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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본 반야심경의 음역과 원문의 재조명

정승석*
1)

Ⅰ 머리말. Ⅱ 음역과 원문의 조. Ⅲ 음역에 의한 범본 비평. Ⅳ 맺음말.

요약문 [주요어: 반야심경, 범본음역, 장(玄奘), 불공(不空), 다라니, 연성]

반야심경의 범본은 음역본으로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음역을 원문으

로 환원함으로써 반야심경은 본래의 형태인 범본으로 구 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음역의 본에 따른 원 의 차이도 구명할 수 있다.

음역의 형태로 보면, 방산 운거사의 석경본과 돈황 사본(S.5648 는 

S.2464)의 역자는 동일하지 않다. 환원된 범본의 내용으로 보면, S.5648

본과 석경본은 가장 하지만 서로 다른 원 을 채택했다. 음역본과 

玄奘역 반야심경의 계를 보면, 석경본은 S.5648본보다 범본인 법륭사

본과 더욱 하고, 법륭사본보다는 장역과 더욱 하다.

음역본의 역자는 장이 아니라 不空임이 확실하다. 이 경우, 不空이 

석경본과 S.5648본을 모두 음역했다면, 석경본은 S.5648본을 반 한 개

정 일 것이다. 즉 不空이 S.5648본을 작성한 후, 장역의 원 에 의거

하여 S.5648본을 윤색한 완결 이 석경본으로 남게 되었다.

음역본에 한 심층 연구는 반야심경의 유통 과정을 이해하는 데 유

용한 가설을 제공한다.

Ⅰ. 머리말

국, 한국, 일본을 통칭하는 한자 문화권의 승불교에서 반야

심경은 국가와 종 를 월한 공통의 소의경 으로 통용되어 왔

다. 이 경우의 반야심경은 특히 장(玄奘)이 번역한 반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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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1)을 가리킨다. 이 같은 통념은 장역 이

외의 다른 역본들이 있다는 사실과 반야심경의 원 이 범본(梵本)

으로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내포한다.2)

주지하다시피 한자 문화권의 승불교에서 반야심경의 비 이 

지 한 만큼, 반야심경에 한 연구는 일 이 충분할 만큼 활발하

게 개되었다. 이 연구의 요 은 다음과 같이 세 방면으로 개

할 수 있다.3)

⑴ 반야심경의 심은 ‘色卽是空’의 空에 있으므로, 반야심경은 

반야의 공 (空觀) 혹은 승불교의 핵심을 설하는 경 이다.

⑵ 반야심경의 심은 gate gate(揭帝 揭帝)로 시작하는 최후의 

주(密呪)에 있다.

⑶ 인도에서는 ‘ 주’ 심의 경 으로 래되었으나, 국에 들

어와서는 시 를 경과하면서 오로지 ‘공’ 심의 경 인 양 해석

되어 재에 이르 다.

이상의 셋  ⑴은 재 가장 주류를 이루는 해석이다. ⑵는 반

야심경을 소  교 경 으로 보는 해석으로 소수 의견에 속한다. 

⑶은 ⑴과 ⑵의 립과 모순 을 해소하는 새로운 견해이다. ⑴과 

⑵는 불교 문헌을 심으로 해석한 의견이다. 이에 해 ⑶은 불

1) 大正 8(No. 251), p. 848c. 가장 잘 유포된 이것은 통 으로 장이 

범본으로부터 번역한 것으로 간주되어 온 것(Nattier, p. 184)이며, 649년 

長安에서 번역되었다.

2) 이 반야심경에 해서는 “ 체로 다음과 같은 지식이 소  상식으로 

통용되어 왔다. 반야심경의 원 은 인도에서 prajñ p ramit -hṛdaya라는 

제목으로 작성되었다. 본과 소본이라는 2종의 텍스트가 있다. 본이란 

정통  불 을 구성하는 3  부문(序分, 正宗分, 流通分)을 모두 갖추고 

있는 텍스트를 가리킨다. 소본이란 序分과 流通分이 없는 텍스트를 

가리킨다. 처음에는 소본 계통이 서기 1세기 무렵 吳나라(지 의 南京 

지방)에서 漢譯되었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수정 번역되었다. 재 볼 수 

있는 漢譯은 본과 소본을 합쳐 모두 7부이며, 가장 오래된 텍스트는 

일본의 正倉院 문서로 남아 있는 唐代의 사본이다. 이밖에 漢譯으로부터 

티베트어나 앙아시아의 여러 언어로 번역된 것도 지 않다.” 

福井(1994) p. 79.

3) 의 책, pp. 80-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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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이외의 자료까지 다방면에서 두루 섭렵하여, “반야심경의 출발

인 동시에 핵심이기도 한 것은 최후의 주(密呪)이다.”라는 결

론을 도출한다.4)

그러나 이상의 연구 동향에 복병처럼 끼어든 것이 소  ‘반야심

경 경설’5)이다. 반야심경을 국에서 작성된 경(僞經)으로 단

정하는 이 격 인 주장의 논거는, 존하는 반야심경의 범본을 

인도산 원 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 주장은 학계의 상

식을 원천 으로 거부하는 것인 만큼 시비의 쟁론을 크게 발할 

만하다.6)

본론은 이 시비와 련된 쟁론에 직  참여할 의도를 갖고 있

지 않다. 문제의 쟁 을 해결하기 해서는 쟁 의 근거를 철 히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론은 반야심경 경설의 

토  자료  핵심이 되는 범본을 우회  방법으로 재조명하는 

데 목 이 있다. 여기서 ‘우회  방법’이라고 말한 것은 존하는 

다양한 범본을 1차 자료로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로 음역된 

반야심경을 범어로 환원함으로써 범본의  다른 원형을 고찰한

다는 것이다.

음역이란 범어의 표음을 한자의 표음으로 변환한 것이므로, 반

야심경의 음역본은 범본의 원 이 먼  존재했음을 입증한다. 

존하는 범본의 진 를 문제로 삼는다면, 음역으로부터 환원한 범

본도 기존의 범본과 함께 정 하게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반야심경 경설에서는 이 음역본에 한 면 한 검토가 간과되

4) 일본의 후쿠이 후미마사(福井 文雄)가 반야심경의 역사  연구(東京: 

春秋社, 1987)라는 서로 이 ⑶의 견해를 제창했다.

5) 여기서는 Jan Nattier(1992)가 장문의 논문으로 발표한 ｢반야심경은 

국의 경이 아닌가?｣(The Heart Sūtra: A Chinese Apocryphal 

Text?)의 지론을 가리킨다.

6) 이 주장의 시비를 정해야 할 입장에 있는 일본의 학계에서는 이 주장을 

아  무시한 듯하다. 주목할 만한 응으로는 후쿠이 후미마사가 제시한 

문제 (福井 1994, pp. 92-96)을 들 수 있다. 이 밖의 특기할 만한 응이 

없는 한, 그의 지 은 일본 학계의 비평을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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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7)

장경을 구성하는 한역(漢譯) 불 에는 무수한 음역어들이 사

용되어 있다. 장경 체로 보면 음역의 표기에는 일 성이 결여

되어 있으나, 역자와 시 별로는 최소한의 일 성을 발견할 수 있

다. 사실 역자가 마다 일 성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번역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 더욱이 동일한 역자라면 반야심경의 음역본처럼 

560자 안 의 한자를 사용하면서 표기의 일 성을 유지하지 못했

을 리가 없을 것이다.

이 에서 반야심경의 음역으로부터 거의 본래의 형태로 범본

을 구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음역의 본에 따른 원 의 차이

도 구명할 수 있다. 이 환원 작업에서 별의 결정 인 지표가 되

는 것은 연성법칙의 용 실태이다. 반야심경의 음역본은 원 의 

문장 체를 한자 표음으로 변환한 것이기 때문이다. 연성법칙은 

범어 문장을 구성하는 형태  결정 요소이다.

이상과 같이 음역으로부터 원어를 환원할 경우, 이 게 환원된 

범본은 원래의 상태를 더욱 진솔하게 드러낸다. 그리고 이것은 반

야심경 경설의 시비를 정하는 데 필수 인 토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7) Nattier는 구체 인 시를 배제한 채 다음과 같이 피상 으로 언 하는 

데 그친다. “이 음역본을 장역 반야심경과 조하면, 둘 사이에는 단지 

어법에서가 아니라 내용상의 차이 이 많다. 따라서 그 둘이 동일한 

사람에 의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특히 장과 같은 

인물의 작품이었을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장은 언어와 원문에 

정확하기로 설 인 인물인데, 이런 그가 그 같은 차이들을 방 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Nattier(1992) p.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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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음역과 원문의 조

2.1. 반야심경의 음역본

일반 으로 음역은 원어의 표의를 포기하고 표음을 구 함으로

써 원의 훼손을 방지하기 해 채택된다. 그러나 외형상 음역은 

표음 유지가 일차 인 용도이다. 특히 낱말이 아니라 문장 체에 

용된 음역이라면, 그 목 은 의미 달이 아니라, 그 고정된 형

태를 특정 의식이나 신앙에 용하려는 데 있다. 실제로 한역 불

에서 범본의 문장을 그 로 음역한 는 어학 련의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교의 다라니 는 진언에 속한다.

반야심경이 주류의 해석처럼 반야의 공 을 설하는 경 이라면 

이 경 의 음역은 외  사례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반야심경의 음역본은 반야의 공 이라는 그 내용보다 

주로서의 용도를 시했던 인식의 산물일 수 있다. 즉 이것은 

“당 (唐代)에서는 반야심경은 주로 주문의 경 , 구체 으로 말

하면 ‘반야바라 다의 주를 심으로 하는 경 ’으로 간주되어 

있었다.”8)라는 견해의 실체  증거가 될 수 있다.

8) 福井(1987) p. 216. 후쿠이 교수는 음역본 반야심경을 이 주장의 근거로 

의식하고 있지는 않다. 그는 이보다 세부 인 증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hṛdaya로 끝나는 구문은 개 주문·다라니·진언의 부류이다. 

그 때문에 漢譯에서 ‘～心經’으로 끝나는 경 ( 를 들어 반야심경)은 거의 

주문의 경 , 즉 표 은 엄 성을 결여할지 모르지만 체로 구분하면, 

교계에 속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교계 경 에서는 ‘～心’만으로도 

진언을 의미할 수 있다. 를 들어 不空譯 

底哩三昧耶不動 聖 念誦秘密法 卷上(大正 21, p. 16a)은 蓮華部明王心, 

佛部明王心, 金剛部明王心이라는 제목으로 各部의 진언을 인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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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야심경의 음역본은 당범번 자음반야바라 다심경(唐梵飜

字音般若波羅蜜多心經)  범본반야바라 다심경(梵本般若波羅蜜多

心經)으로 정신수 장경에 수록되어 있다.9) 그러나 과거에는 이 

음역본의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다가 돈황(敦煌) 사본이 발견된 

후에서야 그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10)

정신수 장경에는 ‘燉煌出 S. 700’11)로 분류된 하나의 사본만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돈황 사본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반야심

경 음역본의 사본은 5종이며, 목록에는 없는 사본도 근래에 새로 

발견되었다. 체 6종의 사본 에서 의역과 음역을 구분하여 정

연하게 기록한 완본은 3종이고, 나머지는 미비 상태거나 용도가 

다른 사본이다. 그리고 반야심경 음역본은 본과 소본의 분류  

소본에 속한다. 즉 이것은 불  구성의 3  부문  도입부(서분)

와 종결부(유통분)가 배제된 채 핵심부(정종분)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역의 반야심경도 이와 같은 소본이므로, 음역본은 외형

상 장역의 원 으로 간주된다. 음역본의 사본들을 개 하면 아

래와 같다.12)

ⓐ(S. 5648) : 아래의 B와 동일한 부류의 본으로 범본반야심

경.
B(S. 2464) : 정신수 장경에 No. 256으로 수록된 범본반야

바라 다심경.
ⓑ : 방산 운거사의 거란 장경(契丹藏)에 수록된 불공(不空) 번

역의 범본반야바라 다심경. B와 동일한 부류로서 최신 발견의 

것이다.” 같은 책, p. 213.

9) 大正 8(No. 256), pp. 851b～852a.

10) “음역본은 어도 10～19세기에 조성된 장경에는 편입되지 않았다가 

20세기에서야 돈황에서 발견되었다. 이 때문에 이것이 국에서 리 

유통되지는 않았던 듯하다.” Nattier(1992) p. 192.

11) ‘S. 700’의 S는 Stein의 목록을 지칭하며, 700은 박물 에 처음 

소장된 시기의 옛 번호일 뿐이고, 재는 2464로 재분류되어 통용된다.

12) 福井(1987) pp. 1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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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경본.13)

C(S. 3178) : 범본의 후반부가 결여된 범어반야다심경.
D(S. 5627) : 문을 동일한 크기의 자로 쓰고 가운데 을 

삽입한 범어반야바라 다심경.
E(P. 2322) : Pelliot의 목록에 수록된 사본으로 습자첩(習字帖)

의 일부인 범어반야바라 다심경.

이상에서 ⓐ, B, ⓑ의 3종이 범어 환원의 필수 인 토  자료가 

된다. 이 셋은 사실상 동일한 원천에서 유래한 것이다. 다만 본론

에서는 이  B를 고찰의 심으로 설정한다. 그 이유는 우선 사

본을 쉽게 열람할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이다. 그러나 질 으로 

보면 B는 오기, 복, 의역과 음역의 혼동 등으로 매우 난삽하

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난 은 ⓐ와 ⓑ를 함께 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음역의 다양한 양태를 

악하게 하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2.2. 음역에 의한 원어 환원

반야심경의 원 에 한 연구는 일본의 법륭사(法隆寺)에 패엽

(貝葉)으로 보존되어 있었던 범본15)에 의해 진즉 이루어졌다. 이

에 후속하여 시라이시 신도(白石 眞道)가 일본에 해진 사본들을 

13) 국의 房山 雲居寺에서 조성되었던 石刻 장경에 의해 그 존재가 

알려지게 된 이 石經의 실물 사진을 이시바시 나리야스(石橋 成康)로부터 

입수하여 최 로 연구하게 된 말은 福井(1987) p. 119 참조.

14) 이 B본의 가치와 약 에 해서는 “원문 비평의 훌륭한 연구 자료가 

되지만, 그 체가 오기투성이로 악명 높아 목 하는 바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Hurvitz(1977) p. 112.

15) 일 이 Georg Bühler에 의해 연구되었던 이 사본은 8세기  는 

후반에 필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白石(1939) p. 3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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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19종의 사본을 비교 조하 고,16) Edward Conze는 입

수 가능한 거의 모든 사본을 조하면서 범본의 원문을 제시하

다.17)

음역에 의한 원어 환원은 이상과 같은 연구가 있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본론이 주력하는 것은 이미 연구된 

범본을 재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음역의 원어를 환원해 냄으로써 

음역본 자체의 원 을 복원하는 것이다.18) 이 게 복원된 원 은 

기존의 범본과는 다른  하나의 본이 된다. 더욱이 여기서 고

찰의 심으로 설정한 음역본(B)은 많은 사본들의 근간이 되었을 

것으로 간주되므로,19) 이 음역에 의한 원어 환원은 반야심경의 진

상을 밝히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16) 의 책, pp. 297-280. 이 비교 조에서 음역본 B(大正 No. 256 ; S. 

2464)의 범어 복원에 해서는 좀더 숙고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 즉 

여기서는 단어 말미의 자음이나 기음인 ḥ가 직 의 한자에 혼융되어 

표기되지 않을 수 있는 음역 한자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이 같은 

사례는 梵語千字文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즉 博乞灑(pakṣaḥ)에서 灑는 

-ḥ를(大正 54, p. 1199b), duḥkha의 음역인 耨佉(p. 1201a)와 特佉(p. 

1214c)에서 耨와 特은 -ḥ를 함축한다.

17) Conze(1967) pp. 148-167.

18) 후쿠이 교수의 선행 연구는 ⓐ와 ⓑ의 음역  해당 원어를 조해 

두었다. 福井(1987) pp. 127-136. 이 조가 음역과 원어와의 일치성까지 

정 하게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본론의 고찰에서는 이것을 매우 

효과 으로 활용하 다.

19) 반야심경의 원문을 복원할 때 지향할 사항 의 하나로 제시되는 것은 

“아마도 여러 사본의 근간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장본(唐梵飜 字音般若波羅蜜多心經)과 법륭사본을 존 하여 가능한 한 

그것에 가까운 형태를 제시함”(中村 외 1983, pp. 173-4)이다. 여기서 

말하는 장본이 음역본 B이다. 이것을 원문 복원의 거로 사용하기 

해서는 그 음역을 정확하게 원어로 환원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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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일러두기

이하의 ｢본문 검토｣에서는 음역본의 본문을 임의로 분 하여, 

각 분 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비함으로써 환원된 원어를 조

명한다.

1. 첫째  : B는 고찰의 심으로 설정한 범본반야바라 다심경(S. 
2464, 大正 No. 256)의 본문. 의역 등의 다른 표시는 배제하고, 음역

만을 자구 표시의 숫자와 함께 제시함.

2. 둘째  : 상기한 음역 한자의 우리말 독음. 이 독음은 독경의 행

에 따름.

3. 셋째  : 음역으로부터 환원한 범어.

4. 넷째  : B의 본문에 작은 자로 표기된 의역을 본문으로부터 분

리하여 범어와 일치하도록 배열함.

5. 다섯째  : ⓗ는 B에 상응하는 장역 반야바라 다심경(大正 

No. 251)의 구문.

6. 여섯째  : ⓐ는 돈황 사본 S. 5648의 해당 음역.

7. 일곱째  : ⓑ는 방산 운거사 석경본의 해당 음역.

｢본문 검토｣에서 유의할 사항  부호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숫자 : 음역본의 본문에서 자구의 순서를 표시하기 해 삽입한 숫

자.20)

- : 범어의 복합어 구성을 표시.

ˇ : 범문의 특성상 붙여쓰고 있으나 단어가 분리됨을 표시.

ˆ : 범어의 연성이 용되었거나 하나의 음역 한자가 2개의 자모를 함

축한 부분을 표시.

* : B의 본문  오류가 있는 부분의 앞에 표시.

◎ : B의 본문과 비교하여 음역상의 차이로 인해 해당 자가 없는 부

분.

 : B의 본문과 비교하여 자가 달라진 부분.

20) 이런 숫자의 삽입은 眞 다라니 경 의 상례이므로, 이것으로도 

반야심경이 원래 다라니의 경 이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고 한다. 

福井(1987)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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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
숫자 이외에는 음역본의 본문에 없는 부호들이다.21)

2.2.2. 본문 검토

B01 鉢囉誐攘播囉弭哆-紇哩那野-素怛囕
발라아양 라미차-흘리나야-소달람

prajñ p ramit -hṛdaya-sūtram//

般若波羅蜜多   心      經

ⓗ般若波羅蜜多心經

ⓐ鉢囉誐攘播囉弭哆-紇里 野-素怛囕#1

ⓑ鉢囉枳孃播囉弭跢-𠶹 乃野-素怛囕

B02 阿哩也嚩嚕枳帝濕嚩路 冒地娑怛侮#2

아리야박로지제습박로 모지사달모#2

ry valokiteśvaro bodhisattvo

聖觀自在         菩薩

ⓗ觀自在菩薩

ⓐ阿哩也嚩嚕枳啼濕嚩路 冒地娑怛侮#2

ⓑ阿哩也嚩路枳帝濕嚩嚕 冒地薩怛舞

B03 儼鼻囕 鉢囉誐攘播囉弭哆#3-左哩焰 左囉麼 ˇ尾也#4嚩嚕◎迦底22) 
娑麼
엄비람 발라아양 라미차#3-좌리염 좌라마녀ˇ미야#4박로◎가  사

마

gaṃbh r ṃ prajñ p ramit -cary ṃ23)  caram ṇo vyavalokayat

21) 음역본의 본문은 공통 으로 범어의 자음 결합을 ‘二合’으로, 장모음을 

종종 ‘引’으로 표시한다. 를 들어 prajñ 를 ‘鉢囉(二合)誐攘(二合)’로 

표기한다. 특히 ⓑ에서는 上, 去, 入 등으로 국어 특유의 聲調를 

표시한다.

22) 아래 ⓐⓑ에 의해 嚩嚕迦野底의 野가 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23) 中村 元이 소  온건한 텍스트로 제시한 범본에서 이 구문은 

“gaṃbh r y ṃ prajñ p ramit y ṃ cary ṃ”으로 어미와 문장 구조가 

약간 다르다. 中村 외(1983) p. 174. 그러나 이 구문이 “儼鼻囕 

鉢囉誐攘播囉弭哆-左哩焰”의 원문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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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4) sma/

深         般若波羅蜜多    行       行時      照見

ⓗ行深般若波羅蜜多時 照見

ⓐ儼鼻囕 鉢囉誐攘播囉弭多#3-左哩焰 左囉麼 ˇ尾也#4嚩嚕迦野底 娑麼

ⓑ儼鼻  鉢囉枳孃播囉弭哆-左哩演 左囉麼喃ˇ弭也#2嚩路迦野底 娑麼

B04 畔左#5 塞建駄娑ˇ怛室ˇ左 娑嚩婆嚩-戍儞焰 跛失也底 娑麼
반좌#5 새건태사ˇ달실ˇ좌 사박 박-수이염 실야  사마

pañca skandh sˇt ṃśˇca svabh va-śūny n25)  paśyati sma/

五     蘊      彼       自性      空       現

ⓗ五蘊皆空 度一切苦厄26)

ⓐ畔左#5 塞建◎娑ˇ怛室ˇ左 娑怛婆嚩-戍你焰 跛失也底 娑麼

ⓑ半左 塞建擔#3娑ˇ黨左ˇ  娑嚩婆嚩-舜你焰#4 跛失也底 娑麼#5

B05 伊賀#7 捨哩補怛囉#8 嚕畔 戍儞焰 戍儞也 嚩 嚕畔#9

이하#7 사리보달라#8 로반 수이염 수이야 박 로반#9

iha ś riputra rūpaṃ śūnyaṃ27)  śūnyataiva rūpaṃ

24) Conze는 尾也嚩嚕迦野底의 범어를 vyavalokayati가 아니라 

vyavalokayate로 간주했다(Cf. Conze, p. 150, n. 6). 둘은 각각 

vy-ava-√lok(조망하다)의 타태와 자태로서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이 동사의 자태로는 vyavalokayate가 아니라 vyavalokate가 

바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尾也嚩嚕迦野底를 vyavalokayate의 음역으로 

간주한 이유는 底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Conze는 底의 음가가 te에 

가깝다고 단한 듯하지만, 음역 한자의 일반 표기에서 底는 ti의 

음역으로 사용된다.

25) 戍儞焰의 원어로는 śūny ṃ(福井 1987, p. 128)도 가능하다. 그러나 

법륭사본의 원 에서도 śūny n(德山, p. 48)일 뿐만 아니라, 구문의 

문법상으로도 형용사 복수 목 격인 śūny n가 타당하다.

26) 법륭사본을 비롯하여 존하는 모든 범본  음역본에도 “度一切苦厄”에 

응하는 부분이 없다. “그러나 장의 제자  慈恩大師 基의 

心經幽贊과 圓測의 心經贊에는 이 문구를 제시하는 주석이 달려 

있으므로, 장의 번역에는 처음부터 이 문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장은 번역하면서 본문에 없는 것을 삽입했을 것이다.” 中村 

외(1983) p. 20, n. 8.

27) 戍儞焰에 해당하는 원어는 명백히 śūnyam(Nattier, p. 161)이다. 그러나 

ⓑ본에서는 이것을 戍你也哆로 표기했고, 戍你也哆의 원어인 śūnyat 는 

법륭사본(德山, p. 48)과 일치한다. 문맥상으로는 śūnyam보다 śūnyat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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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  利子   色     空       空性    是  色

ⓗ 利子

ⓐ伊賀#7 捨哩補怛囉#8 嚕畔 戍你焰 戍你焰28) 嚩 嚕畔#9

ⓑ伊賀 哩補怛囉#6 嚕  戍你也哆#7 戍你也帶嚩 嚕 #8

B06 嚕播 曩 比㗚他◎29) 戍儞也哆#10 戍儞也哆野#11 曩 比㗚他  嚕畔#12

로  낭 비률타◎   수이야차#10 수이야차야#11 낭 비률타벽 로반#12

rūp n na pṛtha śūnyat  śūnyat y  na pṛthag rūpaṃ

色    不  異    空,       空       亦不 異    色

ⓗ色不異空 空不異色

ⓐ嚕播 曩 比㗚他 戍弥也哆#10 戍你也哆野#11 曩 比㗚他  嚕畔

ⓑ嚕  曩 畢哩  忖你也哆#9 秫你也哆夜 曩 畢哩他  嚕 #10

B07 夜怒 嚕畔 娑 戍儞也哆 夜#13 戍儞也哆 娑 嚕畔#14

야노 로반 사 수이야차 야#13 수이야차 사 로반#14

yad rūpaṃ s  śūnyat , y  śūnyat  sa30) rūpam/

是  色     彼 空,      是  空      彼  色

ⓗ色即是空 空即是色

ⓐ夜怒 嚕畔 娑 戍你也哆 夜#12 戍你也哆 娑 嚕畔#13

ⓑ拽訥 嚕  娑 舜你也哆#11 ◎ 戍你也帶嚩夜 娑 嚕畔#1231)

타당하다.

28) 사본에서는 이 戍你焰를 반복 기호로 표시했다. 福井(1987) p. 136, n. 10.

29) 뒤에 있는 比㗚他 (pṛthag)를 고려할 때 比㗚他는 일단 pṛtha의 

음역(白石, p. 294의 17)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pṛthak의 k를 他로 

함축했을 가능성도 있다. k에 해당하는 迦를 덧붙여 교정한 경우도 있다. 

福井 1987, p. 136, n. 13 참조.

30) 법륭사본(德山, p. 48)에 의하면 tad이고 문법 으로 이것이 옳다. 

Conze(p. 150)와 中村(p. 174)도 tad로 교정했다. 그러나 한자로 娑는 

분명히 sa의 음역이다(白石, p. 293의 17 참조). 이 경우, sa는 성명사인 

rūpa를 남성명사로 취 한 오류이다. 그러나 娑의 원어를 s 로 

환원한(Hurvitz, p. 111)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31) B05에서 ⓑ는 śūnyataiva를 戍你也帶嚩으로 음역한다. 이에 따르면 이 

부분의 “戍你也帶嚩 夜 娑 嚕畔”은 “śūnyataiva y  sa rūpam”이라는 

부자연스런 문장으로 복원된다. 따라서 이 부분의 음역은 B와 ⓐ처럼 

“夜 戍你也帶嚩 娑 嚕畔”로 정돈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 부분은 ◎의 

치에 기재해야 할 夜를 戍你也帶嚩의 뒤에 잘못 기재한 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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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8 曀嚩弭嚩#14 吠那曩-散誐攘-散娑迦囉-尾誐攘喃#15

에박미박#14 폐나낭-산아양-산사가라-미아양남#15

evameva vedan -saṃjñ -saṃsk ra-vijñ nam32)/

如是     受-     想-     行-      識

ⓗ受想行識亦復如是

ⓐ曀嚩弭嚩#14 吠 曩-散誐攘-散娑迦囉-尾誐攘喃#15

ⓑ翳嚩銘嚩#13 尾那曩-僧枳孃-僧娑迦囉-尾枳孃曩𩕳 #14

B09 伊賀 捨哩補怛囉#16 薩囉嚩-達麼 戍儞也哆-落乞叉拏#17

이하 사리보달라#16 살라박-달마 수이야차-락걸차나#17

iha  ś riputra   sarva-dharm ḥ śūnyat -lakṣaṇ

此   利子     諸-   法       空-     相

ⓗ 利子 是諸法空相

ⓐ伊賀 捨哩補怛囉#16 薩囉嚩-達麼 戍你也哆-洛 33)叉拏#17

ⓑ◎ 哩補怛囉#15 薩囉嚩-達囉磨 戍你也哆-洛訖叉拏#16

B10 阿怒哆播曩 阿寧嚕駄#18 ◎阿尾麼攞#1934)ˇ阿怒曩ˇ阿播哩補攞拏#20

아노차 낭 아녕로태#18 ◎아미마라#19ˇ아노낭ˇ아 리보라나#20

anutpann  aniruddh  amal vimal  anūn  aparipūrṇ ḥ35)/

不生      不*阿不36)      不淨      不增  不減

ⓗ不生不滅 不垢不淨 不增不減

ⓐ阿怒哆播曩 阿寧嚕駄#18 阿摩攞阿尾摩攞#19ˇ阿怒曩ˇ阿播哩補攞拏#20

ⓑ阿怒怛播曩#17 阿寧𠷈 駄#18 阿摩攞#19阿吠摩攞#20ˇ捺那ˇ諾#21ˆ三 囉拏#22

B11 哆娑每ˆ捨哩補怛囉#21 戍儞也哆焰 曩 嚕畔#2237)

간주된다.

32) 법륭사본(德山, p. 48)에서 vijñ nam은 복수 주격인 vijñ n ni로 되어 

있고, vijñ n ni는 아래 ⓑ의 尾枳孃曩𩕳 와 일치한다.

33) 은 乞과 동일한 자. 福井(1987) p. 129.

34) 아래 ⓐ의 ‘阿摩攞阿尾摩攞’와 조함으로써 阿尾麼攞 앞에 amala(不淨)에 

해당하는 阿麼攞가 탈락된 오기임을 알 수 있다.

35) anūn  aparipūrṇ ḥ가 법륭사본(德山, p. 48)에서는 non  na paripūrṇ ḥ. 

그러나 아래의 ⓑ에서 “捺那 諾三 囉拏”로 표기한 음역의 원어는 non  

n saṃpūrn ḥ(福井 1987, p. 130)이다. 어느 쪽이든 의미는 동일하다.

36) 阿不을 의역으로 기재했으나 이것은 滅의 오기.

37) ⓑ에는 捨哩補怛囉(ś riputra)가 부재. 따라서 이 부분은 장역의 “是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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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매ˆ사리보달라#21 수이야차염 낭 로반#22

tasm cˆch riputra śūnyat y ṃ na rūpam/

是故   利子     空中        無 色

ⓗ是故 空中 無色

ⓐ哆娑每 捨哩補怛囉#21 戍你也哆焰 曩 嚕畔#22

ⓑ怛娑每 ◎         你也哆野#23 曩 嚕 #24

B12 曩 吠那曩#23 曩 散誐攘#24 曩 散娑迦囉#25 曩 尾誐攘喃#26

낭 폐나낭#23 낭 산아양#24 낭 산사가라#25 낭 미아양남#26

na vedan  na saṃjñ  na saṃsk r  na vijñ nam/

無  受     無 想      無 行        無 識

ⓗ無受想行識

ⓐ曩 吠 曩#23 曩 散誐攘#24 曩 散娑迦囉#25 曩 尾誐攘喃#26

ⓑ曩 吠那曩#25 曩 僧枳孃#26 曩 僧塞迦囉#27 曩 尾枳孃曩𩕳 #2838)

B13 曩 斫乞蒭-戍嚕怛囉-迦囉拏-𡁠 賀嚩-迦野-麼曩 #27

낭 작걸추-수로달라-가라나-이하박-가야-마낭 #27

na cakṣuḥ-śrotra-ghr ṇa-jihv -k ya-man ṃsi/

無 眼-    耳-    鼻-    -  身-   意

ⓗ無眼耳鼻 身意

ⓐ曩 斫乞 39)-戍嚕怛囉-迦囉拏- 賀嚩-迦野-摩曩勦#27

ⓑ曩 作屈蒭-秫嚕怛囕-迦囉喃-𠰒 賀嚩-迦野-摩曩◎#29

B14 曩 嚕畔 攝那-彥駄-囉娑-娑播囉瑟吒尾也-達麼#28

낭 로반 섭나-언태-라사-사 라슬타미야-달마#28

na rūpaṃ śabda-gandha-rasa-spraṣṭavya-dharm ḥ/40)

空中無色”에 일치한다.

38) 尾枳孃曩𩕳 의 원어는 B08 ⓑ의 경우처럼 vijñ n ni이다. 그러나 中村(p. 

175, n. 3)에 의하면, “na saṃsk r  na vijñ naṃ”로 읽는 것은 장본의 

다른 사본에도 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반야경 일반의 독법이기도 

하다.

39) 은 蒭와 동일한 자.

40) 법륭사본 등의 범본에서 

“rūpa-śabda-gandha-rasa-spraṣṭavya-dharm ḥ”로 복합어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상례이다. 의미의 차이는 없을지라도 이 음역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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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 色-  聲-   香-     味-  觸-        法

ⓗ無色聲香味觸法

ⓐ曩 嚕畔 攝娜-彥駄-囉娑-娑播囉瑟吒尾也-達麼#28

ⓑ曩 嚕播 濕嚩 曩41) 巘駄-囉娑ˆ婆囉瑟劄尾也-達囉磨#30

B15 曩 斫蒭-駄都#29哩ˇ也嚩 曩 麼怒尾誐攘誐喃 駄都#3042)

낭 작추-태도#29리ˇ야박 낭 마노미아양아남 태도#30

na cakṣur-dh turˇy van na manovijñ naṃ dh tuḥ/

無 眼-    界     乃至   無 意識-       界

ⓗ無眼界 乃至無意識界

ⓐ曩 斫乞 -駄都#29哩ˇ也嚩 曩 麼怒尾誐攘◎喃 駄都#30

ⓑ曩 作屈蒭-駄都#31◎ˇ夜嚩 曩 麼怒尾枳孃曩-駄都#32

B16 曩 尾儞也#31 曩ˆ尾儞也#32 曩 尾儞也-乞叉喻#33 曩ˆ尾儞也-乞叉喻#34

낭 미이야#31 낭ˆ미이야#32 낭 미이야-걸차유#33 낭ˆ미이야-걸차유#34

na vidy     n vidy     na vidy -kṣayo    n vidy -kṣayo43)

구문은 부자연스럽다.

41) 濕嚩-曩-의 원어는 ‘śabda-na-’일 수밖에 없는데, 불변화사인 na가 

복합어의 일부로 사용되는 이상한 구문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은 ‘曩 濕嚩-’(na śabda-)의 오기일 것이다. 음역 로라면 ‘śabdaḥ 

na’를 상정할 수 있으나, 이 구문은 음성 법칙에 따라 śabdo na’가 

되므로 ‘濕嚩-曩’로 음역될 수 없다.

42) 麼怒尾誐攘誐喃-駄都의 원어인 “manovijñ n naṃ dh tuḥ”는 ‘의식들의 

세계’를 뜻한다. ⓐ의 麼怒尾誐攘喃-駄都의 원어는 “mano-vijñ naṃ 

dh tuḥ”(福井 1987, p. 131 ; Cf. Hurvitz, p. 111)로서 ‘意識界’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러나 意識界는 흔히 ‘manovijñ na-dh tuḥ’라는 복합어로 

표 되므로, 이 같은 원문은 어색한 조합이다. ⓑ의 麼怒尾枳孃曩-駄都는 

manovijñ na-dh tuḥ의 음역이고, 이 원어는 법륭사본(德山, p. 48)과 

일치한다.

43) B와 ⓐ에 해당하는 이 원문은 법륭사본과 일치한다. 이 원문은 “지혜도 

없고 무지도 없으며, 지혜의 소멸도 없고 무지의 소멸도 없다.”라고 

번역된다. 그러나 ⓑ의 “曩尾你也 曩阿尾你也-諾乞叉喻”는 “n vidy  

n vidy -kṣayo”(무지도 없고 무지의 소멸도 없다)에 해당하여 장역의 

“無無明 亦無無明盡”에 부합한다. Conze의 범문(p. 151)도 이와 같으나, 

福井(1987, p. 131)가 “n vidy  na vidy  n vidy -kṣayo”로 제시한 것은 

어느 음역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양쪽 원문을 비교하면, ⓑ는 Bⓐ를 

축약(  부분)한 것이므로, 이는 원  자체가 다르다는 확실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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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  明     無無明盡      無 明盡            無明盡

ⓗ無無明 亦無無明盡

ⓐ曩 尾你也#31 曩ˆ尾你也#32 曩 尾你也-乞叉喻#33 曩ˆ尾你也-乞叉喻#34

ⓑ曩尾你也 曩#33阿尾你也-◎諾乞叉喻#34

B17 44)野嚩*囉 曩45) 囉-麼囉喃#35 曩 囉-麼囉拏-乞叉喻#36

야박*라   낭  야라-마라남#35  
낭 야라-마라나-걸차유#36

y van na jar -maraṇaṃ na jar -maraṇa-kṣayo

乃至  無     死       無    死      盡

ⓗ乃至無 死 亦無 死盡

ⓐ野嚩 曩 惹囉-摩囉喃#35 曩 惹囉-摩囉拏-乞叉喻#36

ⓑ夜嚩 曩 惹囉拏-麼囉喃#35 曩 惹囉拏-麼囉拏-乞叉藥#3646)

B18 曩 耨佉-娑敏那野-寧嚕駄-麼*哩47)誐穰#37

낭 가-사민나야-녕로태-마*리아양#37

na duḥkha-samudaya-nirodha-m rg

無 苦-     集-       滅-     道

ⓗ無苦集滅道

ⓐ曩 耨佉-娑 野-寧嚕駄-麼哩誐穰#37

ⓑ曩 耨佉-三母曩曳-𩕳 嚕達囉-摩 誐#37

B19 曩 誐攘喃#38 曩 鉢囉比底#39 曩ˆ鼻娑麼◎#4048) 哆娑每那*49)ˆ鉢囉比底

된다.

44) 이 35～36 구 (p. 851c20)에는 아래와 같은 심각한 오류가 있으므로, 

뒤에서 반복 기재된 부분(p. 851c28)을 취했다.

음역 : 野嚩 囉-麼囉喃#35 曩 囉-麼囉拏-乞叉喻#36

의역 : 乃至 無無 無盡

45) 이것은 ‘野嚩 曩’의 오기. 원본에서 囉曩를 의역으로 표시한 것도 

오류이다. 더욱이 囉는 다음 단어에 사용할 것을 여기에 잘못 덧붙 다.

46) 이 ⓑ에 의하면 원문은 “y van na jaraṇ -maraṇaṃ na 

jaraṇ -maraṇa-kṣayaḥ/”로 복원된다. 惹囉拏의 원어로는 jar ṇ (福井 

1987, p. 131)가 아니라 jaraṇ 가 옳다. jar 와 jaraṇ 는 1음 만 다를 뿐 

어원과 의미가 동일하므로 그 차이는 무시할 만하다.

47) 哩를 麼의 의역으로 표기한 것은 오류.

48) 아래 ⓐ에 의하면 이것은 ‘曩 鼻娑麼野’로 野가 락된 것이며 원어는 

無證으로 번역된 n bhisamayaḥ이다(福井 1987, p. 132). 이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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怛嚩#41

낭 아양남#38 낭 발라비 #39 낭ˆ비사마◎#40 차사매나*ˆ발라비부달

박#41

na jñ naṃ na pr ptir n bhisamayaḥ(/) tasm dˆapr ptitv d

無 智      無  得     無證          以     無所得故 

ⓗ無智亦無得 以無所得故

ⓐ曩 誐攘喃#38 曩 鉢囉比底#39 曩ˆ鼻娑摩野#40 哆娑每 ˆ鉢囉比底怛嚩#41

ⓑ曩 枳孃◎ 曩 納鉢囉鉢底#38室 左 哆 喯 那ˆ鉢囉鉢底怛 #3950)

B20 冒地娑怛嚩喃#42 鉢囉誐攘播囉弭哆#43麼ˆ室哩底也
모지사달박남#42 발라아양 라미차#43마ˆ실리 야

bodhisattv n ṃ prajñ -p ramit mˆ śritya

菩提薩埵        般若波羅蜜多      依於

ⓗ菩提薩埵 依般若波羅蜜多故
ⓐ冒地娑怛嚩喃#42 鉢囉誐攘播囉弭哆#43摩ˆ室哩底也

ⓑ冒地薩怛嚩◎#4051)  鉢囉枳孃播囉弭哆沫ˆ室 底也#41

번역이 장역(ⓗ)에는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륭사본에도 없다. 이에 따라 

中村은 해당하는 범어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Conze는 이 원어를 각주로 

제시했다(p. 151, n. 36).

49) 원본에서 ‘娑每無那’로 無를 음역으로 표기한 것은 오류. 娑每那는 음역, 

無는 의역.

50) ⓑ에 부합하는 원문은 “na jñ naṃ na pr ptiś ca tasm n 

n pr ptitv d”(福井 1987, p. 132)로, 이것의 의미는 장역의 “無智亦無得 

以無所得故”와 일치한다. Hurvitz(p. 111)가 tasm n을 tasmai로 제시한 

것은 음역  의역과 부합하지 않다. 법륭사본의 “na jñ naṃ na pr ptir 

apr ptitvena”(德山, p. 48)는 ⓑ와 의미상으로는 일치하지만, 문자의 

구사는 다르다. Conze가 제시한 범본에서 이에 해당하는 원문은 “na 

jñ naṃ na pr ptir na-apr ptiḥ”이다. 한편 Conze는 apr ptitv d의 

음역에 해당하는 ˆ鉢囉比底怛嚩의 범어를 apr ptitva로 간주했다(Cf. p. 

152, n, 38). 그러나 연성법칙과 의미에서 이는 부 합하다. 嚩은 주로 

va에 상당하는 범어의 음역이지만, B28에서 tv t를 怛嚩으로 음역한 

경우처럼 嚩은 v t 는 v d를 표기할 수 있다.

51) 冒地薩怛嚩에 가능한 범어들 (Cf. Conze, p. 152, n. 38) 가장 타당한 

것은 bodhisattvaḥ이며, B21의 3인칭 단수 viharaty라는 동사와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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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1 尾賀囉底也#44ˆ只跢嚩囉拏#45

미하라 야#44ˆ지다박라나#45

viharatyˆacitt varaṇaḥ/

住      心無罣礙

ⓗ心無罣礙

ⓐ尾賀囉底也#44ˆ只跢嚩囉拏#45

ⓑ尾賀攞底也ˆ喞哆阿嚩囉拏#42

*··· 반복 기재 부분 ···52)

B22 只跢◎53)囉拏#46-曩悉底怛嚩那ˆ 哩素都#47

지다◎라나#46-낭실 달박나ˆ달리소도#47

citt varaṇa-n sititv dˆatrasto54)

心罣礙     無有       恐

ⓗ無罣礙故 無有恐怖

ⓐ◎           -曩悉底怛囉55) #46ˆ怛囉素都#47

ⓑ喞哆阿嚩囉拏#43 曩悉底怛嚩◎ˆ阿怛囉薩哆#44

B23 尾播哩也娑ˆ底伽蘭哆#48 寧瑟吒-寧哩*也嚩喃#4956)

52) 이하 33～45(大正 08, p. 851c27～852a07)의 반복은 각상의 오류.

53) 只跢嚩囉拏의 嚩이 락된 오류.

54) Hurvitz(p. 112)는 직 의 ˇ只跢嚩囉拏와 연결되는 이 부분을 

“acitt varaṇo'citt varaṇo na siddhitv d atrasto”로 환원했다. 그러나 

이것은 음역의 일 성을 간과한 오독의 사례에 속한다. 그가 환원한 

범문은 “마음의 장애가 없고(心無罣礙), 마음의 장애가 없는 

것은(無-心無罣礙) 성취되지 않으므로 공포가 없고”라고 번역되므로, 

우선 의미가 통하지 않고, 본문에서 유지하고 있는 음역의 상례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의 범문은 拏를 ṇo로, 曩悉底怛嚩那를 na 

siddhitv d로 환원한 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n sititv d에서 -titva가 

底怛嚩으로 음역된 는 B19에서도 일 될 뿐만 아니라, 拏는 ṇa 는 

ṇ 의 음역으로 일 되어 있다.

55) 囉는 嚩의 오기.

56) 아래 ⓐ를 고려할 때, 寧哩也嚩喃의 也는 잘못 삽입된 오기가 분명하다. 

Hurvitz(p. 112)는 ⓐ를 고려하지 못하여 이의 원어를 

‘nir(ya)v ṇam’으로 제시했으나, 범어에서 niryav ṇa라는 단어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寧哩嚩喃의 원어는 nirv ṇam(福井 1987,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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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리야사ˆ 가란차#48 녕슬타-녕리야박남#49

vipary s tikr ntaḥ57)  niṣṭh -nirv ṇam/

顛倒    遠離     究竟   涅盤

ⓗ遠離顛倒夢想 究竟涅槃

ⓐ尾播哩也娑ˆ底迦蘭跢#48 寧瑟吒-寧哩嚩喃#49

ⓑ尾播哩也娑ˆ底訖 跢#45 涅哩瑟吒-你哩嚩拏#46

B24 底哩也駄嚩#50-尾也嚩悉體跢 娑嚩-沒駄#51

리야태박#50-미야박실체다 사박-몰태#51

tryadhva-vyavasthit ḥ sarva-buddh ḥ

三世     所經         諸佛

ⓗ三世諸佛

ⓐ底哩也駄嚩-尾也嚩悉體哆 娑嚩-沒駄#50

ⓑ底哩也特嚩-曩嚩悉體哆 薩囉嚩-沒駄#47

B25 鉢囉誐攘播囉弭哆#52麼ˆ室哩底世耨跢蘭 藐世 沒地#53麼ˆ鼻 沒
駄哆
발라아양 라미차#52마ˆ실리 세 다란 삼막세삼몰지#53마ˆ비삼몰

태차

prajñ p ramit mˆ śrity nuttar ṃ samyaksambodhiṃˆabhisamb

uddh ḥ/

般若波羅蜜多     故得 無上       等     正         竟

ⓗ依般若波羅蜜多故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鉢囉誐攘播囉弭◎#51摩ˆ室哩底也耨哆蘭 弭也◎沒地#52麼ˆ鼻 沒駄哆

ⓑ鉢囉枳孃播囉弭跢沫ˆ室哩底也#48 阿耨哆囉 三藐三沒地麼ˆ鼻 沒駄#49◎

133)이지만, ⓑ의 你哩嚩拏에 부합하는 원어는 nirv ṇaḥ로서 법륭사본과 

일치한다(德山, p. 48 ; 中村, p. 175 ; Conze, p. 152). 그러나 究竟으로 

의역된 寧瑟吒의 원어는 niṣṭh 이지만, ⓑ의 涅哩瑟吒는 niṣṭh 의 

음역으로 볼 수 없다.  ⓑ의 본문에서 이것을 “涅哩(二合)瑟吒(二合)”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이것의 원어는 dṛṣṭa(見)로 간주된다. 

怛嚩耶-涅哩瑟吒(tvay -dṛṣṭa)처럼 dṛṣṭa를 涅哩瑟吒로 음역한 가 

있으며(大正 18, p. 218a), 唐梵兩語雙 集에서는 dṛṣṭa(見)의 음역을 

涅哩瑟姹로 제시한다(大正 54, p. 1241b).

57) B22에서 -to를 都로 음역한 사례가 있으므로 여기서 哆는 taḥ의 음역일 

것이며(白石, p. 285 참조), 이는 연성법칙에 어 난다. 법륭사본 등의 

범본에서는 vipary s tikr nto로 기재된 것이 연성법칙에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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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6 娑每 誐攘哆尾演#54 鉢囉誐攘播囉弭哆#55-麼賀滿怛嚕#56

사매 아양치미연#54 발라아양 라미차#55-마하만달로#56

tasm j jñ tavyaṃ58)  prajñ p ramit -mah mantro

是故   應知       般若波羅蜜多   大呪 

ⓗ故知般若波羅蜜多 是大神咒
ⓐ娑每 誐攘哆尾演 鉢囉誐攘播囉弭哆 摩賀滿怛嚕

ⓑ怛薩麽 枳孃怛尾焰 鉢囉枳孃播囉弭跢#50 摩賀滿咄嚕#51

B27 麼賀-尾儞也-滿怛囉#57ˇ阿耨哆囉-滿怛囉#58ˇ阿娑麼娑底-滿怛囉#59

마하-미이야-만달라#57ˇ아 차라-만달라#58ˇ아사마사 -만달라#59

mah -vidy -mantraḥˇanuttara-mantraḥˇasamasama-mantraḥ59)

大    明    呪     無上      *呪      無60)等等    呪

ⓗ是大明咒 是無上咒 是無等等咒
ⓐ麼賀-尾你也-滿怛囉ˇ阿耨哆囉-滿怛囉ˇ阿娑麼娑底-滿怛囉

ⓑ摩賀-尾你也-滿怛囉#52ˇ阿耗哆囉-滿怛囉#53ˇ阿三麼三麼-滿怛囕#54

B28 薩嚩-耨佉-鉢囉捨曩 娑底也麼ˆ弭贊哩也怛嚩#61

살박- 가-발라사낭 사 야마ˆ미찬리야달박#61

sarva-duḥkha-praśamanaḥ satyamˆamithyatv t

一切  苦      止息卒      真實   不虛

ⓗ能除一切苦 真實不虛故

58) 법륭사본(德山, p. 48)에서 jñ tavyaṃ이 jñ tavyo로 된 것은 연성법칙에 

어 난다. jñ tavyo는 jñ tavyaḥ의 연성이지만, pra- 앞에서 jñ tavyaḥ는  

jñ tavyo가 아니라 jñ tavyaḥ로 유지되어야 한다.

59) 음역으로부터 환원한 이 문장은 범어 원 의 신빙성에 결정 인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ro는 嚕/路, -raḥ는 囉/野로 구분하여 표기하는 

본문의 통례를 용할 때, 이 범문(福井 1987, pp. 134-5)은 음역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음역이 범본의 원문과 정확히 일치한 것이라면, 이 

구문은 연성의 기본 법칙에 어 난다. 이것을 연성법칙에 맞추어 

교정하면 “mah -vidy -mantro'nuttara-mantro'samasama-mantraḥ”가 

되며, 법륭사본(德山, p. 48), Conze(p. 152), 中村(p. 175)의 범문도 이와 

동일하다. 그러나 Hurvitz(p. 112)가 “mah -vidy -mantra(m) 

anuttara-mantra(m) asamasama-mantra(m)”으로 제시한 것은 음역과의 

계가 더욱 모호하다.

60) 의역을 ‘呪阿無’로 기재한 것은 ‘呪無’의 오기. 阿는 娑麼娑底의 앞에 

두사로 표기해야 할 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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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薩嚩-耨佉-鉢囉捨曩 娑底也麼ˆ弭替◎也怛嚩#60

ⓑ薩囉嚩-耨欠-鉢囉 麽曩#55 娑底也蜜ˆ體弭拽#56怛嚩

B29 鉢囉誐攘播囉弭哆#62目ˆ訖姤 滿怛囉 怛儞 也他#63

발라아양 라미차#62목ˆ흘구 만달라 달이 야타#63

prajñ p ramit m61)ˆukto mantraḥ/ tad yath

般若波羅蜜多       說   呪       曰

ⓗ說般若波羅蜜多咒 即說咒曰
ⓐ鉢囉誐攘播囉弭哆#61目ˆ訖姤 滿怛囉 怛你 也他#62

ⓑ鉢囉枳孃播囉弭跢穆ˆ屈姤 滿怛囉#57 怛你 也他#58

B30 誐諦 *諦62)諦#64 播囉誐諦#65 播囉僧誐諦#66 冒地 娑嚩賀#67

아체 *체체#64 라아체#65 라승아체#66 모지 사박하#67

gate gate p ragate p rasaṃgate bodhi sv h /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하

ⓗ揭帝 揭帝 般羅揭帝 般羅僧揭帝 菩提 僧莎訶

ⓐ誐諦 誐諦#63 播囉誐諦#64 播囉僧誐諦#65 冒地 娑嚩賀

ⓑ唵#59 誐諦 誐諦#60 播囉誐諦#61 播囉僧誐諦#62 冒地#63 娑嚩賀#64

Ⅲ. 음역에 의한 범본 비평

여기서는 우선 음역본의 본문으로부터 환원한 원문을 법륭사본

의 범문과 조하여 원 들의 차이를 조명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부수하는 음역본들의 원 과 역자의 문제를 검토한다. 이 과정에

서 범본, 음역본, 장역 등의 계를 재조명할 수 있다.

61) Conze와 中村은 이것을 법륭사본처럼 prajñ p ramit y m로 복원했으나, 

음역에는 -y 에 상당하는 한자가 없다(福井 1987, p. 138, n. 53). 

문법 으로는 처격인 prajñ p ramit y m가 타당하다.

62) 명백히 誐의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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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범본과 음역본의 원문 조

본론에서 고찰의 심으로 설정한 범본반야바라 다심경은 

법륭사본과 함께 많은 사본들의 근간으로 간주된다.63) 그러나 양

자의 범문에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발견된다. 이 을 이하의 

조에서 한 에 재확인할 수 있다.

이하의 조에서 약호의 용도와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J : 법륭사본의 범문.64) 범문이 음역본(ⓐⓑ)의 범문과 다를 경우, 로 

표시했다.

ⓐ : 돈황 사본인 ⓐ(S. 5648)  B(S. 2464).65) 상기의 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기울임체로 표시했다.

ⓑ : 최신 발견의 음역본인 방산 운거사의 석경본. J와 ⓐ의 차이를 기

으로 하여 J와 동일한 부분만 로, J나 ⓐ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

만 기울임체로 표시했다.

J01 ry valokiteśvaro bodhisattvo gaṃbh ry ṃ prajñ p ramit y ṃ 

cary ṃ caram ṇo vyavalokayati sma/

ⓐ ry valokiteśvaro bodhisattvo gaṃbh r ṃ prajñ p ramit -cary

ṃ caram ṇo vyavalokayati sma/

63) 본론의 각주 19 참조.

64) 榊 亮三郞이 일본의 法隆寺에 貝葉으로 보존되어 있는 범본에 수정을 

가하여 데바나가리 문자로 인쇄한 것으로 德山(1984), p. 48에 수록된 것. 

여기서 병기해 둔 로마자 표기에는 약간의 오기가 있다. 이하 각주에서 

법_1과 법_7로 구분한 것은 아래와 같은 2종의 교정본을 가리킨다.

법_1 : 법륭사본에 한 Max Müller와 南條文雄의 연구를 참조하여 

白石眞道가 사견을 더한 것.

법_7 : 의 법륭사본을 의미가 통하도록 교정한 것. Max Müller와 南條 

文雄, 榊 亮三郞의 연구에 의존하면서 白石眞道가 일부를 수정한 것.

65) 앞 장의 본문 검토(2.2.2)에서 이 둘은 실질 으로 동일한 사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굳이 양자의 차이를 든다면, B의 오기  오류를 ⓐ와의 

조로써 정정할 수 있다는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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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02 pañca skandh s66) t ṃś ca svabh va-śūny n paśyati sma/

ⓐ pañca skandh s t ṃś ca svabh va-śūny n paśyati sma/

J03 iha ś riputra rūpaṃ śūnyat  śūnyataiva rūpaṃ rūp n na pṛtha

k śūnyat  śūnyat y  na pṛthag rūpaṃ yad rūpaṃ s  śūnyat  

y  śūnyat  tad rūpam/

ⓐ iha ś riputra rūpaṃ śūnyaṃ śūnyataiva rūpaṃ rūp n na pṛtha 

śūnyat  śūnyat y  na pṛthag rūpaṃ yad rūpaṃ s  śūnyat , y

 śūnyat  sa rūpam/

ⓑ ··· śūnyat  ··· śūnyataiva y  sa ··· 

J04 evam eva vedan -saṃjñ -saṃsk ra-vijñ n ni/67)

ⓐ evam eva vedan -saṃjñ -saṃsk ra-vijñ nam/

ⓑ ··· vijñ n ni/

J05 iha ś riputra sarva-dharm ḥ śūnyat -lakṣaṇ  anutpann  aniru

ddh  amal vimal 68) non  na paripūrṇ ḥ/

ⓐ iha ś riputra sarva-dharm ḥ śūnyat -lakṣaṇ  anutpann  aniru

ddh  amal vimal  anūn  aparipūrṇ ḥ/

ⓑ ··· amal vimal  non  n sampūrṇ ḥ/

J06 tasm c ch riputra śūnyat y ṃ na rūpam/

ⓐ tasm c ch riputra śūnyat y ṃ na rūpam/

J07 na vedan  na saṃjñ  na saṃsk r  na vijñ n ni/

ⓐ na vedan  na saṃjñ  na saṃsk r  na vijñ nam/

ⓑ ··· vijñ n ni/

J08 na cakṣuḥ-śrotra-ghr ṇa-jihv -k ya-man ṃsi/

ⓐ na cakṣuḥ-śrotra-ghr ṇa-jihv -k ya-man ṃsi/

J09 na rūpa-śabda-gandha-rasa-spraṣṭavya-dharm ḥ/

ⓐ na rūpaṃ śabda-gandha-rasa-spraṣṭavya-dharm ḥ/

ⓑ ··· rūpaṃ na śabda-69) ··· 

J10 na cakṣur-dh tur y van na manovijñ na-dh tuḥ/

ⓐ na cakṣur-dh tur y van na manovijñ naṃ dh tuḥ/

66) 榊 亮三郞은 “skandh ḥ/”로 읽었으나 법_1과 법_7은 다음에 오는 

t ṃś와의 연성이 용된 ‘skandh s’로 기재됨. 白石(1939) p. 296.

67) 법_7은 vijñ n ti라는 동사로 간주했는데, 이처럼 동사로 간주된 사본은 

이 밖에 5종이 있다. 白石(1939) p. 293.

68) 법_1, 법_7을 비롯한 부분의 사본에서는 ⓐ와 같고( 의 책, p. 292), 

榊 亮三郞만이 “amal  na vimal ”(德山, p. 48)로 교정했을 뿐이다.

69) 濕嚩曩(śabda-na)를 曩濕嚩로 교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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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1 na vidy  n vidy  na vidy -kṣayo n vidy -kṣayo70) y van na 

jar -maraṇaṃ na jar -maraṇa-kṣayo na duḥkha-samudaya-ni

rodha-m rg  na jñ naṃ na pr ptir apr ptitvena/71)

ⓐ na vidy  n vidy  na vidy -kṣayo n vidy -kṣayo y van na jar

-maraṇaṃ na jar -maraṇa-kṣayo na duḥkha-samudaya-niro

dha-m rg  na jñ naṃ na pr ptir n bhisamayaḥ(/) tasm d apr

ptitv d

ⓑ n vidy  n vidy -kṣayo ··· -kṣayaḥ/ ··· pr ptiś ca tasm n n p

r ptitv d

J12 bodhisattvasya prajñ -p ramit m śritya viharaty acitt varaṇa

ḥ/

ⓐ bodhisattv n ṃ prajñ -p ramit m śritya viharaty acitt varaṇ

aḥ/

ⓑ bodhisattvaḥ ··· 

J13 citt varaṇa-n sititv d atrasto vipary s tikr nto niṣṭha72)-nirv

ṇaḥ/

ⓐ citt varaṇa-n sititv d atrasto vipary s tikr ntaḥ niṣṭh -nirv ṇ

am/

ⓑ ··· dṛṣṭa-nirv ṇaḥ/

J14 tryadhva-vyavasthit ḥ sarva-buddh ḥ prajñ p ramit m śrity

nuttar ṃ samyaksambodhiṃ abhisambuddh ḥ/

ⓐ tryadhva-vyavasthit ḥ sarva-buddh ḥ prajñ p ramit m śrity

nuttar ṃ samyaksambodhiṃ abhisambuddh ḥ/

J15 tasm j jñ tavyaṃ73) prajñ p ramit -mah mantro mah -vidy -

mantro'nuttara-mantro'samasama-mantraḥ sarva-duḥkha-praś

amanaḥ satyam amithyatv t prajñ p ramit y m ukto mantraḥ.

ⓐ tasm j jñ tavyaṃ prajñ p ramit -mah mantro mah -vidy -m

antraḥ anuttara-mantraḥ asamasama-mantraḥ sarva-duḥkha-

praśamanaḥ satyam amithyatv t prajñ p ramit m ukto mantr

70) 법_7은는 “na vidy -kṣayo”. 의 책, p. 288.

71) 법_1은 “na pr ptitvaṃ”, 법_7은 “apr ptitv d”. 의 책, p. 287.

72) 일본에 해진 사본들에는 niṣṭh 로 기재된 가 없고, niṣṭha, niṣṭa, 

tiṣṭha, tiṣṭa 등으로 다양하다. 白石(1939) p. 285. 中村을 제외한 부분의 

학자들은 이것들을 niṣṭh 로 교정했다.

73) 榊 亮三郞만이 “jñ tavyo”로 교정했으나 거의 모든 사본에서는 

“jñ tavya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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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ḥ/

J16 tad yath  gate gate p ragate p rasaṃgate bodhi sv h //

ⓐ tad yath  gate gate p ragate p rasaṃgate bodhi sv h //

3.2. 음역본의 원  계보

이상의 비교와 검토에 의하면, 우선 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음역본 ⓑ(방산 운거사의 석경본)의 역자가 음역본 B 는 ⓐ의 

역자와 동일할 수 없다는 이다. 양자가 동일인이라면, 동일한 

원어를 서로 다른 한자로 음역한 사례가 그토록 빈번할 수는 없

을 것이다. 더욱이 일부의 상이한 음역들을 통해 그 원어도 분명

히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와 ⓑ는 서

로 다른 원 을 채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와 

ⓑ의 역자가 동일인이라면, ⓑ는 다른 원 을 반 한 ⓐ의 개정

일 것이다.

음역본 ⓐ와 ⓑ를 법륭사본의 범본(J)  장역 반야바라 다

심경(의역인 ⓗ)과 조하면, 이것들의 친소 계를 다음과 같이 

계보화할 수 있다. 아래 모형에서 선의 굵기와 친연성의 크기는 

비례한다.

ⓗ

J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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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역본 ⓑ와 ⓐ는 J나 ⓗ보다 더욱 한 근친의 계에 있다. 

그러나 ⓑ와 J의 계는 ⓐ와 J의 계보다 더욱 하다. 여기

서 특기할 만한 것은 ⓑ와 ⓗ의 친연성이다. 즉 J  ⓐ와는 다른 

ⓑ의 일부를 ⓗ에서 동일한 형태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에서 ⓑ는 나머지 셋과 두루 직결되어 있으므로, 반야심경의 원

을 해명하는 데 가교가 될 수 있다. 특히 ⓑ에서는 연성으로 감춰

질 수 있는 모음(특히 a)을 드러내어 표기하는 정확성에 치 했음

을 엿볼 수 있다. ⓑ의 음역을 범본 못지 않게 시할 수 있는 이

유가 여기에 있다.

이상의 계를 드러내는 사례들을 추출하여 개 하면 다음과 

같다. 출처는 앞의 고찰에서 용한 본문  범문의 분  번호로 

제시한다.

1. 음역본(ⓑ)과 범본(J)의 합치 사례

B05;J03 ⓐ_śūnyaṃ → J=ⓑ_śūnyat  : 문맥상으로 후자가 더욱 타

당하다.

B08;J04 ⓐ_vijñ nam → J=ⓑ_vijñ n ni

B 12;J07 ⓐ_vijñ nam → J=ⓑ_vijñ n ni

B 10;J05 ⓐ_anūn  aparipūrṇ ḥ → J_non  na paripūrṇ ḥ ⓑ_non  n

sampūrṇ ḥ : 구문 형성상 J와 ⓑ는 동질이다.

B 15;J10 ⓐ_manovijñ naṃ dh tuḥ → J=ⓑ_manovijñ na-dh tuḥ : 

후자가 더욱 일반 인 표 이다.

B23;J13 ⓐ_nirv ṇam → J=ⓑ_nirv ṇaḥ

2. 음역본(ⓑ)과 범본(J)의 불합치 사례

B07;J03 ⓐ_y  śūnyat  sa rūpam ↔ J_y  śūnyat  tad rūpam ↔ 

ⓑ_śūnyataiva y  sa rūpam : ⓐ와 ⓑ는 문법 으로 부 합하

다.

B 11;J06 ⓐ=J_tasm c ch riputra ↔ ⓑ_tasm c : ⓑ에는 ch riputra(ś

riputra)가 탈락.

B 17;J11 ⓐ=J_jar  ↔ ⓑ_jaraṇ  : 이 차이는 무시할 만하다.

B20;J11 ⓐ_bodhisattv n ṃ ↔ J_bodhisattvasya ↔ ⓑ_bodhisattv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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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기 다른 격을 용하고 있으나, 문법 으로는 ⓑ가 더욱 

합하다.

B23;J11 ⓐ_niṣṭh  ≒ J_niṣṭha ↔ ⓑ_dṛṣṭa : 다른 용어로써 념의 

차이를 드러낸다.

B27;J15 ⓐ=ⓑ_mah -vidy -mantraḥ anuttara-mantraḥ asamasama

-mantraḥ ↔ J_mah -vidy -mantro'nuttara-mantro'samasama

-mantraḥ : ⓐ와 ⓑ에는 연성법칙이 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교정상의 문제로서 본의 차이를 입증하지는 않는다.

의 1, 2 사례에서 드러나는 것은 음역본 ⓑ와 범본 J의 계

는 ⓐ와 J의 계보다 더욱 하다는 사실이다. 즉 삼자(ⓐⓑJ) 

사이의 쟁  부분에서 ⓑ와 J의 합치는 ⓐ와 J의 합치보다 뚜렷하

다. 한 ⓑ와 J의 계에서는 합치 사례가 불합치 사례보다 뚜렷

하다.

3. 음역본(ⓑ)과 장역(ⓗ)의 합치 사례

B 11;J06 ⓐ=J_tasm c ch riputra śūnyat y ṃ na rūpam → ⓑ_tasm

c chūnyat y ṃ na rūpam 〓 ⓗ_是故 空中無色.

B 16;J11 ⓐ=J_na vidy  n vidy  na vidy -kṣayo n vidy -kṣayo → 

ⓑ_n vidy  n vidy -kṣayo 〓 ⓗ_無無明 亦無無明盡.

B 19;J11 ⓐ_na jñ naṃ na pr ptir n bhisamayaḥ(/) tasm d apr ptitv

d ; J_na jñ naṃ na pr ptir apr ptitvena → ⓑ_na jñ naṃ na 

pr ptiś ca tasm n n pr ptitv d 〓 ⓗ_無智亦無得 以無所得故.

장역 ⓗ와 음역본 ⓑ 사이에서만 합치하는 의 사례는, ⓗ가 

J보다는 ⓑ와 더욱 하다는 사실을 단 으로 입증한다. 여기서 

ⓑ본의 요성이 재인식되며, ⓗ본의 특수성이 주목된다.74)

74) Nattier(pp. 192-3)가 장역이 범본과 동일하지 않다는 증거로 제시한 

것은 의 둘째 사례  ⓐ=J의 범문과 셋째 사례  ⓐ의 

n bhisamayaḥ(無證)이다. 더욱이 그녀는 이 증거들을 福井 교수가 

주목하지 못했다고 으스 는 듯하다. 그러나 그녀가 ⓑ본을 검토하여 

와 같은 장역과의 합치성을 발견했더라면 성 한 단을 유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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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역(ⓗ)의 특수성 사례

B04;J02 ⓗ_度一切苦厄 : 모든 범본  음역본에는 이에 해당하는 

구문이 없다. 장이 원문에 없는 것을 번역시에 삽입했음75)을 

부정하고, 장을 범본의 작자로 간주한다면, 이 요한 구문을 

범어로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B05;J02 ⓐ=ⓑ=J_iha ś riputra rūpaṃ śūnyaṃ(śūnyat ) śūnyataiva 

rūpaṃ → ⓗ_ 利子 : “rūpaṃ śūnyaṃ śūnyataiva rūpaṃ”에 해

당하는 번역문( 를 들어 ‘色卽空 空性是色’76))이 없다. 다만 뒤

에 나올 “色即是空 空即是色”과의 개념  복을 고려하여 생략

했을 수도 있다.

B24;J14 ⓐ=ⓑ=J_tryadhva-vyavasthit ḥ sarva-buddh ḥ → ⓗ_三世

諸佛 : 所經으로 의역되는 vyavasthit ḥ의 번역어가 없다.

의 사례가 요한 쟁 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음역본

인 범본반야바라 다심경의 역자가 장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

문이다. 의역과 음역의 내용이 이하다면, 원 이 서로 다르거나 

역자가 다르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식

에서 보면, 우선 음역본의 역자에 한 기존의 인식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3.3. 반야심경 음역본의 역자

본론에서 고찰의 심으로 설정한 음역본(B본인 범본반야바라

다심경)의 작성자(역자)를 장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한문 서

술의 해석에서 유래한다.

먼 , B본을 총 하는 唐梵飜 字音般若波羅蜜多心經에는 “西京

大 善寺石璧上 出慈恩和尚奉 昭述序”77)라는 서술이 부연되어 있

75) 본론의 각주 26 참조.

76) B의 본문에는 ‘色空 空性是色’로 의역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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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이 서술은 체로 “자은화상이 서경 흥선사의 석벽

에 새긴 기록의 사본에 한 서문”78)으로 해석되지만, 자은화상을 

장으로 단정할 때79) B본의 역자는 장이 된다.

다음으로, B본의 역자를 장으로 간주하는 데 근거가 되는 것

은 ‘범본반야바라 다심경’라는 제목 에 부연된 “觀自在菩薩 三

藏法師玄奘親教授梵本不潤色”80)라는 서술이다. 이 서술은 “ 자재

보살이 삼장법사 장에게 직  교수한 범본으로서 윤색하지 않

는다.”81)라는 뜻으로 통용된다.

그러나 일본의 후쿠이 교수는 이 서술에서 不潤色(윤색하지 않

는다)라는 표 의 부 성에 의심을 품고 연구를 진행하여, 결국

에는 음역본의 역자가 8세기의 교 승려인 불공(不空)임을 밝

냈다. 그는 정황 논리와 구체  증거로써 이 문제를 해명했는데, 

그 요체는 다음과 같다.

문제의 서술에서 ‘不潤色’이 오기가 아니라면, 이는 “범본에는 

[ 장이] 손 지 않은, 수된 그 로”라는 정도의 의미이다.82) 그

러나 이것이 “ 장이 손 지 않음, 즉 윤색하지 않음”이라는 뜻을 

지닌다면, 이는 책의 표지에 아무개가 ‘ 술하지 않음’이라고 기재

하는 것과 같다. 不潤色이 이처럼 비상식  표 이라면, 그것은 오

기일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은 ⓐ본(돈황 사본 S. 5648)에 의해 

사실로 확인된다. 즉 여기에는 ‘不潤色’이 아니라 ‘不空閏色’(不空이 

윤색함)으로 기재되어 있다.83) 이에 앞서 이 을 입증하는 결정

77) 大正 8, p. 851a.

78) Hurvitz(1977) p. 108. 한문에 보다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는 “서경 

흥선사의 석벽에 새긴 것을 기록해 낸 것으로서, 자은화상이 천자의 

명을 받들어 지은 서문”라고 독된다. 福井(1987), p. 78 참조.

79) Hurvitz, p. 121, n. 56. 그러나 자은화상은 장의 제자인 窺基의 

칭호이기도 하다. 본론의 각주 85 참조.

80) 大正 8, p. 851b. 福井(1987, p. 160)는 이것을 본문을 필사할 때 부가한 

注記로 단한다.

81) 中村 외(1983), p. 164.

82) 福井(1987) p. 153.

83) 의 책, p. 96에 제시된 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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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황 증거도 음역본 자체에서 발견할 수 있다.84)

이상과 같은 고찰로써 이 음역본의 성립 과정을 다음과 같이 

추리할 수 있다.

먼 , 장이 가져온 범본 반야심경이 존재했다. 그 범본 원 에 

장의 제자인 慈恩和尙 窺基가 ｢序｣를 붙 다. 다음으로, 大 善寺로 들

어간 不空이 범본 원 에 윤색을 가하고 蓮花部等普讚歎三寶을 첨부하

여 석벽 에 기록했다. 이것을 不空의 사후에 서사한 것이 이 돈황 

사본이다.85)

이 추리의 최종 결론은, 장이 번역했던 범본을 윤색하여 작성

한 본문이 불공의 음역이었을 것으로 단된다는 것이다.86) 그러

나 여기에는 본론에서 검토한 것과 같은 음역본 ⓐ와 ⓑ의 차이

가 고려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같은 추리와 결론을 수 하더

라도 ⓐ와 ⓑ의 차이는 여 히 미해결의 문제로 남아 있다. 이 문

제에 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첫째, 무명의 역자가 不空의 이름으로 ⓑ본의 원 과는 다른 사

본으로부터 ⓐ본을 작성했다.

둘째, 不空이 ⓐ본을 작성한 후, 다른 사본에 의거하여 ⓐ본을 

윤색( 는 재번역)한 것이 ⓑ본이다. 이 때 의거한 사본은 장역

(ⓗ)의 원 이었을 것이다.

의 가능성  둘째가 본론의 검토 결과, 즉 운거사의 석경본

(ⓑ)은 장역의 반야심경(ⓗ)과 한 계에 있다는 사실과 부

합한다. 다만 첫째 가능성을 배척할 수는 없으나, 이 가능성이 ‘不

84) 의 책, pp. 157-160 참조. 이 정황 증거의 핵심은 음역본 B(S. 2464)의 

문 에 不空譯 ｢蓮花部等普讚歎三寶｣가 삽입된 이다.

85) 의 책, p. 158.

86) “不空潤色이든 不空譯이든 실제의 텍스트에 해서 말하면 같은 

의미이다. 역경의 경우, 潤色은 ‘漢譯’ 작업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 

不空은 이미 출간된 경 의 改譯, 윤색을 극 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인물이고, 반야심경의 음역, 즉 譯으로 불리는 작업에 윤색을 더했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의 책, p.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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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潤色’이라는 기록까지 능가할 정도로 큰 것은 아니다.

Ⅳ. 맺음말

본론의 목 은 반야심경 경설의 진 를 가리는 데 있지 않았

으므로, 반야심경의 탄생 비 이라는 원천 인 문제는 미해결 상

태로 남겨 두었다. 그러나 본론의 고찰을 원용하면, 장이 반야

심경의 범본을 작성했을 가능성87)은 빈약한 반면, 그 범본이 국

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88)은 배제할 수 없다. 이 가능성은 경설

을 으로 배척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87) 반야심경 경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장이 범본의 작자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장이 반야심경을 범어로 번역했다는 기록은 없으며, 

사실 장과 그의 기 작자들이 그 상황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사실을 

기록했을 것으로는 기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에서 불경의 신빙성을 

단하는 근본 기 은 인도  정통성이기 때문이다. 장이 

국어로부터 범어로 번역했다고 직  언 하는 것은 그것의 법성에 

의혹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간명한  해결책은 인도의 원 이 분실되어 버렸다고 결론짓는 것이다.” 

Nattier(1992) p. 180.

88) 이 가능성은 “범본 반야심경이 국어로부터 번역된 것”이라는 주장의 

개연성을 가리킨다. 외  증거와 내  증거에 의거하는 이 주장의 

고증은 치 하고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반야심경의 핵심을 주로 

大經(구마라집 번역의 마하반야바라 경 27권, 즉 2만 5천송 반야)에서 

추출하여 드러내는 조작의 흔 이 내  증거이고, 과거 경을 제작했던 

사례에 의한 역사  개연성이 외  증거이다. Cf. Ibid, pp. 169 ff. 이 

고증은 다음과 같은 단언을 결론으로 도출했다. “반야심경은 문 

용어로 ‘ 경’이다. 즉 반야심경은 국에서 단독 경 으로 창작되었다. 

그것은 구마라집의 大經으로부터 발췌한 것에 국에서 작성된 도입부와 

종결부를 첨부하여 작성되었다. 이러한 생각을 인정하더라도 불교 

입문자들을 끌어당기는 그 문헌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는다. ··· 

반야심경은 실로 어떠한 의미로든 국의 문헌이다.” Ibid, p.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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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야심경 경설의 근본  약 은 “범본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한역(漢譯)만으로 원래 범본이 존재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불 은 

많다.”89)라는 반론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사실 이 지  

자체가 추정이고 보면, 이 같은 문제의 고찰은 추론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론에 합하는 이유를 

앞세운 추론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90)는 것이 경설의 가장 

심각한 문제 으로 지 된다.91)

본론의 고찰도 결론을 도출하는 데서는 추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 에서는 의 지 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결

론을 이끄는 이유는 결코 추론이나 가설이 아니다. 음역을 고찰하

는 것은 언어의 문제를 취 하는 것이다. 특히 하나의 원 을 온

하게 통째로 음역하는 경우에는 문법이라는 일 성이 용된다. 

여기에 더하여 음역 용례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활용하면, 원 의 

상태를 구체 으로 차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작업은 이미 

행으로 통용되어 왔다. 다만 반야심경의 경우에는 음역본의 도

구  가치가 좀더 면 하게 활용되지 않았다.92) 본론에서는 다양

한 사본들의 계를 규명하기 해 그 도구  가치를 폭 으로 

활용했다.

본론의 일차  심사는 음역본이 채택한 원 의 계보를 추론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음역의 형태로 보면, 방산 운거사의 석경본(ⓑ)과 음역본 ⓐ(=

89) 福井(1994) p. 95.

90) 의 책, p. 96. 福井 교수는 이 지 을 돌출 씨로 강조해 두었다.

91) 福井 교수는 12가지로 문제 을 지 하고 있지만, 그 논리는 경설의 

논리  고증에 미치지 못하고 집단  정서에 치우친 감이 있다. 를 

들어 구마라집 번역의 반야심경(大正, No. 250)이  지도론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가설(Nattier, p. 187)은 그 거(大正 25,  pp. 

327c～329a)의 내용과 형식에서 수 할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론자는 이에 침묵한다.

92) 이 도 반야심경은 장역이 무 유명하여, 반야심경 하면 곧바로 

장의 번역을 떠올리는 고정 념이 자유로운 견해를 방해한 결과일 수 

있다. 福井(1994) p. 1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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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역자는 동일하지 않다. 환원된 범본의 내용으로 보면, ⓐ본

과 석경본은 가장 하지만 서로 다른 원 을 채택했다. 음역본

과 장역 반야심경(ⓗ)의 계를 보면, 석경본은 ⓐ본보다는 법

륭사본(J)과 더욱 하고, 법륭사본보다는 장역과 더욱 

하다.

한편 음역본의 역자는 장이 아니라 不空임이 확실하다. 이 경

우, 不空이 석경본과 ⓐ본을 모두 음역했다면, 양자의 차이는 소  

과 개정 의 계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즉 不空이 처음 작

성한 것은 ⓐ본이며, 나 에 장역의 원 에 의거하여 ⓐ본을 윤

색한 완결 이 석경본으로 남게 되었다.

이상의 결론으로 반야심경의 유통 과정을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1. 인도 는 국에 범본의 원 이 존재했다.

2. 장이 범본의 일부를 보충하거나 간결화하여 번역했다.

3. 원 의 사본을 不空 는 무명인이 다라니용으로 음역했다.

4. 不空이 장의 원 에 의거하여 석경본을 완결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도 일부 반 한 이 추정은 본론의 주 심

사가 아닌 부수 이고 잠정 인 가설이다. 이것을 반야심경 경

설의 진 와 결부된 과제로 남겨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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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newed Discussion about the Transliteration and 

the Original Text of Prajñ p ramit -hṛdaya-sūtra

Jung, Seung Suk 

(Dongguk University)

The Heart Sūtra, that is, Prajñ p ramit -hṛdaya-sūtra 

has passed current as a fundamental scripture without 

distinction of nation and sect in Mah y na Buddhism of 

Northeast Asia using Chinese characters. But comparatively 

recent days an opinion that the Heart Sūtra was created as 

a separate scripture in China(a Chinese apocryphal text in 

the technical sense) was put forth. And its basis of an 

argument is that existing Sanskrit texts of the Heart Sūtra 

cannot be regarded as the Indian-made texts. But this 

opinion seems to reckon without examining transliterated 

versions of the Heart Sūtra thoroughly, nevertheless the 

transliterated versions are important materials from which it 

is possible to deduce its Sanskrit text.

The present study is intended to inquire into another 

original form of Sanskrit version by restoring the 

transliterated text recorded in Chinese characters into 

Sanskrit.

The transliterated spelling, if it is used in the same 

text, is applied all the way through in general. By this 

reason, it is possible to deduce the genealogy of original 

texts producing each transliterated version through 

comparing itself with another transliterated versions, a 

translated version into Chinese, Sanskrit versions and so on. 

Here the present study arrived at a conclusion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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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oint of the form of transliteration, the version ⓑ(a 

stone carving edition kept in Yunjusi of Fangshan) and the 

version ⓐ(Tun-huang manuscript S.5648 or S.2464) are not 

transliterated by one person. In point of contents of the 

restored Sanskrit text, both transliterated versions were 

derived from the different original each other, even though 

there is close correlation between them. In point of relation 

between the transliterated versions and the translated 

version ⓗ(Hsuan-tsang's Chinese version), the version ⓑ is 

closer to the version J(a Sanskrit text of Horyuji in Japan) 

more than the version ⓐ, and closer to the version ⓗ more 

than the version J.

On the other hand, it is certain that the Sanskrit text of 

Heart Sūtra were transliterated not by Hsuan-tsang but by 

Amogavajra. In this case, if both versions of ⓑ and ⓐ were 

works of Amogavajra, the difference of both should be 

understood as correlation between the so-called the first 

edition and a revised edition. In other words, what 

Amogavajra had transliterated at first was the version ⓐ, 

and later a completely revised edition resulted from 

embellishing the version ⓐ on the basis of the original 

which translated into Chinese by Hsuan-tsang was 

remained as the version ⓑ.

Key words : heart sutra, prajJApAramitA-hRdaya, 

transliteration of Sanskrit, Hsuan-tsang, 

Amogavajra, dhAraNI, mantra, sidd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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