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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기

인도에서 만들어진 만뜨라(mantra)들이 불교를 통해 진언이란

이름으로 우리나라에도 상당수가 전해져 현재에도 사용된다. 이러

한 만뜨라에 나타난 인도철학이나 사상, 아울러 이러한 만뜨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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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인도에서 유통되었거나 현재 유통되고 있는 다른 만뜨라

들과의 관계나 유래 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들 만뜨라들에 대

한 정확한 의미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유

통되는 이러한 만뜨라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체계를 갖춘 본격

적인 연구는 정각(1997)과 전수태(2003)에 의해 비로서 발길을 디

디기 시작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국내에 존재하는 실

담문자로 표기된 것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들이 아니기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만뜨라들의 정확한 의미 파악을 위해서는 다

소 미흡한 감이 있다. 이에 논자는 단행본(2002)의 형태로 국내

실담문자를 통한 신묘장구대다라니에 대한 의미파악에 대한 작업

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폭넓

게 유통되고 있는 천수경에 존재하는 여러 만뜨라들 가운데 신묘

장구대다라니 라는 하나의 만뜨라에 국한 된 것이었다. 따라서 단

행본에서 미처 의미파악이 행해지지 않은 다른 만뜨라들을 모아

이곳에서 국내 실담문자를 통한 만뜨라들의 의미 해석을 진행하

고자 한다.

의미 파악을 위해 먼저 불교상용제반집에 제시된 천수진언에
해당하는 진언들을 망월사 판본의 진언집에서 찾아내어 진언집
에 실린 실담문자 표기에 대응되는 산스크리트를 추적하는 과정

을 거치기로 한다. 이렇게 하여 추적된 산스크리트의 의미는 참고

문헌에 제시된 산스크리트 관련 어근집과 사전 등을 중심으로 진

행한다. 본문 가운데 나오는 천수진언에 제시된 페이지 수는 진

언이 진언집에 실린 페이지 수를 의미하며 한글로 제시된 진언
은 불교상용제반집에 실린 진언의 한글 표기이며 한글 표기 아
래에 제시된 국제음성기호 표기는 진언집의 실담문자 표기를 국

제음성기호로 옮긴 것이다. 진언의 명칭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진언집에 제시된 명칭에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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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실담문자(Siddhāmātikā)를 통한 천수진언의

산스크리트 의미해석

1. 安慰諸神眞言(p.69)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namo samanta mutdhānāṁ oṁ dhuru dhuru dhimi svāhā

‘나무’는 진언집(p.69)의 실담문자로는 나모(namo)로 표기 되

며, 진언집의 한글 표기로는 ‘나모’로 표기된다. 또한 진언집에서

한자로는 남무(南無)로 표기 되며 신묘장구대다라니에서는 낭모

(曩謨)로 표기가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나무’에 대응되는 산스

크리트는 ‘나모’(namo)이다. 따라서 진언집의 실담문자 표기와 진

언집의 한글 표기가 산스크리트에 정확이 대응되는 표기이다. 산

스크리트에서 나모(namo, 南無)의 본래 형태는 나마쓰(namas)로

서 ‘숙이다, 경례를 드리다, 존경을 바치다, 소리를 내다’등의 의미

를 지닌 어근 남(nam)에 아쑨(asun)접미사의 아쓰(as)가 첨가되

어 파생된 불변화사이다. 산스크리트 문법에서는 명사나 동사와는

달리 수나 인칭 그리고 시제와 법에 따라 낱말의 형태가 변화하

지 않고 제 모습을 지키는 것을 불변화사 라고 한다. 불변화사는

일반적으로 부사의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불변화사는 문맥에 따

라 명사적 또는 동사적으로 번역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불변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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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마쓰(namas)가 음운변화한 모습이 ‘나모’이다. 따라서 ‘나무’의

뜻은 실담문자 표기에 따라 ‘머리를 조아리옵나니’가 된다.

‘사만다’는 진언집의 실담문자로는 싸만따(samanta)로 표기 되

며, 진언집의 한글표기는 현대 한글표기와 마찬가지로 ‘사만다’로

표기된다. 또한 진언집에서 한자로는 삼만타(三滿嚲)로 표기된다.

실담문자 표기인 싸만따에 대응되는 산스크리트는 ‘싸만따’(sama

nta)이다. 따라서 진언집의 실담문자 표기가 산스크리트에 정확히

대응된다. 산스크리트에서 ‘싸만따’(samanta)는 불변화사로 어근

이나 부사 앞에 접두어의 형태로 첨가되어 ‘같이, 함께, 아주, 몹

시, 모두’ 등을 의미하고 명사 앞에서는 ‘처럼, 같은, 가까운, 앞에’

등을 의미하는 낱말 ‘쌈’(sam)과 형용사로는 ‘가까운, 끝, 아름다

운, 가장 아래의, 가장 작은’ 등을 의미하며 남성명사로는 ‘가장자

리, 끝, 경계, 가까움, 이웃, 죽음, 멸망, 결정, 상태, 종류’ 등을 의

미하는 낱말 ‘안따’(anta)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낱말이다. 이러한

낱말인 ‘싸만따’(samanta)는 형용사로는 ‘사방에 있는, 모든 곳에

편재하는, 모든’ 등을 뜻하며 남성명사로는 ‘경계, 한계’등을 의미

한다. 따라서 실담문자표기에 따라 ‘사만다’의 의미는 ‘모든 곳에

편재하는’이 된다.

‘못다남’은 진언집의 실담문자로는 ‘무뜨드하아나암’(mutdhānā

ṁ)으로 표기되며, 진언집의 한글 표기로는 ‘몯다남’으로 표기된

다. 또한 진언집에서 한자로는 몰타남(沒馱喃)으로 표기가 된다.

실담문자 표기인 ‘무뜨드하아나암’(mutdhānāṁ)에 대응되는 산스

크리트는 ‘부드드하아나암’(buddhānām)이다. 실담문자 표기와 이

에 대응되는 산스크리트를 비교해 볼 때 산스크리트에서 양순유

성무기음 ‘ㅂ’(b)이 실담문자에서 양순비음 ‘ㅁ’(m)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며, 치경유성무기음인 ‘ㄷ’(d)이 실담문자에서 치경무성

무기음인 ‘ㄸ’(t)로 표기가 되어 있다. 또한 산스크리트에서 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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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음 ‘ㅁ’(m)이 실담문자에서 아누쓰와아라(anusvāra)로 표기가

되어 있다. 이러한 표기법의 특징은 진언집에서 일반적이다. 대비

로자나성불신변가지경 제 2 권에 따르면 치경무성무기음인 ‘ㄸ’(t)

는 여여(如如)의 의미가 있으며 치경유성무기음인 ‘ㄷ’(d)는 시(施)

의 의미가 있다. 또한 진언집(p.40)에 따르면 암증대공즉보리(暗證

大空卽菩提)라고 하여 아누쓰와아라(anusvāra)는 보리를 뜻한다.

또한 진언집(p.42)에서 오입보리즉대공(五入菩提卽大空)이라고 하

여 양순비음 ‘ㅁ’(m)은 대공을 의미한다. 따라서 표기법 상의 혼동

이 아니라면 진언을 송하며 대공의 세계로 인입하여 여여한 느낌

과 보리심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음을 변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스크리트에서 ‘부드드하아나암’(buddhānām)은 ‘알

다, 이해하다, 보다, 생각하다, 집중하다, 잠에서 깨다, 각성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 어근 ‘부드흐’(budh)에서 파생된 낱말로 형용사

로는 ‘안, 이해한, 깬, 깨우친, 본, 현명한, 영리한’ 등을 뜻하며, 남

성명사로는 ‘현인, 선인(仙人), 지자(智者), 깨우친 사람, 석가모니,

신(神), 수성(水星), 멍멍이’ 등을 의미하는 ‘부드하’(budha)라는 낱

말의 소유격 다수형태이다. 소유격은 경우에 따라서 주격이나 여

격 또는 처소격 등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으니, ‘못다남’은 ‘부처

님들께’라는 의미가 된다. 앞에 나오는 ‘나무 사만다’와 합하면 실

담문자표기에 따라 ‘나무 사만다 못다남’의 의미는 ‘모든 곳에 편

재하는 부처님들께 머리를 조아리옵나니’이다. ‘모든 곳에 편재하

는 부처님들’ 이란 말은 ‘모든 것이 부처님’이라는 말과 같다. 대공

(大空)의 세계로 들어가면 일체가 여여(如如)하다. 또한 일체가 여

여함이 보리(菩提)이니, 보리를 증득함은 바로 부처님를 친견함이

다. 산스크리트 낱말 ‘부드드하아나암’(buddhānām)을 실담문자로

‘무뜨드하아나암’(mutdhānāṁ)이라고 바꾸어 표기하는 데서 진언

의 바로 이러한 묘미가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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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은 실담문자 표기로 ‘옴’(oṁ)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응되는

산스크리트는 ‘옴’(oṁ)이다. 따라서 실담문자 표기가 산스크리트

에 정확히 대응된다. 진언집에서 한자로는 암(唵)으로 표기가 되

며, 진언집의 한글 표기 역시 ‘옴’이다. ‘옴’(oṃ)은 우리말로 단번

에 새기기가 힘든 낱말이다. 진언집(pp.13-14)에 따르면 ‘옴은 모

든 진언의 어머니’(唵字一切眞言之母), ‘옴은 대편조여래(大遍照如

來) 사바세계석가변상(娑婆世界釋迦變相)이요, 부처님이 멸도(滅度)

후에 모든 중생들을 이익 되게 하려 주(呪)로 변한 것’(唵字大遍照

如來卽娑婆世界釋迦變相故涅槃時告衆曰吾滅度後變作此呪利益一切重

生) 이다. 또한 대비로자나성불신변가지경(大毗盧遮那成佛神變加持

經) 제 이권 입만다라구연진언품(入漫茶羅具緣眞言品)에 따르면

‘옴’은 ‘불정(佛頂)의 명호(名號)’ 이다. 산스크리트에서 ‘옴’은 ‘지키

다, 보호하다, 구하다, 기쁘게 하다, 만족하다, 좋아하다, 사랑하다,

가다, 알다, 들어가다, 듣다, 들려주다, 명령을 받다, 주인이 되다,

소망하다, 행동하다, 빛나다, 만나다, 얻다, 껴안다, 죽이다, 괴롭히

다, 받다, 존재하다, 증가하다, 힘을 갖추다, 태우다, 나누다, 도달

하다’ 등의 많은 뜻을 지닌 어근 ‘아브’(av)에서 파생된 불변화사

로 ‘공식적인 승낙, 존경하며 받아들임, 찬성, 명령, 기쁨, 멀리하는

느낌, 브라흐마(Brahma)’ 등을 뜻하는 말이다. 브라만교(Brahman

ism)의 경전인 베다(Veda)는 시(詩)이며, 베다 시구(詩句)의 한 연

을 ‘만뜨라’(mantra, 曼陀羅) 라고 한다. ‘옴’은 바로 이러한 베다

시나 베다 시구인 만뜨라를 읽기 시작할 때와 읽기를 마칠 때 내

는 소리이다. 이러한 ‘옴’은 불교이전부터 사용되던 ‘쓰와쓰띠까’(s

vastika, 卍)와 더불어 브라만교에서 불교에 차용되어 사용되고 있

다. ‘옴’(oṃ, 唵)은 모음 ‘아’(a, 阿) 와 ‘우’(u, 烏) 그리고 자음 ‘ㅁ’

(m, 莽)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소리이다. 산스크리트에서 자음 ‘ㅁ’

(m)은 우주를 창조하는 신인 브라흐마아(Brahmā)를 뜻하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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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a)는 창조된 우주를 보호 육성하는 신인 위스누(Viṣṇu)를 뜻

하고, 모음 ‘우’(u)는 창조되어 보호 육성되던 우주를 파괴하고 새

로운 우주가 탄생하는 계기를 만드는 신인 쉬바(Śiva)를 뜻한다.

창조되는 순간은 시간상 과거요, 보호육성 되는 순간은 시간상 현

재이며, 파괴될 순간은 시간상 미래이니 ‘옴’은 창조, 보호유지, 파

괴, 창조라는 순환하는 우주의 상(相)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

는 시간의 상(相)을 모두 나타낸다. 또한 마누법전(Manusmṛti; 2.7

6)에 따르면 ‘옴’은 쁘라자아빠띠(Prajāpati)가 세 가지 베다에서

‘아’(a), ‘우’(u), ‘ㅁ’(m) 이렇게 세 음을 모아 만든 소리이다. 차안

도그야 우빠니샤드(Chāndogyopaniṣad ; 1,5,1)에서는 ‘옴’을 ‘아아

디뜨야’(āditya) 즉 태양이라고도 한다. 또한 고빠타브라아흐마나

(Gopathabrāhmaṇam. pū.; 1, 26)서(書) 전편(前篇)에 따르면 ‘옴’이

란 낱말은 모든 것에 다다르기 때문에 ‘다다르다, 이르다, 편재하

다’는 의미를 지닌 어근 ‘아아쁘’(āp)에서 ‘옴’이 파생된 것이라고

한다. 한편 아이따레야브라아흐마나(Aitareyabrāhmaṇam ; 5,32)

서(書)에 의하면 ‘브후우후’(bhūḥ), ‘브후와하’(bhuvaḥ) 그리고 ‘쓰

와하’(svaḥ) 라는 소리에서 각각 ‘아’(a), ‘우’(u), 그리고 ‘ㅁ’(m) 라

는 소리들이 나오고, 다시 이들 세 소리들이 모아져 ‘옴’이란 소리

가 되었다고 한다.

‘도로도로’는 실담문자 표기에 따르면 ‘드후루 드후루’(dhuru dh

uru)이며 이에 대응되는 산스크리트는 ‘드후루 드후루’(dhuru dhu

ru)이다. 따라서 실담문자 표기와 산스크리트가 정확히 대응된다.

진언집에서 한자로는 도로도로(度嚕度嚕)로 표기가 되었으며 진

언집의 한글표기 또한 ‘도로도로’로 나타난다. ‘드후루 드후루’(dh

uru dhuru)는 ‘드후루’(dhuru)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된 것이다.

‘드후루’(dhuru)는 ‘기르다, 빚지다, 겪다, 인용하다, 멈추게 하다,

머물게 하다. 통제하다, 정하다, 가지다, 입다, 관할하다, 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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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기다, 간수하다, 설치하다, 돕다, 살려주다’등의 의미를 지닌 어

근 ‘드흐린’(dhṛñ) 또는 ‘거주하다, 안정하다, 지니다, 곁에 두다,

결합하다, 존재하다, 살다, 결심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 어근 ‘드흐

링’(dhṛṃ)이 ‘나르다, 유지하다, 사용하다, 가지다, 몸과 마음을 간

수하다, 살아나다, 두다, 향하다, 준비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 어근

‘끄린’(kṛñ)과 같은 유형으로 활용된 이인칭 명령형이다. 무비(199

2. p.47)는 ‘도로도로’는 별 뜻이 없는 형상을 나타내주는 의성어인

데 여기서는 오방내외에 계시는 여러 신장님들의 어깨를 툭툭치

면서 다독거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형용사라고 한다. 또한 정각(p.

160)은 ‘도로도로’를 ‘turu turu'로 보고 ‘달리소서, 달리소서’라고

의미를 해석한다. 그러나 진언집의 실담문자 표기와 진언의 문맥

에 따라 ‘도로도로’의 의미는 ‘자리잡아 안위하소서, 우릴 도와 안

위하소서’가 된다.

‘지미’는 실담문자 표기에 따르면 ‘드히위’(dhivi)이며 이에 대응

되는 산스크리트는 ‘드히위’(dhivi)이다. 따라서 진언집의 실담문

자 표기와 산스크리트가 정확히 대응된다. 진언집에서 한자로는

지미(地尾)로 표기 되었으며, 진언집의 한글 표기로는 ‘디미’로 나

타난다. 산스크리트에서 ‘드히위’(dhivi)는 ‘만족하다, 만족시키다,

기뻐하다, 기쁘게 하다, 가까이 가다, 가까이 오다’ 등을 의미하는

어근 ‘드히위’(dhivi)의 이인칭 명령형이다. 무비(p.47)는 ‘지미’를

모든 신들을 안위시키는 종자 즉 씨앗이라고 의미를 풀이하며, 정

각(p.161)은 ‘지미’를 ‘내려오시도다’라고 의미를 해석한다. 그러나

진언집의 실담문자 표기와 진언의 문맥에 따르면 ‘지미’의 의미는

‘기뻐 만족하소서’가 된다.

‘사바하’는 실담문자 표기에 따르면 ‘쓰와아하아’(svāhā)이며 이

에 대응되는 산스크리트는 ‘쓰와아하아’(svāhā)이다. 따라서 실담

문자 표기와 산스크리트가 정확히 대응된다. 진언집에서 한자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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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莎訶)라고 표기되었으며, 진언집에서 한글표기는 ‘바하’라

고 되어있다. 산스크리트에서 ‘쓰와아하아’(svāhā)는 ‘부르다, 소망

하다, 도전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 어근 ‘흐웨’(hve)에 불변화사로

는 ‘동의, 동정, 고통이나 유감’ 등을 나타내며 허사(虛辭)로도 쓰

이고, 접두어로는 ‘모두, 가까이, 반대방향’ 등을 의미하며, 탈격의

명사형태와 더불어 ‘-로부터, -까지’ 등의 의미를 나타내고, 형용

사와 더불어는 ‘작은’ 느낌을 나타내는 장모음 ‘아아’(ā)가 접두어

로 첨가된 다음 다시 ‘부르다, 초대하다, 덤비다’ 등을 뜻하는 어근

‘아아흐웨’(āhve) 앞에 부사의 앞에 붙어서 ‘좋은, 훌륭한, 가장, 뛰

어난, 아름다운, 잘, 아주, 쉽게, 얼른, 많은’ 등을 나타내는 불변화

사‘쑤’(su)가 접두어로 결합되어 파생된 낱말로 여성명사로는 ‘신

들에게 바치는 봉헌물, 불의 신인 아그니(Agni)의 부인’ 등의 의

미를 지니며, 불변화사로는 ‘신들께 공양을 바칠 때 내는 소리’를

뜻한다. 또한 ‘쓰와아하아’(svāhā)는 호마(護麻)불에 봉헌(奉獻)물

을 넣으며 내는 소리로 여격낱말을 동반하는 낱말이다. 인도의 고

대학자인 야아쓰까(Yāska. Nirukktam; 8, 13)에 따르면 ‘쓰와아하

아’(svāhā)는 ‘아름답게 잘 말한다, 나의 언어가 말한다, 나의 것을

말한다, 또는 아름답게 봉헌한 봉헌물을 제사에 올린다’(svāhetyet

at su āheti vā svaṁ prāheti vā svāhutaṁ havirjuhotīti vā) 등의

의미에 어원을 둔 낱말이다. 이러한 어원을 지닌 ‘사바하’는 경우

에 따라서 ‘바라옵나이다, 사뢰옵나이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등

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의 의미

는 “모든 곳에 편재하신 부처님들께 머리조아리옵나니! 옴! 자리

잡아 안위하소서, 우릴 도와 안위하소서, 부디 기뻐 만족하소서!”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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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開法藏眞言(pp.129-130)

옴 아라남 아라다

oṁ aranāṁ aradha

‘옴’에 대한 실담문자 표기와 산스크리트 의미는 안위제신진언

을 설명하면서 이미 밝히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생략하기로 한다.

‘아라남’은 진언집에서 실담문자로 ‘아라나암’(aranāṁ)으로 표기

되어있으며, ‘아라나암’(aranāṁ)에 정확히 대응 대는 산스크리트

낱말은 없다. 하지만 진언집의 실담문자표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단모음 ‘아’(a)와 장모음 ‘아아’(ā)의 혼용, 그리고 치경비음 ‘ㄴ’

(n)과 치경구개비음 ‘ㄴ’(ṇ)의 혼용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아라나암’(aranāṁ)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우로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아라나암’(aranāṁ)에서 단모음 ‘아’(a)와 장모음 ‘아아’(ā)

가 혼용된 것으로 보면, ‘아라나암’(aranāṁ)은 ‘가다, 이룩하다, 구

하다, 도달하게 하다, 들다, 동요하게하다, 공격하다, 일으키다, 움

직이다’ 등의 의미를 지는 어근 ‘리’(ṛ)에서 파생되어 남성명사로

‘바퀴형태로 만든 제단의 바퀴살 부분, 바퀴살’ 그리고 중성명사로

‘바퀴살’을 의미하는 ‘아라’(ara)라는 낱말의 소유격다수형태이다.

소유격은 산스크리트에서 경우에 따라 목적격이나, 여격, 처소격

등으로 해석이 되니 이렇게 보면 ‘아라남’의 의미는 ‘법륜의 바퀴

살을’이다. 다음으로 ‘아라나암’(aranāṁ)에서 치경비음 ‘ㄴ’(n)과

치경구개비음 ‘ㄴ’(ṇ)이 혼용된 것이라고 보면 ‘아라나암’(aran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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ṁ)은 남성여성중성명사로 ‘외국, 먼곳, 피난처’등을 의미하는 ‘아

라나’(araṇa)라는 낱말의 여성명사 목적격 단수형태라고 볼 수 있

다. 이럴 경우 ‘아라남’의 의미는 ‘피난처를’이 된다. 또한 ‘아라나

암’(aranāṁ)에서 치경비음 ‘ㄴ’(n)과 치경구개비음 ‘ㄴ’(ṇ)이 혼용

된 것이라고 보면 ‘아라나암’(aranāṁ)은 ‘소리내다, 기뻐하다, 즐거

워하다, 만족하다, 가다’등의 의미를 지닌 어근 ‘란’(raṇ)에서 파생

되어 남성명사로 ‘기쁨, 쾌락, 소리, 소음, 움직임’ 중성명사로 ‘전

쟁, 싸움’ 등을 의미하는 낱말 ‘라나’(raṇa) 앞에 부정접두어로 단

모음 ‘아’(a)가 첨가되어 남성여성중성명사로 ‘싸움이 없는 것’이란

의미를 지닌 ‘아라나’(araṇa)라는 낱말의 여성명사 목적격 단수 형

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아라남’의 의미는 ‘싸움이 없음

을’이 된다. 무비(p.51)는 ‘아라남’을 무쟁삼매(無爭三昧)라고 보아

‘번뇌가 없는 편안한 마음으로 법열 속에서’ 라고 의미 풀이를 한

다. 이에 비해 정각(p.163-167)은 ‘아라남’을 중성명사로 ‘깊이, 심

연’등을 의미하는 ‘아아라나’(āraṇa)라는 낱말의 목적격 단수로 보

아 ‘깊은 곳(진리)에로’ 라고 해석한다. 논자는 무비스님의 견해에

동감하며 여성명사로서의 ‘아라나아’(araṇā)에는 ‘고통을 여읨, 악

행을 벗어남, 정념에서 벗어남’등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아 ‘아

라남’의 의미는 ‘고통을 여읜 세상을’이라고 본다.

‘아라다’는 진언집의 실담문자 표기에 따르면 ‘아라드하’(aradh

a)이다. 이 경우 역시 진언집의 실담문자표기에서 단모음 ‘아’(a)

와 장모음 ‘아아’(ā)가 혼용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혼용표기가 된

것으로 볼 때 ‘아라다’는 ‘익다, 완성하다, 끝내다, 모욕하다, 괴롭

히다, 죽이다, 굴복하다, 넘겨주다, 정결하다, 실수하지 않다’ 등의

의미를 지닌 어근 ‘라드흐’(radh)에 불변화사로는 ‘동의, 동정, 고

통이나 유감’ 등을 나타내며 허사(虛辭)로도 쓰이고, 접두어로는

‘모두, 가까이, 반대방향’ 등을 의미하며, 탈격의 명사형태와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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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로부터, -까지’ 등의 의미를 나타내고, 형용사와 더불어는 ‘작

은’ 느낌을 나타내는 장모음 ‘아아’(ā)가 접두어로 첨가되어 이인

칭 명령형 단수형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아라

다’의 의미는 ‘완전히 완성하라’가 된다. 다음으로 ‘아라다’를 ‘능

력이 있다, 성취하다, 이루다, 자라다, 완성하다, 준비하다, 망치다,

죽이다, 기쁘게하다, 갖추다, 제출하다, 준비하다’ 등의 의미를 지

닌 어근 ‘라아드흐’(rādh)에 불변화사로는 ‘동의, 동정, 고통이나

유감’ 등을 나타내며 허사(虛辭)로도 쓰이고, 접두어로는 ‘모두, 가

까이, 반대방향’ 등을 의미하며, 탈격의 명사형태와 더불어 ‘-로부

터, -까지’ 등의 의미를 나타내고, 형용사와 더불어는 ‘작은’ 느낌

을 나타내는 장모음 ‘아아’(ā)가 접두어로 첨가되어 이인칭 명령형

단수형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아라다’의 의미

는 ‘온전히 이루어라’가 된다. 어느 경우로 보나 의미는 마찬가지

이다. 무비(p.51)는 ‘아라다’를 ‘만족한다’라고 해석한다. 정각(p.16

4)은 ‘아라다’를 ‘아아라따’(ārata)로 보아 ‘유희하였음을’ 또는 ‘통

달하였음을’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논자는 앞에서와 같은 이유

로 ‘옴 아라남 아라다’의 의미는 “옴, 온전히 고통을 여읜 세상을

이루려무나!”가 된다고 본다.

3. 懺悔眞言(p.66)

옴 살바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oṁ sarbha mutdhamutdhisatvaya svāh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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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바’는 진언집에서 실담문자로 ‘싸르브하’(sarbha)로 표기가

된다. 이에 대응되는 산스크리트는 ‘싸르와’(sarva)이다. 이것을 실

담문자 표기와 비교해보면 반자음 ‘와’(v)가 양순유성무기음 ‘브흐’

(bh)로 대체된 형태이다. 산스크리트로 ‘싸르와’(sarva)는 남성명

사로 ‘우주를 파괴하고 새로운 우주가 탄생하는 동인이 되는 신격

인 쉬바(Śiva), 탄생된 우주를 보호유지육성하는 신격인 위스누(V

iṣṇu), 모든 사람’ 등을 의미하며, 중성명사로 ‘모든 것, 물’ 등을

의미하고, 형용사로 ‘모든, 전체’ 등을 의미한다. 이곳에서는 형용

사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살바’의 의미는 ‘모든’이 된다.

‘와’(va)는 산스크리트에서 남성명사로 ‘바람, 공기, 팔, 바다, 물과

관계되며 법을 관장하는 신격인 와루나(Varuṇa), 해결, 부름, 행

운, 거처, 호랑이, 옷’ 등을 의미하며, ‘브하’(bha)는 남성명사로 ‘금

성, 혼동’ 등을 의미하며, 중성명사로 ‘별, 행성, 27, 벌(蜂)’등을 의

미하고, 여성명사로 ‘광선, 광채’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참회진언에

서 ‘모든’을 의미하는 ‘싸르와’(sarva)를 ‘싸르브하’(sarbha)로 표기

한 것은 진언을 송하면서 밝은 빛의 느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

로 보인다.

‘못자’는 진언집에서 실담문자로 ‘무뜨드하’(mutdha)로 표기가

되어있으며 이에 대응되는 산스크리트는 ‘부드드하’(buddha)이다.

한자로는 보타(菩陀)로 표기가 된다. 진언집의 실담문자표기를 산

스크리트와 비교해 볼 때 산스크리트에서 양순유성무기음 ‘ㅂ’(b)

이 양순비음 ‘ㅁ’(m)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며, 치경유성무기음인

‘ㄷ’(d)이 진언집의 실담문자에서 치경무성무기음인 ‘ㄸ’(t)로 표

기가 되어 있다. 이러한 표기법의 특징은 진언집에서 일반적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치경무성무기음인 ‘ㄸ’(t)는 여여(如如)의

의미가 있으며 치경유성무기음인 ‘ㄷ’(d)는 시(施)의 의미가 있으

며 양순비음 ‘ㅁ’(m)은 대공을 의미한다. 따라서 표기법 상의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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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아니라면 진언을 송하며 대공의 세계로 인입하여 깨닭음의

여여한 느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음을 변화시킨 것으

로 보인다. 산스크리트로 ‘부드드하’(buddha)는 ‘알다, 이해하다,

보다, 생각하다, 집중하다, 잠에서 깨다, 각성하다’ 등의 의미를 지

닌 어근 ‘부드흐’(budh)에서 파생된 낱말로 형용사로는 ‘안, 이해

한, 깬, 깨우친, 본, 현명한, 영리한’ 등을 뜻하며, 남성명사로는 ‘현

인, 선인(仙人), 지자(智者), 깨우친 사람, 석가모니, 신(神), 수성(水

星), 멍멍이’ 등을 의미하는 낱말이다. 따라서 ‘못자’의 의미는 ‘부

처님’이 된다.

‘모지사다야’는 진언집의 실담문자 표기에 따르면 ‘무뜨드히싸

뜨와야’(mutdhisatvaya)이며 이에 대응되는 산스크리트는 ‘보드히

싿뜨와아야’(boddhisattvāya)이다. 이 경우 역시 진언집의 실담문

자표기를 산스크리트와 비교해 볼 때 산스크리트에서 양순유성무

기음 ‘ㅂ’(b)이 양순비음 ‘ㅁ’(m)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며, 치경유

성무기음인 ‘ㄷ’(d)이 진언집의 실담문자에서 치경무성무기음인

‘ㄸ’(t)로 표기가 되어 있으며, 단모음 ‘아’(a)와 장모음 ‘아아’(ā)

가 혼용표기된 것이다. 산스크리트 낱말 ‘보드히싿뜨와아야’(bodd

hisattvāya)에서 ‘보드히’(boddhi)는 ‘알다, 이해하다, 직접 보다,

주의해서 보다, 생각하다, 정신을 집중하다, 깨어나다, 다시 정신

을 차리다’ 등의 의미를 가진 어근 ‘부드흐’(budh)에서 파생된 낱

말로 ‘완전한 지혜, 지혜의 빛, 깨우침, 수탉’ 등의 의미를 지니며,

여성명사 또는 남성명사로 사용된다. 그리고 ‘싿뜨와’(sattva)는

‘현재, 실재, 좋은, 최상, 적합, 존경스러운, 지혜로운 사람, 아름다

움, 견고, 참됨, 신적으로는 우주의 창조주이며 철학적으로는 우주

의 궁극적인 실재인 브라흐마(Brahma), 최고영혼(Paramātmā)’

등의 의미를 지닌 싸뜨(sat)라는 낱말에 추상명사를 만드는 접미

어 뜨와(tva)가 첨가되어 이루어진 낱말이며, ‘존재성, 실재성,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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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요소, 본성, 영혼, 생명력, 의식, 마음, 지혜, 생명체, 동물, 귀신,

수승(殊勝)한 특질, 용기, 힘, 원기, 본원적 특질, 이름’ 등을 의미

하는 중성명사이다. ‘모지사다야’는 이렇게 ‘보드히’ 라는 낱말과

‘싿뜨와’ 라는 낱말이 합하여 이루어진 복합어 ‘부드히싿뜨와’(bud

dhisattva)에 여격단수어미 ‘아아야’(āya)가 첨가된 형태이다. 복합

어인 ‘보드히싿뜨와’의 의미는 ‘불타(佛陀,Buddha)에 이르기 위한

지혜의 길에 앞서 나간 사람으로서, 성불하기에는 단지 몇 생만이

남은 사람, 또는 오직 이번 한번의 생만이 남은 사람이며, 그리고

생사고뇌에서 이내 해탈에 이를 사람, 또는 완전한 지혜를 자신의

정수(精髓)로 가진 사람’ 이다. 흔히 보살(菩薩)로 불리는 존재가

바로 ‘보드히싿뜨와’이다. 따라서 ‘모지사다야’의 의미는 ‘보살님께’

가 된다. ‘사바하’에 대한 사항은 안위제신진언에서 언급이 되었으

므로 이곳에서는 생략한다.

무비(p.129)는 ‘옴 살바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를 “일체의 불

보살님께 귀의합니다”라고 해석을 하며, 정각(p.250)은 “아! 일체

의 지를 깨닭은 중생에게 영광을!” 또는 “아! 이와같이 참된 법을

요달한 각자 깨닭은 중생에게 영광을!”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논자는 실담문자의 표기에 따라 ‘옴 살바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하’의 의미는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께 비나이다”가 되는 것으로

본다.

4. 淨法界眞言(p.129)

옴 남

oṁ ra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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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진언집에서 실담문자로도 ‘람’(raṁ)으로 표기가 되고, 한

자로도 람(囕)으로 표기되며, 또한 진언집의 한글표기도 ‘람’으로

된다. 산스크리트에서 ‘라’(ra)는 남성명사로 ‘불, 더위, 사랑, 욕망,

움직임’등을 의미하며 여성명사로 ‘성희(性戱), 주기, 금(金)’등을

의미하고 중성명사로 ‘빛, 광명’등을 의미한다. 중성명사의 주격

단수와 호격단수 형태가 ‘람’(ram)이니 진언집에 나타나는 아누쓰

와아라(anusvāra)가 양순비음 ‘ㅁ’(m)에 대체 표기되어 나타난다

는 점을 감안하면 ‘남’은 ‘빛이여, 광명이여’하고 부르는 소리이다.

무비(p.133)는 ‘남’을 ‘람’으로 발음해야 옳다고 말하며 ‘람’을 ‘화

대(火大)의 종자’라고 보며 ‘지혜의 불’이라고 해석한다. 정각(p.26

0)은 ‘남’을 ‘람’으로 보며 ‘람’이 ‘화대의 종자가 되기도 한다’고

하며 ‘람’을 ‘청정케 되어지이다’라고 해석한다. 진언집(p.116)에

따르면 ‘람(raṁ)은 붉은 색이며 남쪽’(囕赤南)이라고 한다. 인도

신화에서 법의 신인 야마(Yama)의 방위가 남쪽이며 연구결과(임

근동. 1994)에 따르면 야마는 지혜의 상징으로서의 태양과 불을

의미한다. 따라서 논자는 무비의 견해에 동감하며 ‘옴 남’의 의미

는 “옴, 지혜의 빛이여!”가 되는 것으로 본다.

5. 護身眞言(p.141)

옴 치림

oṁ chrīṁ

‘치림’은 진언집에서 실담문자로 ‘츠리임’(chrīṁ)으로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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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츠리임’(chrīṁ)에 정확히 대응되는 산스크리트 낱말은 없

다. 산스크리트에서 특별한 경우에 구개파찰음 ‘ㅅ’(ś)이 구개무성

유기음 ‘ㅊ’(c)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치림’은 산

스크리트로 ‘스리임’(śrīm)이 된다. ‘스리임’(śrīm)은 '스리이'(śrī)

라는 낱말의 중성명사 주격 목적격 호격의 단수형태이다. '스리이

'(śrī)는 '섬기다, 시중들다, 가다, 도달하다, 들어가다, 도움 받다,

유지하다, 의지하다, 거주하다, 존경하다, 예배하다, 일에 적용하

다, 부착하다, 드러내다' 등의 의미를 지닌 어근 '스리'(śri)에서

파생된 명사 또는 '익히다, 요리하다, 끓이다, 준비하다, 섞어 만들

다, 빛을 발하다, 빛나다' 등의 의미를 지닌 어근 '스리이'(śrī)에

서 파생된 명사이다. 그리고 '스리이'(śrī)는 여성명사로 '재산, 풍

요, 보물, 힘, 왕권, 국가재정, 위엄, 영광, 광채, 미, 우아, 아름다

움, 사랑스러움, 행운, 성공, 길상, 색채, 덕, 최상, 장식, 지혜, 이해

력, 초능력, 인생의 세 가지 목표(法 dharma, 富 artha, 慾望 kām

a), 아위(阿魏), 싸랄아 나무(Sarala), 벨아 나무(Bela), 연꽃, 우주

를 보호유지육성하는 신(神 )위스누(Viṣṇu, 毗紐天)의 부인인 부의

여신 락스미이, 우주의 창조자인 브라흐마아(Brahmā, 梵天)의 부

인인 학문과 언어 그리고 예술의 여신 싸라쓰와띠이(Sarasvatī, 美

音天), 17 아라한(arhat, 阿羅漢)의 어머니’ 등을 의미한다. '스리

이'(śrī)가 남성, 여성, 그리고 중성명사로 공통적으로 사용되어

‘광휘, 미화, 장식’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무비(p.134)는 ‘치림’은

‘쓰림’이라고 하며 ‘묘길상(妙吉祥)의 종자’라고 해석한다. 또한 정

각(p.262)은 ‘치림’을 ‘찔임’(cilim)으로 보며 ‘심히 깊다’는 뜻으로

흔히 ‘길상’으로 번역된다고 하며 이것은 문수보살을 나타내는 일

자진언(一字眞言)이 되기도 한다고 말하며 ‘(부처님의 마음은)심히

깊습니다’라고 해석한다. 논자는 앞에서 설명한 이러한 '스리이'(ś

rī)라는 낱말이 중성명사 호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어근과 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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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의미에서 진언의 뜻을 추적하여 ‘치림’의 의미는 ‘도움 주는

길상의 힘이여!’가 된다고 본다. 참고로 산스크리트에서 어근 ‘찔’

(cil)은 ‘옷을 입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치림’을 ‘찔임’(c

ilim)으로 본다면 ‘몸을 보호할 옷을 입혀주소서’라는 의미와 관계

가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아무래도 ‘치림’을 ‘스리임’'(śrīm)으

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이상과 같은 해석에 따라 논자는 ‘옴

치림’의 의미는 “옴, 보살펴 주시는 길상의 힘이여!”가 되는 것으

로 본다.

6. 六子大明王眞言(p.141)

옴 마니 반메 훔

oṁ maṇi phadme huṁ

‘마니’는 진언집의 실담문자에서 ‘마니’(maṇi)로 표기되어있으

며, 정확히 대응되는 산스크리트는 ‘마니’(maṇi)이다. ‘마니’(maṇ

i)는 산스크리트에서 ‘웅얼거리다, 말하다, 연주하다, 흥얼대다’ 등

의 의미를 지닌 어근 ‘만’(maṇ)에서 파생되어 남성명사로 ‘보석,

진주, 수정, 보주(寶珠), 장식, 귀중품, 자석, 팔찌, 남성성기의 귀

두부분, 물항아리’등을 의미하며 여성명사로 ‘남성성기의 귀두부

분’을 의미하는 ‘마니’(maṇi)라는 낱말의 호격단수형태이다. 무비

(p.134)는 ‘마니’를 ‘여의주’라고 해석 한다. 정각(p.264)역시 ‘마

니’를 ‘여의주’ 또는 ‘보주(寶珠)’라고 한다. 논자 역시 ‘마니’의 의

미를 ‘보주(寶珠)’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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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메’는 진언집의 실담문자에서 ‘파드메’(phadme)로 표기가 되

어 있다. 그러나 ‘파드메’(phadme)란 낱말은 산스크리트에 나타나

지 않는다. 실담문자 표기 ‘파드메’(phadme)에 대응되는 산스크리

트는 ‘빠드메’(padme)이다. 이것을 실담문자 표기와 비교해 보면

양순무성무기음 ‘ㅃ’(p)이 양순무성유기음 ‘ㅍ’(ph)으로 대체 표기

된 것으로 보인다. 대비로자나성불신변가지경 제 2 권에 따르면

‘빠’(pa)는 제일의(第一義)의 의미가 있으며 ‘파’(pha)는 취말(聚沫)

의 의미가 있다. 아마도 ‘빠드메’(padme)라는 산스크리트 낱말에

물거품처럼 덧없다는 의미를 덧붙이기 위하여 실담문자로 ‘파드

메’(phadme)로 표기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산스크리트에서 ‘빠

드메’(padme)는 ‘가다, 이동하다, 도착하다, 도달하다, 얻다, 따르

다’ 등을 의미하는 어근 ‘빠드’(pad)에서 파생되어 중성명사로는

‘연(蓮), 홍연(紅蓮), 연꽃, 연근, 연꽃장식, 연꽃모양, 연꽃모양으로

펼쳐진 군사진영, 납’ 등을 의미하며, 남성명사로는 ‘코끼리, 뱀의

한 종류’ 등을 의미하고, 여성명사로는 ‘부와 미의 여신인 락스미

이(Lakṣmī)를 의미하는 낱말 가운데 중성명사의 처소격단수형태

이다. 따라서 ‘반메’의 의미는 ‘연꽃에’가 된다. 인도신화에서 창조

의 신이 연꽃에서 생겨났다는 이야기와 연꽃은 해가 뜨면 꽃봉우

리가 열리고 해가 지면 닫힌다는 사실, 그리고 진언집의 실담문자

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면 실담문자의 표기는 의도적인 것이 된다.

그래서 논자는 ‘반메’는 ‘연꽃처럼 피어나는 덧없는 세상에’를 의

미한다고 본다.

‘훔’은 진언집에서 실담문자로 ‘훔’(huṁ)으로 표기된다. 이에 대

응되는 산스크리트는 ‘훔’(hum)이다. 진언집에서 ‘아누쓰와아라’가

양순비음에 대치되어 표기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것은 산스크

리트로 ‘훔’(hum)이다. ‘훔’(hum)은 ‘기억, 회상, 의심, 찬성, 노여

움, 불쾌, 비난, 질문’ 등을 나타내는 불변화사이며 특히 주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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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신비한 음이며 특별한 경우에 베다 찬가를 낭송할 때

내는 소리이기도 하다. 진언집(p.15)에서는 ‘훔’(吽 )을 ‘진심종자’

(眞心種子), ‘아촉여래’(阿閃如來), ‘동방유리광불’(東方琉璃光佛)이라

고 하며, 그리고 ‘더러움과 죄악을 영원히 없애주며 보리심을 발

하게 하고 모두 정토를 염원함에 귀의케 한다’고 한다. 또한 대비

로자나성불신변가지경 제 2 권에 따르면 ‘훔’은 불정(佛頂)의 명호

이다. 무비(p.135)는 ‘훔’을 ‘이구청정’(離垢淸淨)이라해서 ‘더러움을

벗어난 진리의 세계’를 뜻한다고 한다. 정각(p.264)은 ‘훔’의 뜻을

‘원인을 감한다’, ‘원인이 되는 업을 없애준다’ 등으로 보고 ‘(생,노,

병,사 고통의)원인이 되는 업을 멸해주소서’라고 해석한다. 논자는

‘훔’의 의미를 진언집에 담긴 내용에 따라 ‘정결케하여 구원하소

서’라고 본다.

따라서 ‘옴 마니 반메 훔’의 의미는 “연꽃처럼 피어나는 덧없

는 세상에 변함없는 보주(寶珠)시여! 정결케하여 구원하소서!”가

된다.

7. 准提眞言(七俱胝佛母心大準提陀羅尼)(p.141)

나무 사다남 삼먁 삼못다 구치남 다냐타 옴자례주례 준제

사바하 부림

oṁ cale cale counce svāhā bhuṛṁ

‘나무 사다남 삼먁 삼못다 구치남 다냐타’은 진언집에 실담문자

표기가 나타나지 않으며 산스크리트로 ‘나마하 사쁘따아나암 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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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부드하 꼬띠이나암 따드야타아’(namaḥ saptānāṁ samyaksamb

uddha koṭīnāṁ tadyathā)에 해당되는 말이다. ‘나무’에 대해서는

안위제신진언에 대한 부분에서 이미 언급되었으므로 이곳에서는

생략한다. ‘사다남’은 산스크리트로 ‘싸쁘따아나암’(saptānām)에

해당된다. 산스크리트에서 ‘싸쁘따아나암’(saptānām) ‘존경하다,

경배하다, 관계를 맺다, 결합하다, 완전히 알다’ 등을 의미하는 어

근 ‘싸쁘’(sap)에서 파생되어 형용사로 ‘일곱’을 의미하는 ‘싸쁘딴’

(saptan)이라는 낱말의 소유격 다수 형태이다. 산스크리트에서 소

유격은 목적격, 여격, 처소격 등의 의미를 가진다. ‘삼먁’은 산스크

리트로 ‘쌈약’(samyak)에 해당된다. ‘쌈약’(samyak)은 불변화사로

어근과 부사앞에서 접두어로 ‘함께, 더불어’ 등을 의미하고, 어근

앞에서 ‘많이, 아주, 완전히’ 등을 의미하며 복합어에서 명사앞에

첨가되어 ‘같은, 동일한, 앞에’ 등을 의미하는 낱말 ‘쌈’(sam)이 ‘숙

이다, 예배하다, 가다, 움직이다, 존경하다, 소망하다, 중얼거리다’

등을 의미하는 어근 ‘안쯔’(añc) 앞에 접두어로 첨가되어 형성된

낱말이다. 이러한 낱말인 ‘쌈약’(samyak)은 불변화사로 ‘함께, 잘,

좋은, 정말, 같은 방향, 바름, 사실, 존경, 완전, 명확’ 등을 의미한

다. ‘삼못다’는 산스크리트로 ‘쌈부드하’(sambudha)에 해당된다. 산

스크리트에서 ‘쌈부드하’(sambudha)는 불변화사로 어근과 부사

앞에서 접두어로 ‘함께, 더불어’ 등을 의미하고, 어근 앞에서 ‘많이,

아주, 완전히’ 등을 의미하며 복합어에서 명사앞에 첨가되어 ‘같

은, 동일한, 앞에’ 등을 의미하는 낱말 ‘쌈’(sam)이 이미 앞에서

살펴본 낱말인 ‘부드드하’(buddha)앞에 접두어로 첨가되어 이루어

진 낱말로 ‘영리한, 현명한, 정각(正覺), 완전히 이해한’ 등을 의미

한다. 무비(p.136)는 ‘삼약삼’을 ‘정등’(正等)으로 그리고 ‘못다’를

‘부처’로 보아 ‘삼약 삼못다’를 ‘정각’(正覺)이라고 풀이한다. 정각

(p.268)은 ‘삼약 삼못다’는 ‘정등정각’(正等正覺)이라는 말로 번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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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한다. 논자는 ‘삼약 삼못다’의 의미는 ‘정등정각을 이루신

부처님’이 되는 것이라고 본다. ‘구치남’은 산스크리트로 ‘꼬띠이나

암’(koṭīnām)에 해당된다. ‘꼬띠이나암’(koṭīnām)은 ‘구부러지다,

기울다, 속이다, 자르다, 조각내다, 찟다, 뜨겁게 하다’ 등을 의미하

는 어근 ‘꾸뜨’(kuṭ)에서 파생된 낱말로 여성명사로 ‘극점, 절정, 구

부린 활끝, 탁월, 천만(千萬), 가장 큰수’ 등을 의미하는 ‘꼬띠’(koṭ

i)라는 낱말의 소유격 다수형태이다. 따라서 ‘나무 사다남 삼먁 삼

못다 구치남’의 의미는 ‘정등정각을 이루신 칠천만 부처님께 머리

조아리옵나니’이 된다. ‘다냐타’ 산스크리트로 ‘따드야타아’(tadyth

ā)이다. ‘따드야타아’(tadyathā)는 삼인칭 중성대명사의 주격단수

형태 ‘따뜨’(tat)와 ‘그렇게, -대로, -처럼, 이렇게, 예를 들면, 왜냐

하면, 그래서, 만일, 이러하다, 말하자면, 어찌’ 등을 의미하는 불변

화사 ‘야타아’(yathā)란 낱말이 음운결합을 한 모습이다. 음운결합

을 할 때 음운결합규칙인 ‘싼드히’(sandhi)규칙에 따라 ‘따뜨’(tat)

의 마지막 음 ‘뜨’(t)가 ‘드’(d)로 변해 ‘따드’(tad)가 되었다. ‘따드’(t

ad)는 중성명사를 받는 삼인칭 중성대명사이다. 따라서 중성대명

사가 앞에 오는 진언을 의하는 것으로 보면 ‘다냐타’의 의미는

‘이 진언은 이러하옵나니’가 된다.

‘자례’는 진언집의 실담문자표기에 따르면 ‘짤에’(cale)이다. 산

스크리트에서 ‘짤에’(cale)는 ‘흔들리다, 떨다, 가다, 움직이다, 출

발하다, 떠나다, 당황하다, 헤매다’ 등의 의미를 지닌 어근 ‘짤’(ca

l)에서 파생된 여성명사로 ‘부와 미의 여신인 락스미이(Lakṣmī),

향료, 번개, 운명의 여신’ 등을 의미하는 ‘짤아아’(calā)라는 낱말

의 호격단수형태이다. 무비(p.136)는 ‘자례’를 ‘동회존’(同回尊) 즉

‘움직이고 흘러다니는 분이시여’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낱

말인 ‘자례’는 ‘부와 미의 여신이여!, 운명의 여신이여! 번개의 여

신이여!’ 또는 어근의 의미에서 유추하여 ‘움직이는 분이시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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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주례’는 진언집의 실담문자 표기에 따르면 ‘쭐에’(cule)이다. ‘쭐

에’(cule)에 대응되는 산스크리트는 ‘쭈울에’(cūle)이다. 실담문자

표기와 산스크리트를 비교해 보면 산스크리트 낱말에서 장모음

‘우우’(ū)가 단모음 ‘우’(u)로 실담문자에서 대체 표기된 것을 알

수 있다. 산스크리트에서 단모음 ‘우’(u)는 ‘외침, 분노, 동정, 명

령, 승인’ 등의 의미를 나타내며 때로는 허사로도 사용된다. 이에

비해 장모음 ‘우우’(ū)는 ‘우주를 파괴하고 새로운 우주가 탄생하

는 동인이 되는 신격인 쉬바, 달’ 등을 의미하며 불변화사로는 ‘시

작, 부름, 자비, 보호’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모음이 단모음으로

대체 표기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산스크리트에서 ‘쭈울에’(c

ūle)는 ‘크게하다, 높이다, (물에)담그다’ 등의 의미를 지닌 어근

‘쭈울’(cūl)에서 파생되어 ‘체발식(剃髮式), 꼭대기 방’ 등을 의미

하는 여성명사 ‘쭈울아아’(cūlā)의 호격단수이다. 또한 진언집의

실담문자로 ‘쭐에’(cule)라고 표기된 것은 산스크리트에서 ‘쭈우데’

(cūḍe)가 변형표기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유는 치경구개유성

무기음인 ‘ㄷ’(ḍ)는 치경반자음인 ‘ㄹ’(l)과 호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쭈우데’(cūḍe) 역시 ‘크게하다, 높이다, (물에)담그다’

등의 의미를 지닌 어근 ‘쭈울’(cūl)에서 파생된 여성명사로 ‘상투,

(닭이나, 새의)벼슬, 왕관, 머리, 정상, 우물, 팔찌, 꼭대기 방, 체발

식(剃髮式)’ 등을 의미하는 낱말 ‘쭈우다아’(cūḍā)의 호격단수형태

이다. 무비(p.136)는 ‘주례’를 ‘두상(머리) 정계존(頂髻尊)이시여’

라고 해석한다. 정각(p.269)은 ‘주례’를 바로 앞에 오는 ‘자례’와

연결하여 ‘자례주례’를 산스크리트로 ‘짤아아짤아’(calācala)로 보

고 ‘이리 저리 움직이는’ 즉 ‘중생구제를 위한 끝없는 행’이라고

해석한다. 논자는 무비의 의견에 동의하며 ‘주례’의 의미는 ‘드 높

은 분이시여’가 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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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제’는 진언집의 실담문자표기에 따르면 ‘쪼운쩨’(counce)이다.

‘쪼운쩨’(counce)에 정확히 대응되는 산스크리트 낱말은 없다. 비

슷하게 대응되는 낱말은 남성명사로 ‘여성의 가슴’을 의미하는 남

성명사 ‘쭈찌’(cuci)의 호격단수형태인 ‘쭈쩨’(cuce), 여성명사로 ‘작

은 우물, 연못’ 등을 의미하는 ‘쭌다아’(cuñḍā)의 호격단수형태인

‘쭌데’(cuñḍe), 여성명사로 ‘매춘부’를 의미하는 ‘쭌디이’(cundī)의

호격단수형태인 ‘쭌디’(cundi) 등이 있다. 무비(p.137)는 ‘준제’를

‘묘의(妙意) 청정존이시여’라고 해석한다. 정각(p.269)은 ‘준제’를

산스크리트로 ‘쭌디’(cundi)라고 보고 ‘준제보살’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쭌디’(cundi)는 ‘매춘부’를 의미하는 ‘쭌디이’(cundī)의 호

격단수형태이다. 매춘부가 어떻게 준제보살과 연결이 되는지 연구

의 여지를 남긴다. 논자는 ‘준제’를 남성명사로 ‘여성의 가슴’을 의

미하는 남성명사 ‘쭈찌’(cuci)의 호격단수형태인 ‘쭈쩨’(cuce)로 본

다. 이유는 ‘자례 주례’라는 진언구가 비오기전에 하늘 높이 움직

이는 번개를 묘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인도에서는 메마

른 건기끝에 내리는 우기의 비는 모든 생명의 모태이다. 그리고

인도에서 번개는 미인으로 묘사되며 비가 오기전의 전조이다. 아

울러 ‘여인의 가슴’은 아이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원천이다. 따

라서 ‘여인의 가슴’을 의미하는 ‘쭈찌’(cuci)의 호격단수형태인 ‘쭈

쩨’(cuce)는 ‘생명의 원천이시여!’하고 부르는 소리일 가능성이 있

다. 이러한 낱말인 ‘준제’를 논자는 무비스님과 마찬가지로 ‘준제

보살이시여’라는 의미로 본다. ‘사바하’는 안위제신진언에 대한 의

미해석을 하며 이미 설명되어서 이곳에서는 생략한다.

‘부림’은 진언집의 실담문자표기에 따르면 ‘브후림’(bhuṛṁ)이

다. 산스크리트에서 ‘브후림’(bhuṛṁ)에 정확히 대응되는 낱말은

없다. 아마도 ‘완성하다, 지니다, 양육하다, 돕다, 나르다, 입다, 기

르다, 제공하다, 견디다, 채우다, 임신하다, 다스리다, 비난하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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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는 어근 ‘브흐리’(bhṛ)에서 파생된 낱말이거나 ‘존재하다,

생겨나다, 머물다’ 등의 의미를 가진 어근 ‘브후우’(bhū)에서 파생

된 낱말인 ‘브후우리’(bhūri)와 관계된 낱말인 것 같다. ‘브후리’(bh

uri)는 남성명사로 ‘우주의 창조자 신격인 브라흐마아, 창조된 우

주를 보호유지육성하는 신격인 위스누, 우주를 파괴하고 새로운

우주가 탄생하게 하는 신격인 쉬바, 천신들의 왕인 제석천 인드

라’ 등을 의미하며, 중성명사로 ‘금(金)’을 의미하고 불변화사로

‘아주, 많이, 자주’ 등을 의미하는 낱말이다. 무비(p.137)은 ‘부림’을

‘정륜왕의 종자’라고 해석한다. 정각(p.269)은 ‘부림’을 산스크리트

낱말 ‘부후리임’(bhūrīm)으로 보아 ‘부림’을 ‘여러번 반복해서 외우

라’는 일종의 지문으로 사용된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 칠구지불모

소설준제다라니경(大正藏 20. p.183; 정각, p.270-271에서 재인용)

에 따르면 ‘옴’자는 ‘三身의 뜻과 일체법이 본래 생함이 없다’는 의

미를 가지며, ‘자례’의 ‘자’자는 ‘일체의 법의 불생불멸’의 의미를

가지며, ‘자례’의 ‘례’자는 ‘일체 법의 相은 얻을 바 없음’을 의미하

며, ‘주례’의 ‘주’자는 ‘일체 법에 생명이 없음’을 의미하며, ‘주례’의

‘례’자는 ‘일체 법에 더러움이 없음’을 의미하며, ‘준제’의 ‘준’자은

‘일체 법에 동등한 깨닭음이 없음’을 의미하며, ‘준제’의 ‘제’자는

‘일체 법에 취하고 버릴 것이 없음’을 의미하며, ‘사바하’의 ‘사바’

자는 ‘일체 법이 평등하여 언설할 것이 없음’을 의미하며, ‘사바하’

의 ‘하’자는 ‘일체 법에 비롯함이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불설칠구

지불모준제대명다라니경(大正藏 20. pp.173-174; 정각, p.270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옴’자는 ‘끊임없이 떠도는 것으로서 불생불멸의

뜻’을 지니며 동시에 ‘일체법이야말로 제일 으뜸되다’는 뜻을 지니

며, ‘자례’의 ‘자’자는 ‘일체법이 행하는 바 없음(無行)’을 의미하며,

‘자례’의 ‘례’자는 ‘일체법에 형상이 없음(無相)’을 의미하며, ‘주례’

의 ‘주’자는 ‘일체법이 생겨나고 머무는 바 없음(無起住)’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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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주례’의 ‘례’자는 ‘일체법에 더러움이 없음(無垢)’을 의미하며,

‘준제’의 ‘준’자는 ‘일체법 자체에 비견할 만한 깨닳음이 없음(無等

覺)’을 의미하며, ‘준제’의 ‘제’자는 ‘일체법에는 취하고 버릴 것이

없음(無取捨)’을 의미하며, ‘사바하’의 ‘사바’자는 ‘일체법이 평등하

여 언설할 바 없음(平等無言說)’을 의미하며, ‘사바하’의 ‘하’자는

‘일체법은 비롯함이 없이 적정하며 머무는 바 없는 즉, 열반(無因

寂靜無住涅槃)’을 의미한다.

이러한 준제진언인 ‘나무 사다남 삼먁삼못다 구치남 다냐타 옴

자례 주례 준제 사바하 부림’의 의미는 “정등정각을 이루신 칠천

만 부처님께 머리조아리옵나니, 이 진언은 이러하옵나니, 옴, 움직

이는 분이시여! 드높은 분이시여! 준제보살이시여! 바라옵나니, 도

우시어 이루어지게 하소서!”가 되는 것으로 본다.

8. 淨三業眞言(p.49)

옴 사바바바 수다살바 달마 사바바바 수도함

oṁ svābhava śutdhā sarbhadharma svābhava śudhohaṁ

‘사바바바’는 진언집에서 실담문자표기에 따르면 ‘쓰와아브하와’

(svābhava)이다. 산스크리트에서 ‘쓰와아브하와’(svābhava)에 대

응되는 낱말은 ‘쓰와브하와’(svabhāva)이다. 실담문자 표기와 이

에 대응되는 산스크리트를 비교해 보면 단모음 ‘아’(a)와 장모음

‘아아’(ā)가 혼용된 경우이다. 산스크리트에서 ‘쓰와브하와’(svabh

āva)는 ‘쓰와’(sva)라는 낱말과 ‘브하와’(bhava)라는 낱말이 합하

여 이루어진 복합어이다. ‘쓰와’(sva)는 ‘소리내다, 노래하다’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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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지닌 어근 ‘쓰완’(svan)에서 파생되어 대명사와 형용사로

는 ‘자신, 본성의’ 등을 의미하고, 남성명사로만 사용되어서는 ‘친

지, 영혼’ 등을 의미하며, 남성명사와 중성명사로 같이 사용되어

‘재산’을 의미한다. ‘브하와’(bhava)는 ‘존재하다, 생겨나다, 머물다’

등의 의미를 가진 어근 ‘브후우’(bhū)에서 파생되어 남성명사로

‘존재, 탄생, 근원, 세상, 건강, 근원, 생명, 획득, 신, 번영, 우주를

파괴하고 새로운 우주가 탄생하게 하는 신격인 쉬바(Śiva), 탁월

함’ 등을 의미하는 낱말이다. 이러한 두 낱말의 복합어인 ‘쓰와브

하와’(svabhāva)는 남성명사로 ‘본성, 특성, 고향, 내적성향, 자기

상태’ 등을 의미하며 여성명사로는 ‘자아, 영혼, 자기재산’ 등을 의

미한다. 따라서 ‘사바바바’의 의미는 ‘본래 성품’이라고 본다.

‘수다’는 진언집에서 실담문자 표기에 따르며 ‘슈뜨드하아’(śutd

hā)이다. 산스크리트에서 ‘슈뜨드하아’(śutdhā)에 대응되는 낱말

은 ‘슈드드하’(śuddha)이다. 지금까지 자주보이는 것처럼 치경유

성무기음(d)이 치경무성무기음(t)으로 대체 되고 단모음(a)이 장

모음(ā)으로 대체된 경우이다. 산스크리트에서 ‘슈드드하’(śuddh

a)는 ‘순수하다, 맑게하다, 깨끗하게 하다, 성화(聖化)하다, 정화하

다, 상서롭다, 명백히 하다, 적합하다, 빚을 갚다’ 등을 의미하는

어근 ‘슈드흐’(śudh)에서 파생되어 형용사로는 ‘정결한, 성결한,

순수한, 하얀, 정직한, 올바른, 순일한, 유일한, 빛을 갚은’ 등을 의

미하며 남성명사로는 ‘쉬바’를 의미하고 중성명사로는 ‘순수한 것,

순수, 후추’ 등을 의미하는 낱말이다. 따라서 ‘수다’의 의미는 ‘청

정한, 청정하다’등이 되는 것으로 본다. ‘살바’에 대해서도 앞에서

의미가 이미 해석되었으므로 이곳에서는 의미해석을 생락한다.

‘달마’는 진언집의 실담문자 표기에 따르면 ‘드하르마’(dharma)

이다. 이에 대응되는 산스크리트는 ‘드하르마’(dharma)이다. 실담

문자 표기가 산스크리트와 정확히 대응되는 경우에 해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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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하르마’(dharma)는 ‘존재하다, 살다, 결심하다, 지니다, 간수하

다, 곁에 두다, 입다, 제어하다, 빚을 지다, 지키다, 인용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 어근 ‘드흐리’(dhṛ)에서 파생되어 남성명사로 ‘의무,

종교, 도덕, 관습, 법, 진리, 성품, 신성, 제사, 헌양, 도덕의 신인

야마’ 등을 의미하는 낱말의 호격단수형태이다. 따라서 ‘달마’의

의미를 ‘법(法)이여!’라고 본다.

‘수도함’은 진언집의 실담문자표기에 따르면 ‘슈드호함’(śudhoh

aṁ)이다. 산스크리트에서 ‘슈드호함’(śudhohaṁ)에 대응되는 낱말

은 ‘슈드드호함’(śuddho'ham)이다. ‘슈드드호함’(śuddho'ham)은

‘슈드드하’(śuddha)라는 낱말과 ‘아함’(aham)이라는 낱말을 붙여

서 표기한 것입니다. ‘슈드드하’(śuddha)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 의미는 ‘청정한, 청정하다’ 등이다. ‘아함’(aham)

은 일인칭대명사 단수 주격형태이다. 따라서 ‘수도함’의 의미는

‘나는 청정하다’가 된다.

이상의 근거에 의해 ‘옴 사바바바 수다살바 달마 사바바다 수도

함’의 의미는 “옴, 본래 성품이여! 본래 청정한 모든 법이여! 나는

본래 성품이 청정함이라네!”가 된다.

9. 開壇眞言(p.51)

옴 바아라 놔로 다가다야 삼마야 바라 베 사야훔

oṁ vajra dūlotghaṭaya saṁmaya praveśaya huṁ

‘바아라’는 진언집의 실담문자표기에 따르면 ‘와즈라’(vajr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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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에 정확히 대응되는 산스크리트 낱말은 ‘와즈라’(vajra)이다.

산스크리트에서 ‘와즈라’(vajra)는 ‘가다, 움직이다, 돌아다니다, 성

취하다, 준비하다, 화살 깃을 달다, 준비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 어

근 ‘와즈’(vaj)에서 파생되어 남성명사와 중성명사로 ‘번개, 제석천

인 인드라의 무기, 다이아몬드, 딱딱한 것, 주술을 깨는 무기, 금

강’ 등을 의미하며 남성명사로만 사용되어 ‘전열(戰列), 신성한 풀

인 꾸샤(kuśa)의 일종’ 등을 의미하고, 중성명사로만 사용되어 ‘

거친말, 아이’ 등을 의미하는 낱말이다. 따라서 ‘바아라’의 의미는

‘금강’인 것으로 본다.

‘놔로’는 진언집의 실담문자표기에 따르면 ‘두울로’(dūlo)이다.

‘두울로’(dūlo)에 대응되는 산스크리트 낱말은 ‘두라’(dura)이다.

실담문자 표기와 이에 대응되는 산스크리트를 비교해 보면 산스

크리트에서 장모음 ‘우우’(ū)가 실담문자 표기에서 단모음 ‘우’(u)

로 대체 표기되었으며, 또한 산스크리트에서 치경반자음 ‘ㄹ'(l)이

치경구개반자음 ‘ㄹ’(r)로 대체 표기되었음을 알수 있다. 산스크리

트에서 ‘두라’(dura)는 복합어에 나타나며 ‘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놔로’의 의미는 ‘문’인 것으로 본다.

‘다가다야’는 앞에 오는 진언구인 ‘놔로’와 이어서 읽어야 해석

이 가능하다. 진언집의 실담문자표기에 따르면 ‘놔로 다가다야’는

‘두울오뜨그하따야’(dūlotghaṭaya)이다. ‘두울오뜨그하따야’(dūlotg

haṭaya)에 대응되는 산스크리트는 ‘두로드그하아따야’(durodghāṭa

ya)이다. ‘두로드그하아따야’(durodghāṭaya)는 ‘두라’(dura)라는

낱말과 ‘우드그하아따야’(udghāṭaya)라는 낱말을 붙여서 발음하는

소리이다. 산스크리트에서 단모음 ‘아’(a)와 단모음 ‘우’(u)를 붙

여서 발음하면 복모음 ‘오’(o)가 된다. ‘두라’(dura)는 ‘문’을 의미

하는 낱말이며, ‘우드그하아따야’(udghāṭaya) ‘존재하다, 만들다,

흔들다, 모으다, 죽이다, 빛나다’ 등을 의미하는 어근 ‘그하뜨’(g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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ṭ) 앞에 접두어로 ‘위에, 탁월, 분리, 외부, 위로 세움, 획득, 발표,

놀라움, 해방, 부재, 개방, 힘, 중요’ 등을 의미하는 ‘우드’(ud)라는

낱말이 첨가되어 ‘열다, 벗기다, 드러내다’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의 이인칭 단수 명령형 형태이다. 따라서 ‘놔로 다가다야’의

의미는 ‘문을 열어라!’가 된다.

‘삼마야’는 진언집의 실담문자표기에 따르면 ‘쌈마야’(saṁmay

a)이다. 산스크리트에서 ‘쌈마야’(saṁmaya)에 대응되는 낱말은

‘쌈마야’(sammaya)이다. 아누쓰와아라가 실담문자 표기에서 산스

크리트의 양순비음 ‘ㅁ’(m)에 대체 된 경우에 해당한다. 산스크리

트에서 ‘쌈마야’(sammaya)는 불변화사로 어근과 부사앞에서 접두

어로 ‘함께, 더불어’ 등을 의미하고, 어근 앞에서 ‘많이, 아주, 완전

히’ 등을 의미하며 복합어에서 명사 앞에 첨가되어 ‘같은, 동일한,

앞에’ 등을 의미하는 낱말 ‘쌈’(sam)이 ‘던지다, 펼치다, 땅에 고정

시키다, 세우다, 건설하다, 알다, 인식하다, 판단하다, 측량하다, 자

세히 보다’등을 의미하는 어근 ‘미’(mi) 앞에 첨가하여 파생되어

‘함께 제단의 기둥을 세움’이라는 의미를 지닌 중성명사 ‘쌈마야

나’(sammayana)의 남성명사 모습의 호격단수 형태이다. 무비(p.1

47)는 ‘삼마야’를 ‘삼매에’라고 해석한다. 정각스님(p.286)은 ‘평정

함을 위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논자는 위에서 제시한 근거에

따라 ‘삼마야’의 의미는 ‘함께 제단의 기둥을 세우기 위해!’인 것으

로 본다.

‘바라 베 사야’는 진언집의 실담문자표기에 따르면 ‘쁘라웨샤야’

(praveśaya)이다. 산스크리트에서 ‘쁘라웨샤야’(praveśaya)에 대

응되는 산스크리트 낱말은 ‘쁘라웨샤아야’(praveśāya)이다. 실담

문자 표기와 산스크리트를 비교해 보면 산스크리트의 장모음 ‘아

아’(ā)가 실담문자 표기에서 단모음 ‘아’(a)로 대체 표기 된 것을

알 수 있다. 산스크리트에서 ‘쁘라웨샤아야’(praveśāya)는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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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방으로 퍼트리다’ 등을 의미하는 어근 ‘위스’(viś)에 불변화

사로 ‘앞에, 앞으로, 먼저, 멀리, 많이, 아주, 시작, 힘, 강함, 원천,

완성, 만족, 신성, 기원, 휴식, 존경’ 등을 의미하는 ‘쁘라’(pra)가

접두어로 첨가되어 파생된 남성명사로 ‘안으로 들어가기, 입장, 도

달, 문, 수입, 방법’ 등을 의미하는 낱말의 여격단수형태이다. 따라

서 ‘바라 베 사야’의 의미는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가 된다. ‘훔’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으므로 이곳에서는 풀이를 생략한

다.

이상의 근거에 의해 개단진언인 ‘옴 바아라 놔로 다가다야 삼마

야 바라 베 사야훔’의 의미는 “옴, 함께 제단의 기둥을 세우기 위

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금강문을 열어라! 장애야 사라져라!”가

되는 것으로 본다.

10. 建壇眞言(p.51)

옴 난다 난다 나지나지 난다바리 사바하

oṁ nanta nanta nadhi nadhi nanta bhari svāhā

‘난다’는 진언집의 실담문자표기에 따르면 ‘난따’(nanta)이다.

산스크리트에서 ‘난따’(nanta)에 대응되는 낱말은 ‘난따아’(nantā)

또는 ‘난다’(nanda)이다. 실담문자 표기와 산스크리트를 비교해

보면 실담문자 표기에서 단모음 ‘아’(a)가 장모음 ‘아아’(ā)에 대

체되거나 치경무성무기음 ‘ㄸ’(t)이 치경유성무기음 ‘ㄷ’(d)으로

대체 표기된 것을 알 수 있다. 산스크리트로 ‘난따아’(nantā)는

‘숙이다, 경례를 드리다, 존경을 바치다, 소리를 내다’등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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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어근 남(nam)의 오늘이 아닌 미래형 삼인칭 단수형태로 ‘예

배를 드릴 것입니다’라는 의미를 지닌 낱말이다. 이에 비해 ‘난다’

(nanda)는 ‘기쁨을 얻다, 기뻐하다, 만족하다, 기쁨을 드러내다, 만

족하다, 증가하다, 자라다’ 등의 의미를 지닌 어근 ‘난드’(nand)에

서 파생되어 남성명사로 ‘기쁨, 환희, 행복, 대금(大笒), 개구리, 위

스누, 아들, 신(神),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 등을

의미하는 낱말의 호격단수형태이다. 무비(p.148)는 ‘난다’를 ‘환희

의 신’이라고 해석하며, 각성(p.288)은 ‘난다’를 ‘신’ 또는 ‘기쁨’이

라고 해석한다.

‘나지’는 진언집의 실담문자표기에 따르면 ‘나드히’(nadhi)이다.

산스크리트에서 ‘나드히’(nadhi)에 대응되는 낱말은 ‘나드드히’(na

ddhi)와 ‘나디’(nadi)이다. 실담문자 표기와 산스크리트를 비교해

보면 산스크리트에서 치경유성무기음 ‘ㄷ’(d)과 치경유성유기음 '

ㄷㅎ’(dh)이 복자음을 이룰 때 앞에 오는 치경유성무기음이 생략

되거나 치경유성유기음 'ㄷㅎ’(dh)이 치경유성무기음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드드히’(naddhi)는 ‘묶다, 위에서 사방으로 묶다,

입다, 장식하다, 무장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 어근 ‘나흐’(nah)에

서 파생되어 여성명사로 ‘묶음, 동여매기’ 등을 의미하는 낱말의

호격단수형태이다. 그리고 ‘나디’(nadi)는 ‘소리내다, 울리다, 말하

다, 고함치다, 빛나다’ 등의 의미를 지닌 어근 ‘나드’(nad)에서 파

생되어 여성명사로 ‘강, 흐르는 물’ 등을 의미하는 ‘나디이’(nadī)

라는 낱말의 호격단수형태 또는 남성명사로 ‘우는 사람, 부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나디’(nadi)라는 낱말의 호격단수형태이다. 무

비(p.148)는 ‘나지’를 ‘건단무녀신’ 즉 ‘단을 세우는 무녀신’이라고

해석한다. 정각(p.288)은 ‘나지’를 ‘강’으로 보고 또한 동시에 ‘난

다’와 ‘나지’를 신을 의미하는 낱말로 보아 앞에 나오는 ‘난다’와

더불어 ‘난다 난다 나지 나지’를 ‘(기쁨의) (남녀)신들이여!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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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여(신이시여)!’라고 해석한다.

‘바리’는 진언집의 실담문자표기에 따르면 ‘브하리’(bhari)이다.

이에 정확히 대응되는 산스크리트는 ‘브하리’(bhari)이다. 산스크

리트로 ‘브하리’(bhari)는 ‘완성하다, 지니다, 양육하다, 돕다, 나르

다, 입다, 기르다, 제공하다, 견디다, 채우다, 임신하다, 다스리다,

비난하다’ 등을 의미하는 어근 ‘브흐리’(bhṛ)에서 파생된 남성명

사, 여성명사, 그리고 중성명사로 ‘실음, 소유, 풍요’ 등을 의미하

는 낱말의 호격단수형태이다. 무비(p.148)는 ‘바리’를 ‘가지고 오소

서’라고 해석하며, 정각(p.288)은 ‘바리’를 ‘브하아리이’(bhārī)로

보고 ‘운반하는 자’로 보아 ‘이끄는 자시여’라고 해석한다. ‘사바하’

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이미 했으므로 이곳에서는 생략한다.

이상의 근거에 의해 건단진언인 ‘옴 난다난다 나지나지 난다바

리 사바하’의 의미는 “옴, 행복이시여! 행복이시여! 엮이어지소서!

엮이어지소서! 행복을 실은 것이여 이루어지소서!”가 된다.

11. 淨法界眞言(p.109)

나무 삼만다 못다남 남

namo samanta mutdhānāṁ raṁ

‘나무 삼만다 못다남’은 안위제신진언의 ‘나무 사만다 못다남’과

진언집의 실담문자 표기가 동일하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한 의미

해석은 안위제신진언을 다룬 부분에서 행해졌으므로 이곳에서는

생략한다. ‘남’에 대한 설명도 정법계진언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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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해졌으므로 이곳에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한다. 앞

에서 행한 해석을 근거한 정법계진언인 ‘나무 삼만다 못다남 남’

의 의미는 “모든 곳에 편재하신 부처님들께 머리조아리옵나니!

옴, 지혜의 빛이여!”가 된다.

12) 淨口業眞言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정구업진언은 진언집에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실담문

자 표기가 무엇인지 현재까지 논자에게 입수된 자료로는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천수진언에 대한 전체 의미를 파악한다는 측면에

서 의미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리’는 산스크리트로

‘스리이’(śrī)인 것으로 추정된다. ‘스리이’(śrī)는 ‘스리이’(śrī)라는

낱말의 호격단수형태이며, ‘스리이’(śrī)에 대한 설명은 이미 호신

진언을 설명하는 가운데 행하여 졌으므로 이곳에서는 생략한다.

‘스리이’(śrī)는 사람이나 책이름 앞에서 존경을 의미하는 접두어

로 사용되기도 하며 ‘성스러움과 경모(敬慕)’ 등을 나타내기 위해

2번 이나 3번 또는 4번 반복되기도 한다. 따라서 ‘수리수리’의 의

미는 ‘아름다움이여! 아름다움이여!’가 된다.

‘마하수리’에서 ‘마하’는 산스크리트로 ‘마하아’(mahā)이다. ‘마

하아’(mahā)는 ‘큰, 넓은, 긴, 힘센, 건장한, 하 많은, 무수한, 견고

한, 중요한, 무거운, 드높은, 낙타, 쉬바(Śiva), 성스러운 지혜’ 등

의 의미를 지닌 낱말 마하뜨(mahat)가 일부 복합어로 사용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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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형태변화를 한 낱말이다. 그리고 ‘수리’는 ‘수리수리’에 나온 ‘수

리’와 같은 낱말이다. 따라서 ‘마하수리’의 의미는 ‘크나 큰 아름다

움이여!’가 된다.

‘수수리’에서 ‘수’는 산스크리트로 ‘쑤’(su)이다. ‘쑤’(su)는 불변

화사로 접두어로도 사용되며 ‘좋은, 훌륭한, 가장, 뛰어난, 아름다

운, 잘, 아주, 쉽게, 얼른, 많은’ 등을 의미한다. 이곳에서도 ‘수리’

는 ‘수리수리’에 나오는 ‘수리’와 같은 낱말이다. 따라서 ‘수수리’의

의미는 ‘완전한 아름다움이여! 얼른’이 된다. ‘사바하’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설명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의 의미

는 “아름다움이여! 아름다움이여! 크나 큰 아름다움이여! 완전한

아름다움이여! 얼른 이루어지이다!”가 되는 것으로 본다.

나가기

천수진언은 정구업진언을 제외한 모든 진언들이 진언집에 실려

있다. 진언집에 실린 진언들은 실담문자와 한자 그리고 우리말로

표기가 되어있다. 이들 세 가지 표기 가운데 우리말 표기를 통해

서는 천수진언이 지닌 산스크리트의 의미추적이 곤란하며 한자

표기를 통해서도 천수진언을 그에 대응되는 산스크리트로 재구성

하기는 부족한 감이 있다. 그러나 실담문자 표기를 통해서는 대부

분의 천수진언이 정확한 산스크리트로 재구성 되어 그 의미추적

이 가능하다. 일부 실담문자 표기와 그에 대응되는 산스크리트를

비교해 보면 산스크리트에서 단모음 ‘아아’(ā)가 실담문자 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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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자주 단모음 ‘아’(a)로 대체 되어 나타나며 때로는 이 반대의

경우도 눈에 띈다. 또한 다른 모음의 경우에도 산스크리트와 실담

문자 표기 간에 단모음과 장모음의 대체 현상이 나타난다. 아울러

산스크리트의 치경유성무기음이 실담문자 표기에서는 치경무성무

기음으로, 치경유성유기음이 치경무성무기음으로, 치경구개반자음

이 치경반자음 등으로 대체 되어 표기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

다. 또한 진언집의 실담문자 표기에서는 산스크리트의 양순비음이

모두 아누쓰와아라로 표기가 되는 사실도 확인된다. 이러한 대체

표기 현상을 감안하면 천수진언은 실담문자 표기를 통해 산스크

리트로 복원 되며 복원된 산스크리트를 통해 진언의 올바른 의미

파악이 가능해진다. 실담문자 표기와 그에 대응되는 산스크리트

사이에 나타나는 이러한 음운 대체 현상은 천수진언에 사용된 언

어가 산스크리트에서 일부 음운이 변형된 언어일 가능성이 존재

하지만, 그보다는 산스크리트의 자음과 모음에 담긴 진언적인 의

미를 생각하면 이러한 음운대체 표기는 오히려 진언에 담긴 의미

를 보다 심오하게 표현하기 위한 진언적인 기제로 작용함을 알게

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천수 진언에 대한 의미연구는

실담문자 표기를 통해 산스크리트의 의미를 연구하는 것이 진언

의 의미를 올바로 파악하는 지름길임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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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pretation of Sanskrit meaning in

Cheonsu-Mantra by Korean Siddhamātrikā

Lim Geun Dong

In Jineonjip, Cheonsu-Mantra are written in

Siddhamātrikā , Chinese characters and the Korean

alphabet. Among these three writing ways, It is difficult to

catch the correct meaning of Mantra through the Korean

alphabet. And also we can not reorganize the Mantra

perfectly through the Chinese characters, because it is

difficult to find the substitute form the Chinese characters

which can be replaced the Sanskrit words. But Through

the Siddhamātrikā , we can replace the almost Sanskrit

words so that it is possible to analogize the more correct

meaning of the Mantra. In a way, comparing

Siddhamātrikā with Sanskrit, we can find the substitute

from Siddhamātrikā which can be replaced the Sanskrit

words. Taking substitute into consideration, Mantra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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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structed by Siddhamātrikā , Then we can grasp the

meaning of Mantra. It is quite within the realms of

possibility that the words which are written in

Cheonsu-Mantra might be from Sanskrit phonetic

change, But considering the mantric meaning of the

Sanskrit consnant and vowel, This substitute can be a

way to express the profound thought of Mantra. In

conclusion, through the Siddhamātrikā, we can reach the

more correct meaning of the Mantra.

§ Key Words §

Cheonsu-Mantra, Sanskrit, Siddhamātrikā,

Interpretation of Sanskrit mea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