 나타난 연대에
의할 경우 생기는 모순점을 지적하기로 한다.

이 崇佛運動을 추진한 정치적 인물로서 바세는 물론 부톤
의 불교사19에서도 고 티상 얍라(mGos Khri bzang yab lag)의

이름을 들고, 삼예사원 정초 이전의 상태가 기술되어 있다. 지

금 학자의 연의 설을 따라 삼예 정초를 763년이라 한다면,

그 해는 티베트군이 長安을 공격하고 점령하는데 전력을 다한

시기로서, 정초의 연대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돈황문헌인

편년기20에 의하면 764년條에 당시의 論功行賞 결과에 대한

기술이 있어, 당시의 최고위에 있던 宰相은 바 낭셀 주첸(dBa's

었다고 한다면 760년대에 태어난 것이 된다. 이 냥이 예셰 왕포와 대

립한 것이 예를 들어 마하연이 入藏한 787년 이전이라고 한다면 그

때는 20세 전이었는지도 모른다. 냥씨는 바씨와 더불어 名門家이었기

때문에 이런 연령에서 대립했던 것도 가능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이

사실에 의해 삼예의 정초를 763년, ‘시범적인 6인’의 수계를 767년,

완성을 775년으로 잡는 데는 어떠한 지장도 없다. 예셰 왕포가 언제

링룩에 취임하고 어느 정도 在位했는가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하

물며 투치씨가 거론한 史料는 이 논증과정에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필자로서는 논증된 연대론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

이다.

19) KGG, f. 79a, l.2～f. 80a, l.3; sBa bzhed, p. 13, l.3～p. 15, l.3; SRD,

f.120b, ll. 1-2

20) DTH,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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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ng bzher zu brtsan)이며 고(mGos)는 그 다음의 지위로서 아

직 재상의 지위에 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傳承의

기술이 당시의 재상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21
시기상조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다음에 ‘시범적인 여섯 사람’에게 수계하고 삼예사원에서 숭

불서약의 서명이 행해진 양의 해를 767년이라고 하는 경우의

곤란한 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숭불서약에 서명한 사람

가운데에는 당시의 재상으로서 겔식 슈텡(rGyal gzigs shu stengs

[사본에는 ther로 되어있음])이란 이름이 있다. 그는 고의 뒤를 이

어서 재상이 된 사람으로, 서명자 가운데 고란 이름이 없기 때

문에 그가 죽은 뒤의 일이라 생각된다.
22
이 서열은 그대로 돈

황문헌의 재상기23에도 나타나고 있다. 겔식 슈텡 이하의 서
명자도 닥라 루곤, 겔첵 라낭 등으로 되어있어 재상기의 재
상 취임순서

24
와 일치하고 있다. 佐藤長씨의 古代티베트史硏

究(p. 596)에 의하면 겔식 슈텡이 재상이 된 것은 768년 이후이
며, 겔첸 라낭의 재상 취임은 781년 혹은 782년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겔식 슈텡 재위중의 ‘양의 해’는 779년

이 되며 767년은 버릴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삼예사원의 정초는 775년, ‘시범적인 여섯사람’

의 수계등은 779년, 삼예사원의 완성은 787년이 되는 것이다.

21) KGG, f. 79b, l.4, sBa bzhed, p. 14, l.5에 ‘자신보다 훌륭한 大臣이 누

가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다.

22) KGG. f. 109b, ll. 3-4, rGyal gzigs shu steng의 이름은 재상기
(DTH, p. 102, ll. 14-15)에 있다.

23) op. cit., p. 102, ll. 14-16.

24) ibid., p. 102, ll.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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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예의 宗論

‘시범적 여섯사람’은 양의 해 孟春 8일
25
에 戒를 받고, 숭불

서약은 삼예의 [본당에서] 佛像, 佛具가 갖추어진 양의 해 맹춘

17일
26
에 행해지고, 譯經事業의 준비도 양의 해 맹춘

27
부터 시작

되었다. 이것을 학자의 연은 바셰와 서약조칙의 전문을 인
용하여 나타내 보이고 있다. 어느 것이나 동일하게 779년인 것

은 말할 것도 없다. 다시 말해 12명의 有部律을 전하는 승려를

초청하여 승가를 발족시키고 그들과 함께 삼예의 중심적 건물

인 본당
28
의 落慶法要를 행하고 곧 이어서 이들 12명의 승려를

스승으로서 梵語의 학습을 시작하여 역경사업의 준비에 착수

하였던 것이다.

그와 동일하게 漢文經典의 번역도 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梵本이 산실되어 漢譯 밖에 없는 경전의 존재도 이미 바 상시

등에 의해 알려졌을 지도 모른다.
29
혹은 781년 建中의 會盟에

25) KGG, f. 103a, l.2.

26) op. cit., f. 108b, l.7.

27) ibid., f. 103a, l.4.

28) 本堂(dBu rtse)의 定礎는 ‘토끼의 해’, [즉 삼예 건립 초]에 행해졌다

라고 학자의 연(f. 92b, l.2)이 바셰에 의거해 서술하고 있다(sba

bzhed, p. 34. ll. 10-11). 그 구조는 삼층으로, 下層階('og khang), 中層

階(bar khang), 上層階(steng khang)과 屋上(yang thog)으로 이루어

져 있다. 또 하층계는 중국풍으로, 중층계는 인도풍으로, 상층계는 코

탄풍으로 만들어졌다고 전하고 있다. 중층계는 왕의 궁전으로 만들어

졌던 것 같으며, 나남의 아들이 무틱(정확히는 무룩) 첸포에게 살해

되었을 때, 티송 데첸 왕은 여기에서 겔첸 라낭과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KGG, f. 125b, ll. 2, 4. 본문 183 참조).

29) 펠리오 티베트 문헌 1257에는 漢文經名, 論書名이 티베트譯名과 함께

나타나며, ‘펠양이 써서 奏上했다’(dPal dbyangs bris te zhus)라고 마

지막에 기록되어 있다. 바 상시가 펠양인 것에 대해서는 註 11 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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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최근 上山大峻씨는 ペ-ヤン著大瑜伽文獻 (龍谷大學 佛敎文化硏

究所紀要 16, 1977, pp. 1-13) 에서 필자의 설을 소개한 뒤에 “페양이
두사람이었는지 어떤지는 제쳐두고 연대적으로는 동시대 사람일 수

있다”그리고 “샨타라크시타의 후계자인 페양이 동시에 탄트라 불교

자인 것에 모순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p. 10). 上山씨가 ‘페양이 두

사람이었는지 어떤지는 제쳐두고’라고 말하지만, 필자에게는 펠양이

‘두 사람이었는지’ 동일한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한 문제로, 혹 다른 사

람이라고 한다면 동시대에 존재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을 미리 말해

두고싶다. 다음에 동시대의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上山씨는 대체 논

문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다. 필자의 견해로는 펠양은

티데 축첸(Khri lde gtsug brtsen, 704-754) 왕에 의해 당에 파견되어

왕의 歿後에 귀국했다. 당시 청년으로 티송 데첸 왕보다 다소 연장이

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왕이 죽은 797년(왕 56세)에는 60세 전후

였다고 추측된다. 이권본역어집의 序文에는 티셸 상시(Khri bzher

sang shi)란 이름으로 티송 데첸 시대의 사람으로 나타나며(북경판,

No. 5833, f. 2a, l.6), 교단의 대표로서는 이미 욘텐, 팅진의 이름이 거

론되고 있기 때문에 814년 당시(본문 187항 참조)에는 이미 在世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 사람이 ‘시범적인 6인’ 중 두 사람인 바씨 가

운데 한 사람인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냥 펠양은 냑 즈냐나쿠마라(gNyags Jñānakumāra)

의 제자이며, 후자는 티송 데첸 몰후에 入藏한 비말라미트라

(Vimalamitra)의 제자이었다고 한다(MBT, p. 150). 이것만으로도 바

펠양과 차이가 충분히 밝혀진 것으로, 시대가 같은지 어떤지는 다른

사람인 것의 방증을 위해 쓰여진 것에 불과하다. 또 바 펠양이 탄트

라 불교도인 것을 보이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부정할 마음은 없다.

단지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링룩 바 펠양이 냥 펠양이 되는 일은

없다. 上山씨는 그와같은 사실을 어느 하나도 보이지 않고 말하고 있

어 무슨 의도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덧붙여 말하면, 닝

마派 계통의 예르파目錄(Yer pa dkar chag)은, 랑다르마의 살해자
로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라룽 펠기돌제의 末弟로서 btsun pa dPal

gyi dbyangs의 이름을 거론해 눕 남카 닝포(sNubs Nam mkha'

snying po)와의 접촉을 전하며 냑 즈냐나쿠마라도 언급하지만(KGG,

f. 106a, l.3～f. 108a, l.3), 연대론의 사료가 될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

다. 上山씨는 필자의 舊說 “鶂씨의 僧統大德 寶眞은 바 라트나이다”를

말하고 있지만(p. 10) 이것은 이미 철회했다( ring lugs p. 663, n.

84). 지금은 ‘白鳥’로 바꾸지 않고 이것은 항의 자살했다고 전해지는

rNgegs rin po che 에 해당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op. cit., p.

656, n.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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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서 토번의 使節이 이전부터 ‘沙門之善講者’를 요구하여 ‘至

是(建中二年三月)遣僧良琇, 文素二人行, 每人歲一更之’
30
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 敎示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들은 1년에

한 사람씩 교대하였기 때문에 최초에 파견된 두 사람은 朱泚의

亂(783년 3월)이전에 귀국했으리라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亂

平定후에 두 나라 관계가 험악해져 785년, 6년경에는 어쩔 수

없이 남아있던 사람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티베트의 傳承에서는 앞서의 중국인을 마코레(Ma ko le) 또는

메콜(Me skol)이라고 부르며 譯經에 종사하였다고 전하고 있

다.
31
또 摩訶衍이 티베트에 왔을 때, 마하연을 포함하여 세 사

람의 漢人이 ‘淨域’ 즉 삼예에서 중국계통의 불교를 설하고 있

었다고 돈황문헌 正理決敍는 보이고 있지만32
, 이것도 마코레

등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단지 티베트의 전승에서는 마하

연의 敎義가 금지되었을 때 머리에 불을 붙여 항의 자살한 중

국의 승려가 있어 그 이름이 메고(Me mgo)라 불리었다고 하지

만, 그 의미는 ‘火頭’로서 마코레, 메콜은 이 말이 변화한 형태

일 가능성이 강하며
33
, 중국의 명칭을 추측해 보면 마지막 음인

‘레’ ‘라’의 형식에 의한 것은 아닌 것 같다.

漢人을 초청하여 講說을 시작한 것이 781년이었다고 한다면

30) 唐會要 97-8, 佛祖統記(大正 2035) 41, 冊府元龜 980(外臣部, 通

貢) 참조.

31) KGG, f. 105a, l.1; sBa bzhed, p. 52, l.5.
32) CL, 卷末 펠리오 漢文文獻 4646(이하 P.4646으로 略記), f. 127a, l.3.

33) 학자의 연이 인용하는 바셰(f. 78a, l.3)에서는 상시가 唐에서 귀

국하여 젊은 왕에게 불교 채용을 추천한 것은, 道敎의 老子經 le'u
tshe(kyang)이란 어떠한 것인가라고 ‘中國의 賢者 메고’(rGya bzang

Me mgo)에게 물었을 때라고 한다. 같은 문장(l.4)에도 단순히 메고라

고 되어있다. sBa bzhed(p. 10, l.1)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이 ‘書

記 中國人 메고’(yi ge ba rGya Mes mgo)로 되어있다. 이것들은 火

頭 頭燃 의 綽名을 더듬어 中國人僧, 賢者(실은 通譯), 書記의 이름

을 借用한 것으로, 구체적인 이름은 아니다(MBT, p. 47, n. 말미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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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호가 아직 생존 중이었을지도 모른다. 더욱이 삼예 완성후에

적호와 연화생이 낙경법요를 하였다고 부톤 불교사는 전하
지만, 삼예의 완성은 일찍 잡아도 양의 해 이후의 일로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옳지 않다. 이에 의하면 훨씬 뒤에까지 적호

가 생존해있게 되지만, 그렇게는 저자 자신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34

사원이 모두 완성된 787년경에는 寂護에 대신하여 삼예의

管長이 된 바 예셰 왕포가 재임 중이던가, 아니면 예셰 왕포는

이미 은퇴하고 바 펠양(dBa dPal dbyangs)의 시대이던가 둘 중

의 하나이다. 이때 마하연이 티베트에 들어온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적호와 마하연이 만났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적호의

생존은 불가능하다.
35

적호의 죽음에 대하여 부톤의 불교사와 명시경등36
에는

말에 차여 뜻밖의 죽음을 맞이했으며, 유언으로 중국불교와의

논쟁을 예언하고 이것에 대하여 카말라실라(Kamalaśīla, Pad ma'

i ngang tshul 蓮華戒)를 부르도록 지시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것

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적호는 781년 이후에 티베트에

들어온 漢人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적호의 뒤를 이은 바 예셰 왕포는 교단에 대하여 국가가 優

待措置를 취하도록 노력했지만 후에 강성해진 냥 팅게진(Myan

g Ting nge 'dzin)등과 대립하여 패한 뒤 로닥(lHo brag)으로 은

34) 부톤도 적호에 의한 中印佛敎論爭의 예언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SRD, f. 122a, ll. 1-2)

35) 上山大峻씨는 曇曠 [註 1 참조]에서 돈황 함락을 781년으로 잡고,

그 이전에 마하연의 入藏을 생각했기 때문에, 마하연과 동시에 인도

에서 초청된 사람으로서 未年에 이르러 12명의 印度僧을 비정하여 이

해를 779년으로 본다(p. 170).(그러나 그와같은 것은 정리결서에 쓰
여져 있지 않다) 이들 12명은 적호에 의해 초빙되어 적호를 戒師로서

수계식의 要員이 된 사람들로(KGG, f. 103a, l.3～f. 103b, l.4), 적호와

마하연이 접촉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과 같은 뜻이 되는 까닭에 그

것은 불가능하다.

36) SRD, f. 122a, ll. 1-2; GSM, f. 92a, ll.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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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했다. 그 대신
37
바 펠양이 管長(ring lugs)에 임명되자 그 사이

에 마하연의 가르침이 널리 퍼졌다. 부톤 불교사(f. 122a)도
학자의 연(f. 113a-b)도 펠양이 관장으로 있었을 때 마하연의
가르침이 퍼졌다고 할 뿐 펠양이 관장이었을 때 마하연을 초

청했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단지 학자의 연에 인용된 바셰
(ff. 114b-115a)의 경우는 펠양의 관장 취임을 서술한 뒤에

그때 중국의 和尙 마하연이란 자가 닥말에 도착했지만(mchis pa

las),

이라고 의미 깊은 표현을 하고 있다.
38
마하연의 入藏의 시기는

돈황문헌 頓悟大乘正理決敍 가운데39
마하연 자신의 말로서

當沙州降下之日 奉贊普恩命遠追令開示禪門 及至邏娑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沙州함락 이후가 된다. 사주 함락 시기

에 대해서는 781년설과 787년설이 있다. 지금 정리결서에 의
하면 원숭이의 해로부터 禪門에 대한 압력이 행해졌다고 하는

까닭에
40
이 해를 서력 연대에 비정하면 781년 이후로 티송 데

첸 왕의 재세 중에 일어난 일로 792년이 된다.

또 그 정리결서에 의하면 마하연의 가르침에 감화되어 ‘皇
后沒盧氏’가 ‘劃然開悟’하여 ‘剃除紺髮掛緇衣’에 이르렀다고 전한

다.
41
이 황후가 도사 장춥제('Bro bza' Byang chub rje)란 法名을

37) 이 부분의 자세한 기술은 바셰(KGG, f. 114a, l.2～f. 114b, l.6; sBa
bzhed, p. 53, l.9～p. 54, l.3)에 나타난다.

38) mchis는 mchi의 과거형. mchi는 ‘온다’의 과거형임과 동시에 ‘(오고)

있다’ yod의 겸양어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겸양어라고 생각할 필요

가 없기 때문에 ‘도착했다’라고 번역했다. Jäschke: Tibetan-English

Dictionary, p. 165a 참조.
39) CL, P.4646, f. 154a, l.6～f. 154b, l.1.

40) op. cit., f. 127b, l.4.

41) ibid., f. 127a, ll. 4-5.



吐蕃王國佛敎史年代考/ 번역: 이태승 283

지닌 티겔모첸(Khri rgyal mo btsan)인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42

(MBT, pp. 36-37). 이 妃가 양의 해 仲冬에 바 라트나(rBa Ratna)

를 戒師로서 出家 剃髮하였다고 학자의 연(f. 104b,l.2)은 전하

고 있다. 종래 이 양의 해는 ‘시범적 여섯 사람’이 출가한 양의

해인 779년과 동일시되었다.
43
그러나 이미 필자가 別稿에서 논

한 것
44
과 같이 이것은 12支를 한번 뒤로 물린 791년이 되지 않

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바 라트나 즉 바 펠양이 계사가

될 자격이 없게 된다. 더구나 779년이라면 당연히 적호가 계사

가 될 것이며, 또 마하연과 적호가 만나게 되어 사정이 모순에

빠진다. 나아가 토번의 曆에서 年初란 빠르더라도 仲春으로서

季春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시범적 여섯 사람’이 출가한 77

9년의 孟春은 연말에 상당하게 된다.
45
지금 황후가 출가한 달

을 보면 仲冬으로 이것을 779년이라고 한다면 ‘시범적인 여섯

사람’보다 일찍 출가한 것이 되고, 계사인 라트나 자신도 아직

계를 받지 않은 것이 되어 버린다. 이와 같이 하여 791년에 당

시의 삼예 관장인 펠양으로부터 皇后 몰로씨가 수계하고 마하

연의 강력한 후원자가 된 것이 확인된다.

781년이 사주함락의 해라고 한다면 마하연의 入藏도 같은

해 혹은 다음해로 추측되어 이것은 적호와 만날 수 있게 되어

옳지 않다. 또 왕후가 머리를 깍은 791년 그리고 점차 압력이

거세진 792년까지 사이는 그 이후의 전개와 비교해 볼 때 지

나친 감이 있다. 이 사주 함락의 해에 대하여 드미에빌씨의 설

을 취하면 이상과 같은 難點은 극복된다.

42) KGG, f. 98b, ll. 1-2.

43) 학자의 연의 저자도 ‘시범적인 6인’의 출가와 같은 해라고 한다면,
바 라트나가 戒師를 역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KGG, f. 102b,

l.7). 투치씨는 王妃 도사의 수계를 ‘시범적인 6인’의 수계와 동일한

‘양의 해’ 즉 779년이라 말하고 있다(MBT, p. 37, n.). 거기에는 마하

연 入藏후의 수계라고 하는 배려는 일체 없다.

44) ring lugs pp. 649-654 참조.

45) op. cit., pp. 661-662, n. 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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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781년을 사주 함락의 해로 간주하지 않는 것은 당시

의 唐과 吐蕃과의 관계때문이다. 중국사료를 보면 779년 德宗

즉위부터 당의 주도로 토번과의 사이에 和平工作이 시작되고,

같은 해 ‘시범적인 여섯 사람’을 배출한 토번도 이것을 기뻐하

여 소위 建中(783)의 會盟으로 발전하였다. 이것에 이은 朱泚의

난으로 당과 한층 가까워진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 공작이

실패로 돌아갈런지도 모르는 대사건인 사주함락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건중의 회맹에서 맹서한 현상유지의

조건을 토번이 깨트린 것은 朱泚의 난에 대한 功에 대해 당이

보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사주함락은 784년 이후에야

비로소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마하연은 사주함락시에 티베트에 들어가도록 명령을 받

고 아마도 787년 이후에 贊普의 여름 거주지인 라사(Ra sa)에

도달하고 적호가 죽은 뒤 티베트에서 독특한 禪을 설했던 것

이다. 결국 당시 닥말(勃礐漫)의 땅에 갓 완성한 삼예의 大伽藍

群, 즉 正理決敍에서 말하는 ‘淨域’46을 근거로서 다른 두 사람
의 한인 승려와 함께 한 명의 왕후를 교화하고 그리고 그 주변

에도 교화를 넓혀 큰 세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46) 드미에빌씨는 ‘淨域’을 ‘淨城’으로 잘못 읽고 있으며(CL, p. 25, n. 5),

투치씨의 MBT,II의 비평(Toung Pao, XLIV, 1958, pp. 402-408) 가

운데서도 이것을 고치고 있지 않다. 그 점은 上山大峻의 曇曠 p.

155에서도 동일하지만, 上山씨는 드미에빌씨에게 보낸 拔刷 속에서는

이것을 ‘淨域’으로 고쳐 읽은 것같 다. 그러나 上山씨가 ‘정역’을 삼예

로 간주하지 않았던 것도 P.Demiéville;Récents travaux sur

Touen-houang(T'oung Pao, Vol. 56, 1970, 약호 Récents travaux) p.

40에 보여진다. 삼예가 당시의 티베트, 닥마르에 건설된 ‘大聖地’이었

던 것은 조칙, 비문, 바셰의 기술등에 의해 충분히 알 수 있다

(Brag dmar gyi bSam yas lhung gyi grub pa'i gtsug lag khang,

KGG, f. 109a, l.2; Brag dmar gyi bSam yas, KCI, p. 13, l.13; Brag

dmar bSam yas mi 'gyur lhung gyis grub pa'i gtsug lag khang,

KGG, f. 98a, ll. 6-7). 이것이 바로 ‘淨域’이라 불려지는데 어울리는 땅

이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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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792년경부터 인도불교계의 僧徒가 마하연의 敎義에

의문을 품어 왕에게 異議를 제기하고 이로서 兩者는 문서에 의

한 문답이 적어도 2번은 이루어져 마하연을 주춤거리게 하였

다.
47
그 결과로 인도계 불교측의 정치적인 운동에 의해 禁敎措

置가 내려졌기 때문에 마하연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항의 자

살하는 자도 나타났다. 뜻밖의 사태에 직면한 티송 데첸 왕은

개의 해[戌年] 정월 15일, 토번의 달력으로는 아직 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793년의 말경이 되지만, 禪宗 포교가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하는 解禁의 令을 내렸다. 이후에 蓮華戒가

티베트에 들어와 새로운 사태가 전개된다.
48

티송 데첸 왕은 선종 해금후의 대책을 熟議하기 위해
49
로닥

47) 마하연은 인도계 불교도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

의 所依經典을 밝혀 답변한 것으로, 이것이 자기 宗派의 방식이 아닌

것임을 정리결서는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 결국 “況臣老耄 心風所

說 前忘失後 特蒙陛下福力加護 理性助宣 實翼廣及慈悲 絶斯爭論 卽諸天

必皆歡喜”(P.4646, f. 143a)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沖本克己

摩訶衍の思想 花園大學硏究紀要 8, p. 5 참조.
48) 芳村修基설은 ‘삼예 논쟁’이 일어난 申으로부터 戌의 해를 768년

--770년이라고 하지만(イ大思 p. 90), 잘못된 티송 데첸 왕의 생몰
연대에 의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註 3, 4 참조. 사건의

순서는 曇曠 pp. 166-167에 따라야 할 것이다. 정리결서의 기술은
P.4646, f. 127b, l.4～f. 129a, l.2에 있다. 중국, 티베트의 曆年의 相違에

대해서는 註 45 참조.

49) 上山大峻씨는 曇曠と敦煌の佛敎學 [註 1 참조]에서 담광의 저작 大
乘二十二問本을 거론하여 이것이 토번의 贊普에 의한 질문에 대답한
것이라 하고(p. 152), 저자인 담광의 이름이 788년에 성립한 辰年牌

子歷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담광은 그 이전에 죽었다고 하였다(p.
153). 더욱이 이십이문본의 사본(S. 2674)에 ‘丁卯年三月九日寫畢 比

丘法燈書’가 있는 것을 근거로 “필적으로부터 보면 정묘년은 841년보

다는 오히려 787년에 해당할 것같다”라고 하여 이십이문본의 성립
을 그 이전으로 보려고 하였다(p. 188). 그러나 필적으로부터 어떻게

연대를 산출하는가에 대한 근거는 보이고 있지 않다. 土肥義和씨의

연구(昭和 51년 11월 3일 東洋史硏究會大會發表資料)에 의하면 비구

법등의 이름은 돈황의 僧尼籍 (S. 5893)에 있는 24명중 12位에 있으

며, 藤枝晃씨는 이 승니적 을 865-75년으로 比定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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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물러나 있던 바 예셰 왕포를 부르고 인도로부터 연화계를

급히 초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마하연은 삼예의 삼텐링(bSam g

tan gling)에 틀어박혀 논의에 대비했다.
50
연화계가 티베트에 들

어오자 양자는 삼예의 솀케 장춥링(Sems bskyed byang chub glin

g)에서 왕을 앞에 두고 서로 논쟁을 벌였다. 그 결과 마하연이

패하여 중앙티베트를 떠나 돈황으로 물러났다.
51
이 논쟁은 794

(藤枝晃, 敦煌の僧尼籍 東方學報 29, pp. 313, 322 참조), 정묘년은
847년이 합당한 비정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다음에 이십이문본에
서 언급하는 P.2311 百法手記를 百法論義記序釋이라 부르는 S.

1313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으로부터 후자에도 이십이문
본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하여 그 내용 가운데 있는 辛酉年을 781년

이라 하고 그것에 의해 이십이문본의 성립을 781년 이전이라 하고
있다( 曇曠 pp. 192 -193). 그러나 S. 1313의 속 문서에 보이는 ‘壬申

年後正月一日’은 上山씨가 말하는 792년(op. cit., p. 192)에서도, 藤枝씨

가 비정하는 852년( 敦煌曆日譜 東方學報 45, p. 392)에서도 상정되
는 閏月과 차이가 있으며, 912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1,2개월의 차가

된다. 따라서 신유년은 901년 혹은 단순히 그 이전일 수밖에 없다.

단지 그 해가 정해지더라도 중요한 S. 1313 중에 이십이문본에 대
한 언급이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실 드미에빌씨가 지적하듯 上

山씨가 類似本으로 삼은 S. 2104에는 이십이문본의 인용이 없다

(Recents travaux, pp. 38-39, p. 38, n. 1 참조). 따라서 진년패자력
이외는 문제의 해결과 관련이 없어진다. 진년패자력이 788년 이후
의 것이라고 하는 藤枝설은 따라야 하지만 거기에는 담광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까닭에 그 죽음을 결정할 수는 없다. 패자력이 가령
돈황에 있었던 모든 승려를 빠짐없이 망라했다 하더라도 774년에 돈

황에 있던 담광이 이십이문본을 썼을 때에 瓜州, 西州 내지는 甘州

로 옮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십이문본의 성립을

781년 이전이라 하는 것과 788년 이전에 돈황에서 쓰여진 것이라고

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 즉 上山씨의 소론은 이상과 같은 점에서 논

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이십이문본에는 중국불교, 인도불교
의 특징을 파악한 질문이 있으며, 토번왕 티송 데첸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견해라고 생각된다.

50) KGG, f. 115a, l.6～f. 116a, l.2; sBa bzhed, p. 55, l.6～p. 56, l.9. 4개월

간 삼텐링에서 논의의 준비를 했다고 한다. 기간은 보이지 않지만 부

톤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전하고 있다(SRD, f. 122a, l.6～f. 122b, l.2)

51) KGG, f. 116a, l.4～f. 119a, l.6; sBa bzhed, p. 56, l.12. p. 63, l.1; SRD,

f. 122b, l.1.2～f. 123b, l.5. 이상에서 모든 문헌은 최후로 마하연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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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중에 일어났다고 추측된다.

마하연은 선종 해금 이후에 俗弟子인 王錫
52
에게 정리결서

를 쓰게하여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고 있지만, 연화계와의 논쟁

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연화계는 修習次第(B
hāvanākrama, sGom pa rim pa)의 제3부에서 마하연의 설을 비판

하고 그 책을 王에게 捧呈하였지만,
53
마하연의 이름을 언급하

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티베트 전승에서 말하는

두 사람의 御前論爭 사실에 대해 의심하는 자도 있을 것이지

만,
54
그 傳承을 否定하는 자료가 일체 없다는 것에 주의를 해

국으로 떠났다고 하고 있다. 더욱이 드미에빌씨는 상세한 연구로 796

년경 마하연이 沙州에서 叛徒의 檢問을 받았던 사실을 밝히고 있는

까닭에(CL.,pp. 261-264; 276-280), 돈황을 떠난 것을 인정하지 않으

면 안된다. 그가 “사주 함락시에 贊普의 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도 그가 돈황 또는 그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CL. p. 181 참조)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52) 왕석에 대해서는 CL, pp. 192-222 참조. 정리결서는 아마도 돈황에
서 쓰여진것으로 보여지지만, 왕석이 마하연과 함께 중앙티베트에 납

치되었다고 한다면(CL, p. 196 참조), 794년 선종 해금시, 카말라실라

와 논쟁하기 전에 토번 본토에서 완성시켰을 가능도 있다.

53) KGG, f. 119b, ll. 2-4; sBa bzhed, p. 63, ll. 5-10. MBT, p. 41.

54) 필자의 이해로는, 인도계 불교측으로부터 왕을 통하여 마하연에게 제

시한 의문에 마하연이 먼저 답변하고, 다시 의문이 던져지자 거듭하

여 마하연이 답변했다. 이것들은 모두 문서를 사용하여 행해지고, 거

기에 왕이 임석할 필요는 없었다. 마하연으로부터 받은 회답을 증거

로 하여 인도계 불교측은 이것이 佛說과 어긋나는 것이라 하여 왕에

게 탄압을 요구하여 그것이 실제 행해졌기 때문에 마하연측의 항의

운동이 있었고, 또 왕으로부터 마하연의 포교를 다시 허용하는 조치

도 내려졌다. 양쪽 불교도는 모두 삼예[淨域]에 머물러 硏鑽에 몰두하

고 있었다. 논쟁은 인도불교계의 티베트인 불교도와 마하연 사이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전자는 인도인 僧의 후원으로 의문의 내용

을 정리했을 것이다. 禪의 해금과 동시에 카말라실라가 불려지고 어

전논쟁으로 마하연이 不利해져 794년 혹은 그 이듬해 돈황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796년경 그가 돈황에 있었을 경우 일찌기 贊普에 허

락을 받아 왕비의 신심을 얻은 마하연이 ‘大德’이라 불려져 적지 않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CL, p. 263)은 당연하며, 당시 더욱이 라사

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의해 카말라실라와 논쟁이 없었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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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 한다.

또 장소에 관하여 삼예란 말을 붙이는 것이 그다지 바람직

말할 수 없다. 또 부톤이 잘못된 기술을 이 논쟁에 관한 보고에 덧붙

였다 하더라도 잘못이라고 확인된 부분 이외에는 잘못이라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 역사적 기술의 고증에 관한 원칙이다. 今枝由郞씨의

Documents tibetains de Touen houang concernant le Concile du

Tibet(Journal asiatique, 1975, pp. 125-146)은 유익한 지적을 포함하

며, 자료를 잘 조사한 훌륭한 논문이지만, 그곳에서 최후의 결론을

내리는 부분에는 승인하기 어려운 비약이 있다. 지금 인정하기 어려

운 곳을 중요한 부분에 한하여 거론해 보면 다음과 같다. Pelliot

tib.823에 보이는 최후의 문답에 관한 번역은 문제거리로(op. cit., pp.

135-136) 필자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佛은 중생의 想念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佛一切智者의 지혜와

行境은 [중생의] 상념이 미치지 못하며, 추론할 수도 없다. 즉

일체의 識에 의해 헤아릴 수 없다. 반야에 의해서 조차도 알기

어려운 것으로, 이와 같이 [佛이] 생각되어지고 행동하신다고

추론하여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있다. [중생의 상념은 妄念으로]

大乘經 金剛經)에 의하면, ‘일체의 상념을 벗어난다면 佛이다’

라고 있는 것에서 마음을 보지 않고 想과 薰習의 일체가 깨끗해

지는 것이다.”

이 내용 가운데 금강경의 원문은 今枝씨가 보이는 바와 같고

(ibid., p. 131),‘佛은 일체의 관념을 벗어나 있다’고 하여 주객의 관념

적 입장을 벗어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마하연의 이해는 정
리결舊제3문(Pelliot tib., 823 冒頭)에 보이듯이 ‘佛은 망상을 일으키

지 않는다’라고 읽는 것이다. 舊제2문이라 생각되는 곳에‘離一切諸相

卽名諸佛’(P.4646, f. 132b, l.1)이라는 것이 있으며, 그 앞에도 ‘離一切

諸相 則名諸佛’(ibid., f. 131b, l.2)이라고 보이고 있지만, 舊제4문의 답

변에 의하면 ‘離一切諸想 則名諸佛’로서 ‘相’이 ‘想’으로 변하고 있다

(CL, p. 52, n. 2).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으며, ‘相’도 ‘想’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大正, 8권, 750中, 754中 참조). 따라서 ‘중생의

상념’은 곧 ‘망상’으로, 이것은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담광의 이십이문본의 제9문에 ‘十地菩薩 幾地有相 幾

地無想 ···’이라고 하여 이것에 대하여 담광은‘夫相與想 心境不同 想謂

心想 相謂境相 心境互依不可別 ···’이라고 답해 명확히 ‘相’과 ‘想’을 혼

동해서는 안되는 뜻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曇曠 p. 171 참조). 즉

이 부분은 今枝씨의 前揭論文 p. 131 “Deuxieme groupe ···” 단의 설

명에 해당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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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는 것
55
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삼예는 닥마

르의 땅에 세워진 대가람군의 略稱으로, 總稱은 ‘不可思議 不變

自然大成’의 의미로서
56
이것이야말로 ‘淨域’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보았듯이 787년에 전체 가람군이 완성되었

다. 중국인 승려는 미요 삼텐링(Mi g-yo bsam gtan gling)에 거주

하였다고 전해지며, 인도 승려, 티베트 승려는 각기 다른 사원

에 거주하며 법을 설했던 것이다.
57
이 모양을 정리결서는

‘同會淨域 互說眞宗’으로 설하고 있는 것으로 ‘한 곳에 모여서

서로 논쟁했다’고는 하지 않는다.
58

55) 上山大峻 チベット宗論における禪とカマラシ-ラの爭點 (日本佛敎學

會報40號) p. 68, n. 1. 今枝由郞 op. cit.,(註 54 참조) p. 126. 兩氏의 의

견은 모두 Demieville: Recents travaux(註 46 참조) 가운데 上山大峻

曇曠と敦煌の佛敎學 評(pp. 29-43)에 ‘il n'y a pas eu un "concile

de Lhasa", ni un concile de Bsam-yas", mais une suite de

discussions formant ce qu'on peut appeler le, concile de Tibet’(p.

42)라고 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계승한 것이다. 그러나 마하

연이 중앙티베트 각지를 방문했다하더라도 논쟁이 ‘en des lieux

divers’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정역’ 가운데 삼텐링에 머문 마하연

이 그곳에서 경을 조사하고 답변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又於勃礐漫

尋究甚深 非是一度’라고 표현되어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승에 의하

면 센게 장춘링에서 어전논쟁을 한 것으로, 이 점에 관해서는 드미에

빌씨의 설은 완고한 것으로 생각된다(註 46 참조).

56) 드미에빌씨는 Minor Buddhist texts, II의 비평(註 46 참조) 가운데

서 삼예의 이름이 唐代의 한문사료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놀라워하

고 있다. 삼예는 닥마르에 세워진 寺名의 약칭으로 후대에는 지명으

로 바뀌었지만, 勃礐漫이라 하면 뒤는 ‘정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충분

할 것이다(註 46 참조). 芳村修基 イ大思에서는 투치씨에 의한다고
하며 ‘닥마르에 삼예가 건립되었다’(p. 12)라고 하지만, 투치씨는 닥마

르를 삼예의 북쪽(MBT. p. 32)이라 하여, 삼예와 닥마르를 함께 언급

하고 있다(ibid., p. 33).

57) Mi g-yo bsam gtan gling 등에 대해서는 KGG, f. 105b, l.7; f. 115b,

l.7～f. 116a, l.1 참조.

58) 드미에빌씨는 ‘정역’이라 읽은 경우는 [부톤 등이 말하는] ‘삼예종론’

의 사실 승인의 배경이 된다라고 Recents travaux, p. 40에서 말한다.

이것은 ‘同會淨域 互說眞宗’(P. 4646, f. 127a, l.3)을 더욱이 ‘상호 논쟁

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입장에서의 발언으로 올바르지 않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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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송 데첸 왕의 죽음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797년이지만,

바셰(KGG, f. 127a)에 의하면 55세 때 修道를 위해 出家했다고

하고 있는 까닭에 796년에 退位한 것을 알 수 있다. 그후 長子

무네 쳄포(Mu ne btsam po, 774-797)가 1년 9개월 또는 1년 7개

월간 재위하고, 체퐁氏 출신의 어머니인 메톡돈(Me tog sgron)

에게 살해되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고 후란史는 전하고

있기 때문에
59
이 왕의 즉위는 796년 초쯤으로 생각된다.

父王보다도 먼저 예셰 왕포가 죽었으며, 그 전후 사정은 명

확치 않지만 그 즈음 연화계가 뜻밖의 죽음을 맞이한 것 같

다.
60
예셰 왕포의 죽음은 斷食에 의한 것이라고 전해지며

61
자

연적인 죽음은 아닌 것 같다. 티데 송첸 왕의 카르충(sKar cun

g) 숭불서약의 서명조칙 전문에 비추어보아도 무네 첸포와 티

송 데첸 사후의 티베트는 또 다시 破佛에 가까운 상태에 놓여

지고
62
9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原狀을 회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점은 上山大峻씨의 曇曠 p. 169에 “양자를 정역으로 초대하여 각각

의 宗旨를 설하게 하였다. 이것은 논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옳

다.

59) HLD, p. 18a, l.2; GSM, f. 93a, l.2; f. 93b, l.4.寅年에 태어나 29세에 죽

었다고 하지만, 사망시의 연령은 잘못이다. KGG, f. 126b, l.3에는 24

세 丑年(797년)에 죽었다고 하고 있지만, f. 127a, l.4에서는 부왕의 죽

음(797년)의 다음해라 하고 있다.

60) op. cit., f. 125a, l.5; ibid., f. 122b, l.6; SRD, f. 123b, l.6.

61) KGG, f. 123a, ll. 6-7. 단 여기에서는 왕의 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

셰 왕포가 죽은 것으로 되어있다.

62) op. cit., f. 127b, l.2～f. 128a, l.6에 바셰를 인용하여 나타내 보인다.
파오 축락텐와에 의하면, 이것은 티송 데첸 治下라고도 하지만, 정확

히는 세나렉 시대일 것이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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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飜譯名義大集

티송 데첸 왕은 797년에 죽었으며 죽기 1년 전에 王位를 長

子인 무네 첸포에게 讓位하였으나, 무네 첸포는 2년도 못되어

부왕보다 먼저 세상을 떴다. 이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지만,

부왕이 퇴위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건의 결과이었다. 이 사건

과 관련한 연대고증은 이미 이루어졌으나 반드시 명확치 않기

때문에
63
다음에 학자의 연64에 근거하여 다시 살펴 보고 싶

다. 그 사건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어느 땐가 티송 데첸 왕은 삼예 대본당의 왕이 거주하는 곳

에서 당시의 宰相 나남 겔첸 라낭과 정치적인 논의를 하고 있

었다. 이것을 안 체퐁(Tshe spong)씨 출신의 皇后 메톡돈(Me tog

sgron)은 정권이 나남씨와 사이에 오고간다고 생각하여 아들인

무틱 첸포(Mu tig btsan po)를 그 자리에 보내어 저지시키고자

하였다. 그때 나남씨의 아들인 첸셀(bTsan bzher, 보통 우링 ‘dBu

ring’으로 불림)이 왕자의 入室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왕자에게 살

해되었다. 그 결과 왕자는 고 티상 얍라 때에 改訂된 刑法
65
에

63) E. Haarh : The identity of Tsu-chih-chien, the Tibetan "King"

who died in 804 AD. Acta Orientalia, XXV, 1-2, pp. 121-170. 저자

의 사료에 대한 태도가 확실하지 않으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거를 보이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p. 122 인용의 Bodimör는 사료로

서 가치는 없다. 또 티송 데첸이 보용사를 무네 첸포에게 시집가게

했다라고 하는 명시경의 기술을 ‘Khri srong lde btsan did not

entrust the reign to his son, but delegated it to one of his queens’

라고 오해한 뒤에 ‘Mu ne btsan po took over the reign under most

unfavoarable conditions, probably in 798 AD’라고 결론짓는다(p.

125). 마지막의 연도에 이르러서는 어떠한 근거도 보이지 않는다. 이

추정된 연대를 바탕으로 이후의 주장이 전개되고 있다.

64) KGG, f. 125b, l.2～f. 126a, l.2; GSM, f. 93b, l.5; HLD, p. 18, ll.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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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재판을 받고 9년간 북방으로 추방되는 벌에 처해졌다. 그

리하여 티송 데첸 왕은 무네 첸포에게 양위하지 않을 수 없었

다.

무네 첸포가 1년 9개월 또는 1년 7개월간 재위한 뒤 부왕보

다 먼저 죽은 것은 앞서 말했지만 이 사건은 797년의 2년 전인

795년말 또는 그 해 후반에 일어났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

다.
66

무네 첸포가 어머니에게 살해된
67
이후 왕위는 무틱 첸포(775

-803)
68
에게 이어질 예정이었지만 이 왕자는 앞에서 말한대로

북방으로 추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생인 티데 송첸(Khri lde sr

ong brtsan, 776-815)
69
이 왕위를 이었다.

65) 학자의 연의 내용은 그 당시 고관들이 모여 서로 상담하고 고가

결론을 내리는 것같이 나타나고 있지만(op. cit., f. 125b, l.4), 고는 779

년에 이미 죽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시대착오이기 때문에 본문과 같

이 이해되지 않으면 안된다.

66) 이 1년 9개월은 796년의 처음부터 797년의 10월이후가 되며, 티송 데

첸 왕의 죽음도 이 후 3개월 이내에 일어난 것이 된다.

67) 무네 첸포가 부왕의 비 가운데 한사람을 아내로 맞이해 사랑했기 때

문에 어머니가 일찌기 왕의 총애를 서로 다투었던 상대에게 질투를

느끼고 그 남편인 자신의 아들을 독살했다고 한다(SRD, f. 124a, l.1;

HLD, p. 18a, l.3; GSM, f. 93b, ll. 2-4; KGG, f. 126a, ll. 4-5, f126b, ll.

2-3).

68) 이 왕자의 이름이 무룩 첸포(Mu rug btsan po)로 되어져야 하는 것

은 뒤에서 설한다(본문 185항 참조). 태어난 해에 대해서는 고전3사

료에는 나타나지 않고,학자의 연은 무네 첸포 탄생의 다음해, 세나
렉 탄생의 전해인 卯年(775년)이라고 한다(KGG, f. 126a, l.3). 註 69

참조.

69) 부톤 불교사는 잘못하여 Khri lde btsan으로 나타내고 있다(SRD,
f. 124a, l.1). 후란史(p. 18a, l.4)에서는 ‘辰年’에 태어나 23세에 즉위

하였다고 한다. 10干대신에 무네 첸포 이후에 태어난 것을 고려하여

서력으로 헤아리면 776년생 798년 즉위가 된다. 무네 첸포가 죽은 해

로부터 1년 사이를 두고 즉위한 것이 된다. 재위가 32년이라 하는 것

은 십간을 잘못 더하여 12지의 한 사이클의 만큼 더하고 더욱이 817

년 歿說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815년 歿은 佐藤長씨의 연구(古代

チベット史硏究 京都, 1958, 59년, 略號 古チ硏) pp. 27, 589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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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왕자의 다른 이름으로서 후대의 史書에는 징욘과 세나렉

이란 이름이 나타나지만 이 이름들은 비문이나 돈황문헌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綽名이다. 징욘('Jing yon)의 의미는

‘斜頸’이며, 세나렉(Sad na legs)은 ‘시범적이라면 좋다’라는 의미

로
70
이것들은 모두 상대방을 지칭해서 쓰는 말은 아니다. 후자

의 명칭인 ‘시범적이라면 좋다’라는 말은 兄이 刑期를 마치고

귀국할 때까지 임시적인 재위로 간주한 것을 말하는 후대 史家

의 명칭이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어려서의 이름으로 뎅티(lDen

g khri)
71
가 있으며, 후에 서술하는 것과 같은 무틱 첸포의 명칭

도 이 왕을 지칭하고 있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후 北方追放의 刑을 마친 무틱 첸포가 왕위에 오르기 위해

귀국하는 도중 나남 측의 무리가 말을 놀라게 하여 落馬死를

시켰다고 학자의 연은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후란
史 明示鏡에도 간략히 서술되어 있다.72 북방의 추방이 9년
이었다고 전하기 때문에

73
나남 창셸의 살해를 795년이라고 한

다면 왕자는 803년에 죽은 것이 된다. 따라서 중국사료가 貞元

20년 正月 내지 3월에 걸쳐서 언급하는
74
贊普의 죽음은 토번의

달력으로는 더욱이 803년에 해당하여
75
이 왕자를 재위자로 보

고 있었던 것을
76
알 수 있다.

명확하다.

70) 세나렉(SRD, f. 124a, l.2), 세나렉 진욘(GSM, f. 93b, l.6), dGe bshes

Chos kyi grags pa:brDa dag ming tshig gsal ba 藏文辭典 p.
293b.

71) GSM, f. 94a, l.2.

72) KGG, f. 126b, l.3; 註 64 참조.

73) 학자의 연(KGG, f. 126a, l.2) 이전의 고전3사료에는 年數가 보이지

않는다. 티송 데첸 왕의 퇴위는 빨라야 796년이기 때문에(註 66 참

조), 나남 살해는 그 전년이라 생각된다.

74) 古チ硏 p. 581 참조.
75) 唐의 정월, 3월은 토번력에서는 季冬, 仲春에 해당하고, 季春이 토번

의 年頭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註 45 참조.

76) 舊唐書吐蕃傳 下에서는 ‘(貞元) 二十年三月上旬 贊普卒 廢朝三日 命

工部侍郞張薦弔祭之. 贊普以貞元十三年四月卒 長子立 一歲卒 次子嗣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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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왕자의 이름에 대하여 상당히 후세의 史書인 달라이 라

마 5세의 王統記에서는 무룩 첸포(Mu rug btsan po)라고 기록
하고 있으며 분명하게 우링('U ring)의 살해자로 지칭하여 재위

를 위해 귀국하는 도중 나남씨에게 살해되었다고 적고 있다.
77

또 세나렉을 무틱 첸포에 해당시키고 있다.
78
세나렉을 무틱 첸

포라고 부르는 것에는 달리 겔포 카탄이 있으며79
이 책에서

는 그 형으로 북방에 추방된 자를 무룸 첸포(Mu rum btsan po)

라는 이름하고 있지만,
80
이는 분명히 무룩 첸포를 가리키는 것

이다.

무룩 첸포라는 이름은 고전 세 자료에는 보이지 않지만 냥

팅게진(Myang Ting nge 'dzin)의 顯賞과 자손에 대한 優待를 보

장한 샤이라캉(Zhva'i lha khang)의 碑文에 나타나는 것으로
81
신

뢰성을 더하고 있다.

이 비문의 西面에 보이는 보증의 서약에 형인 무룩 첸포(gce

命文武三品 己上官弔其使’라고 하고 있어 정원 20년(804년) 3월에 찬

보의 죽음을 알리는 사자가 도착해 문무의 官으로 하여금 그 사자에

게 조의를 나타낸 것이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 그 중간에 앞서의 찬

보 티송 데첸이 [전년에 퇴위한 것을] 정원 13년(797년) 4월에 이미

사망한 것을 잘못 전해 長子인 무네 첸포가 그 繼位 1년 후(797년

말)에 죽고 次子인 무틱 첸포(실은 무룩 첸포)가 왕위를 잇고 있었던

것이 그 때(803년) 죽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당서 토
번전 하에서는 ‘二十年贊普死 遣工部侍郞張薦弔嗣 其弟嗣立’이라고 하

여 무룩 첸포가 죽고 티데 송첸이 왕위를 이었다고 하고 있다.

77)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rDzogs ldan gzhon nu'i dga'

ston, 1643, 'Bras spungs ed., Vol. Dza, 113 fols.(약호 DSG), f. 40b,

ll. 1-3.

78) 단 부톤에 따라 티데 송첸을 세나렉과는 다른 사람이라 하고(DSG, f.

40b, l.6), 렐파첸과 동일시한다(ibid., f. 42a, l.4).
79) rGyal po bka'i thang yig, 1368 이후 성립의 埋藏本 Zhol ed., 95

fols(약호 GKT), f. 21b, ll. 5-6.

80) op. cit., f. 19b, ll. 1-2.

81) H. E. Richardson: Tibetan inscription at Zhva'i Lha khang, part

I.JRAS, 1952, pp. 133-154; part II. JRAS, 1953, pp. 1-12. 西面碑文

48행 (op. cit.,I, p. 153)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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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u rug btsan po)도 그 뜻을 증명한다고 이름을 들고 있어 무

룩 첸포 재세 중에 이루어진 보증으로 보인다. 그러나 東面의

비문은 이전의 서약으로서
82
티데 송첸 왕 즉 세나렉 治世의

‘후의 辰年’('brug gi lo phyi ma)으로 이번에는 형의 이름을 거론

하지 않고 ‘이전의 서약보다도 더욱 우대한다’(yi ge gyung drun

g sngar bas bstod de cher gnang)
83
라는 뜻을 선언 서약하고 있다.

‘후의 진년’이란 치세 두번째인 ‘용의 해’로서 812년에 해당한

다.
84
또 이전의 서약은 803년 이전에 행해진 것을 알 수 있고,

그 내용으로부터 냥 팅게진은 803년 이전의 단계에서 세나렉

왕이 실권을 잡는데 적지 않은 공헌을 했다고 추측할 수 있

다.
85
여기에 형인 무룩 첸포의 이름이 보이는 것에서 달라이

82) 샤이라캉 東面 비문 제3, 4행(op. cit., II, p. 6)에 ‘僧 팅게진은 (왕의)

서약의 내용을 후에도 내리셨다’라고 하여 이하에 그 功을 보이며,

제5행의 말미부터 제6행째에 ‘앞의 서약이 내려졌을 때에도’라고 말

하며, 다시 제17, 18행째에 ‘앞서 내려진 서약으로부터 함부로 증가시

키지 않도록’이라든가, 제20, 21행째에 ‘앞서 주어진 서약도 그와 같

이 허락된 위에’로서 ‘앞서의 서약’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p. 7) 제42행에 ‘二種誓約의 내용’이라 하고 제43행에 ‘石柱

2면에 쓰여진 것’이라고 하며, 제44, 45행에 ‘앞의 서약 위에 후의 서

약을 증가시켜’라고 나타내 보인 것으로 앞서의 서약이 西面 비문인

것을 알 수 있다.

83) 제22행으로부터 제25행에 걸친 번역문을 나타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충성스럽고 공헌이 컷기때문에 恩典을, 후의 辰年에(l.22) 운창도의

궁전에 [티데 송첸 왕이] 계셨을 때, 서약을(l.23) 새롭게 증가시키고

나의 칙명에 의해 허락하여(l.24) 앞서 허락한 不滅의 文面보다 높게,

크게 하는 것을 허락한다(=더욱 우대한다)”(op. cit., II, pp. 6-7)

84) op. cit., II, p. 10, n. 3 참조. 후의 서약은 이 왕이 온창도 궁전에 머물

며 티데 송첸이라 칭하여 형인 무룩 첸포가 이미 없어졌을 때에 허

용되어진 것으로 803년 이후의 ‘辰年’인 812년이 된다.

85) 西面 비문(op. cit., I. pp. 151-152) 제9행부터 제13행까지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후에 父와(l.9) 兄의 불행이 계속하여 생겨난 뒤 내가

아직 왕권을(l.10) 손에 넣지 못했을 때, 재난, 박해(l.11)도 있었지만,

大德 팅게진은 誠心을 가지고 조용히(l.12) 상담을 아뢰어 싸움을 없

애게끔 ···(l.13).” 이것에 의해 무네 첸포 歿後 바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혹은 798년에 왕위에 오른 것(註 69 참조)을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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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 5세 왕통기와 겔포 카탄의 기술이 사실로 드러나며,
고전 세 자료가 이 이름을 잊어버렸든가 아니면 둘의 이름을

잘못 배치시킨 것이라 말할 수 있다.

803년 형의 죽음으로 당당히 토번왕이 된 티데 송첸 왕은

중국 달력으로 다음해 804년 4월에 譯經僧 남팔 미톡파(rNam p

ar mi rtog pa)를 포함한 54인의 사절단을 唐朝에 보냈다.
86
그

목적은 아직 번역되지 않은 불전자료를 구하고자 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예셰 왕포의 유언이라고 바
셰는 전하고 있다.87 이로부터 이후 토번이 당에 보인 태도의
변화는 현저하여 이것에 대해 중국측의 사료는 자세히 전하고

있다. 예를 들면 平凉의 僞盟(787년)에 의해 포로가 되어 후에

토번에서 죽은 자의 棺을 돌려주고 생존자 13인을 귀국시킨

것등은
88
이전의 토번에서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었

다.
89
특히 이 왕 때에 당에 대해 무엇인가 일을 圖謀하는 것도

거의 없었다.

그리고 티데 송첸 왕 시대에 이르기 직전 일시적으로 파불

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90
이 점은 이

왕 때에 다시 崇佛誓約의 詔勅이 기초되어 신하들에게 서명을

하도록 하게 한 것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이것이 카르충(sKar

cung)의 조칙이다.
91

카르충의 위치에 대하여 학자의 연은 키셰(sKyid shod)를

지칭한다.
92
카르충의 이름과 관련하여 이 당시 서약을 요약하

런지도 모른다.

86) 舊唐書 吐蕃傳下 貞元二十年四月條 참조.

87) KGG, f. 125a, ll. 4-6.

88) 兩唐書吐蕃傳下, 그리고 通鑑 238, 元和5年條 참조.

89) 분명하게 펠첸포 욘텐과 냥 팅게진에 의한 평화주의정책에 의거한

것이라 생각된다. 唐은 이 점을 평가했다. 따라서 唐書 토번전 하의
원화5년조에 ‘竝賜鉢闡布書 鉢闡布者 虜浮屠予國事者也 亦曰鉢掣逋’라

고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

90) 註 62, 85 참조

91) KGG, f. 128b, l.1～f. 130b, l.7; TTK, pp. 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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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새긴 碑文
93
이 키셰의 라마강(Ra ma sgang)에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카르충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94
어

쨌든 카르충의 서약조칙은 삼예의 숭불서약 조칙과 함께 보존

되어 있다.
95
비문에 쓰여진 내용은 학자의 연에 실려 있지

만
96
그 일부분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92) KGG, f. 128a, l.7.

93) 일반적으로 카트충의 비문이라 일컬어진다. H.E.Richardson:Three

ancient inscription from Tibet(JRASB, 1949, pp. 45-64, 약호 TIT)

pp. 51-54; TTK, pp. 104-108; H. E. Richardson: The sKar-cung

inscription(JRAS, 1973, pp. 12-20, 약호 KCI) pp. 13-14.

94) 이것에 대하여 리차드슨씨는 일찍부터 문제시하고 있듯이(TIT, p.

49) 겔포 카탄(f. 39a, ll. 1-2)은 그 소재를 dBu ru kLungs shod라
고 하고 있다. 이 지구는 키츄 상류지역의 라뎅에 가까운 곳으로부터

쇼롱川(gZho rong chu)의 합류지역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A.Ferrari: mKyen brtse's guide to the holy places of Central

Tibet, Roma, 1958, p. 111, n. 115 참조), 오늘날 비문이 있는 라마강

과는 동일한 장소는 아니다. 또 石碑가 그곳까지 운반되어 왔던 것은

아니라고 同氏는 말한다. 그러나 비문에 카르충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카르충의 비문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것에 계속되는 논의는 KCI, pp. 17-19에도 보이고 있다. 私見으로는

라마강의 rGyal sde는 온창도 궁전의 유적지가 아닌가라고 생각된다.

그곳으로부터 수마일 아래로 온창도 大寺의 유적지로 간주되는 지역

이 있다고 리차드슨씨는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op. cit., p. 17) 더욱이

라마강의 비문에 대하여 투치씨는 후기불교전파기에 성립한 것이 아

닌가라고 하지만(TTK, pp. 68-69), 그것을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

후대에 이와 같은 것을 세울 필요가 먼저 없었다고 하는 것도 생각

해야 한다. 리차드슨씨가 반론하고 있는 점은 모두 적절하며(KCI,

pp. 18-19) 이것으로서 투치씨의 제안은 却下되어져야 한다.

95) 라마강 碑文 제55행으로부터 57행에 걸쳐서(TTK, p. 180; KCI, p. 14)

“主從 모두가 약속하여 서약한 것이다. (삼예의 숭불서약서명조칙에)

추가한 誓詞의 상세한 文面은 父王代에 쓰여진 서사의 文面과 대칭하

여 놓여진 것이다”라고 삼예의 숭불조칙과 함께 카르충의 숭불서약

의 서명조칙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학자의 연(f. 128b, ll. 1-2)에
는 인용된 조칙의 서두에 당시 삼예사에 부왕의 조칙과 대칭하여 있

었던 것이 기록되어 전하고 있다.

96) KGG, f. 128b, l.1～f. 130b, 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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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송 데첸 왕이 어렸을 때의 破佛과 그 후의 災害를 피하기 위해

다시 불교를 信奉하였다고 하는 경위를 설하고) 부왕 昇天後 나와 대

신들의 점괘와 조짐과 꿈에 의하여 불교의 신봉이 왕 자신과 정치

에 좋지 않은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왕궁에 있는 三寶의 도구를

밖으로 옮겨 불교의 신봉을 그치도록 하라고 奏上하는 자가 나타

났지만, 점괘와 조짐과 꿈과 같이 사람을 迷妄케하는 말에 의해 삼

보의 도구와 법과 같은 귀중한 것을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

로 영원히 좋지 않은 것이며 옳지 않은 것으로, 이것은 先代에 서

약한 맹서에도 어긋난다. ···

라고 한 뒤 다시 적극적으로 불교를 신봉한다고 하는 뜻의 맹

서를 하여 王妃, 小王이 서명을 하고 ‘중요한 勅問에 대답하는

僧’(ban de bka' chen po la gtogs pa)
97
으로서 자격을 보인 뒤

덴카 욘텐(Bran ka Yon tan)

냥 팅진(Myang Ting 'dzin)

의 두 명을 宰相인 도 티슈 람샥('Bro Khri gzu ram shags)
98
등보

다 먼저 기재하고 있다.

前者는 중국사료에서 ‘鉢闡布’ ‘鉢격逋’라고 하여
99

唐蕃會盟碑

(823년) 北面 제3행에 ban de chen po dPal chen po Yon tan

97) “樞機를 參劃한다”는 의미. 佐藤長씨는 “칙명 집행에 관여하는 자”란

의미로 同平章事에 그대로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古チ硏 p. 897,
n. 6).

98) DTH, p. 102, l.18; p. 115, ll. 18-26. 후자에 보이듯 티송 데첸 왕 시대

부터 활약이 전해지고 있다. 중앙아시아에 군대를 이끌어 코탄을 지

배하고 다시 南詔의 離反을 반격하여 다시 토번에 종속시켰다고 한

다. 전반에 대해서는 대응할 다른 기술은 분명치 않다. 후반은 貞元4

년이래 차례로 이반하여 간 南詔에 대하여 790년 말에는 돈황으로부

터도 군대가 움직였다. Stein. tib. Ch.82, xii, 3(F. W. Thomas:

Tibetan literary texts and documents ···, II, London, 1951, 약호

TLT, II, pp. 403-404)에 “말[午]의 해에 ···남조이반에 대하여 군대를

이끌고(Jang log la dra ma drangs ···)”라고 하고 있듯이, 이 경부터

남조의 문제가 있었다. 중국사료에도 티슈 람삭의 활약이 기록되어

있다(古チ硏 pp. 675-686 참조).
99) 註 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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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는 사람이다. 後者는 이미 보았듯이
100
샤이라캉의

비문에 티데 송첸 왕의 옹립에 功이 있어 그 자손들에게 특권

이 부여되었으며, 일찌기 바 예셰 왕포를 실각시킨
101
냥 팅게

진이다. 위의 조칙의 발령시기는 확실치 않지만 812년에 성립

한 샤이라캉의 비문보다 文體가 오래되고
102
803년 무룩 첸포가

죽은 해보다는 이전인 것으로 추측된다. 샤이라캉의 비문을 세

우기 전에 먼저 숭불서약이 필요하였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804년에는 사정도 안정되어 唐에 사절단을 파견한 것

이라 생각된다.

티데 송첸 왕 시대의 역경사업도 8세기말의 혼란을 극복하

여 사정이 안정되어 위의 조칙이 발포된 것과 같이, 늦어도 唐

에 남팔 미톡파 등을 파견했을 무렵에는 再開되었다고 생각된

다. 한역불전으로부터의 번역도 있으며 이미 완성된 범어로부

터의 역경에 대해서도 번역용어의 통일이 요구되어 예셰데(Ye

shes sde) 등에 의해 소위 번역명의대집(Mahāvyutpatti, Bye bra
g tu rtogs byed chen po)이 편찬되어 말의 해[午年]에 헌상되었다.

그것의 難語釋 에 해당하는 것이 二卷本譯語集(sGra sbyor ba
m po gnyis pa;다른 이름 Bye brag tu rtogs byed 'bring po)이다.

103

100) 322-333항 참조.

101) 319항 참조.

102) 샤이라캉의 비문에서는 i 모음을 보이는 기호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

은 점과 강조의 da가 때때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서 후대의 표기법과

다르지만, 그외에 글자의 위 아래에 중복시키는 습관을 남기는 것과

숨탁(sum rtags)에 보이는 連聲規則에 따라 속격조사와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다. 카르충 조칙 이후에 쓰여진 라마강의 비문(註 95 참

조) 소위 카르충 비문에는 여전히 구격조사에 kun kyis의 형태가 있

으며, 접속사 ste가 올바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조칙은 이보다 앞서

쓰여진 것이지만, 철자는 정정되어 예를들면 myed는 med로 되고

있다. 강조의 da는 보존되면서도 gyurd ste, sbyard ste(KGG, f.

129a, ll. 1,4.) 등의 잘못된 형태가 남아있다.

103) 이권본역어집(sGra sbyor bam po gnyis pa, 북경판 No. 5833,

Vol. 144, p. 72)의 序頭(f. 1a-3b)와 末尾(f. 37b-38a)에 보여지는 기술

에 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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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권본역어집의 序頭에 카르충의 조칙과 같이 욘텐, 팅

진의 2대 僧名과 宰相 티슈 람샥의 이름도 보인다.
104
또 거기에

보이는 말의 해를 802년이라고 한다면 너무 이르고 역경사업

이 괘도에 오른 도중인 것을 생각하면 814년이 적절할 것이

다.
105

번역명의대집에 보이는 불교용어를 決定譯語 (skad gsar)

라고 하여 이후에 이것을 따르는 것을 ‘勅令에 의해 결정된’(bk

as bcad) 것으로
106
이 용어를 欽定決定譯語 (skad gsar bcad)라고

104) op. cit., f. 2b, l.5.

105) 샤이라캉의 비문은 812년 이후의 것으로 생각되지만(註 84 참조),

숨탁에 거의 따르고 있다(註 102 참조). 당번회맹비(823년)와 비교

하면, 여전히 중복되는 글자가 있으며, 동사의 후접자 -s와 접속사 te

도 위아래에 중복하는 一字의 형을 취하는 예가 남아있지만, 애매한

관용어의 영향 정도인 것으로, 결정역어 제정직전의 형태를 반영하

고 있는 것같이 생각된다. 티베트의 전승에서는 이 흠정결정역어의
성립은 티축 데첸 왕 시대에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SRD, f. 124a,

ll. 4-6; GSM, f. 94a, ll. 5-6; KGG, f. 132b, ll. 5-6). 이 오류는 부톤

불교사가 티데 송첸의 이름을 잘못알고, 온창도 궁전과 온창도에

세워진 사원을 오인하여 이권본역어집의 서문을 이해한 것에 유래
한다고 생각된다.

106) 이권본역어집(f. 2b, ll. 5-6)에는 “팅게진 등도 모여 王主從의 회의

를 신청하고 佛法을 번역하는 방법과 인도語에 대한 티베트어의 命名

(대응어) 등을 확인하여 칙명에 의해 (이상과 같이) 정했다”라고 하

여 번역상의 주의로 옮겨가고, 최후로(f. 3b, ll. 3-6) “말의 방식은 이

와 같이 칙명으로 정한 것으로 누구든 그것과 달리 고쳐서 후에 결

정적대응어로 삼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飜譯과 講釋의 장

소에서 ‘결정어’(skad gsar)로 하고싶은 것이 있더라도 각각의 장소

에서 매번 말을 정하여 (함부로) 譯語로 하지 않고 불교의 전적과 문

법규칙에 의거한 위에, 이와 같은 말로 되어있다고 하는 확실한 말

과, 불법에서는 어떠한 말로 되어있는가를 살펴서 궁전에서 世尊의

指導的 宗徒(링룩)와 佛典의 校訂者의 敎場에 제출한 위에 奏上하여

칙명에 의해 정한 후에 用語表 가운데 더하는 것이다 ”라고 나타내

보이고 있다. 더욱이 skad gsar 를 결정역어 로 번역하는 이유에 대

해서는 졸론 On the Annals relating to Princess Wen-ch'eng

(Memoirs of Research Department of the Toyo Bunko, No. 35,

1977) pp. 123-1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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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였다.
107
후술의 덴카르마목록 가운데 수록되어 있는 經

들 중에 般若, 寶積, 諸經部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지만, 결정역어 성립 이전에 번역되어진 것들을 명의대집
의 편찬자인 예셰데 등이 이것을 새로이 흠정결정역어 로 改

訂하고 있다.
108

779년부터 梵語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티송 데첸

왕이 죽는 797년까지의 기간동안에 실질적인 역경사업은 겨우

그후 10년 정도라고 추정된다.
109
또 그 역경의 進行도 9세기 정

도는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이즈음에 역경승인 예셰데

의 이름은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이권
본역어집 序頭에 세나렉 왕인 무틱 첸포의 이름이 쓰여지지

않고 최종적으로 王名이 티데 송첸으로
110
나타나는 것을 보면

803년 이후로밖에 생각할 수 없고 따라서 814년인 말의 해가

거기에 해당된다.

4. 덴카르마目錄

815년에 티데 송첸 왕이 죽고 그 아들 티축 데첸(Khri gtsug l

107) SRD, f. 124a, l.6 참조. 티베트 대장경의 刊記는 물론, 부톤 불교사
말미의 목록(예를들면, f. 139a, l.2)에도 “흠정결정역어에 의해 訂正했

다”(skad gsar bcad kyis bcos)라고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指示

는 돈황사본 속에서도(예를들면 푸생 번호 150, 184) 확인된다.

108) 北京版 大藏經의 刊記에 의해 덴카르마目錄을 조사한 결과 얻어진
결론이다.

109) 티베트인이 梵語를 배우고 불교교리를 이해하여 譯經이 가능하게

되기까지에는 5년에서 7년은 필요했으리라 생각된다.

110) 이 왕의 綽名으로는 달리 무틱 첸포라는 명칭도 있으며, 티데 송첸

의 명칭은 무룩 첸포 死後에 얻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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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brtsan; 806-841)
111
이 어려서 왕위에 올랐다.

112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邊境 지방에서 軍部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113
곧

제압되었으며, 821,2년에 唐蕃會盟이 실현되었다. 이 때 냥 팅

진은 이미 죽고 융텐이 혼자 최고위의 승려로서 회맹비에 連署

하였다.
114

소위 덴카르마목록(lDan dkar ma115; 혹은 헨카르마목록 lHan
dkar ma)은 티베트 전승에서는 티송 데첸 왕 시대에 성립된 것

으로 간주하지만
116
, G.투치 씨는 이것을 티데 송첸 시대라고

111) SRD, f. 124b, l.3; HLD, p. 18b, l.5; GSM, f. 97b, l.1; KGG, f. 131a,

l.6; f. 135a, ll. 6-7.

112) 815년 登位는 당번회맹비에 사용된 紀年으로부터 분명하다(註 69 참

조). 따라서 이 해는 왕의 10세 때가 된다. 通鑑 239에서는 元和11

년 2월(816년)의 條에 ‘西川奏吐蕃贊普卒’이라고 되어있다. 이것은 토

번력에서는 전년(815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왕의 죽음이 815년에

있었던 것을 보이고 있다.

113) 舊唐書 吐蕃傳 下에서는 816년 10월조에 토번이 宥州, 鳳翔을 포위

하여 定遠域에서 싸우고, 11월조에는 劍南에서도 당병이 움직인 것을

전하고 있다. 당서 토번전 하에 의하면 이 때문에 토번의 使者 矩

立藏(Khri bzang)이 움직이지 못하게되었다고 하지만, 통감 240에
의하면 819년 정월조에 귀국을 허락받은 것이 보인다. 구당서 토번
전 하는 元和 14년(819년) 8월 河州 공격, 10월의 藍州포위를 전하고

있다.(古チ硏 pp. 689-690 참조)
114) 註 18 참조.

115) Pelliot tib. 1085(M. Lalou: Inventaire des manuscrits tibetains de

Touen-houang, Paris 1950, II,p. 56)에서는 pho brang lHan kar로 되

어있다. イ大思 pp. 104-105 참조. 티베트語에서는 lhan/ldan(함께

있다)의 대응관계가 인정되고 있는 까닭에 한쪽의 오류라고 하기보

다는 이것은 다른 쪽의 異寫字라고 보아야 할런지도 모른다.

116) 티송 데첸 왕 때라고 하는 것은 부톤불교사(f. 121b, l.6～f. 122a,
l.1)를 비롯해 학자의 연(KGG, f. 106a, ll. 1-2; f. 132b, l.6)과 바이
두라 야셀(Baiḍūra g-ya' sel, 註 127 참조,[f. 289a, l.2])에 보여지지

만, 후란史와 明示鏡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더욱이 芳村修基씨는

덴카르마 목록의 성립을 824년으로 잡고있지만(イ大思 p. 114),
그 논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우선 最下年限으로서 833년을 설정하지

만, 그 論究에 앞서 티베트의 전승의 모든 설을 종합하여 렐파첸 왕

대 이전에 최하연한이 있다(p. 111)고 하여 그 위에 렐파첸의 登位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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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증하였고 필자도 그것에 따른 적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117

덴카르마목록의 편찬은 용의 해에 펠첵(dPal brtsegs), 남카
닝포(Nam mkha' snying po), 루이 왕포(kLu'i dbang po)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118
그 해를 지금까지와 같이 티데 송첸 왕 시대의

末頃이라고 한다면 欽定決定譯語 의 성립 2년 전인 812년이

814년으로 정하고 “본목록은 티베트 史書에 기초하면 814년 이전에

제작되었다”(p. 112)라고 한다. 이것을 고찰하면 그보다 뒤의 833년에

최하 연한을 설정하는 것(p. 112) 자체가 쓸데없는 일이다. 보다 확실

한 것으로서 뒤의 설을 제출하는 것이라면 앞의 설을 부정하지 않으

면 안되지만, 그 고증은 전혀 없다. 可否는 차치하고 最上年限을 800

년으로 하고, 최후에 “812년에 두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고 단정한

위에 824년을 택하고 있다.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 所收典籍이 前期

飜譯佛典을 거의 망라하고 있는 까닭에 렐파첸 시대일 것이라고 말하

는 것으로(p. 114), 렐파첸 시대 이전이라고 스스로 최하연한을 설정

한 것도 잊어버리고 있다. 덧붙여 말하면 그 최하연한 833년 설정도

논리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117) MBT, pp. 46-48, n. 1 참조. 투치씨는 ‘the authorship of this book

is attributed to dPal brtsegs and kLu'i dbang po, chief

collaborators of the MV’(p. 48)이라고 하지만, 이 두 사람이

Mahāvutpatti의 편찬에 참가한 것은 본문에서 보이듯 이권본역어
집(Madhyavyutpatti) 序文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명시경에서는 티
송 데첸 왕 시대의 일로 루이 왕포, 가와 펠첵을 이권본역어집 서
문에 보이는 루이 겔첸, 예셰데의 이름과 확실히 병기하고 있다

(GSM, f. 91b, ll. 5-6). 이것은 후란사(p. 17b, ll. 1-2)에 가와 펠첵을
루이 겔첸, 예셰데와 함께 티송 데첸 왕 시대에 배당한 것을 본딴 것

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 두 사서에 선행하여 저술된 부톤 불교사
의 경우, 덴카르마 목록의 성립을 티송 데첸 왕 시대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펠첵과 루이 왕포의 이름만이 거론되며, 예셰데의 이름은

인도풍으로 즈냐나세나로서 흠정결정역어를 서술할 경우에만 언급
하고 있다. 이것도 잘못하여 티축 데첸 시대라고 하고 있는 것도 이

미 지적한 바와 같다(註 105 참조). 즉 펠첵, 루이 왕포의 이름을 예

셰데와 동일하게 두는 것은 오늘날 알려진 바로는 후란사 이후에
발생한 오류이다.

118) 北京版 No. 5851,(f. 352b, l.5～f. 373a, l.8) M. Lalou: Les textes

bouddhiques au temps du roi Khri-srong-lde-bcan(Journal

Asiatique, 1953,pp. 313-353), p.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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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하지만 흠정결정역어 의 성립을 설명하고 있는 이권본
역어집의 서두 부분에는 이 목록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도 언

급하고 있지 않다. 특히 펠첵은 ‘大校閱譯經者’(Zhu chen gyi lo ts

ā ba)를 역임한 중요 인물임에도 언급이 없다.

지금 칸귤 부분과 덴카르마목록을 비교해 보면 명의대
집 편찬자의 한 사람인 예셰데의 譯業과 著作은 모두 망라되

어 있다. 예셰데의 역업 중 814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흠정

결정역어 에 의해 예셰데 자신이 改訂을 하고 있다. 이것은 티

베트 대장경 각권의 刊記에서도 알 수 있다. 이것들은 본래

덴카르마목록중에 포함되어 있지만, 814년 이후에 성립하여
개정의 필요가 없었던 작품도 모두 이 목록에 수록되어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칸귤 각권의 간기를 조사해 보면 카와 펠첵의 역업 가운데

흠정결정역어 에 의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즉

펠첵이 ‘대교열역경자’로 된 것은 814년 이후인 것을 알 수 있

다. 더욱이 펠첵의 역업 가운데 몇몇은 덴카르마목록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다.

119
그것들은 목록이 성립된 이후에 이루

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역업의 양을 비교해 보면 예셰데의 작

품수가 펠첵보다 많으며, 또한 예셰데가 ‘대교열역경자’이었던

기간이 더 길어 티축 데첸 왕 시대의 초기에까지 미치는 것으

로 추정된다. 두 사람이 함께 관여한 역업도
120
드물며 예셰데

의 譯을 후에 펠첵이 교정한 예도 있지만
121
그 반대의 경우는

119) 北京版 No. 919, Chos gsum pa zhes bya ba'i mdo; No. 923,

'Phags pa shin tu rgyas pa chen po'i sde snying ma'i snying po

zhes bya ba'i mdo; No. 972, rNam par grol ba'i lam las sbyang

ba'i yon tan bstan pa zhe bya ba.
120) 데르게版 No. 3993, 'Phags pa sa bcu pa'i rnam bshad.(북경판,

No. 5494)

121) 데르게版, No. 4051, Theg pa chen po bsdus pa'i bshad sbyar.(북경

판 No.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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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없다.

따라서 덴카르마목록이 성립한 용의 해는 824년 혹은 836
년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펠리오 티베트 문헌 1088에 의하면

티축 데첸 왕 시대에 王命이 덴카르(lHan dkar) 궁전에서 나오

는 것을 알 수 있다.
122
이것에 대하여 先代인 티데 송첸 왕 시

대는 샤이라캉의 비문에서도, 이권본역어집에도, 왕궁이 키(s
Kyi; 오늘날의 sKyid shod)의 온창도('On cang rdo)에 있었다고 전

하고 있다.
123
이 점에서도 문제의 목록 성립시기가 傍證된다.

후대의 티베트 사가는 흠정결정역어 의 성립을 티축 데첸

왕 시대라고 誤認하지만, 이것은 이 왕의 시대에 온창도에 페

메타시 게펠라캉(dPe med bkra shis dge phel lha khang)이 건립되

었다는 전승이 있기 때문에
124
티축 데첸의 궁전도 이 땅에 있

었다고 이해하는 것이며, 더욱이 부톤이 티데 송첸을 렐파첸

즉 티축 데첸의 別名으로 간주해 버린 것은
125 이권본역어집

의 서두를 읽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학자의 연에 의하면 이후 토번왕조 시대에 침푸마目錄
(mChims phu ma)과 판탕마目錄(Phan thang ma)이 성립했다고

전해진다.
126

바이두라 야셀(Baiḍūra g-ya' sel)에 의하면 판탕마목록은

122) 註 (115) 참조.

123) 註 (83) 참조. 이권본역어집 f. la, l.2.
124) 부톤은 랑다르마 왕의 치세에 “온창도에 落慶法要가 이루어지지 않

은 채 남겨졌다”(SRD, f. 124b, l.4)라고 서술하고 있다. 후란사에서
는 “우샹도 榮光의 無比吉祥善增大寺院 Wu shang rdo dpal dpe med

bkra shis dge 'phel gyi gtsug lag khang 을 건립했다”(HLD, p. 18b,

l.1)고 하고 있으며, 명시경(GSM, f. 94b, l.2～f. 95a, l.1)에는 우샹도
('U shang rdo)에 무비길상증대사원을 세울려고 하였다고 설하며, 9

층이었다고 그 규모를 전하여, 마치 완성되어 거주했던 것과 같이 전

하고 있다. 학자의 연은 후자를 답습하고 있다(KGG, f. 133a, l.3～f.
133b, l.2).

125) SRD, f. 124a, l.2.

126) KGG, f. 132b, ll.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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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나렉 왕 때 펠첵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여 각기 다른

시대의 두 사람을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127
세나렉 왕 때 목록

이 만들어 졌다고 한다면, 당연히 덴카르마목록 가운데 언급
이 있었을 것으로, 그러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성

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탕마목록은 펠첵의 編으로서 티축

데첸 왕 시대에 성립한 것으로 덴카르마목록의 이후라고 생
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학자의 연의 설명에는 합치하게
된다.

침푸마목록에 대해서는 달리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두 개
의 목록이 티축 데첸이 살해된 841년까지 나타났다고 한다면

덴카르마 목록을 836년까지 내려 그 성립을 생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왜냐하면 다른 두 개의 목록 성립에 시

간적인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부톤은 이 세 개의 목록을

모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128
다른 두 개의 목록 자체를 의심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덴카르마목록의 성립은 824년이 된다.

5. 다르마王의 破佛

티축 데첸 왕 治下의 불교 興隆政策은 펠첸포 욘텐의 힘에

의해 상당히 추진되었지만 역경사업, 승단의 우대, 온창도 대

사원의 건립 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었다. 그 결과
129
841

127) Sangs rgyas rgya mtsho: Dri lan 'khrul snang g-ya' sel don gyi

bzhin ras ston byed(1688, Zhol ed.473 fols.) f. 289a, l.2.

128) 침푸목록과 판탕목록을 함께 언급하고, 거기에 있는 기술을 거
론하고 있기 때문이다(SRD, f. 149a, l.3).

129) 부톤은 간략히 다음과 같이 말한다.“그리하여 출가자에게 政事를 맡

긴 것으로 나쁜 짓을 좋아하는 대신들이 분노하여 佛法에 의거하는

틀을 훼방놓고 잘못된 단죄를 행하며 ···”(SRD, f. 124b, l.2)라고. “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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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욘텐이 살해되고 왕도 암살되었다. 당시의 宰相인 바 겔

토레 탁냐(dBa's rGyal to re stag snya)와 촉로 라뢰 ‘렉다’(Cog ro

lHa lod ‘legs sgra’)가 이 사건의 元兇이 되고 있다.
130

그 뒤를 이어 다르마 위둠텐(Dar ma 'Hu'i dum brtan 809-843)

이 왕위에 올랐다. 이 왕이 先王의 동생인 것은 돈황문헌인

王統表, 부톤의 佛敎史, 明示鏡131에 보일 뿐만 아니라 명
시경에는 註에 ‘丑年 出生’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丑의 다르

마’라 불린 이유를 알 수가 있다. 이 왕은 長子이었지만 素行이

나빠 왕위에 오르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는 기술은 후란史에
法을 너무 지나치게 신봉하여”(HLD, p. 18b, l.5)라고밖에 후란사는
보이고 있지 않지만, 명시경에는 왕이 정권을 승려에게 맡기고 교
단을 우대하였기 때문에 불교도가 아닌 자는 그 활동이 위축되고 승

려에게 분한 마음을 집중시켜 그것을 표명한 자가 가혹한 벌을 받기

에까지 사정이 이르렀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GSM, f. 97a, ll. 2-3). 거

기에는 이들의 표명에 앞서서 온창도 대사원의 건립과 승단에 대한

후대가 기술되어 있다. 또 부톤 불교사의 경우 온창도의 대사원이
낙경법요 전이었던 같이도 보여지고 있다(註 124 참조).

130) ‘고전 3사료’는 왕의 형제로 승려이었던 창마(gTsang ma)와 大僧正

(bande chen po)인 펠기욘텐(dPal gyi yon tan)과 렐파첸 왕의 살해

를 말하며, 왕의 죽음에 대하여 모두 841년이라 말하고 있다. 刺客에

대하여 부톤은 바 겔토레(dBas rGyal to re)와 촉로 렉다(Cog ro

Legs sgra)를 말하며, 명시경은 바 탁나첸(sBas sTag rna can)과
촉로 랄(Cog ro lHa lod)의 이름을 전하지만, 후란사는 바 탁나첸
만을 보이고 있다. 또 후란사이외는 (촉로 출신의) 왕비 강출마

(Ngang tshul ma; dPal gyi ngang tshul)가 대승정 욘텐의 동료들을

中傷하여 자살에 빠르렸다고 전하고 있다(SRD, f. 124b, ll. 2-3; HLD,

p. 18b, ll. 4-5; GSM, f. 97a, l.5～f. 97b, l.1).

131) DTH, p. 82, l.35; SRD, f. 124a, l.2. 단지 명시경의 경우는 “그 중
맏형 창마는 법을 즐겨 출가하고, 다르마는 죄를 즐겨 主君이 되는데

어울리지 않아 가운데 형인 렐파첸에 정권이 부여되었다. 이 왕 렐파

첸은 丙戌에 태어났다”(GSM, f. 94a, ll. 3-4)고 되어 있으며, 맏형도

가운데 형도 아니라고 하는 뜻이 나타나고 있다. 그 위에 “랑다르마

왕은 丑年에 태어나 酉年에 왕위에 올랐다. 5년간 불교를 탄압하고

38세인 寅年에 살해되었다”(GSM, f. 98b, l.5)라고 각주가 들어가 있

다. 이것은 중국사료의 기술과 평행하는 것이다(唐書 토번전 하
以弟達磨嗣 通鑑 考異 20 弟達磨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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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받아들이고 있지만
132
, 그를 파불의 책임자로서 온갖 죄를

뒤집어씌운 것은 후세 사가의 歪曲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

다.

비교적 후대의 전승은 다르마 왕이 즉위한 이후 얼마간은

일반적인 治世를 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주위 사람들에

의해 파불을 단행하였고 그리고 846년에 죽었다고 한다.
133
이

때를 기점으로 왕조는 분열되고 멸망의 길을 걷게된다. 파불을

단행한 시기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학자의 연에 의하
면 臨終 때 수수께끼와 같은 ‘혹은 삼년 빨랐으며 혹은 삼년

늦었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134

사캬파 系統의 옛 왕통기
135
를 참조하여 중국사료 중에 있는

혼란을 정리해 보면 이 왕은 즉위 후 삼년째인 會昌 3년(843)에

바 겔토레에 의해 형과 같이 살해되었고 이것에 이은 상속 분

쟁으로 국내가 분열하여 파불에 이르른 것을 이해할 수 있

다.
136
그렇다고 한다면 디 위둠텐 즉 乞離胡도 희생자이었다.

132) HLD, p. 18b, l.6.

133) 註 131 말미의 명시경 각주 참조. 註 136 참조.
134) KGG, f. 138a, l.3.

135) 註 137 참조.

136) 兩 唐書 吐蕃傳 下에서 말하는 會昌 2년 찬보의 죽음은 그 전년 841

년 酉年에 있어서 렐파첸, 즉 티축 데첸 왕의 죽음을 가리킨다. 이것

을 이은 사람은 여러 사본에 위둠텐('U'i dum brtan; DTH, p. 82,

l.35), 다르마 위둠첸(Dar ma 'U dum btsan; SRD, f. 124a, l.2; f.

124b, l.3), 티 랑다르마 우둠첸(Khri glang dar ma dBu dum tsan;

GSM, f. 97b, l.4)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唐書 吐書吐蕃傳 下에 ‘無

子 以妃綝兄尙延力子乞離胡爲贊普’에서 보이는 乞離胡(GSR, 517-f,

23-f, 49-a )는 분명하게 Khri 'u'i dum brtsan의 처음 반자를 옮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어서 ‘始三歲妃共治其國’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

로 취한다면 왕위에 오른후 3년(841-843)은 비가 이 왕과 함께 나라

를 다스린 것을 말하고 있다. 비는 綝(GSR , 656-e, 古チ硏 p. 698
참조), 즉 mChims씨 출신의 母妃를 가리킨다. 명시경(f. 94a, l.2)에
의하면 正妃에 三子, 다른 비의 한사람에 二子가 있었다고 하고, 학
자의 연(f. 131a, ll. 4-5)도 이것을 따르고 있다. 카르충의 조칙에 의
하면 정비의 위치에 도사 티모렉('Bro za Khri mo legs)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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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두 비가 서명하고 그 최초에 침겔사 렉모첸(mChims rgyal

bza' Legs mo brtsan)의 이름이 보여진다. 이것을 취하면 ‘침’에 해

당시킬 수 있으며, 傳承의 三子, 二子가 역으로 되어있던지 혹은 다르

마 위둠첸을 잘못하여 정비의 아들로 삼고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佐藤長씨는 회창 2년에 걸쳐 전해지는 찬보의 죽음을 티축 데첸

왕에 관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ダルマ王の在位年次について 史林
5, 1963, pp. 39-40), 그것에 이어서 당서 토번전 하가 ‘無子 以妃綝
兄尙延力子乞離胡爲贊普’라고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乞離胡’를

Khri 'u'i (dum btsan)이라 하지 않고 윰텐(Yum brtan)이라 생각한

다( ダルマ王の子孫について 東洋學報 46-4, 1964, p. 40). 그러나
티축 데첸 왕에게는 자식이 없었으며, Khri 'u'i dum brtsan의 처음

부분에 ‘걸리호’의 음이 일치하며, 티데 송첸에 ‘침’ 출신의 제2비가

있었던 것에서 그 해석은 승인하기 어렵다. 佐藤씨에 의하면 ‘걸리호’

를 보통명사 Khri 'u 로서 ‘小王’의 의미로 이해하고 윰텐과 관계짓지

만(ibid., p. 38) 그와 같은 용례는 달리 알려지지 않는다. 또 학자의
연(f. 139a, l.7; f. 139b, l.1)에는 윰텐의 母를 나남女(sNa nams bza')
라 하고 우숭의 母를 체퐁女 첸모펜(Tshe spong bza' bTsan mo

'phan)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침’에 해당시킬 수는 없다.

佐藤씨는 이 점에 대하여 ‘걸리호도 침씨 尙延力의 아들이지만, 생모

가 상연력의 부인인 나남씨이었기 때문’으로 학자의 연이 生母를

養母로 뒤바꾼 것과 같이 말하고 있지만( ダルマ王の子孫について

pp. 39-40), 근거가 없는 추측에서 얻은 결론으로 따를만한 설은 아니

라고 생각된다. 한편으로 학자의 연의 기술에 대한 신빙성을 말하
면서(ibid., pp. 40-41) 같은 주제에 대하여 다른 곳에서는 자유로이

추측을 하는 점도 적절하지 못하다. 당서 토번전은 최후에 “大相結

都那見乞離胡不肯拜 曰‘贊普支屬尙多 何至立綝氏子邪’ 哭而出 用事者共

殺之”라고 한다. 大相結都那란 rGyal to re stag snya(DTH, p. 102,

l.20-21)의 이탤릭체 부분을 옮긴 것이다. 겔토레는 렐파첸 살해의 원

흉으로 간주되지만, 부톤의 불교사나 명시경은 랑다르마의 內相

이라고 하기도 하며(SRD, f. 124b, ll. 3-4) 惡大臣(sBas sTag sna

can; GSM, f. 97b, l.4)이라고 하기도 한다. ‘綝氏子’라 하는 것은 침씨

출신의 왕비가 내세운 아들이란 의미로 이해된다. 이것을 분개한 겔

토레가 다른 사람과 함께 ‘綝氏子’를 살해한 것으로, 겔토레가 살해된

것은 아니다(古チ硏 p. 698). 당서 토번전 하는 다른 기사와 함께
‘三年, 國人以贊普立非是 皆叛去’라고 말하고 있다. 이 3년이란 물론 회

창3년을 말한다. 즉 즉위후 3년째 걸리호가 살해된 뒤 새로이 찬보가

세워지지만,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어서 분열이 일어났다고

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비인 나남女 측의 욘텐의 입장에 선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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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께끼와 같은 말은 파불을 시작한 시기로부터 삼년 전에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삼년 후인 지금 또 동일한 것이 반복되

어 스스로가 살해된 것이라는 의미로 마지막 말을 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註記에 밝혔듯 중국사료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다.
137

라고 생각된다.

137) 부톤 불교사에 의하면, “다르마 왕이 왕위에 오르자 惡鬼 바 겔토
레(sBas rGyal to re)가 內大臣에 임명되고 나남 겔챠 티숨(sNa

nams rGyal tsha khri gsum) 등이 佛法에 어긋나는 惡政을 행하고

또 譯經場을 손상시켜 譯經을 중단시키고 온창도 대사원에 대한 낙경

법요는 행해지지 않은 채 방치되었다”라고 한 뒤 “그로부터 왕이 成

年에 달하자 마음에 魔를 초래하여” 파불을 했다(SRD, f. 124b, ll.

3-5)고 기술하고 라룬 펠기돌제에 의한 죽음을 말한다(ibid., f. 125a,

l.1). 후란사도 형인 랑다르마가 왕위에 오르자 얼마간은 유지되어
졌지만, 악을 즐기는 대신들에 감화를 받아 파불을 행하고 펠기돌제

에 살해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HLD, p. 18b, ll. 6-7). 어느 것이나

다르마 왕의 지배를 전후로 나누지만, 紀年을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

명시경에는 그와 달리 다르마 왕이 도중부터 파불로 바뀌었다고

하는 표현은 없고 각주에서는 5년간 파불을 행하고 846년에 죽었다

고 한다(註 131 말미 참조). 학자의 연에서는 다르마 왕의 시기를 2
기로 나누어 등위 후 2년이 지나 파불을 했다고 하고 846년 펠기돌

제에 살해되었다고 한다(KGG, f. 136a, ll. 1-2; f. 139a, l.6). 이제 ‘고

전 3사료’(註 1 참조)로부터 옛날 사캬파의 2왕통기, 즉 닥파 겔첸

(Grags pa rgyal mtshan, 1147-1216)과 팍파('Phags pa, 1235-1280)

에 의한 그것들을 보면(Sa skya pa'i bka' 'bum, Tokyo, 1968, Vol.

4, p. 295-1-1. 6-p. 298-3-l.3; Vol. 7, p. 286-2-l. 4-4-l.4; G. Tucci :

The validity of Tibetan historical tradition [註 9 참조] pp. 310-315,

315-316 참조), 어느 것이나 랑다르마의 치세를 전후 둘로 나누지만,

그 전체 기간은 1년과 半月이라 하고 酉年登位, 戌年歿이라고 설하며

別記로서 그 등위를 酉年末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p. 296-2-l.2; p.

286-3-l.5)이 주목된다. 이것에 따라 회창 2년초(티베트曆의 酉年, 841

년말)에 왕위에 올라 티베트력의 戌년, 842년 말에 죽은 것이라 한다

면, 회창 3년 초에 죽은 것이 된다. 즉 티베트력으로는 연말에서 연

말에 걸친 햇수2년(lo ngo gnyis), 12.5개월, 중국력으로는 회창2년으

로부터 3년 초의 재위로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始三年’의 설명이

불가능하다. 亥年歿이 잘못이던가 혹은 酉年으로부터 회창3년까지를

3歲로 헤아리는 것이 唐書에서 사용되어진 것인지도 모른다.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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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번왕조는 분열에 의해 힘을 잃어 850년대의 初期에 국외

의 영토를 거의 잃고 멸망의 길을 걸었다.

것이든 다르마 왕의 치세는 2년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이것은 명시
경이후의 紀年과 분명히 대립한다. 그외에 다르마 왕 몰후에 태어난

왕자 우순에 대하여 부톤 불교사는 丑年(845년)에 태어났다고 하지

만(f. 125b, l.1), 닥파 겔첸에 의하면 乙丑年(845), 등위후 3년째 죽었

다고 하며(Vol. 4, p. 296-2-ll. 3-4), 팍파는 이것을 을축년(905)에 63

세로 죽었다고 고쳐서 말하고 있다. 학자의 연에서는 부톤설을 대
폭 고쳐서 丁卯年(847)에 우순이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다(KGG, f.

139a, l.7). 이와같이 자신을 가지고 고친 것은 1325년에 교정출판된

갸익챵(rGya yig tshang, HLD, p. 12a, ll. 4-5; GSM, f. 96b, l l.5-6;
稻葉正就, 佐藤長 フゥラン·デプテル 京都, 1964년 pp. 11-14 참조)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이 책의 소재로서 당서 토번전이 사용되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갸익챵에서는 아마도 회창 2년에 다르마
왕이 등위하고 母인 妃와 함께 3년간 통치하고, 다시 3년을 다스려

(846년에) 살해되었다고 하는 해석을 취해 티베트 전승에서 말하는

랑다르마 치세의 전후 2기를 조화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라 생각된다.

즉 회창 3년을 가리키는 ‘3년’을 3년간이라 이해하고 겔토레에 의한

살해를 펠기돌제에 의한 랑다르마 살해설이 있기 때문에 버렸든지,

겔토레가 살해된 것으로 한 것이다. 어느 것이나 ‘걸리호’는 랑르마라

고 이해한 것이다. 학자의 연 중 ‘혹은 3년 일찍이 ···’란 수수께끼
와 같은 말은 ‘始三歲’라고 ‘(회창) 3년’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이것은

다르마 왕 지배의 6개월 전반과 6개월 후반을 가리키는 것에 대신

사용된 최후의 언어로 간주되었던 것이다.(9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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年表

742 티송 데첸 王 탄생

754후 상시(펠양) 中國에서 歸國

761 티송 데첸 王 불교 信奉 決意

--- 셀낭을 네팔에 파견

763 長安 점령

--- 寂護 제1회 入藏, 4개월 체재후 네팔로 돌아감

--- 바 셀낭 ‘法의 看視者’로 임명됨

767 단 레식, 상시 등 15인을 唐에 파견

771 寂護(제2회 入藏) 본敎를 제압

775 寂護, 蓮華生에 의한 삼예의 定礎

779 ‘시범적 6인’, 受戒, 삼예 숭불서약의 서명조칙, 범어학습

시작

781 良琇, 文素 도착

783 建中會盟, 朱泚의 난 일어남

784 吐蕃 朱泚의 난에 唐을 도움

--- 寂護 이 해 전에 죽음

--- 예셰 왕포 은퇴, 펠양 管長이 됨

787 沙州(敦煌) 함락, 摩訶衍 초빙

791 도氏 왕후 삭발하고 마하연을 따름

792 인도불교계 승도 마하연說을 怪異히 여김

793 (중국력 794년) 禪宗 금지를 해제

794 蓮華戒 초빙, 마하연을 삼예에서 論破

795 무룩 첸포, 나남을 살해함

796 티송 데첸 王 퇴위, 무룩 첸포 추방, 무네 첸포 즉위

--- 마하연 敦煌에서 건재함

797 무네 첸포 죽음

--- 연화계, 예셰 왕포, 티송 데첸 王 죽음

798 세나렉 임시로 왕위에 오름

803 무룩 첸포 죽음, 티데 송첸 王 시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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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남팔 미톡 등 唐에 파견됨

--- 카르충의 숭불서약 서명 조칙이 발포

812 샤이라캉碑 성립

814 欽定決定譯語 성립

815 티데 송첸 王 죽음, 티축 데첸 王 즉위

822 唐蕃會盟 성립

823 會盟碑 건립

824 덴카르마目錄 성립
--- 판탕마目錄침푸마目錄 성립
841 펠기 욘텐, 티축 데첸 王 살해됨, 다르마 王 즉위

843 다르마 王 살해 됨

(846) 吐蕃王朝 分裂



314 印度哲學 제7집

역자 후기

본 논문은 야마구치 즈이호(山口瑞鳳) 박사의 吐蕃王國佛敎

史年代考 (成田山佛敎硏究所 紀要, 3, 1978)를 번역한 것이다.
필자인 야마구치 박사는 1926년生으로 동경대학 교수, 나고야

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동경대학 명예교수로 있는 티베트

불교학의 大家이다. 야마구치 박사의 이 논문은 티베트 불교에

관계하는 일본의 학자들에게 연대설정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

는 점에서 역자 또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아울러 풍부한 인

용 자료 등에서 보이는 내용의 충실함이 우리 학계에 좋은 참

고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해 번역하게 되었다. 번역상 원문의

난해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능한 한 원문에

충실한 직역과 일체 생략이 없는 충실한 번역이 되도록 노력

하였다. 그리고 티베트어로 된 명칭에 대해서는 역자 나름대로

의 원칙에 따라 번역을 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외래어 표기에

있어 경음 배제 원칙을 따랐으며 또한 티베트어가 모음을 가

지는 중심자를 중심으로 윗자와 아랫자, 앞자와 뒷자, 끝자로

이루어지는 음절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까닭에 우리말 음절

의 자음+모음+자음의 기본 구조와 일치시켜 표기하였다.

야마구치 박사의 본 논문이 발표된 이후 논문에 표기된 티

베트 저술의 명칭과 관련해 深度있는 논의가 일본학자들 사이

에서 이루어졌지만(山口, 二卷本譯語釋 硏究 (成田山佛敎硏

究所 紀要, 4, 1978 참조), 본 논문의 주된 내용인 年代에 대해

서는 이의없이 정설로서 간주되어졌다. 박사는 이후 티베트 불

교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그리고 다음의 大著를

통하여 티베트학에 있어서 不動의 대가로서 추앙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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吐蕃王國成立史硏究(岩波書店, 1983)

チベット 上(東京大學出版會, 1987)

チベット 下(東京大學出版會, 1988)

아울러 박사는 인도 후기중관사상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특

히 샨타라크시타와 관련한 일련의 논문을 발표해 일본의 불교

학계에 새로운 자극을 준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 대표적인 논

문은 다음과 같다.

シャ-ンタラクシタの中觀 (成田山佛敎硏究所紀要, 11-1, 1988)
刹那滅と緣起生の相違-わが國中觀哲學の常識に問う- (思想, 7

78, 1989)

日本に傳わらなかった中觀哲學---觀念論 ‘相依性’の排除 (思
想, 1991)
‘緣起生’の復權---寂護による淸辯·法稱の刹那滅論批判 (成田山

佛敎硏究所紀要, 14, 1991)

박사의 다양한 연구업적과 예리한 통찰력에 의한 비상한 견

해는 일본의 학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리고 티

베트학과 그와 관련한 인도후기불교에 관해서는 독보적인 지

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역자가 본 논문을 접한 것은 상당히 오래 전의 일이지만, 그

간 가슴에만 묻어두었던 번역건을 편집자의 慧眼에 의해 실제

현실로 접하게 되니 남다른 감회가 느껴짐을 감출 수 없다. 본

논문의 번역을 게제시켜준 인도철학 편집자께 다시 한번 감
사를 표하며 간단히 후기에 가름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