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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티베트의 역경에서는 불교에 대한 신앙심이 개입되었다. 이

에 따라 한역․티베트역 제명들이 산스크리트어 원전명과 다른 부분

도 있게 되었다. 즉 ‘佛說’ 혹은 ‘ḥphags pa’(聖)를 첨가하고, 經과 陀

羅尼를 표기하기 위해 인용조사 ‘ces(/shes, śes) bya ba’를, 시대적 분

류를 위해 ‘theg pa chen po’(大乘經)를 첨가했다. 또한 중국과 티베트

의 역경자들은 경․논들의 내용에 근거하여 원전에 있는 단어를 생략

혹은 첨가하거나 원전 제명과는 다른 단어 첨가하여 표기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대승의 일부 산스크리트어 원전명이 한문과 티베트어로

역경되는 과정에서는 역경자들의 오류나 오해 때문이 아니라, 역경자

들의 신앙심과 경․논들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명을 표기했기 때문에

본래의 제명과 조금씩 다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Ⅰ. 들어가는 말

불전은 불교의 전래와 함께 각각 자국의 언어에 의해 역경이

되었다. 그리고 서구에서는 1900년을 전후하여 불교학 연구의 필

요에 의해 많은 경․논이 번역되었다.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3-071-AS3003).

** 최종남 : 고려대장경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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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불전은 대장경의 이름으로 판각되어 인경되거나 혹은

단체명의 이름으로 활자에 의해 출판되었다.

이들의 역경 혹은 연구․번역사 중에서 중국의 역경사를 보면

여러 역경자들에 의해 역경의 질적인 면에 대한 고민과 문체에

대한 평가들을 목록, 전기, 經序 등에서 언급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역경은 2세기 후한시대부터1) 시작하여 수․당 시대

까지 약 700여 년 동안 이루어졌다. 역경의 역사를 분기하면 고역,

구역 그리고 신역으로 대별된다. 고역시대는 구마라집 이전의 시

대로서 안세고, 지루가참, 중국인 최초의 역경자 엄불조, 지겸 그

리고 축법호 등에 의해 시작된 역경 시기를, 구역시대는 구마라집

과 진제 등에 의해 역경된 시기를 그리고 신역시대는 번역 용어

와 음사 표기들을 산스크리트 원전의 의미에 가깝게 하고자 새롭

게 만들어 역경을 한 현장과 불공 등에 의해 역경된 시기를 각각

지칭한다.2)

이 역경자들 중에서 안세고, 지루가참, 지겸, 축법호를 고역시대

를 대표하는 사대역경자로3) 그리고 구마라집, 진제, 현장, 불공을

구역과 신역시대를 대표하는 사대역경자로 칭하고 있다.

중국의 역경사 중에서 고역시대 후반기에 들어 역경의 질적인

면에 대한 문제의 표출로서 지겸과 유기난의 文(우아한 문체 중

시)․質(내용 중시) 논쟁이 전개된다.4)

1) 鎌田茂雄(1983) pp. 157〜167 참조.

2) 鎌田茂雄(1983) p. 223 참조.

3) 丘山 新(1980) p. 137 참조.

4) 문체 중시의 지겸은 축장염의 역경 형태가 우아하지 않는 質을 중시한

문체라고 비평한데 대하여 유기난은 지겸의 의견과는 달리 역경은 文을

중시한 역경이 아닌 質을 중시한 역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出三藏記集(T. 55) p. 50a 11～15 : 將炎雖善天竺語. 未備曉漢.

其所傳言或得胡語. 或以義出音. 近於質直. 僕初嫌其辭不雅. 維祇難曰.

佛言依其義不用飾. 取其法不以嚴其傳. 經者當令易曉勿失厥義.

是則爲善.(“[축]장염은 인도 말을 잘 하였어도 중국어가 충분하지 못

하였다. 그가 전한 말은 호어로 하였고 혹은 의미를 가지고 음사를 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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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東晋시대의 석도안(312～385)은 입

적 3년 전인 382년경에 摩訶鉢羅若波羅密經抄序 第一에서 五失

本․三不易(오실본․삼불역)이라고 하는 역경론을 제시하였다.5)

즉, 오실본은 산스크리트어와 중국어의 어순, 문체 그리고 문장의

구조 등이 많이 달라 한역 과정에서 原意를 잃어버릴(失本) 가능

성이 있다는 점을 다섯 가지 예로, 삼불역은 이와는 반대로 역경

자가 원전의 형태를 바꾸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세 가지 예로 각

각 언급하고 있다.

석도안의 오실본․삼불역 역경론은 후대의 역경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隋시대의 彦琮(557～610)은 석도안의 역경론에 이

어 續高僧傳에서 역경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규범에 대해서

八備를 제시하였다.6)

이와 같이 중국의 역경사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역경의 질적인

[번역이] 질박하고 직역에 가깝게 되어서 복[지겸]은 처음에 그 글이

우아하지 않아 싫었다. 유기난은 말하기를 부처님 말씀은 그 의미에

의하여야지 [문체의] 장식에 의해서는 안 된다. 그 법을 취하여야지 그

번역(傳)을 꾸며서(嚴)는 안 된다. 경은 마땅히 이해하기 쉽게 하여 그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것이 곧 善이다.”).

5) 出三藏記集(T. 55) p. 52 b24～c9 : 譯胡爲秦. 有五失本也.

一者胡語盡倒而使從秦. 一失本也. 二者胡經尙質. 秦人好文. 傳可衆心非文不合.

斯二失本也. 三者胡經委悉至於嘆詠. 丁寧反覆. 或三或四. 不嫌其煩. 而今裁斥.

三實本也. 四者胡有義記正似亂辭. 尋說向語文無以異. 或千五百刈而不存.

四失本也. 五者事已全成. 將更傍及. 反騰前辭已乃後說而悉除. 此五失本也.

然般若經. 三達之心覆面所演. 聖必因時時俗有易. 而刪雅古以適今時. 一不易也.

愚智天隔聖人叵階. 乃欲以千歲之上微言. 傳使合百王之下末俗. 二不易也.

阿難出經去佛未久. 尊大迦葉令五百六通迭察迭書. 今離千年而以近意量載.

彼阿羅漢乃兢兢若此. 此生死人而平平若此. 豈將不知法者勇乎. 斯三不易也.

;續高僧傳 卷第二 譯經編二 (T. 50, p. 438 a19～b6)에서도 위의 내용과

같은 석도안의 오실본․삼불역이 언급되고 있다.

6) 續高僧傳(T. 50) p. 439 a21～29 : ...所備者八. 誠心愛法志願益人不憚久時.

其備一也. 將踐覺場先牢戒足不染譏惡. 其備二也. 筌曉三藏義貫兩乘不苦闇滯.

其備三也. 旁涉墳史工綴典詞不過魯拙. 其備四也. 襟抱平恕器量虛融不好專執.

其備五也. 沈於道術澹於名利不欲高衒. 其備六也. 要識梵言乃閑正譯不墜彼學.

其備七也. 簿閱蒼雅粗諳篆隸不昧此文. 其備八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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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체에 대해서 역경자간의 비평 그리고 역경자의 자세 등에

대해서 몇 가지 논란이 있었다.

이와는 달리 티베트의 역경사는 중국의 고역시대와 같이 자국

인과 외국 승려들에 의해 역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경사에서와 같은 논란들은 없었다.

부똥(Bu ston, 1290～1364)의 불교사에 의하면 티베트에서의
역경은 퇸미삼보타(Thon mi sam bho ta, 617～700)와 16명의 사

신들에 의해 티베트 문자가 창제된 이후 인도, 티베트, 네팔, 중국

의 역경승들에 의해 13세기까지 이루어졌다.7)

티베트의 역경사는 티베트의 불교사와 같이 전기와 후기로 대

별된다. 전기는 티베트의 38대 티송데센(Thri srong lde btsan, 74

2～797)8)왕부터 그의 손자인 40대 레파첸(Ral pa can 혹은 Khri

gtsug lde brtsan, 806～841)왕 시대까지를 칭한다. 후기는 레파첸

왕이 841년 그의 동생 랑다르마(Glang dar ma 혹은 Khri ḥuḥi du

m brtan, 809～842)에게 암살 당한 후 왕조의 붕괴와 함께 약 200

여 년간의 패불이 끝난 시기부터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1042년 入

藏한 아자리 아티샤(Atīśa, 982～1054)에 의해 티베트 불교가 재건

된 이후부터이다.

티베트의 역경은 국가적인 일대 사업으로서 왕의 적극적인 도

움에 의해 전기에 대부분의 삼장이 역경되었다.

이 기간 동안, 즉 초창기 티베트의 역경사에서 중국과는 다른

문제가 제기되었다. 티베트의 역경은 逐語的 혹은 기계적인 번역

이라고 할 정도로 원전의 내용에 충실한 직역 중심의 번역이다.

그렇지만 역경하는 과정에서 불전에 대한 이해와 불교 용어 불일

치 등으로 번역 어휘․용어에 있어서 혼란이 야기되어 오역 및

오류의 폐해가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이 절실히 요구되

어 814년 티데송센(Khri lde srong brtsan, 776～815)왕의 칙명에

7) 原田 覺(1985) p. 420 참조; 山口端鳳(1988) p. 310은 티베트의 역경은

779년 Śāntarakṣita부터라고 언급하고 있다.

8) 水野弘元(1966) p. 22에서는 754～797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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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sGra sbyor bam po gñis pa (D.No.4347, P.No.5833, 語合

二章 혹은語合)가 편찬되었고, 824년 레파첸왕에 의해 Bre br

ag tu rtogs par byed pa (D.No.4346, P.No.5832, 飜譯名義大集,
Mahāvyutpatti )가 편찬되었다.9)

이들 양 저서(/불전 어휘집)는 인도․티베트인의 역경승들이 참

여하여 당시 번역된 삼장들을 교정하고 그리고 번역 용어의 통일

을 위하여 불전에 사용된 기본 어휘․용어들을 모아 산스크리트

어와 티베트어를 대응시키고 그리고 이에 대한 일부 해설을 수록

한 불전 해설 어휘집이다. 이들 해설 어휘집은 티베트어 역경에

있어서 더욱 완전하게 역경할 수 있는 크나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들 해설 어휘집은 티베트의 중앙뿐만 아니라 돈

황에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10)

불전 어휘․용어의 통일 이후 티베트의 역경사에서는 또 다른

역경에 관련된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13세기까지 역경이 된 삼장은 1410년부터11) 대장경의 이름으로

판각․인경되어 불교학 연구에 중요한 2차 자료로서 이용되고 있

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티베트 대장경은 직역 중심

과 불전 어휘․용어의 통일에 의한 판본인 관계로 현재 많은 관

련 학자들이 1차 자료와 같이 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약 700여 년 전후에 걸쳐 중국과 티베트에서 수많은

역경자들이 불전이 갖는 의미를 如如하게 역경하여 후학들에게

전하고자 갖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역경사 속에서 역경된 대장경들 중에 산스크리트어의

원전명과 한역․티베트어역 제명을 서로 대조하여 보면 일부의

제명에 있어서 첨가, 다른 명사 사용 그리고 일부 단어 생략 등으

로 인하여 서로 조금씩 다르게 역경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본 논고에서는 이와 같은 제명들을 각각 대조하여 산스크리트

9) 原田 覺(1982) pp. 34～37 참조.

10) Yumiko 외(1989) 解題 p. 14 참조.

11) 山口端鳳(1988) p. 313; 今枝由郞(1989) p. 3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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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원전명이 어떠한 유형들로 한역․티베트어역 제명으로 역경이

되어 있는가를 그리고 산스크리트어 원전명에는 없는 단어들이

한역과 티베트어역 제명 중에 각각 정형구적인 단어로서 첨가되

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Ⅱ. 한역 및 티베트어역 제명을 산스크리트어 원전

제명과 대조 연구

본 논고에서 연구될 제명들은 고려대장경에 수록되어 있는 1,51

4개12)의 삼장 중에서 산스크리트어 원전과 티베트어 번역본이 현

존하고 있는 제명만을 대조․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고려대장경

에 수록되어 있는 한역본이 산스크리트어 원전 혹은 티베트어 번

역본 중에 없는 경우와 그리고 한역의 이역본과 별역본 제명에

대해서는 본 논고에서 제외하였다. 특히 한역본과 티베트어 번역

본은 있으나 산스크리트어 원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스크리트어 원전의 결여로 인하여 유가행파의 현양성교론
과 같은 경우는 관련학자들에 의해 그동안 8개의 산스크리트어

제명이 발표가 되었다.13) 그리고 티베트어 번역본 서두에 기록된

산스크리트어 경명 표기에서 혹은 동북목록14)과 대곡목록15)
에서 還梵된 제명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된 경․논․주석서와 티베트대장경에 수록

되어 있는 삼장 중에서 약 40여 개의 아함 경전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승 불전이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 대조․분석되는 제명들

또한 전부 대승 불전의 제명들이다.

12) 최종남((2003) p. 128 참조.

13) Choi(2001) pp. 4～6 참조.

14) 東北帝國大學法文學部 編 西藏大藏經 總目錄, 1934.
15) 大谷大學 監修, 影印 北京版 西藏大藏經 總目錄․索引,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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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고에서 대조 연구될 제명은 1,514개의 삼장명 중에서 한역

및 티베트어 제명들을 서로 대조하여 보면 약 100여 개의 제명들

에서 각각 조금씩 다르게 역경이 되고 있다. 이들을 한역대장경의

고려대장경, 대정 신수 대장경과 티베트대장경의 북경(Peking)판,

데르게(sDe-dge)판(동경대 영인본, 대만 영인본)과 대조하여 고

찰했다. 그러나 본 논고는 할당된 지면의 한계로 인해 그 중에

서 20개만을 대표적인 예로 추출하여 발표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참고문헌․약어표 에 제시했다.

1. 산스크리트어 제명에 없는 단어가 한역 제명에만 정형구로서

“佛說……”이 첨가되어 있는 경우.

㉮ K.1204(34-0286), T.0978(19-0407)

한역자 : 法天, 宋(A.D.994)

Tib.역자 : Chos kyi sde, Ba ri

한경명 : 佛說一切如來烏瑟膩沙最勝總持經
Skt.명 : Sarvatathāgatoṣṇīṣavijayādhāraṇī

Tib.명 : P.0197(Pha221b7), DU.0594(Pha230a1), DT.0591

(Pha457, 1) : de bshin gśegs pa thams cad kyi gtsug tor rnam

par rgyal ba shes bya baḥi gzuṅs rtog pa daṅ bcas pa

㉯ K.0311(11-1237), T.1256(21-0261)

한역자 : 미상

Tib.역자 : Amoghavajra, Rin chen grags.

한경명 : 佛說摩利支天陀羅尼呪經
Skt.명 : Mārīcīnāmadhāraṇī 16)

16) P.판본의 목록 및 경전 실제 내용에서의 경명 그리고 DU.․DT.

영인본의 실제 내용 중에서의 경명은 산스크리트어 경명

Mārīcī(摩利支)의 명사 性(여성형)과 경전의 내용(……lha mo ḥphags ma

ḥod zer can……,
1.
摩利支女神, =Mārīcī-devī)에 의해 “ḥphags ma ḥ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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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b.명 : P.0182(Pha160a4) : ḥphags ma ḥod zer can che

s bya baḥi gzuṅs ; DU.0564(Pha156b1), DU.0988(Wam 142a1),

DT.0561(Pha311, 1), DT.0991(Wam 283, 1) : ḥphags pa ḥod zer

can ches bya baḥi gzuṅs

㉰ K.1224-03(34-0477), T.1386(21-0905)

한역자 : 法賢(Dharmabhadra), 宋(A.D.989)

Tib.역자 : 미상

한경명 : 佛說妙色陀羅尼經
Skt.명 : Surūpadhāraṇī

Tib.명 : P.0352(Ba235a2), DU.0540(Na101a5), DT.0537 (Na

167, 5) : surūpa shes bya baḥi gzuṅgs

한역 제명의 서두에 첨가․표기되어 있는 “佛說……”은

경․율․논의 삼장명 중에서 경부와 일부 율부의 제명에만 표기

가 되어있다.

2. 산스크리트어와 한역 제명 중에는 없는 “ḥphags pa……”(=Ā

rya, 聖)가 티베트어 제명에는 정형구로서 첨가되어 있는 경우.

㉮ K.0387(12-0700), T.0425(14-0001)

한역자 : 竺法護(Dharmarakṣa), 西晉(A.D.291 또는 300)17)

Tib.역자 : Vidyākarasiṃha, Dpal dbyaṅs

한경명 : 賢劫經
Skt.명 : Bhadrakalpika Sūtra

Tib.명 : P.0762(I1), DU.0094(Ka1b1), DT.0094(Ka2) : ḥph

zer can……”(聖女摩利支……)으로 경명을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DU.2.와

DT.
3.
영인본의 목록에서만은 남성형인“聖摩利支……”로 표기를 하고

있다. 경전의 실제 내용과 산스크리트어 경명에 의하면 DU.와 DT.

판본의 목록에 표기되어 있는 경명은 誤記이다.
1.
DT.0561(Pha313, 1),

2.동북목록p.99, 3.DT. Vol.XVIII. 목차 vi.
17) KBC.에 의해 번역 연대를 西晉 또는 元康(A.D.300 or 291)에서

A.D.291년 또는 300년으로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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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s pa bskal pa bzaṅ po pa shes bya ba theg pa chen poḥi md

o 18)

㉯ K.1095(33-0805), T.0299(10-0884)

한역자 : 法天(Dharmadeva), 宋(A.D.983)19)

Tib.역자 : Dīpaṃkara, Rdo rje grags

한경명 : 大方廣惣指寶光明經
Skt.명 : Ratnolkāraṇī

Tib.명 : P.0472(Ḥa3b6), DU.0145(Pa34a4), DT.0145(Pa67,

4) : ḥphags pa dkon mchog ta la laḥi gzuṅs śes bya ba theg p

a chen poḥi mdo 20)

㉰《漢文藏譯》의 예 :

K.0160(10-0831), T.0671(16-0514)

한역자 : 菩提流志(Bodhiruci), 元魏(A.D.513)21)

Tib.역자 : ḥGos chos grub(法成)

한경명 : 入楞伽經
Skt.명 : Laṅkāvatāra Sūtra

Tib.명 : P.0775(Ṅu60b7), DU.0107(Ca56a1), DT.0107 (Ca11

1, 1) : ḥphags pa laṅ kar gśegs paḥi theg pa chen poḥi mdo

티베트어 제명 서두에 첨가․표기되어 있는 “ḥphags pa.……”

는 경전(=경부)에만 표기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경․율․논의 일부

삼장명과 경소부의 일부 주석서 등에도 표기가 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圓測(613〜695)에 의해 저술된 解深密經疏( ḥphags pa
dgoṅs pa zab mo ṅes par ḥgrel paḥi mdo rgya cher ḥgrel pa ,

ḥGos chos grub 譯)22)의 漢文藏譯본에도 “ḥphags pa……”가 표기

되어 있다.

18) DU. : bzaṅ po shes bya ba.

19) KBC.는 번역시대를 北宋으로 표기.

20) DU., DT. : gzuṅs shes bya ba.

21) KBC.는 번역 시대를 後魏로 표기.

22) P. No.5517, DU. No.4016, 卍字續藏經 第34, 35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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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어 제명들 중에서 “ḥphags pa……”의 표기가 어떠한 기

준에 의해서 첨가․표기되고 있는 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

나 삼장과 주석서들의 내용, 신앙심, 전통 등에 의해 역경자들이

역경하는 과정에서 첨가하였으리라고 추측된다.

3. 산스크리트어 제명에 없는 단어가 정형구로서 한역 제명에는

“佛說……”과 티베트어 제명에는 “ḥphags pa……”(=聖)로 제명 서

두에 각각 첨가되어 있는 경우.

㉮ K.0265(11-0585), T.0470(14-0510)

한역자 : 菩提流志, 元魏(A.D.508〜535)23)

Tib.역자 : Surendradodhi, Ye śes sde

한경명 : 佛說文殊師利巡行經
Skt.명 : Mañjuśrīvihāra Sūtra

Tib.명 : P.0863(Mu275a6), DU.0196(Tsa266b1), DT.0196

(Tsa532, 1) : ḥphags pa ḥjam dpal gnas pa shes bya ba theg

pa chen poḥi mdo

㉯ K.0309(11-1225), T.1070(20-0149)

한역자 : 耶舍崛多(Yaśogupta), 周宇文氏 (A.D.564〜572)

Tib.역자 : Śīlendrabodhi, Ye śes sde

한경명 : 佛說十一面觀世音神呪經
Skt.명 : Avalokiteśvaraikādaśamukhadhāraṇī

Tib.명 : P.0524(Ḥa212a5), DU.0693(Tsa137b1), DT.0688

(Tsa274, 1) : ḥphags pa spyan ras gzigs dbaṅ phyug shal bcu

gcig pa shes bya baḥi gzuṅs

㉰ K.1176(34-0174), T.0705(16-0812)

한역자 : 法賢(Dharmabhadra),24) 宋(A.D.989)25)

23) KBC.는 번역 시대를 後魏로 표기.

24) 通儉은 역자를 法天으로 그리고 번역연대는 A.D.973〜981년으로 표기.

25) KBC.는 번역 시대를 北宋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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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b.역자 : Surendrabodhi, Ye śes sde

한경명 : 佛說布施經
Skt.명 : Dānādhikāra Sūtra

Tib.명 : P.0850(Mu105b4), DU.0183(Tsa95b2), DT.0183 (T

sa190, 1) : ḥphags pa sbyin paḥi phan yon bstan pa

한역 제명에서 첨가된 “佛說……”은 티베트어 제명에서는 “佛

說……”과 상응한 의미의 번역 용어로서 표기되어 있지 않고 많은

제명 중에서 “ḥphags pa……”로 첨가․표기하고 있다.

4. 산스크리트어와 한역 제명 중에는 없는 인용조사 “ces(/shes,

śes) bya ba……”(=nāma, 名, ……이라고 이름하는) 표기가 티베

트어 제명에서 “……mdo”(=經) 혹은 “……gzuṅs”(=陀羅尼) 등의

앞에 정형구로서 첨가되어 있는 경우.

㉮ K.1180(34-0187), T.1303(21-0421)

한역자 : 法天, 宋(A.D.990)26)

Tib.역자 : 미상

한경명 : 佛說聖曜母陀羅尼經
Skt.명 : Grahamātṛkādhāraṇī

Tib.명 : P.0339(Ba206b3), DU.0660(Ba180b5), DT.0657 (Ba

360, 5) : ḥphags pa gzaḥ rnams kyi yum shes bya baḥi gzuṅs

㉯ K.1088(33-0766), T.1050(20-0047)

한역자 : 天息災(Devaśānta), 宋(A.D.983)27)

Tib.역자 : Jinamitra, Dānaśīla, Ye śes sde

한경명 : 佛說大乘莊嚴寶王經
Skt.명 : Kāraṇḍavyūha Sūtra

Tib.명 : P.0784(Chu224a7), DU.0116(Ja200a3), DT.0116 (Ja

399, 3) : ḥphags pa za ma tog bkod pa shes bya ba theg pa c

26) 通儉은 번역 연대를 A.D.973〜983년으로 표기.

27) KBC.는 번역시대를 北宋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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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 poḥi mdo

㉰ K.1094(33-0801), T.1164(20-0669)

한역자 : 法天, 宋(A.D.982)28)

Tib.역자 : 미상

한경명 : 佛說大乘聖吉祥持世陀羅尼經
Skt.명 : Vasudhārādhāraṇī Sūtra

Tib.명 : P.0341(Ba212a6), DU.0662(Ba186a5), DT.0659 (Ba

371, 5) : ḥphags pa nor gyi rgyun shes bya baḥi gzuṅs 29)

5. 티베트어 제명에는 “……mdo”(=經, Sūtra) 표기 앞에 산스크

리트어와 한역 제명에는 없는 “……theg pa chen po……”(=大乘)

가 첨가되어 “……theg pa chen poḥi mdo”(=大乘經, mahāyānasūt

ra)라고 되어 있는 경우.

㉮ K.0482(13-1286), T.0648(15-0723)

한역자 : 玄奘, 唐(A.D.664 또는 663)30)

Tib.역자 : Jinamitra, Dānaśīla, Ye śes sde

한경명 : 寂照神變三摩地經
Skt.명 : Praśāntaviniścayapratihāryasamādhi Sūtra

Tib.명 : P.0797(Thu189b5), DU.0129(Da173b4), DT.0129

(Da348, 4) : ḥphags pa rab tu shi ba rnam par ṅes paḥi cho ḥ

phrul gyi tiṅ ṅe ḥdsin shes bya ba theg pa chen poḥi mdo 31)

㉯ K.0539(14-0449), T.1489(24-1075)

한역자 : 鳩摩羅什(Kumarājīva), 姚秦(A.D.402〜412)32)

Tib.역자 : Śākyaprabha, Jinamitra, Dhamatāśīla

28) 通儉에서는 번역 연대를 A.D.973〜981년으로 표기.

29) P., DT. : rgyun ces bya baḥi.

30) 通儉은 A.D.663년, KBC.는 A.D.664년으로 표기.

31) P. : ces bya ba.

32) 通儉은 번역 연대를 A.D.401〜409년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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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명 : 淸淨毘尼方廣經
Skt.명 : Paramārthasaṃvṛtisatyanirdeśa Sūtra

Tib.명 : P.0846(Bu255a7), DU.0179(Ma244b4), DT.0179 (M

a488, 4) : ḥphags pa kun rdsob daṅ don dam paḥi bden pa bst

an pa shes bya ba theg pa chen poḥi mdo

6. 산스크리트어와 한역 제명 중에 있는 단어가 티베트어 제명

중에는 생략되어 있는 경우.

㉮ K.0964(28-0702), T.1554(28-0980)

한역자 : 玄奘, 唐(A.D.658)

Tib.역자 : 미상

한경명 : 入阿毘達磨論
Skt.명 : Abhidharmāvatāraprakaraṇā Śāstra

Tib.명 : P.5599(Thu393a3), DU.4098(Ñu302a7), DT.4103

(Nyu603, 7) : rab tu byed pa chos mṅon pa la ḥjug pa shes b

ya ba

산스크리트어 제명에 있는 “Śāstra”(=論)가 티베트어 제명에서

는 생략되어 있다. 티베트어 제명의 의미는 “入阿毘達磨論이라고

이름하는”이다. 티베트어 제명에서는 Śāstra에 상응하는 용어인 b

stan bcos를 첨가하지 않고 산스크리트어 제명 중에서 論의 의미

를 갖는 “prakaraṇā”(=rab tu byed pa)로 대신하고 있어 생략된

것으로 추측된다.

7. 산스크리트어와 티베트어 제명 중에 있는 단어가 한역 제명

중에는 생략되어 있는 경우.

㉮ K.0578(16-0401), T.1566(30-0051)

한역자 : 波羅頗密多羅(Prabhākaramitra), 唐(A.D.630〜632

또는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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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b.역자 : Jñānagarbha, Cog ro Kluḥi rgyal mtshan

한경명 : 般若燈論
Skt.명 : Prajñāpradīpamūlamadhyamakavṛtti

Tib.명 : P.5253(Tsha53b3), DU.3853(Tsha45b4), DT.3858

(Tsha90, 4) : dbu maḥi rtsa baḥi ḥgrel pa śes rab sgron ma

산스크리트어와 티베트어 제명을 還漢하면 根本中觀註智慧燈
이다. 이 제명의 단어들 중에서 한역 제명에서는 “mūlamadhyama

ka”(=根本中觀)가 생략되어 있다.

8. 산스크리트어와 티베트어 제명 중에 없는 단어들이 한역 제

명 중에는 첨가되어 있는 경우.

㉮ K.1284(36-0810), T.1253(21-0253)

한역자 : 不空(Amoghavajra), 唐(A.D.746〜774)

Tib.역자 : 미상

한경명 : 大吉祥天女十二契一百八名無垢大乘經
Skt.명 : Śrīmahādevīvyākaraṇā

Tib.명 : P.0398(Ma83b5), DU.0739(Tsha230a7), DT.0734

(Tsha459, 7) : ḥphags pa lha mo chen mo dpal luṅ bstan pa

산스크리트어와 티베트어 제명들을 환한하면 동북목록(p.126
a)에서와 같이 大天女吉祥受記이다. 이들 두 제명과는 다르게 한
역 제명에서는 “大吉祥天女”를 제외한 “……十二契一百八名無垢大

乘經”을 첨가하고 있다.

同 경전의 내용은 어느 때 부처님께서 安樂世界에 觀自在菩薩,

得大勢菩薩 등 12명의 보살이 함께한 자리에 大吉祥天女가 방문하

여 부처님으로부터 12契를 수지하고 그리고 108명을 찬탄하여 무

량 공덕을 얻었다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에 의하면 不空은 산스크리트어 제명을 그대로

번역하여 표기하지 않고 경전의 내용에 의해 제명을 정정 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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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K.1120(33-0994), T.1106(20-0474)

한역자 : 天息災, 宋(A.D.985)

Tib.역자 : Thar ba Lo tsa ba

한경명 : 讚揚聖德多羅菩薩一百八名經
Skt.명 : Tārāṭṭārikāyānāmāṣṭottaraśataka

Tib.명 : P.0625(Ya164b1), DU.0727(Tsha217a2), DT.0722

(Tsha433, 2) : rje btsun ma ḥphags ma sgrol maḥi mtshan br

gya rtsa brgyad pa shes bya ba 33)

위의 산스크리트어와 티베트어 제명들을 환한하면 (聖)母多羅

尊一百八名에 상응한다. 한역 제명에서는 “讚揚聖德……菩薩……

經”을 첨가하고 있다.

同 경전의 내용은 多羅(Tārā) 보살의 공덕을 찬양하는 내용으

로 전개되어 있다. 따라서 天息災는 경전의 내용에 근거하여 한역

제명을 표기하고 있다.

9. 티베트어 제명에서는 산스크리트어 제명 중의 단어와 다른

용어로 표기하고 있는 경우.

㉮ K.1138(33-1075), T.1191(20-0835)

한역자 : 天息災, 宋(A.D.983)

Tib.역자 : Kumārakalāśa, Śākya blo gros

한경명 : 大方廣菩薩藏文殊師利根本儀軌經
Skt.명 : Āryamañjuśrīmūlakalpa

Tib.명 : P.0162(Na45b4), DU.0543(Na105a1), DT.0540 (Na

175, 1) : ḥphags pa ḥjam dpal gyi rtsa baḥi rgyud

산스크리트어 제명을 환한하면 聖文殊師利根本儀軌이다. 그리
고 티베트어 제명을 환한하면 聖文殊師利根本怛特羅가 된다. 산

33) P. : rje btsun ḥphags ma sgrol maḥi mtshan brgya rtsa brgyad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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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리트어 제명에 있는 “kalpa”(=rtog pa 혹은 cho ga shib mo,

儀軌) 대신에 티베트어 제명에서는 “tantra”(=rgyud, 怛特羅)로 표

기하고 있다.

밀교 경전에서는 의궤(Kalpa 혹은 Vidhi)들의 내용으로 구성되

어 있는 모음집을 Tantra(=Sūtra, 밀교에서는 Tantra가 Sūtra의

의미도 갖음)라는 경명으로 표기하고 있다.

본 경 또한 의궤들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서 티베트의 역경자

인 Kumāraka-lāśa, Śākya blo gros는 제명을 산스크리트어 제명

의 표기와는 달리 “儀軌”로 표기하지 않고 “rgyud” (=Tantra)로

표기하고 있다.

한역 제명은 산스크리트어 제명과 같이 의궤로 표기하고 그리

고 經(“……儀軌의 經”)과 “大方廣菩薩藏……”을 첨가하고 있다.

10. 산스크리트어 제명 중에 없는 단어가 한역과 티베트어 제명

들 중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단어로 첨가되어 표기하고 있는 경

우.

㉮ K.1279(36-0783), T.1009(19-0675)

한역자 : 不空, 唐(A.D.746〜774)

Tib.역자 : 미상

한경명 : 出生無邊門陀羅尼經
Skt.명 : Anantamukhadhāraṇī

Tib.명 : P.0539(Ḥa242a7), DU.0140(Na289b4), DT.0140 (N

a578, 4) : ḥphags pa sgo mthaḥ yas pa sgrub pa shes bya baḥ

i gzuṅs 위의 산스크리트어 제명을 환한하면 無邊門陀羅尼이
다. 그리고 티베트어 제명을 환한하면 “聖無邊成就라고 이름하는

陀羅尼”가 된다. 그러나 한역 제명에서는 위에서와 같이 산스크리

트어 제명에는 없는 “出生”(=nirhāra, m. 出生, 成, 增長)을, 티베트

어 제명에서는 “sgrub pa”(=成就, sādhaka, Adj. 〜을 완성한, 成

立, 새로 만들어낸)를 첨가하여 각각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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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 경전의 내용은 부처님께서 바이샤리(Vaiśālī)에 머무르실 때

여러 보살들에게 四種淸淨行法, 四種悅意法, 四陀羅尼法 그리고 眞

言陀羅尼句 등을 주어, 만약에 이들에 대한 陀羅尼義를 통달하면

무상정등각을 성취 할 수 있다고 설하고 있다.

본 경전의 내용에 의하면 한역과 티베트어역의 역경자들은 경

전의 내용에 근거하여 위의 단어들을 첨가하였다고 본다.

위의 한역 제명을 還梵하면 *Nirhārānantamukhadhāraṇī 로,

티베트어 제명을 환범하면 동북목록(p.31a)에서와 같이 *
Āryān

antamukhasādhakanāma-dhāraṇī 로 가능하다.

Ⅲ. 맺는 말

이상과 같이 본 논고에서는 고려대장경에 수록되어 있는 1,514

개의 한역 삼장명 중에서 산스크리트어 원전과 티베트어 번역본

이 현존하고 있는 제명만을 대상으로 하여 대조 연구하였다. 그

대상은 100여 개의 제명이지만, 본 논고에서 대조 연구된 제명

은 20개로서 대승불전에 해당되는 중관, 유식, 밀교 경․논들

의 일부이다. 논자가 여기서 발표하지 못한 나머지 제명들도

논자가 얻은 결론의 취지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들 제명들이 산스크리트어 원전명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은

중국과 티베트의 역경사 속에서 역경 시대별로 특징적 혹은 어느

역경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두 나라의 불교에 대

한 신앙심에서 “佛說……” 혹은 “ḥphags pa……”(=聖)를 첨가하

고, 經과 陀羅尼를 표기하기 위하여 인용조사 “ces(/shes, śes) bya

ba……”를, 시대적(원시․소승․대승)인 불전을 분류하기 위하여

“……theg pa chen po……”(=大乘經)를 그리고 중국과 티베트의

역경자들이 경․논들의 내용에 근거하여 원전에 있는 단어를 생

략 혹은 첨가와 원전 제명과는 다른 단어 첨가․표기 등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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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와 같이 대승의 일부분 산스크리트어 원전명이 한문과 티베

트어로 역경되는 과정에서 역경자들의 오류와 내용의 불이해에

의해 제명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역경자들의 신앙심과

경․논들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명 표기를 한 관계로 인하여 본래

의 원전 제명과 조금씩 다름을 알 수 있다.

현재 많은 관련학자들이 삼장의 원전 제명, 한역 제명 그리고

티베트어역 제명들에 대해서 지적 없이 대부분 각 대장경에서 인

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 관련 논문 혹은 저술서 등에서 산스

크리트어 원전명, 한역 제명 그리고 티베트어역 제명들을 함께 한

글 혹은 일본어 등으로 번역․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내용이

조금씩 서로 다름을 볼 수가 있다.

이제는 삼장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본 논고에서 시간

관계상 제외하였지만, 한역의 이역본과 별역본들 별로, 한역 판본

들 별로 그리고 산스크리트어 원전명이 없는 경우는 한역 제명과

티베트어역 제명간의 서로 대조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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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ntrastive Study of the Titles of Classic Chinese

and Tibetan Translations with Those of Original

Sanskrit Texts

Choi, Jong-Nam

(The Research Institute of Tripitaka Koreana)

Contrasting the titles of Classic Chinese and Tibetan

translations with those of original Sanskrit texts, we can

find out that some titles are translated a little differently.

This study carries out a contrastive study of those titles

that have Tibetan and Sanskrit equivalents from 1,514

Korean-translated Samjang Myeongs (sūtra, commandment,

doctrine) recorded in Goryeo-Daejanggyeong.

The number of the titles dealt in this study is about

100. They are parts of Madhyamika, Abhidharma, Tantra,

and SūtraㆍDoctrine belonging to the Mahayana Codes.

The differences of these titles from Sanskrit’s was not

caused by particular translators in the history of Sūtra

translation in China and Tibet. “佛說……”or “ḥphags pa

……”(=聖) was added by the Buddhist faith of the tow

countries, and quotative particles “ces(/shes, śes) bya ba

……” were added for the classification of Buddhist codes of

times (primitive, Hinayana, Mahayana). Moreover, the

translators in China and Tibet, based on the contents of

SūtraㆍDoctrine, deleted or added words in the original texts

and words different from the titles of the original texts.

In this light, we can tell that the differences in titles

are caused because Sūtra translators notated the titles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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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ir faith and the contents of SūtraㆍDoctrine, but not

because the titles have problems by Sūtra translators’

fallacies and misunderstanding in the course of translation

of Sanskrit original texts in Tibetan and Classic Chinese.

Presently, many scholars quote the original titles, the

Classic Chinese-translated tiles, and the Tibetan-translated

titles of Tripiṭaka from Daejanggyeong, without comments.

Thus, we can notice the differences in contents when we

look at the parts of papers and literature of Buddhism, in

which Sanskrit original titles, Classic Chinese-translated

titles, and Tibetan-translated titles are translated and

presented in Korean or Japanese.

Now, it is keenly necessary to understand the titles of

Tripiṭaka, and to carry out contrastive studies of different

versions and editions of Classic Chinese translations, and

especially of the titles of Classic Chinese translations with

those of Tibetan translations in the case of lack of the titles

of Sanskrit original texts, though this study has not deal

with them due to limitation of time.

Key Words : Goryeo-Daejanggyeong(Tripitaka Koreana),

Sanskrit titles, Chinese translations, Tibetan

translations, Sūtra trans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