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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월사본 진언집 중 불정존승다라니의 실담 범자의 형태와 음은

산스크리트 원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실담범

자의 한글음화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망월사

본『진언집』의 실담장 총론 에서 보듯이 범어음을 우리말의 음과

체계에 맞추어 적다보니, 본래의 범어음이나 한자음과 괴리가 생긴 것

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서 논자는 이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정조 시대에 이미 실담자의 한글화된 발음이 정착된 것에서부터 비롯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다.

따라서 한글화된 실담범자의 음가를 되짚어 올라가면 범어원형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진언의 의미를 파악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담범자의 한글음화 된 부분과 실담범자를

한글로 음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칙을 통해서 역으로 실담범자의

원형 발음으로 접근할 경우, 실담자로 되어 있는 다라니의 해석이 가

능할 것이다.

Ⅰ. 서론

불정존승다라니(Sarvadurgatipariśodhanauṣṇiṣavijayadhāraṇī)

는 죄장소멸(罪障消滅)과 연명장수(延命長壽) 그리고 액난 제거에

* 이 논문은 2003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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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이 있다고 신앙되는 밀교 계통의 주문으로서 인도를 비롯하

여 티베트,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 등에서 유행되었다. 불정존승

다라니 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현존하는 異譯本이 고려대장

경 K.319, K.320, K.321, K.322, K.323, K.1091, K.1314에 수록되어

있다.

이 논고에서는 고려대장경에 수록되어 있는 불정존승다라니

(K.323)와 망월사 眞言集 卷下 十二～十五에 수록되어있는 실담
범자 ｢불정존승다라니｣를 중심으로 의미를 해석하고 진언집이 만
들어졌던 당시에 사용되었던 한글 표기법을 통하여 현재 송주되

는 다라니와의 음가의 차이점을 비교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고

에서는 망월사 진언집1)에 수록되어 있는 문장을 중심으로 다루
기 때문에 논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실담범자 ②실담범자를

읽기 위한 한자 ③진언집 한글 표기법 ④현재 사용되는 한글

표기법2) ⑤다라니의 의미해석. 실담범자를 읽기 위한 한글표기법

은 <표 1>, <표 2> 참조.

1) 眞言集은 본래 龍巖 肅公과 그의 수제자 白巖 俶公의 編錄으로 전라도
和順 萬淵寺에서 經板을 소장한 것인데 이후 불타 없어져 暎月 奎公이

수정을 가해 다시 판각하여 楊洲 望月寺에 經板을 소장하였다. 진언집
뒤의 ‘上之二十四季(嘉慶庚申)重刊’의 刊記로 庚申은 嘉慶 5년(정조

24년․1800)이다.

망월사본 진언집에 대해서는 이태승과 안주호에 의한 선행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망월사본 진언집의 한글 진언표기와 진언집범례 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심사본 진언집과 비교함으로써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본론에서 고찰할 불정존승다라니는 그
연구의 제3부에 [212ㄴ-3]부터 [215ㄱ-6]으로 일목요연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태승 외(2004) pp. 193～6.

2) 釋門儀範, 법륜사, pp. 29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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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담범자를 통한 불정존승다라니의 의미 해석

佛頂尊勝陀羅尼曰

(Sarvadurgatipariśodhanauṣṇiṣavijayadhāraṇī)

* 모든 악취를 정화하는 진언

(1)

①

namo bhagavate trailokyapratimisiṣṭāya muddhāya bhagavate

② 曩謨 婆誐嚩帝(一) 怛賴二合路枳也二合(二)鉢囉二合底(三)尾悉瑟咤
二合野(四)冒馱野(五)婆誐嚩帝(六)
③ ·나·모 ·바:아·바·뎨〭·래·루:갸〭 ·라:디〭 :미:시:야〭 ·몯·다:

야·〭바:야:바·뎨〭
④ 나모 바아바제 다래류갸 바라지 미시따야 못다야 바아바제

⑤ 세존이신 삼계의 최승(最勝)이신 붓다 세존에게 귀명합니다.

․ trailokyapratimisiṣṭāya에서 misiṣṭāya는 범본에서 visiṣṭāya

이다. 이러한 “예”는 망월사 眞言集 卷上 四의 獻座眞言 과 三

十六의 正本楞嚴呪 를 통해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는眞言集 卷上 四의 獻座眞言 만 “예”로 제시한다.

OṀ vajra milaya svāhā

OṀ vajra vilaya svāhā /

唵嚩日二合 羅尾羅野莎二合訶

:옴:〭바:·라:〭미·라:야 ·: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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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예시된 것처럼 (v)음에 해당하는 ‘ㅂ’음이 모음 ‘ㅏ’와 결합

할 경우에는 그대로 (ㅂ)의 음가가 남아 :바:·라: 음사되는 반면,

‘ㅂ’음이 모음 ‘ㅣ’와 결합 할 경우에는 ‘비’를 한글로 ‘미’로 나타내

고 있으며, 한자 음사로는 ‘尾’로 적고 있다. 현재 불경을 독송할

경우에도 위의 규칙은 적용된다. 이는 망월사본 진언집의 실담

장 총론 에서 보듯이 범어음을 우리말의 음과 체계에 맞추어 적

다보니, 본래의 범어음이나 한자음과 괴리가 생긴 것이다.3) 여기

에서 논자는 이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정조 시대에 이미 실담자

의 한글화 된 발음이 정착된 것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위(1)에서 범본과 다르

게 ‘vi ’를 실담자 ‘mi’로 표시했으며 ‘미’로 한글음을 표기하고 있

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비’가 ‘미’로

된 것은 ‘보디’가 ‘모지’로 된 것과 같이 순음 ‘ㅂ’이 同系列의 軟音

‘ㅁ’으로 된 예이다. 이와 같이 범어음이 변음될 경우 음운학적인

원칙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글화 된 실담자의 음

가를 되짚어 올라가면 범어 원형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진언의 의미를 파악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muddhāya)의 경우도 위의 예와 마찬가지로 범어

원전에는 ‘buddhāya’로 표기되어있는데, 실담자로는 ‘muddhāya’

그리고 한글음 표기로는 ‘·몯·다:야’〭로 표시하고 있다. 眞言集 卷
上의 眞言集凡例 十四側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한서(漢書) 가운데는 자(字)와 음(音)을 모두 나누었지만 범문(梵文)

가운데 음과 자는 모두 같은 것이 있다. 가령 불(佛), 몰(沒), 보(菩),

모(冒)의 네 자는 범문(梵文)의 모 字를 쓰는데 모두 순음(脣音)을

따라 통용되기 때문이다.

(2)

①

3) 이태승 외(2004)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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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d yathā OṀ miśūṭaya miśoṭaya samasama samanta vabhas

a spharaṇagate

② 怛伱也二合佗(七) 唵(八) 尾秫吒野(九) 尾秫吒野(十) 娑麽娑麽(一) 娑万

哆(二) 嚩婆娑(三) 瑟破二合囉挐誐帝
③ 다:냐·타〭 〭옴〭 :미·슈다:야:〭미·슈다:야:〭샤:마:샤:마:〭샤·만·다:〭바·바:

샤〭 ··라·나▵:아·뎨
④ 다냐타 옴 미슈다야 미슈다야 사마 사마 사만다 바바사 빠

라나아제

⑤ 곧 ‘옴’, 완전히 동일하고 모든 곳에 나타나며 명료한 취의

밀림을 본질로 하는 것의

OṀ ‘옴’ 자는 우리가 힌두교와 불교를 접할 때 자주 들을 수

있는 진언이다. 산스크리트에서 ‘옴’ 자는 ‘지키다’, ‘구하다’, ‘보호

하다’, ‘기쁘게 하다’, ‘만족하다’, ‘좋아하다’, ‘사랑하다’, ‘힘을 갖추

다’, ‘나누다’ 등의 많은 뜻을 지닌 어근 ‘av’에서 파생 된 불변화사

로 ‘공식적인 승낙’, ‘존경하며 받아들임’, ‘찬성’, ‘명령’, ‘기쁨’, ‘브

라흐마’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불정존승다라니 에서는 특별하게

종자 진언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옴’ 자가 종자 진언으로 사용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진언집에서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옴’
자의 의미는｢불정존승다라니｣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 진언집(券上 七～八側)에서는 옴아우자론(唵啊吽字論)4)을

4) 此唵字一切眞言之母卽身金剛亦爲身輪方便故大小作法之時修瑜伽行者攝心

安坐手執金剛杵次以唵字惑誦惑想運觀悉以上妙勝義自性淸淨香燈茶花菓 餠米種

種妙供具雲海奉獻所有盡法界虛空十方三世一切佛刹極微虛中種種菩薩海會如是

一切聖衆前而爲無盡廣大供養由此唵字加持力乃諸佛誠諦故法爾眞成就供養將此

唵字吽顯其分齊唵字卽攝供養觀也 此啊字一切字母語金剛亦爲九輪方便故惑想惑

誦運觀一一佛所皆現不可說不可說佛刹極微塵數身一一 身遍禮不可說不可說佛刹

極微塵數佛前慇懃恭敬禮拜族繞者由此加持力法界力行願力故法爾眞成就禮拜此

啊字卽攝禮拜觀也 ··· 此三呪加持力成就一切佛事 若非此力雖 億万珍財徒設功

勞終無利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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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 옴자(唵字)는 일체 진언(眞言)의 모(母)이다. 금강(金剛)을 몸

으로 하니 또한 신륜[身輪 : 삼륜(三輪)의 하나]의 방편(方便)이다. 그

래서 크고 작은 법을 행할 적에 요가를 수행하는 자들은 마음을 다잡

고 편안히 앉아 금강저(金剛杵)를 잡고 다음으로 옴(唵) 자를 혹 외우

거나 혹 생각하면서 운관(運觀)하여 상묘승의자성청정(上妙勝義自性淸

淨 : 가장 최고의 청정한 자성)을 다하여 향(香) 등(燈), 다(茶), 화(花),

과(菓), 병(餠), 미(米)의 여러 가지 이것저것 받치고 운해(雲海 : 많은

것)를 갖추어 갖고 있는 것을 다 봉헌하면 법계(法界), 허공계(虛空界)

의 십방삼세(十方三世)의 일체(一切) 불찰(佛刹)과 사바세계에 지극히

미미한 여러 보살들까지 모여든다. 이와 같이 일체 성중(聖衆)이 앞서

니 다함이 없는 광대한 공양이 된다. 이 옴자(唵字)로 말미암아 힘써

가지(加持 : 부처의 가호로 중생이 佛凡一體의 경지로 들어가는 일)하

여 제불(諸佛)의 성제(誠諦 : 성자가 보는 이치)에 미친다. 그러므로 법

이(法爾 : 본래 있는 그대로)를 진정 성취하니 이 唵. 啊. 吽로 그 분제

(分齊 : 범위)를 드러내니 옴자(唵字)는 바로 공양관(供養觀)이다.

이 아자(啊字)는 일체의 자모어(字母語)인데 금강(金剛)을 말하

니 또한 구륜방편(口輪方便)이 된다. 그러므로 혹 생각하고 혹 외우면

서 운관(運觀)하여 하나 하나의 불소(佛所 : 부처님이 계신 곳)가 모두

나타나는 것을 아무래도 말할 수 없다. 불찰(佛刹)은 지극히 미미하여

부처님 앞에 은근히 공경으로 예배하며 도는 자는 이 가지(加持)로 말

미암아 법계(法界)에 힘쓰고 원력에 힘써 행하는 까닭에 법이(法爾)를

진정으로 성취하니 이 啊字를 예배하는 것은 바로 섭예배관(攝禮拜觀)

이다.

이 우자(吽字)는 진심종자(眞心種子)로 바로 금강(金剛)을 의미

하니 또한 의륜방편(意輪方便)이다. 그러므로 혹 외우거나 혹 생각하면

서 운관(運觀)하여 이 분신(分身)으로 예불하고 염불하면 공양공덕(供

養功德), 가지공덕(加持功德), 법계공덕(法界功德), 발원공덕(發願功德)이

사은삼유(四恩三有)에 힘이 되어 법계의 원친(寃親)이 수륙에서 고통을

받아도 함령(含靈 : 영성을 갖고 있는 것 또는 마음) 등이 길이 죄구

(罪垢)를 없애고 보리심(菩提心)을 드러내니 모두 바라는 정토(淨土)로

돌아가고 일체 중생이 닦는 바로 회향하여 생각 생각이 이어지니 신

(身), 어(語), 의(意), 업(業)에 피염(疲厭 : 피곤한 것)이 있지 않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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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이 우자(吽字)는 바로 ‘섭회향발원관(攝回向發願觀)’이다. 이런 까닭

에 ‘가지진언(加持眞言)’이라 이름 하는데 그 본신(本身)을 말한다.

옴자대변조여래(唵字大遍照如來)는 바로 사바세계(沙婆世界)에서 석

가(釋迦)가 변상(變相 : 모습을 바꾸는 것)한 것이다. 그러므로 열반하

실 적에 중생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멸도(滅度)한 뒤에 이 주문을 변

작(變作 : 바꾸는 것)시켜 일체중생을 이익 되게 하라“ 라고 하셨다.

아자무량수여래(啊字無量壽如來)는 바로 서방아미타불(西方阿彌陀佛)의

본신(本身)이고, 우자아섬여래(吽字阿閦如來)는 바로 동방유리광불(東

方琉璃光佛)의 본신(本身)이다. 이 세 주문을 힘써 가지(加持)한다면 일

체불사를 성취할 것이다. 만약 이 힘이 아니면 비록 억만의 진재(珍財)

라 해도 한갓 공로(功勞)만을 지은 것이니 마침내는 이익이 없다.

한글음사인 “··라·나▵:아·뎨:아·하·나:〭·바▵:바 :미·슈·뎨”〭에

서 ‘▵’의 표시는 복합어를 의미한다.

①

gahanasvābhāvaviśudhe

② 誐賀曩(四) 婆嚩二合婆引嚩尾秫帝(五)
③ :아·하·나:〭·바▵:바 :미·슈·뎨〭
④ 아하나 빠바바 미슈제

⑤ 깨끗함을 깨끗이 하소서.

(3)

①

abhiṣiṁcatu māṁ

② 阿鼻詵左(六) 覩漫(七)

③ :아:비·신자〭 :도·맘〭
④ 아비신자 도암

⑤ 나를 관정하소서. (나에게 성별(聖別)의 의식을 주시옵소서)

(4)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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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atavaravacana amṛtabhiṣekair ahara ahara

② 素誐多嚩囉嚩左曩(八)阿蜜哩二合多(九)鼻灑罽(二十)阿賀囉(一)阿賀囉(二)
③:소:아다▵:바·라:바자나:〭아::리다:〭비·새·계:〭아·하·라:〭아·하·라·〭

④ 소아다 바라바자나 아마리다 비새계 아하라 아하라

⑤ 붓다가 선택한 말씀이자 최상의 불사(不死)의 관정인 (대진

언의 구절로) 성취하게 하소서, 성취하게 하소서.

범어 원전과 비교할 때 sugatavaravacana amṛtabhiṣekair 뒤에

mahāmantrapadair가 누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①

ayusandharaṇi śodhaya śodhaya

② 阿庾㪔馱囉抳(三)戌馱野(四)戌馱野(五)

③ :아·유·산·다·라·:니·〭슈·다:야슈〭·다:야〭
④ 아유산다라니 수다야슈다야아

⑤ 수명 유지하는 행동을 청정하게 하소서, 청정하게 하소서.

(6)

①

gaganaviśuddhe

② 誐誐曩尾秫弟(六)
③ :아:아·나▵:미·슏·뎨〭
④ 아나 미숫제

⑤ 허공의 청정함을

(7)

①

uṣṇiṣavijayaviśuddhe

② 鄔瑟抳二合 沙尾惹野尾秫弟(七)

불정존승다라니경의 의미 해석 ∙ 139

③ :오·새사:미▵:아:야:미·슏·뎨〭
④ 오새사미 아아미숫제

⑤ 불정존승의 청정함을

(8)

①

sahasraraśmaṁsaṁcodite

② 娑賀娑囉二合囉濕名二合㪔祖泥帝(八)

③ :사·하:·라▵·라·명▵·산·조·니·뎨

④ 사하사라 라사명 산조니제

⑤ 천광명(千光明)의 깨달음을

(9)

①

sarvātathāgatāvalokaṇi satpāramitāparipuraṇi

② 薩嘌嚩二合多佗誐哆引嚩路迦抳(九)娑怛播二合囉弭哆引 跛里布囉

泥(三十)

③ ·살·바다 ·타:아·다▵:바·루가:니:〭사바·라:미다바:리·보·라:니〭
④ 살바다타아다 바루가니사다바라미다 바리보라니

⑤ 일체 여래의 관찰이 육바라밀로 구족하게 하는 것을

(10)

①

sarvātathāgatahṛdaya dhiṣṭana dhiṣṭhita mahāmudra

② 薩囉嚩二合怛佗誐哆引 紇哩二合 拏 野(一)地瑟吒二合那(二)地瑟底

二合多(三) 摩賀母捺囉二合(四)

③ ·살·바다 ·타:아·다 ·:리:나:야〭 :디나〭 :디:다〭 :마·하:모:
·라

④ 살바다타아다 하리나야 지따나 지찌다 마하모 라

⑤ 일체 여래의 심장으로 위신력을 가지(加持)한 마하무드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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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①

vajrakayasiṁhātanaviśuddhe

② 嚩囉二合迦野(五)僧賀多那引尾戌弟(六)

③ :바:·라가:야·〭싱·하다·나:미·슏·뎨〭
④ 바아라가야 싱하다나 미숫제

⑤ 견고한 금강신(身)의 청정함을

(12)

①

sarvāvaranapayadurgatipariśuddhe

② 薩囉嚩二合嚩囉曩跛野訥誐底跛哩戌弟(七)
③ ·살·바:바·라·나·바:야▵·놀:야:디▵바:리·슏·뎨〭
④ 살바바라나바야 놀아지 바리숫제

⑤ 일체의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악취의 정화를

(13)

①

pratidimartayaayuśuddhe

② 鉢囉二合底抳韈哆野阿庾秫弟(八)

③ ·라:디:니▵·말다:야▵:아·유·슏·뎨〭
④ 바라지니 말다야 아유숭제

⑤ 되돌아오는 수명의 깨끗함을

‘pratidimartaya ayuśuddhe’를 복합명사로 만들면서 산디 법칙

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불정

존승다라니 에서 많은 부분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범어 원전에는

‘pratinivartayāyuḥśuddhe’로 표기되어 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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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amayadhiṣṭhite

② 娑麽野地瑟底二合帝(九)

③ :샤:마:야▵:디:·뎨〭
④ 사마야 지찌제

⑤ 붓다와 같은 가지력을

(15)

①

maṇimaṇi mamaṇi tathāntābhūtakodhipariśūddhe

② 麽抳麽抳(四十)麽麽泥(一) 多歎哆步哆具地跛哩戌弟(二)

③ :마:니 :마:니:〭마:마:니〭 다·단·다▵·보다·구:디▵바:리·슏·뎨〭
④ 마니마니 마마니 다단다 보다구지 바리숫제

⑤ 보석, 보석, 위대한 보석, 진여와 존재의 극 청정함을

(16)

①

miṣphuṭamodhiśūddhe

② 尾瑟普二合 姹母地秫弟(三)

③ :미·타▵·모:디·슏·뎨〭
④ 미뽀타 모지숫제

⑤ 대각(大覺)의 청정함을

(17)

①

jayājayā mijayāmijayā smarasmara

② 惹野惹野(四)尾惹野尾惹野(五) 娑麽二合囉娑麽二合囉(六)

③ :아:야:아:야:〭미:아:야:미:아:야:〭:마·라::마·라〭
④ 아야아야 미아야미아야 사마라사마라

⑤ 승리 승리 승리 승리를 송염(誦念)하라 송염(誦念)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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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①

sarvāmoddhādhiṣṭhita śuddhe vajre vajragarbhe vajraṁ bh

avatu mamasya

② 薩囉嚩二合母馱地瑟底二合多秫弟(七)嚩曰㘑二合(八)嚩曰囉二合㜸
陛(九)嚩曰覽二合(五十)婆嚩覩麽麽

③ ·살·바·몯·다▵:디:다▵·슏·뎨〭 :바:·례:〭바:·라·알·볘:〭바:
:람·〭바:바:도▵:마:마:샤〭
④ 살바못다 지찌다 숫제바아례 바아라알볘 바아람 바바도 마

마샤

⑤ 일체 붓다의 가지력의 청정함을 금강, 금강, 금강의 태를, 금

강이 되소서

(19)

①

śariraṁ sarvā sattvānāṁ ca kāya pariśuddhe

② 寫(一)舍哩㘕薩囉嚩二合薩怛嚩二合難左(二)迦引野跛哩秫弟(三)
③ ·샤:리:람▵·살·바:사:바·난자·〭가:야바〭:리·슏·뎨〭
④ 샤리람 살바사다바난자 가야 바리숫제

⑤ 나의 육신과 모든 중생의 몸(衆生身)의 청정함을

(20)

①

sarvāgatipariśuddhe

② 薩囉嚩二合誐底跛哩秫弟(四)
③ ·살·바:아:디▵바:리·슏·뎨〭
④ 살바아지 바리숫제

⑤ 모든 취의 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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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①

sarvā tathāgatāścayameṁ samaśvāsayaṁtu

② 薩囉嚩二合多佗誐哆瑟者二合銘(五)娑麽濕嚩二合娑漮都(六)
③ ·살·바다·타:아·다▵·자·:〭사:마·:바▵:사·연:도〭
④ 살바다타아다 사자명 사마사바 사연도

⑤ 일체 여래는 기원하는 …… 자를 격려 하소서

(22)

①

sarvātathāgatāsamaśvāsadhiṣṭhite

② 薩囉嚩二合多佗誐哆引娑麽濕嚩二合娑(七)地瑟底二合帝(八)
③ ·살·바다·타:아·다▵:사:마·:사:〭디:·뎨〭
④ 살바다타아다 사마빠사 지찌제

⑤ 일체 여래 구원의 가지력(加持力)으로

(23)

①

moddhyamoddhya mimodhaya mimodhaya saṁmantapariśu

ddhe

② 母地也二合母地也二合(九)尾母馱野(六十)尾母馱野(一)三万哆跛哩秫弟

(二)

③ ·몯:댜·몯:댜:〭미:모·다:야:〭미:모·다:야·〭삼·만·다▵바:리·슏·뎨〭
④ 못쟈못쟈 미모다야 미모다야 삼만다 바리숫제

⑤ 삼라만상의 극청정을 지혜로 지혜로 깨우치게 하소서 깨우

치게 하소서.

(24)

①

sarvātathāgatahṛdaya dhiṣṭhana dhiṣṭhita mahāmod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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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薩囉嚩二合怛佗誐哆紇哩二合拏野(三) 地瑟吒二合那(四) 地瑟底二合
哆(五) 摩賀母捺㘑二合

③·살·바다·타:아다▵·:리·나:야:〭디·나·〭디·다:〭마·하:모:·례〭
④ 살바다타아다 하리나야 지따니 지찌다 마하모나례

⑤ 일체 여래의 심장으로 위신력을 가지(加持)한 마하무드라를

(25)

①

svāhā

② (六) 娑嚩二合賀

③ ·:바·하

④ 사바하

⑤ 스바하

‘svāhā’는 불변화사로 신격(神格)의 대상들에 대하여 공양을

바칠 때 내는 소리로서 ‘행복하소서!’, ‘축복 있으소서!’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기도의 끝에 사용하는 말이다.

Ⅲ. 결론

망월사 진언집의 불정존승다라니 의 한글 표기법을 살펴보

면, 실담범자를 기록하기 위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심혈을 기울인

흔적을 볼 수 있다. 불교의 사상과 교리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다

라니와 진언들은 사찰에서 불교 예식을 수행할 때 염송되는 특수

성으로 인하여 발음이 그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언어 규칙

과 다름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중국을 통해 불교가 유입된 우리나

라의 경우 한역 경전은 그대로 따르고, 진언과 다라니는 범어 원

음에 가깝도록 옮겨 놓아야 하는 경우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실담범자의 한문 음역에서 다시 한글 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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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 통일된 발음 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었음을 망월사 
진언집의 진언집발(眞言集跋) 5)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제방(諸方)에서는 각각 문자가 있어 음성을 기록하지만 중국(中國)

만이 오직 서로 비슷한 음으로 이것을 주석(註釋)한 까닭에 효와(淆譌)

가 많다. 늦게나마 유신공사(有神珙師)와 온국문정(溫國文正)이 이것을

위하여 반절(反切)하고 지장(指掌)하였으나 오히려 의람(疑濫)이 근심

되었다. 근세 또한 주리(侏離 : 뜻이 통하지 않은 만이(蠻夷)의 소리)들

이 편집한 것은 학사 대부들이 말하기 어렵다. 오직 우리 동언서(東諺

書)와 서역의 범문(梵文)만이 가장 정교하여 초성(初聲),종성(終聲), 청

(淸), 탁(濁)이 찬연하니 볼만할 뿐이다. 이 책은 범문(梵文)으로 벼리

를 삼고 동언(東諺) 한자(漢字)로 반복하고 상뉴(相紐)하여 각각 그 뜻

을 다하여 이 책이 중국(中國 : 나랏 가운데)에 행해지게 하여 자예지

독(雌霓之讀)에 반드시 은후(隱侯)로 하여금 변색하지 않게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진언집의 불정존승다라니 의 실담범자의

형태와 음은 산스크리트 원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지

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실담범자의 한글음화가 부분적으로 이

루어져 있음을 위에서 살펴 보았다. 또한 범어원문과 비교할 때

불정존승다라니 구절 (4)의 āhara → ahara로 단음 ‘a’와 장음 ‘ā’

의 혼용을 볼 수 있었으며, 같은 구절의 sugatavaravacanāmṛtabh

iṣekair → sugatavaravacana amṛtabhiṣekair와 구절(13)의 pratini

vartayāyuḥśuddhe → pratidimartaya ayuśuddhe 산디법칙을 적용

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같은 구절에서 sugatavaravaca

na amṛtabhiṣekair 뒤에 ‘mahā mantra padair’가 생략되어 있음을

산스크리트 원전과 비교할 때 알 수 있다. 실담범자의 한글음화

된 부분과 실담범자를 한글로 음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칙을

통해서 역으로 실담자의 원형 발음으로 접근할 경우 실담자로 되

5) 諸方各柔文字以記音聲而中國獨以相類音注之故多淆譌晩有神珙師及溫國文正爲之反切指

掌尙患疑濫近世又爲侏離所穕學士大夫難言之唯我東諺書與西土梵文最爲精巧初聲淸濁粲
然可睹是書以梵文爲綱以東諺漢字反覆相紐各極其趣使是書行於中國雌霓之讀必不使隱侯

變色焉眞言集 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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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다라니의 해석이 가능하리라 것이 논자의 생각이다. 따라

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실담범자의 한글음가의 연구를 통해

변형된 형태의 한글음화 된 실담범자를 연구할 경우 다라니의 내

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표 1>과 <표 2>를 통해서 볼 경우 현재 사용되는 범어의 한

글 표기와 실담범자의 한글 음을 비교하면 그다지 많은 차이점이

발견 되지 않지만, 실담범자에서는 유성·유기음을 경음으로 발음

하는데 반하여 범어의 한글 표기는 무성·무기음을 경음으로 발음

한다. 그리고 유성 ·무기음 (아음) 아(ga) → 가, (치음) (ja) →

자, (설음) 나(da) → 다, (후음) 나(da) → 다, (순음) 마(ba) → 바

로 읽히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실담범자 범례에서 다

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범자의 팔종성과 언문의 팔종성의 음가가 같음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小梵字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범자자모의 반체자(半

體字)를 설명하는 것이다. 반체자와 모음의 결합을 실담에서는 절계점

(切繼點)이라하고 그 결합을 건립(建立)이라한다. 소범자의 팔종성과

언문의 팔종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6)

가자(迦字)는 소범자 (牙音 가)와 (牙音 )인데, 언문의

‘ㄱ’ 음과 같다.

나자(那字)는 소범자 (喉音 ․낭) 와 (舌音 ․낭)인데, 언

문의 ‘ㄴ’ 음과 같다.

다자(多字)는 소범자 (喉音 다)인데, 언문의 ‘ㄷ’음으로 이어

(里語) 종성과 같다.

라자(囉字)는 소범자 (超音 ․라)인데, 언문의 ‘ㄹ’음과 같다.

마자(摩字)는 소범자 (脣音 :마)인데, 언문의 ‘ㅁ’음과 같다.

6) 梵字八終聲法與諺文八終聲法大同如迦字小梵字 同諺ㄱ役音那字小梵

同諺ㄴ隱音多字梵 同諺ㄷ(末)音俚語初聲囉字小梵同諺ㄹ乙音摩字梵 同諺ㅁ

音音波字梵 同諺ㅂ邑音沙字梵 同諺 (衣)俚語初聲仰字梵 同諺ㅇ凝音觀下

眞言可知眞言集 十三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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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자(婆字)는 소범자 (순음 바)인데, 언문의 ‘ㅂ’음과 같다.

사자(沙字)는 소범자 (超音 사)인데, 언문의 ‘ ’음으로 이어

(里語) 종성과 같다.

앙자(仰字)는 소범자 (牙音 ․)인데, 언문의 ‘ㅇ’음과 같다.

한서(漢書) 가운데는 자(字)와 음(音)을 모두 나누었지만 범문(梵文)

가운데 음과 자는 모두 같은 것이 있다. 가령 불(佛),몰(沒),보(菩), 모

(冒)의 네 자는 범문(梵文)의 모字를 쓰는데 모두 순음(脣音)을 따

라 통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범문의 라 일자(一字)는 한서(漢書)에

서 팔 자(八字), 절(折), 질(質), 조(祖), 자(玆),입(入), 일(日), 야(惹), 도

(闍)‘를 쓰는데, 이것은 모두 치음(齒音)이다. 그래서 통용한다. 다른 것

들도 모두 이것을 답습한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직 ‘도(闍)’ 한 자만이

한서(漢書)의 음이 구사론(具舍論)의 음과 같은데 제진언의 언문(諺文)

이 ()음으로 변하여 쓰인다. 이것 또한 치음(齒音) 가운데서 소리의

변화된 것을 쓴 것이다. 야자(惹字)의 음은 마치 천수(千手) 가운데와

같다. 제자(薺字)는 ‘예‘ 음으로 쓰는데 범자(梵字)에서 초(初),중성(中

聲)을 취한 것이다. 성법(聲法)은 진정 이와 같으니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7)

망월사 진언집에는 각 진언의 음가를 세세하게 담고 있는 반
면 그 내용이 없지만, 실담범자의 연구를 통해 산스크리트 문법을

적용시키면 진언의 의미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한다.

물론 종자진언의 의미는 그 음가와 깊이 연관된 것으로서 해석이

불가능하지만, 전체적인 진언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실담범자의 연구는 현재 사용되는 진언

염송 발음의 통일과 차후에 발견될 수 있는 실담자의 경전이나

진언 또는 다라니를 해석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자료

라고 생각된다.

7) 漢書中有字與音俱別而梵文中音與字皆同字如佛沒菩冒四字通作梵 모字皆從脣

音通用故也又如梵 라一字漢書用八字謂折質祖玆入日惹闍此皆齒音故通用佗

皆倣此然其中惟闍一字漢音與舍同音而諸眞言諺文變作音此亦取齒音之中聲變

作惹字音如千手中薺字作예音梵字之取初中聲法固如是勿疑焉眞言集 十四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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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송주되는 다라니의 한글표기를 통해서 다라니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다라니의 주된 목적이 소리와 함께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사실상 선행해야 될 것은 정확한 발음이다.

현재 송주되는 다라니의 발음은 한글의 변천과정과 같다. 따라서

현재 송주되는 다라니의 원형을 실담범자 한글표기를 통해 산스

크리트로 복원하고 더 나아가 복원된 산스크리트를 통해 진언의

올바른 의미를 파악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1>

다음은 실담자모를 설명하기 위해 표기해 놓은 범본오십자 실

담장에 사용한 한글의 음가를 산스크리트 로마자와 비교하면서

음가의 차이를 보고, 진언집을 기초로 해서 산스크리트의 한글
표기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2轉聲

아 아 이 이 오 오 얘 애 와 와 암 악
阿 啊 伊 咿 烏 嗚 曳 愛 汙 ㅁ汙 暗 惡

a ā I ī u ū e ai o au aṁ aḥ
아 아- 이 이- 우 우- 에-아이 오 아우 암 아하

助音: 래 럐 럐 럐

ṛ ṝ ḷ ḹ
르 르- 르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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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 무성 유성 유성 비음
무기 무기 무기 유기

가 카 아 까 앙 범본50자모실담 표기 한글

牙音: 실담범자

ka kha ga gha ṅa 로마자
까(가) 카 가 그하 응아 범어 한글 표기

자 차 짜

齒音:
ca cha ja jha ña
짜(차) 차 자 즈하 냐

다 타 나 따 낭

舌音:
ṭa ṭha ḍa ḍha ṇa
따(타) 타 다 드하 나

다 타 나 따 낭

喉音:
ta tha da dha na
따(타) 타 다 드하 나

바 파 마 빠 망

脣音:
pa pha ba bha ma
빠(파) 파 바 브하 마

야 라 라 바 샤 사 사 하 가사

超音:
ya ra la va ṣa śa sa ha kṣa
야 라 라 와(바) 샤 샤 사 하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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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梵本五十字母悉曇章

阿本不生卽般若 啊行萬行卽三昧 前之六字前短後長

阿 : : : :

上

a

啊 ․ ․ ․ ․

去

ā

伊  : : :

上

i

咿 ․ ․ ․ ․

去

ī

烏 : ::  :

上

u

嗚 ․ ․ ․ ․

去

ū

曳 ․얘 ․에 ․예 ․이

去

e

愛 ․ ․ ․ ․

入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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汙 ․ ․ ․ ․

去

o

ㅁ汙 ․ ․ ․․

入

au

暗 ․ ․ ․ ․
去

aṃ

惡 ․ ․ ․ ․
入

aḥ

後之六字前長後短 喑證大空卽菩提 惡字淨除卽涅槃

二十般若卽不生

助音

里 :래 : :례 :리

上

ṛ

哩 ․럐 ․ ․례 ․리

去

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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梨 :럐 : :례 :리

上

ḷ

ㅁ梨 ․럐 ․ ․례 ․리

去

ḹ

牙音

迦 가  거 그

平淸

ka

佉 카  커 크

平濁

kha

誐        : : : :

上

ga

伽 ․까 ․ ․꺼 ․끄

去

gha

仰 ․ ․ ․ ․

入

ṅ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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齒音

左 자  저 즈

平淸

ca

차  처 츠
平濁

cha

惹 : : : :

上

ja

社 ․짜 ․ ․쩌 ․쯔

去

jha

攘 ․ ․ ․ ․

入

ña

舌音

吒 다  더 드

平淸

ṭ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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佗 타  터 트

平濁

ṭha

拏 :나 : :너 :느

上

ḍ

茶 ․따 ․ ․떠 ․뜨

去

ḍha

曩 ․낭 ․ ․넝 ․능

入

ṇa

八轉三昧卽萬行

五入菩提卽大空

喉音

多 다  더 드

平淸

ta

佗 타  터 트

平濁

t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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那 :나 : :너 :느

上

da

驮 ․따 ․ ․떠 ․뜨

去

dha

娜 ․낭 ․ ․넝 ․능

入

na

脣音

波 바  버 브

平淸

pa

頗 파  퍼 프

平濁

pha

摩 :마 : :머 :므

上

ba

婆 ․빠 ․ ․뻐 ․쁘

去

b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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莽 ․망 ․ ․멍 ․믕

入

ma

超音亦云和會聲

野 :야 :여 :요 :유

上

ya

囉 ․라 ․ ․러 ․르

去

ra

攞      라  러 르

平

la

嚩 :바 : :버 :브

上

va

舍 ․샤 ․ ․셔 ․싀

去

śa

沙 사  서 스

平

ṣ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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萨 :사 : :서 :스

上

sa

賀 ․ ․ ․ ․

去

ha

乞 灑 가 사  사 거 셔 그 셔 二合

平

kṣ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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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mantic Interpretation of

Sarvadurgatipariśodhana-uṣṇiṣavijayadhāraṇī :

as a Principal Mantra Anthology from Mangweol Temple

Byeon, Sunmi

(The Research Institute of Tripitaka Koreana)

Sarvadurgatipariśodhana-uṣṇiṣavijayadhāraṇī, as a

esoteric spell that is believed to have virtue in extinction of

sins, long life, and elimination of misfortune, were prevalent

in Tibet, China, Korea and Japan as well as in India. There

are various sorts of Sarvadurgatipariśodhana-

uṣṇiṣavijayadhāraṇī, some different versions of which are

recorded in Goryeo Daejanggyeong K. 319, K.320, K.321,

K.322, K.323, K.1091, K.1314.

This study aims to carry out semantic interpretation of

Sarvadurgatipariśodhana-uṣṇiṣavijayadhāraṇī with special

reference to Sarvadurgatipariśodhana-uṣṇiṣavijayadhāraṇī in

Goryeo Daejanggyeong (K. 323), and Siddhaṁ mātṛka

Sarvadurgatipariśodhana-uṣṇiṣavijayadhāraṇī in Jineonjip

(mantra anthology Volume 2) 12～15, and to compare

differences in phonetic values of Dhāraṇī recited presently in

terms of investigation of the Korean notation used in the

period in which mantra anthology was compiled.

This paper explains the practical examples of Siddhaṁ

mātṛka through thirteen sections of mantra anthology and

ten sections of explanatory note on mantra. According to

the explanatory notes, it explains how to use Siddhaṁ

mātṛka. The Siddhaṁ mātṛka of the version form Mangw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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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le and the pronunciation of Chinese writing

transliteration have replaced presently-recited Sanskrit

glottalized sounds and the exclusion of glottalized sounds

with a tentative representation of Korean on

Sarvadurgatipariśodhana-uṣṇiṣavijayadhāraṇī used largely.

We think that it seems possible to understand the

meanings of holly words if we apply Sanskrit grammar

through Korean Siddhaṁ mātṛka study. Of course, the

meanings of holly words are impossible to interpret because

they are deeply related to their phonetic values, but our

approach seems to be a possible way of understanding the

entire context of holly words. Thus, Siddhaṁ mātṛka study

seems to be a valuable material that is a basis for the

unification of pronunciations of holly words recitation used

presently, and for interpretation of Siddhaṁ mātṛka sūtras,

holly words, and Dhāraṇīs which possibly are found later.

Key Words : Siddham, Jineonjip(mantra anthology), Korean

Siddham, Dhāraṇ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