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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야심경의 眞 (mantra)에 한 고찰

인도 찬술 주석서들을 심으로

김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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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科目 나 기에 보이는 이해방식. Ⅲ 隨文釋에 보이는 

이해방식. Ⅳ 맺음말.

요약문 [주요어: 반야심경, 만트라, 반야바라 , 진언, 주(呪), 교, 교. 

장(玄奘), 로페즈]

반야심경은 승불교, 특히 반야사상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경 이

다. 그리고 반야사상은 반야심경의 주제인 반야바라 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구 된다. 이러한 반야바라 의 이해에 있어서 하나의 건이 

되는 문제가 반야바라 과 반야바라 다呪의 계이다.

이 에서는 반야바라 자주를 다루는 인도주석가들의 을 살펴

으로써 하나의 시사를 얻고자 하 다. 재 그들의 梵本 주석서는 

하지 않고 있으나, 티벳 역본이 하고 있는 주석가는 모두 8인이다. 

Donald S. Lopez Jr.에 의한 역을 본으로 하여, 8인의 주석가들의 

을 반야심경 체에 한 평가가 반 된 科目의 을 살펴 본 

뒤에, 다시 본문해석(隨文釋)에 나타난 을 살펴보는 방법을 취하 다.

그 결과 만트라 부분이 갖는 독자  의의를 인정하지 않는 顯敎  

이해방식과 독자  의의를 인정하는 ‘ 교’  이해방식의 두 가지로 나

 수 있었다. ‘密敎’  이해 방식 안에는 교뿐만 아니라 명상 내지 禪

的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까지를 함께 포 하여 묶어 보았다. 그것은 공

히 언어 밖의 차원을 인정함으로써 顯敎  이해방식과는 다른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Ⅰ. 머리말

반야심경의 주제는 반야바라 이다.1) 반야심경은 “반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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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곧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고 본다. 五蘊皆空을 아는 것이 곧 반야바라 이다. 반야일 뿐만 

아니라, 그에 입각해서 이미 번뇌의 세계를 건 가 버린 상태가 

된다. 그러므로 一 苦厄을 건 게 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度一 苦厄”에 해당하는 구 이 梵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래 

반야심경의 성립사와 련해서 Jan Nattier는 국찬술의 경

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2) 만약 반야심경이 인도에서 찬술

된 것이 옳다고 한다면, 이 “度一 苦厄”은 번역과정에서 보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나는 이러한 補譯이 매우 卓見임을 언

한 일이 있다.3) 그러나, Jan Nattier의 주장처럼 국찬술이 맞

다고 한다면, 인도에서 梵譯할 당시에 이 부분을 생략한 것이 된

다. 脫譯이다. 그 다고 한다면, 인도와 국에서 반야심경을 보

는 해석학  입장이 달랐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脫譯의 의미에 

해서는 Jan Nattier도 아무런 언 이 없다. 이는 두고두고 생각

해 보아야 할 것같다. 

다만 내가 여기에서 “度一 苦厄”이라는 구 의 존재에 해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照見오온개공, 도일체고액”이라는 반야심경
의 大綱을 천명하는 구 에서, 前 의 “조견오온개공”이 반야바라

을 지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후자의 “도일체고액”은 반야

바라 의 功能/작용을 지시하는 文句로서, 반야바라 의 반야바라

다呪에로의 轉化(반야바라  → 반야바라 다呪)를 미리 함축하

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다. 그 다고 한다면, 반야심경의 

大綱 그 자체에서 우리는 이미 반야바라 과 반야바라 다呪의 

顯․密이 함께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반야심경의 說法次第는 반야바라 에서 시작하여 반야바라

다呪로 나아간다.4) 그런데, 이러한 개양상을 둘로 갈라놓고, 그 

1) 이에 해서는 金浩星(2006b), pp. 31-61. 참조.

2) Nattier(1992). 이 Nattier설에 해서 福井文雅는 12종의 난 을 

제기하면서 비 한 바 있다. 福井文雅(1994), pp. 92-96. 참조. 

3) 金浩星(2006b), pp.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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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의 계 속에서 반야심경의 의미가 애시당  어디에 있었

는가를 생각해 볼 때 다소 혼돈스럽다는 것이 이 을 시작하는 

나 자신의 문제의식이다. 반야바라 에서 반야바라 다呪로 개

되었는데, 우리는 반야바라 다呪 그 자체가 도 체 무엇을 지시

하는가 하는 에서 잠시 흔들리기 때문이다. 반야바라 을 가리

키는가, 아니면 “아제 아제～사바하”를 가리키는가? 만약 前 라

고 한다면, 굳이 “아제 아제～사바하”를 더 하는 까닭은 무엇인

가?  後 라고 한다면, 자의 의미는 무엇이라는 말인가? 기실, 

교  부분에서 설해지는 의미를 반야바라 의 부로 보면서 

“아제 아제～사바하” 부분은 반야심경의 蛇足이 아닌가 하는 문

제제기가 不然 李箕永(1922～1996)에 의해서 이미 제기되어 있다. 

Ⅶ(故知～眞實不虛, 인용자)와 Ⅷ(故說～사바하, 인용자)에 해서는 

논리 으로 蛇足과 같은 부분으로 없어도 되는 구 이 아닌가 한다. 

全篇을 흐르는 일 된 정신이 文 이나 名相이 다 허망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구태여 呪만을 강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싶은데, 반야바

라 다를 文句로 생각하게 할 표 이 Ⅷ에 ‘반야바라 다주’로서 제시

다는 것은 암만해도 납득이 안 가는 목이다. 차라리 원 은 Ⅵ(삼

세제불～아뇩다라삼 삼보리)에서 끝나거나, 양보를 한다 해도 Ⅶ에서 

끝났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5) 

不然의 이러한 문제제기는 “반야바라 다 = 신주․ 명주․

무상주․무등등주”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일견 타

당한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일

까? 다른 이해방식에 한 가능성의 門6)을 일단 열어놓기로 하고 

4) 반야심경은 呪가 본문보다 먼  성립되었으며, 인도에서도 그랬다고 

福井文雅는 주장한다.〔福井文雅(1994), pp. 94-95. 참조.〕하지만, 나는 

반야심경이 반야부 경 의 핵심/抄이며, 반야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쉽게 독송하기 한 軌로 본다. 그런 에서 福井文雅說은 장차 

검토키로 하고, 여기서는 따르지 않기로 한다. 

5) 李箕永(1990), p. 347.

6) 반야바라 과 반야바라 다呪의 이론  동일성을 확인하는 도 없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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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진행해 보기로 하자.) 그런데, 不然의 이러한 문제제기가 

玄奘‘譯’7) 本에 의해서 반야심경을 읽을 때 생긴 것임을 간과

해서는 안 된다. 玄奘은 분명히 “반야바라 다, 是 신주, 是 명

주, 是무상주, 是무등등주”라고 함으로써 “반야바라  = 신주․

명주․무상주․무등등주”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 다면, 梵本의 

입장 역시 그러한 것일까? 中村 元 교정본에 의하면, 梵本은 다음

과 같다.

tasm j jñ tavyaṁ prajñ p ramit -mah mantro mah vidy mantro 

'nuttaramantro'samasama-mantraḥ sarvaduḥkhapraśamanaḥ satyam 

amithyatv t prajñ p ramit y m ukto mantraḥ /8)

中村 元의 옮김을 다시 우리말로 옮겨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그런 까닭에 사람은 알아야 할 것이다. 지혜의 완성의 큰 진언, 큰 

깨달음의 진언, 無上의 진언, 無比의 진언, 모든 괴로움을 진압하는 것

이고, 거짓이 없기에 진실하다고. 그 진실은 지혜의 완성에 있어서 다

음과 같이 설해졌다.9) 

이는 玄奘‘譯’ 本의 이해방식과는 다른 차원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장‘역’의 이해방식은 반야바라 과 신주 등 呪의 계를 

않기 때문이다. 中條裕康(1985), pp. 140-141. 참조. 

7) Jan Nattier는 자신의 국찬술說에 따라서 玄奘‘譯’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Nattier, p. 189), 나는 그녀의 입장에 으로 동의해서 라기 

보다는(상당 부분 공감이 간다는 은 사실이다), 일단  학계에 

그러한 논의가 제기된 만큼 국찬술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차원에서 

玄奘‘譯’으로 표기한다. 한 이 에서는 가장 리 유통되고 있는 玄奘 

역본을 심으로 하여 진언의 상을 악하고 있는데, 다른 異譯本과의 

조는 그다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大正藏 8, pp. 847-852. 

참조. 

8) 中村 元․紀野一義(2001), p. 186. 本의 반야심경이다. 이 에서 

本은 中村 元 교정본이 비교  善本이라 단되므로, 이를 依用한다. 

9) 의 책,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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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로 본 것이다. 玄奘이 만약 인도찬술의 범본으로부터 번역

한 것이라고 한다면, prajñ p ramit 와 mah mantra를 각기 주어

와 술어의 계로 보았거나, 아니면 복합어라고 하더라도 그 심층

구조를 주어와 술어의 계에 있는 것으로, 즉 同格한정복합어로 

보았을 것이다. 그 게 해서 “반야바라  = 신주․ 명주․무상

주․무등등주”가 된 것이다. 그런데, 범본에 한 中村 元의 이해

방식은 prajñ p ramit mah mantra를 복합어로 보면서도 동격한

정복합어로는 보지 않는 것이다.10) 물론, ‘지혜의 완성의 큰 진언’

이라는 복합어 역시 동격한정복합어로 읽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지혜의 완성이라 이름하는 큰 진언”으로 읽으면 양자 사이의 심

층구조를 주술 계로 악하는 동격한정복합어가 되며, “지혜의 

완성이라고 하는 성격을 갖는 큰 진언”으로 읽으면 소유의 계

를 갖는 격한정복합어가 된다.11) 中村 元의 이 후자라면, 玄奘

‘譯’本과는 다른 방식의 이해이다. 

만약, 玄奘의 ‘번역’에서처럼 主述 계를 인정하여 “반야바라  

= 신주․ 명주․무상주․무등등주”로 보게 되면, 주문이라는 

것이 따로이 있는 것이 아니게 된다. 반야바라  그 자체가 곧 주

문이 된다. 주문의 脫神秘化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교  차원을 

용인하지 않는 해석이다.12) 不然의 문제제기가 타당하게 되면서, 

10) 티벳역 역시 그 다. 티벳 역본은 梵本의 大本/廣本에 상응한다. 

Silk(1994), pp. 182-183. 

11) 이러한 문헌학  난 에 해서는 이 의 요지를 발표한 제23회 

인도철학회 춘계학술 회(2007. 6. 1, 덕 )에서 李泰昇교수의 지 이 

있었다. 李교수는 격한정복합어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 다. 이 

章의 문제제기 부분을 새롭게 수정하고 보완하게 된 것은 李교수의 

문제제기 덕분이다. 감사드린다. 

12) 제23회 인도철학회 학술 회에서 이 논문의 요지에 하여 논평을 

해주신 곽만연 교수는 “반야심경의 주문은 말이 다라니지 사실은 앞서 

밝 놓은 내용 체에 한 찬탄의 의미가 강하다”고 제하면서, 

“다라니만 염송하는 사람이 다라니의 신력으로 반야바라 을 성취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 不然과 유사한, 교  입장에서 

반야심경을 이해하는 임을 알 수 있다. 당시에 논평해 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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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야바라 과 “아제 아제～사바하” 사이의 계정립을 다시 숙제

로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梵本에 한 中村 元의 이해(혹

은 티벳역)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반야바라 의 진언’으로 보아

서 “ 신주․ 명주․무상주․무등등주”인 것이 “오온개공”을 인

식하는 반야바라 이 아니라 “아제 아제～사바하”라고 한다면, 
반야심경의 무게 심은 후반으로 올수록 呪에 쏠리게 된다. 과

연, 그 게 볼 수 있는가? 도 체 반야바라 과 “아제 아제～사바

하”의 계를 어떻게 이해해 할 것인가? 

여기서, 나는 내 자신의 을 섣불리 제시하기 보다는 우선 

여러 주석가들의 이해방식을 살펴보는 우회로를 택한다. 문헌학  

차원에서나 성립사  차원에서 얼른 결론나지 않아서이기도 하지

만, 동일한 문제에 한 주석가들의 의견 역시 참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산스크리트로 술된 인도찬술 주석서와 한문으로 

술된 동아시아 불교권의 주석서를 나 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  이 에서는 인도찬술 주석서들이 진언의 상을 어떻게 

악하고 있었던가13) 하는 을 추 해 보기로 한다. 인도에서 반
야심경의 주석서가 출 한 것은 750～1155년 사이에 벵갈을,  

750～1199년 사이에 비하르 지방을 지배했던 팔라(P la) 왕조 동

안의 일이었다.14) Vimalamitra, Jñ namitra, Vajrap ṇi, Praś stras

ena, Kamalaś la(740～795), At śa(902～1054), Mah jana, 그리고 

Śr siṁha의 8인의 주석가가 있었다. 재 이 주석서들은 모두 梵

本은 존재하지 않고 티벳어 역본만 남아있다. 따라서 티벳어 역본

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데15), 티벳어 해독능력이 없는 나로서는 

Donald S. Lopez Jr.에 의한 어 번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곽만연 교수에게도 감사드린다. 

13) 국, 한국, 그리고 일본을 포 하는 동아시아 불교권의 주석서에 나타난 

이해방식에 한 연구는 뒤이어져야 할 과제이다. 

14) Lopez Jr.(1998b), p. 4.

15) 인도불교 연구에서 원 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번역본에 의한 복원 연구 

역시 가능함을 주장한 일이 있다. 김호성(1997),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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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 둔다. 이러한 한계는 티벳어 해독이 가능한 同學이나 後學들

에 의해서 빠르게 보완되고 극복되기를 기 한다. 

Ⅱ. 科目 나 기에 보이는 이해방식 

여러 주석가들의 을 살펴 에 있어서 나는 眞 의 상과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물음을 하나의 기 으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은 주석가들이 그려놓은 科目 속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tasm j jñ tavyaṁ(故知)” 이  부분을 좁은 뜻의 수

트라(Sūtra)로 보고, 그 이후의 부분을 만트라(Mantra)로 볼 때, 

수트라에 상 하여 만트라의 독립성을 어느 만큼 인정하느냐 하

는 을 평가의 시 석으로 삼고자 한다. 

앞서 소개한 不然 이기 의 은 수트라 심 이고 만트라

의 獨立性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 게 無用함

을 주장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트라는 그  수트라

에 종속되는 것으로서 수트라를 맺음하는 것이라는 정도의 평가

(수트라 〉만트라)에 머물고 마는 주석가도 있으며, 그 지 않고 

만트라에는 수트라와 등하거나 오히려 더욱 높은(수트라 ≦만

트라) 神秘/深秘的 차원이 있다고 보는 평가도 있는 것이다. 자

는 반야심경 내지 만트라에 한 교  이해라고 할 수 있으

며, 후자는 교  이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인의 주석가들 에서 科目 나 기라는 해석학  장치16)를 하

나의 방법론으로서 활용한 것은 Jñ namitra, Praś strasena, Kam

alaś la(740～795), At śa(902～1054), 그리고 Mah jana 등이다. 하

16) 科目 나 기에는 부분과 체, 분석과 종합 사이에 해석학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에 해서는 김호성(1998), pp. 61-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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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Kamalaś la와 Mah jana는 만트라 그 자체(tad yath ～sv h

)에 해서는 그들의 과목을 베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게 

만트라를 과목 나 기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만트라의 독

자  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펴볼 것은 Jñ namitra, Praś strasena, 그리고 At śa의 

과목들이다. 그 에 At śa의 은 Jñ namitra와 Praś strasena

와는 달리 교  이해를 보이는 것으로 단되므로 후술키로 하

고, 여기서는 그 두 사람의 과목만을 살펴보기로 하자. 

1. 顯敎的 이해

⑴ Jñ mitra의 七分說

인도의 경우에는 모든 주석들이 大本을 본으로 하여 술되

었는데, 우선 Jñ namitra의 科目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표 1 : Jñ namitra의 반야심경 과목17) 

① 서분(evaṁ may  - bodhisattvasaṁghena) 

② 지혜에 들어감(tena khalu - samapaśyati sma) 

③ 空의 정의(rūpaṁ śūnyat  - n pr patiḥ)

④ 지혜의 경지(tasm cch riputra - citt varaṇaḥ)

⑤ 지혜의 성질(citt varaṇan stitv d - niṣṭhanirv ṇaḥ) 

⑥ 지혜의 결과(tryadhvavyasthit ḥ - abhisaṁbuddh ḥ)

⑦ 지혜의 다라니(tasm d jñ tavyaḥ - śikṣitavyam boddhisattvena)

17) Jñ namitra의 반야심경 주석서 ryaprajñ p ramit hṛdayavy khy 는 

Donald S. Lopez Jr.에 의해서 티벳 역본으로부터 어로 번역되어 있다. 

Lopez Jr.(1998a), pp. 141-150. 참조.  과목 나 기에 해서는 Lopez 

Jr.(1998b), pp. 123-1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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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Jñ namitra의 과목 나 기는 單線的임을 쉽게 알 수 있

다. Jñ namitra가 세 한 부분까지 과목을 설정하지 않고 있기 때

문이다. 이 은 인도 주석가들의 공통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늘 

本을 독송해 온 우리로서는, 우리가 읽고 있는 本 반야심경
이 大本의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兩本의 상세한 조는  다른 기회를 기다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거칠게나마 그 부분을 말하는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을 것같다. 

本 반야심경은 ②지혜에 들어감에서 ⑦지혜의 다라니 사이

에 흩어져 들어있다. 그 게 해놓고 보면, 반야바라  수행의 결

과로서 얻어지는 경지를 말하는 부분을 ⑤지혜의 성질(심무가애 

～구경열반)과 ⑥지혜의 결과(삼세제불～아뇩다라삼 삼보리)의 

두 부분으로 나 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科目 나 기

에는 문제  역시 존재한다. 즉 보리살타와 삼세제불이 공히 반야

바라 에 의지함으로써 궁극  경지(구경열반과 아뇩다라삼 삼

보리)에 도달함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사이에는 어떤 가치

평가  우열도 개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는 보고 있기 때문

이다. ⑤와 ⑥은 동질  의미와 상18)을 갖고 있는 것이다. 

다음, 이 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다라니, 즉 만트라 부분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大本을 본으로 한 

Jñ namitra의 과목 나 기에서 ⑦지혜의 다라니 부분은 本의 

해당부분과 本에서 결여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갖추고 있는데, 

이를 나 어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 지혜의 다라니 부분의 구성 

지혜의 다라니(tasm j jñ tavyaḥ～bodhi sv h ) : 本과 동일한 부분.

맺음말(evaṁ ś riputra～śikṣitavyaṁ)19) : 本에는 없는 부분

18) 이 두 구 은 상호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本 반야심경의 冒頭에 

나오는 ‘반야심경의 大綱’( 자재보살～도일체고액)과도 동질  의미와 

상을 갖는 것으로 본다. 김호성(2006b), pp. 53-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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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맺음말’ 은 ⑦지혜의 다라니 부분과 련된 맺음말이라

기보다는 자재보살에게 반야바라 다에서의 행을 물었던 사리

자의 물음(yaḥ kaścit kulaputro～kathaṁ śikṣitavyaḥ)에 해서 

행한 응답을 총 으로 맺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게 볼 때, Jñ namitra의 과목에서는 ⑦지혜의 다라니가 ②

지혜의 들어감～⑥지혜의 결과와 등하게 평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같다. 만약 등하게 평가되었다고 한다면, ②～⑥을 하

나로 묶은 뒤에 그것과 지혜의 다라니로서 크게 반야심경을 둘

로 나 는 二分說이 되었을 것20)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結

은 과목이라는 圖解를 통한 이해일 뿐이므로 뒤에서 그들의 주석

을 좀 더 살펴보기 까지는 잠정 인 결론으로 보아야 할 것이

다. 

⑵ Praś strasena의 十分說

한편, Praś strasena21)의 十分說은 Jñ namitra와 大同 異하다. 

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 Praś strasena의 반야심경 과목 

① 지혜의 이름(經題)

19) 여기서 Jñ namitra의 과목 나 기는 끝이 나지만, 大本의 본문은 끝나지 

않는다. 그 이후에도 세존의 出定, 자재보살의 설법에 한 세존의 

찬탄/증명/인가, 들의 기쁨, 그리고 경 의 제목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더 들어가 있다. 아마도 본론/正宗分이 아니라서 과목 속으로 

넣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20) 그것은 일본 三論宗의 智光(709～780경)에 의한 二分說과 외형상 

유사하게 볼 수 있다.〔公方俊良(2004), p. 39. 참조.〕문제는 그 게 되면 

교  이해라기보다는 교  이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다. 

21) Praś strasena의 반야심경 주석서 ryaprajñ p ramit hṛdayaṭ k 의 

문 역은 Lopez Jr.(1998a), pp. 150-164. 참조.  과목 나 기에 

해서는 Lopez Jr.(1998b), pp. 125-1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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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분(evaṁ may  --- bodhisattvasaṁghena)

③ 入定(tena khalu --- sam pannaḥ)

④ 이행/변화(tena ca samayena --- vyavalokayati)

⑤ 지혜에 들어감(ath yuṣm n --- śikṣitavyaḥ)

⑥ 지혜의 정의(yaḥ kaścit --- ca śūnyat )

⑦ 지혜의 경지(tasm t tarhi --- na pr ptirn pr ptiḥ) 

⑧ 지혜의 성질(tasm cch riputra --- niṣṭhanirv ṇaḥ)

⑨ 지혜의 결과(tryadhvavyasthit ḥ --- abhisaṁbuddh ḥ)

⑩ 지혜의 다라니(tasm d jñ tavyaḥ --- boddhisattvena)

Jñ namitra의 七分說과 비교해서 보면, 大本의 앞부분을 좀 더 

세분화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문제로 삼고 있는 

만트라 부분에 해서는 Jñ namitra와 동일하게 ‘지혜의 다라니’

라고 설정하 으며, 그 범  역시 같다. 따라서 Praś strasena의 

十分說에 나타난 만트라에 한 해석학  입장에 한 평가 역시 

Jñ namitra에 한 그것으로 충분히 신할 수 있으리라 본다. 앞

서 서술하 으므로 여기서 언부언하지 않는다. 

2. ‘密敎’的 이해 

수트라를 만트라 보다 더욱 심 인 것으로 살펴보는 科目에 

해서는 에서 살펴보았다. 이는 교  이해, 즉 교  입장

에서 행해진 주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반야심경
의 여러 주석 에는 그러한 입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만트라를 

수트라와 등하게 보거나, 오히려 더욱 높이 평가하는 경우도 있

다. 이를 나는 교  이해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 게 부르는 까

닭은 교와 상 되는 敎判의 術語가 교일 뿐이기 때문이지, 만

트라를 수트라와 등하거나 높게 보는 반야심경의 이해가 오

직 교에서만 행해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에서는 상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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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지만, 法藏(643～712)과 같이 화엄종의 입장에 서있는 주석가

도 있으며, 光德(1927～1999)의 경우와 같이 禪의 입장에 서있는 

주석가도 있기 때문이다. 교와 화엄, 선이 종 으로 볼 때에

는 다르지만, 공히 어떤 신비  체험/깨달음의 차원을 인정하고 

있다는 에서 공통성이 있다고 본다. 그런 까닭에 나는 이 에

서 교, 화엄, 그리고 禪을 공통의 범주로 묶고서, 그것을 ‘ 교’

와 상 시키기 해서 作業假設的 術語로서 ‘ 교’라 부르기로 한

다. 이제 이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⑴ At śa의 二分說 

顯密兼修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평가받는 아티샤는 반야심경
에 해서도 주석서22)를 남기고 있다. 이는 Vimalamitra의 반야

심경 주석서에 한 複註로서 축자  주석이 아니라 스스로 요

하다고 평가하는 에 해서만 논의를 심화․확장해 가는 방식

이다. 그런데, At śa의 주석에서 무엇보다 크게 느껴지는 것은 그

의 이 같이 인도의 주석가들인 Jñ namitra와 Praś strasena

의 그것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이다. 먼 , 그의 科目

을 도표로 정리한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자. 

표 4 : At śa의 반야심경 과목

① 하근기를
한 가르침

資糧道와 加行道 : evam ukta～vyavalokayitavyaṁ 

見道 : pañcaskandh ṁs～na pr ptirn pr ptiḥ

修道 : tasm cch riputra～niṣṭanirv ṇaḥ

金剛喩三昧와 無學道 : trydhvavyavasthit ḥ～abhisaṁ
buddh ḥ

② 상근기를
한 가르침

tasm j jñ tavyaḥ ～bodhi sv h

22) 그 문의 역은 Lopez Jr.(1998a), pp. 70-77. 참조.

반야심경의 眞 (mantra)에 한 고찰 ∙ 4 5

앞서 우리가 교  이해의 例로서 살펴본 Jñ namitra와 Praś

strasena의 과목과 비해서 볼 때, 이 At śa의 과목은 몇 가지 다

른 특징을 내보인다. 

첫째, 大本 반야심경 체에 한 과목 나 기가 아니라는 

이다. 경 으로서의 권 /정통성을 확보하기 하여 大本이 채택

하고 있는 장치23)인 六成就와 사리자의 질문 등의 부분과 경 을 

맺는 부분(evaṁ ś riputra～sam ptam)에 해서는 과목을 설정

하지 않고 있다. 오직 사리자의 질문에 한 자재보살의 응답 

부분에 해서만 科目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자재보살의 응답 에서 수트라 부분을 唯識에서 말하

는 보살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五位/五道24)에 의해서 구분하고 

있다는 이다. 이러한 특성은 At śa 이 에 이미 Kamalaś la나 

 뒤에서 살펴볼 Mah jana 역시 취하고 있는 방법론이다. Kama

laś la나 Mah jana 역시 자재보살의 응답 부분에 해서 과목을 

나 고 있는데 세부 인 異는 인정되지만 크게 보아서 大同하다

고 말할 수 있다. 컨 , Kamalaś la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표 5 : Kamalaś la의 반야심경 과목25) 

① 資糧道와 加行道 : evam ukta～ca śūnyat

② 見道 : evaṁ～asaṁpūrṇ ḥ 

③ 修道 : tasm t tarhi～na pr ptir n pr ptiḥ

④ 金剛喩三昧 : tasm cch riputra～atrasto 

⑤ 無學道 : vipary s tikr nto niṣṭhaniv ṇ ḥ

⑥ 受用身과 化身 : tryadhvavyavasthit ḥ～abhisaṁbuddh ḥ 

Kamalaś la는 加行位/加行道를 “evaṁ vedan -saṁjñ -saṁ나 r

a-vijñ nani ca śūnyat "(受想行識, 亦復如是)까지로 설정함에 반하

여, At śa는 그 이 에 “pañcaskandh ṁs”부터 이미 見道에 포함

23) Nattier(1992), p. 197. ; 工藤 之․吹田隆道(2006), pp. 60-61. 참조. 

24) 竹村牧男,, 정승석(1989), p. 166.

25) Lopez Jr.(1998b), pp. 129-1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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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At śa의 이러한 과목 나 기는 “tenaivaṁ 

vyavalokayitavyaṁ”까지를 加行道로 으로써, 그 뒤에 오고 있

는 목 어(pañcaskandh ṁs～samanupaśyati sma)를 述語 “vyava

lokayitavyaṁ”와 분리시켜서 각기 다르게 평가하는 등 부자연스

런 면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게 인도  티벳의 주석

가26)들은 반야심경이  품 반야경의 축약/hṛdaya라고 한다

면, 그 안에는  품 반야경에서 말해지는 두 가지 주제, 즉 空性

과 보살의 계 가 모두 들어 있어야 한다27)고 본 것이다. 이런 

에서 반야심경에서 겉으로 악하기 어려운 보살의 계 를 五

位/五道의 階次를 인정/ 악하려고 했다는 은 하나의 소 한 해

석학  眼目으로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Kamal

aś la, At śa, 그리고 Mah jana 등이 과목을 나  바로 그 부분은, 

그 앞에 大本의 경 편찬자가 ‘반야심경의 大綱’으로서 제시하

던 부분(“tena ca samayena ～vyavalokayati”)에 한 부연 설명/

해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는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반야

심경의 수트라 부분은 ‘經題 → 반야심경의 大綱 → 자재보

살의 응답’으로 진행되지만, 이는 동시에 의미상 ‘經題 = 반야심

경의 大綱 = 자재보살의 응답’이 된다. 거기에는 아무런 階級이

나 漸次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At śa를 비롯한 인도 

(  티벳) 주석가들의 五位/五道에 의한 반야심경 해석은 일종

의 창조  誤讀으로 보인다. 반야심경이  품 반야경을 축약

한다고 해서, 반드시  품 반야경의 모든 것을 다 담아야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空性의 의미를 잊지 않고 늘 

되새길 수 있도록 讀誦用 軌28)로서 만들어진 것이 반야심경이
26) 五位/五道에 의해서 반야심경을 이해하는 방식은 티벳에서도 리 

통용되었다. 표면 으로는(=顯了門의 입장에서는) 반야심경에는 空性과 

緣起가 설해져 있다고 보고, 行間에서는(=隱密門의 입장에서는) 五道의 

수행계 가 설해져 있다고 본다. 齋藤保高(2002), p. 8. ; p. 164. 참조. 

27) Lopez Jr.(1998a), p. 12. 여기에는 現觀莊嚴論(Abhisamay - 
laṁk ra)의 향이 컸다고 한다. 

28) 김호성(2006b), pp. 33-34. 참조. Jan Nattier의 국 찬술설이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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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한다면, 굳이 보살의 계 에 한 가르침까지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게 하기에는 반야심경의 길이

가 무 짧은 것이다.

셋째, At śa의 주석에서 가장 큰 특징은 聽法의 을 下根機와 

上根機로 나 어 놓고서 반야심경의 수트라와 만트라 부분을 각

기 평가하고 있다는 이다. 특히, 수트라의 교 부분이 오히려 

下근기를 해서 설해진 것이며, 만트라야말로 上근기를 해서 

설해진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At śa의 반야심경 주석이 보이는 

한 새로움(apūrvat )의 하나인데, 단순히 ‘맺음’ 혹은 ‘證成의 

例’라고 보는 29)과는 히 다름을 내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한 다른 주석들을 照․평가하는 하나의 규 이 되

기도 할 것이다. 

Ⅲ. 隨文釋에 보이는 이해방식 

앞 章에서 우리는 科目 나 기라는 하나의 해석학  장치를 활

용하면서 여러 주석가들의 해석을 살펴보았다. 크게 교  이해

와 ‘ 교’  이해로 大別할 수 있었다. 그런데, 주석가들은 科目이

라는 해석학  장치를 통해서 總論的으로만 반야심경의 의미를 

악한 것이 아니라, 본문을 따라가면서 보다 各論的인 논의를 행

해간다. 이른바 隨文釋〔=隨文解釋〕이다. 이 章에서는 여러 주석

하더라도 그녀와 같이 “ 국 僞經”(Nattier, p. 199. ; 工藤 之․吹田隆道, 

p. 58.〕이라고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本 

반야심경은 僞經이 아니라 軌이기 때문이다.〔大本은 軌로서의 

本을 經典化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僞經과 軌의 개념  

구분의 필요성에 해서는 김호성(2006a), pp. 85-91. 참조.

29) 圓測, 般若心經贊. 韓佛 1 : 11c～14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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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이 隨文釋을 해가는 에 진언 부분에 이르러서는 과연 어떻

게 그들의 이해를 표명하고 있는가 하는 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고 해서 모든 주석가들의 隨文釋에서 반드시 진언 부분

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컨 , 인도의 주석가들 에서 

Kamalaś la와 At śa의 경우에는 수문석을 베풀지 않고 있는 것이

다. Kamalaś la는 그의 科目 나 기에서도 진언 부분을 배제하

는데, 수문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의 심사는 반야심경 
안에서 唯識的 五位/五道를 찾는 데 있었기 때문이고, 그러한 부분

은 수트라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30) At śa의 경우에는 애당  Vimalamitra 주석에 한 복주라

고 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었지만, 본문 체에 한 해석이 아니

라 그가 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한 논의의 확 심화에 그 

술의 취지가 있었으므로 진언에 한 수문석이 없게 되었던 것

이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주석가를 제외한 여섯 사람의 입장에 

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앞 章에서와 마찬가지로 교  이해의 경우를 먼  살펴보고, 

뒤에서 ‘ 교’  이해를 정리해 보기로 하자. 

1. 교  이해 

⑴ Jñ namitra의  

Jñ namitra의 隨文釋 에서 진언에 한 언 은 지극히 간략

하다. 그의 七分說의 과목에서 진언은 ⑦ 지혜의 다라니(tasm d 

jñ tavyaḥ～śikṣitavyam boddhisattvena)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

30) 五位/五道에 의해서 반야심경을 해석하는 가장 순 한 모습을 보인다. 

진언의 부분은 五位/五道가 이미 다 설해진 뒤의 蛇足일 것이므로 주석을 

해야 할 이유가 그에게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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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다라니 그 자체에 해서는 침묵한다. 그 

神秘的/深秘的 차원을 언 하지 않음은 물론 어원  해석 역시 시

도하지 않는다. 그가 간략하게나마 주해를 붙이고 있는 것은 그 

에서도 앞부분(tasm d jñ tavyaḥ～ukto mantraḥ)에 해서 만

이다. 그가 언 하는 바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31) 

표 6 : 呪의 異名에 한 Jñ namitra의 정의

① 신주 : 지혜 - 呪, 묘사가 불가능하고 내재  실체 없음.

② 무상주 : 무상의 깨달음 안에서 반야바라  건립.

③ 무등등주 : 반야바라 은 諸佛의 경지와 같다. 

④ 능제일체고 : 佛, 神, 龍 등에 의해서 보호받는다. 

⑤ 진실불허 : 반야바라 의 목 은 知의 실천에 있다. 

우선 에 띄는 것은 “大明呪”가 없다는 이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大本의 梵本(P.L. Vaidya本)에서는 呪의 異名으로 셋만 제시 

된다32)는 이다. 다음, 과연 신주, 무상주 그리고 무등등주 사

이에 어떤 계  차별성이 인정되느냐 하는 인데 불분명해 보

인다. 이 은 이러한 방식으로 呪의 異名에 의미를 부여한 다른 

경우를 찾아보아야 하는데, 후술하는 바와 같이 Praś strasena의 

경우에는 보다 분명하게 계  차성을 보이고 있다는 에서 

Jñ namitra의 경우에도 계  차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

31) Lopez Jr.(1998a), p. 149. 

32) “tasm d jñ tavyḥ prajñ p ramit  mah mantraḥ anuttara mantraḥ 

asamasamamantraḥ.” Vaidya(1961), p. 99. 티벳역본도 그 다. 藏A本은 

“de lta bas na shes rab kyi pha rol tu phyin pa'i sngags / rig pa 

chan po'i sngags / bla na med pa'i sngags / mi mnyam pa dang 

mnyam pa'i sngags /”이라 되어 있다. 藏B本의 경우에는 각 異名들 

사이에 등 속사 “dang”만 추가하고 있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 

Silk(1994), pp. 182-183. 참조. 본의 한역 에서는 般若, 智慧輪, 法成 

등의 역본은 모두 네 가지 異名을 제시하고 있으나(大正藏 8, pp. 

849c-850c.), 施護 역본은 범본이나 티벳 역본과 같이 “ 명주”를 갖고 

있지 않다. 大正藏 8, p. 85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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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한다. 체 으로 볼 때, 매우 소략할 뿐만 아니라 ‘ 교’  차

원에서의 의미부여 등을 찾기 어려우므로 교  이해에 포함시

킨다. 

⑵ Mah jana의  

사실 Mah jana(11세기 활동)는 반야심경 주석서33)에 해서 

과목을 나 고 있다. 다만, 만트라 부분에 해서는 과목을 설정

하지 않았다는 에서 그것은 불완 한 것이었다. 그런 까닭에 앞 

章에서 다룰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隨文釋을 심으로 한 그

의 만트라 이해를 논함에 있어서는 그가 어떻게 과목을 나 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만트라에 한 그의 

이해에 있어서도 과목 나 기에 용된 논리가 그 로 응용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음 표와 같다. 

 

표 7 : Mah jana의 반야심경 과목 

① 加行道 : evam ukta ry valokiteśvaro～vijñ n ni ca śūnyat .

② 見道 : evaṁ ś riputra～asaṁpūrṇ ḥ. 

③ 修道 : tasm t tarhi～na pr ptirn pr ptiḥ.

④ 無學道 : tasm cch riputra～abhisaṁbuddh ḥ. 

일단 唯識의 五位/五道說에 입각하고 있다는 에서 Mah jana

는 Kamalaś la와 At śa와 궤를 같이하는 이해방식을 보이고 있다. 

다만, At śa와 같이 唯識의 五位/五道로 수트라의 범주를 나 면서

도 만트라를 고려하는 데에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만다. 그  Kam

alaś la와 같이, 수트라 부분에 해서만 五位/五道로 과목을 나

고 말았을 뿐이었다. 

33) Prajñ p ramit hṛday rthaparijñ na. 그 문의 역은 Lopez Jr.(1998a), 

pp. 187-2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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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Mah jana는 이러한 입장을 呪의 異名과 만트라의 구

에 해서도 그 로 용시키고 있다. 그런 에서 그를 Kamalaś

la나 At śa와 구별 지운다. 더욱더 철 하다고 할 수 있을까. 먼  

呪의 異名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표 8 : 呪의 異名에 한 Mah jana의 정의

신주 資糧道

무상주 見道

무등등주 등 修道

무등 無學道

능제일체고 常․樂․我․淨

無等等呪(asamasamamantra)를 等과 無等으로 分節한 뒤, 等은 

修道로 無等은 無學道로 이해하는 것은 더욱더 부자연스럽게 느껴

진다. 이러한 부자연스러움은 만트라의 구 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더 드러난다. 우선, 그것을 간략히 정리해 보기로 하

자. 

표 9 : 만트라의 구 에 한 Mah jana의 정의 

① gate gate p ragate : 見道

② p rasaṁ : 修道

③ gate : 無學道

④ bodhi : 果 

⑤ oṁ과 sv h  : 반복의 효과를 얻기 한 축복의 術語

여기서도, “p rasaṁgate”라는 하나의 단어를 두어(p rasaṁ-)

와 어간(gate) 부분으로 나 어 놓은 뒤, 각기 修道와 無學道로 구

분하고 있다. 역시 부자연스런 느낌이다. 

결국, 呪의 異名과 만트라에 한 이해에 있어서 Mah jana와 

후술할 Vajrap ṇi는 구조 으로 볼 때에는 유사한 근을 하고 있

다. 다만, Vajrap ṇi가 네 가지 三昧로서 그것들을 분류하고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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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음에 반하여 Mah jana는 그것을 顯敎인 唯識의 五位/五道로

서 이해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 까닭에 나는 Vajra

p ṇi의 만트라 이해는 ‘ 교’ 이라 규정하고, 여기 Mah jana의 

그것은 교 이라는 평가하는 것이다. 

⑶ Śr siṁha의  

Donald S. Lopez Jr.에 의해서 인도의 여덟 번째 주석가로서 발

견된 Śr siṁha(8세기 후반 생존)의 반야심경 주석서34)는 비교

 짧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科目 나 기는 행하지 않고 있다. 

그  짤막하게 隨文釋을 가하고 있을 뿐이다. 

만트라 부분에 해서는 呪의 異名과 만트라 구 의 하나하나

에 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에서 다른 주석가들과 유사하다. 

먼  呪의 異名에 한 Śr siṁha의 정의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표 10 : 呪의 異名에 한 Śr siṁha의 정의35) 

① 신주 : 그 자체에만 의지하며, 다른 것의 의미에 의지하지 않

는다.

② 무상주 : 다른 사람들에게 독송되는 것은 아니다.

③ 무등등주 ┍ 무등 : 사물로서 확립되는 것 아니다

            ┕ 등 : 相(sign) 그 자체가 성질이므로, 불가분의 필수

인 의미와 같다 

34) Lopez Jr.(1998a), pp. 109-115. 참조. Śr siṁha는 “ 국 출신의 

교자로서 인도에서 스리랑카 출신의 교자 Mañjuśr mitra에게 

師事했다고 한다.”〔大八木隆祥 2003, p. 115.〕Lopez Jr.이 번역한 

大八木隆祥이 본 주석서는 동일한 것으로 단된다. 다만, 大八木隆祥처럼 

이를 Śr siṁha와 Vairocana의 共著로 보아야 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Donald S. Lopez Jr.는 그 게 보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다. 

Lopez Jr.(1998a), p. 115. 참조. 

35) 의 책, pp.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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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능제일체고 : 본질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모든 잘

못의 고통을 불식한다

            ┕ 진실불허 : 非 찰(nonobeservation)의 명료함 속에

서 만트라의 의미가 존재하므로

사실 이러한 정의만으로 그 의미를 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무등등주의 해석에 있어서 마치 Mah jana가 그것을 다시 

“等”과 “無等”으로 分節한 것과 같이, 그 역시 그 게 하고 있다는 

만 에 띈다. Mah jana가 분명하게 五位/五道의 입장에서 呪의 

異名을 분류하고 평가함에 해서 Śr siṁha의 경우에는 그러한 

뚜렷함이 보이지 않는다. 

그 다면, 만트라의 구 에 해서는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을

까? 그의 정의는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11 : 만트라의 구 에 한 Śr siṁha의 정의36) 

① gate : 자신의 福祉를 해서

② gate : 다른 사람의 福祉를 해서 

③ p ragate : 자기 자신의 福祉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 으므로, 다

른 곳에 한 열망은 없다. 

④ p rasaṁgate :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서 다른 사람의 福祉를 완

성시킨다. 

⑤ bodhi : 제자들에게 반야바라 의 의미로써 일어나는 無緣慈悲

⑥ sv h  : 제자들의 마음의 자기 해방을 의미.

여기에는 Śr siṁha의 독창  해석이 에 띈다. 하나는 자리이

타의 맥락을 집어넣어서 해석하고 있다는 이다. 自利利他釋이라 

할만하다. 첫째, “gate”와 둘째 “gate”는 각기 自利와 利他로서 

比되며, 첫째의 “gate”와 “p ragate”가 짝이 되어서 自利의 완성을 

나타내며 둘째의 “gate”와 “p rasaṁgate”가 짝이 되어서 利他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bodhi”의 해석에 있어서 여

36) 의 책,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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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해석과는 다르다는 이다. “bodhi”를 無相三昧로 보는 Vajrap

ṇi나 “결과”로 보는 Mah jana와는 달리, Śr siṁha는 “반야바라

의 의미로서 일어나는 無緣慈悲”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

은 自利에서가 아니라 利他에서 악하고 있다. 그것은 곧 반야바

라 의 이타 /福祉的 개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악된다. Śr s

iṁha의 은 승불교의 보살행의 차원과 상통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의 

세계이지 ‘ 교’의 세계라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37) 

2. ‘ 교’  이해

⑴ Vimalamitra의  

Vimalamitra는 8세기경의 인물로 알져지고 있으며, 반야심경
에 한 인도 최 의 주석가이다. 그의 반야심경 주석서38)는 A

t śa의 複註를 낳는 등 후 에 많은 향을 미친 작품으로서, 인도

의 주석서로서는 가장 방 한 것이었다. 그 스스로는 비록 탄트라

이지만, 만트라 부분을 제외하고는 탄트라 인 입장에서 주석한 

것은 아니라 한다. 수트라 부분에 해서는 반야심경에 한 가

장 정통 인 해석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데 주력하 다39)는 것

이다. 그런 만큼 만트라 부분에 해서 탄트라 인 해석을 베풀었

으리라 짐작되는데, 여기서는 이를 재확인해 보려고 한다. 우선 

37) 물론, 이러한 평가는 진언 부분에 해서일 뿐 그의 반야심경 해석 

체가 다 그 다는 것은 아니다. 교  해석의 가능성도 있다. 

大八木隆祥 2003. 참조. 

38) ry prajñ p ramit hṛdayaṭ k . 그 문의 역은 Lopez Jr.(1998a), pp. 

47-70. 참조. 

39) Lopez Jr.(1998b),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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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야심경에 한 그의 科目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표 12 : Vimalamitra의 반야심경 과목40) 

① 서분 : evaṁ may  śrutam

② 시간 : ekasmin samaye 

③ 청  : Bhagav n R jagṛhe～ca bodhisattvasaṁghena

④ 설정/상황 : tena khalu samayena～vyavalokayati

⑤ 질문 : ath yuṣm n Ś riputro ～kathaṁ śikṣitavyaḥ

⑥ 열한 가지 답 : evam ukta～bodhi sv h

⑦ 증명 : evaṁ Ś riputra～tath gatair arhadbhiḥ

⑧ 찬탄 : idam avocad～bh ṣitam abhyanaṁdann. 

의 표는 그가 大本 반야심경 체에 해서 온 히 과목을 

나 었음을 알게 해 다. 다른 주석가들의 科目과는 달리, 경 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大本의 敍事的/연극  요소들에 주목함으로써 

반야심경을 새롭게 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 청 , 설

정/상황, 질문, 답, 증명(agreement), 그리고 찬탄 등이 서사  

진행이나 話 를 고려한 科目 나 기41)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는 충분히 고려할만한 상황을 잘 반 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

만, 정작 반야심경 자체의 본론(=열한 가지 답)에 해서는 

모두 ‘열한 가지 답’으로 집어넣고 말았다는 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만트라 역시 이 ‘열한 가지 

답’의 최후 부분에서 논해지고 있을 뿐이다. 그것만으로는 그의 

해석학  입장이 어떠했는지에 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없다고 

생각한다. 과목을 나 고 있는 Vimalamitra를 앞 章에서가 아니

라, 隨文釋을 심으로 하는 이 章에서 다루고 있는 이유이기도 

40) Lopez Jr.(1998a), p. 47. 구체 인 범 는 隨文釋에 따라서 내가 악한 

것이다. 

41) 나는 大本의 과목 나 기에서 발화자가 구인지,  敍事的 상황이 

어떻게 바 어 가는지가 요한다는 에서 다음 도표와 같이 과목 

나 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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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그 다고 한다면, 隨文釋에 나타난 그의 만트라 이해는 어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Vimalamitra는 만트라에 해서, “반야

바라  자체가 만트라이다.”42)라고 말한다. 이는 수트라 부분에 

한 주석에서 정통  해석(orthodox interpretation)에 입각하려

고 노력한 그의 입장에서 볼 때, 무나 당연한 귀결 이었던 것

으로 보인다. 그 게 되면, 不然 이기 이 말한 것과 같이 새삼스

럽게 반야바라 다를 呪로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

른다. 만약 Vimalamitra가 不然과 같이 이런 입장을 취했다고 한

다면, 그의 반야심경 이해는 교 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지 않다. 그는 탄트리카이다. 그런 만큼 당연히 呪 자

체의 의미를 외면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탄트라 인) 어떤 것이 가르쳐지는 하근기/鈍根의 사람들에게는 그

것(=반야바라 , 인용자)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들에게는, 그것/

 發話 내용
 本의

 해당부분

 三分의

 소속

경 편찬자 ①귀경문(namaḥ sarvajñ ya)  有 序分

②六成就(evaṁ～bodhisattvasaṁghena)  無

③세존의 入定(tena～sam pannaḥ)  無 正宗分

④心經의 강(tena ca～vyavalokayati)  有

⑤사리불의 請問(ath yuṣm n～avocat)  無

사리불 ⑥청문의 내용(yaḥ kaścit～śikṣitavyaḥ)  無

경 편찬자 ⑦ 자재보살의 응답(evamukta～avocat)  無 

자재보살 ⑧응답의 내용(yaḥ～sv h )  有

⑨응답의 맺음말(evaṁ～bodhisattvena)  無

경 편찬자 ⑩세존의 出定(atha khalu～s dhuk ramad t))  無 流通分

세존 ⑪세존의 찬탄/印可(s dhu～bhagav n)  無

경 편찬자 ⑫ 들의 기쁨( nandaman ～abhyanaṁdann)  無

⑬경 의 제목(iti～sam ptam)  無

다만, 이 역시 ⑧을 좀 더 내용 으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약 을 안고 

있기는 하다. 

42) Lopez Jr.(1998a),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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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라는 마치 비 리에 가르쳐진 것과 같다. 그들은 반야바라 을 마

치 秘密呪(secret mantra)인 것처럼 받아들인다. 비 주의 어원은 비

리에 설명된 것이다. 이것은 이 진술의 컨텍스트이다. 는 그것이 마

음속에 머무는 것의 보호자이기에 그것은 비 주이다. 반야바라 의 

힘에 의해서, 그것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마음속에서 취해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고 옳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기에, 그것은 

말해지고, 보호된다.43) 

그의 隨文釋에서는 상근기에 해당하는 술어는 등장하지 않는데, 

만트라를 논하면서 ‘하근기/鈍根’(persons of dull faculties)을 언

한다. 그와 련한  인용구의 의미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를 나는 다시 다음과 같이 부연해 보고자 한다.

하근기의 사람들에게 반야바라 을 설해도, 하근기의 사람들은 無

知하므로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상근기의 사람들에게

는 앞서 수트라에서 말한 것과 같은 반야바라 의 의미가 명료하게 

악되므로 비 이 아닌데) 하근기의 사람들에게는 비 일 수밖에 없

다. 뿐만 아니라, 반야바라 이 (呪文으로서) 비 리에 설해졌다고 말

하는 것은 그 (주문) 자체가 매우 심오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Vimalamitra의 경우에는, “반야바라 이 곧 眞 이다.”라는 입

장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에만 국집하지 않고 呪가 갖는  다른 

의미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 주목된다. 呪文 자체가 갖는 ‘비 의 

힘’을 보다 정 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 동일하게 근기론에 입각하고 있으면서도 Vimalamitra는 

그의 향을 많이 받은 At śa와는 입장을 달리 하고 있음도 주의

해야 한다. At śa는 상근기와 하근기를 나 면서도, 만트라 부분

은 오히려 상근기를 해서라고 해석하 던 것이다. 그러나 Vima

lamitra는 그와는 반 이다. 만트라는 하근기를 한 것이라 한다. 

그러면서도 만트라에 한 탄트라  해석의 길은 열어놓고 있는 

43) 의 책,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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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바로 만트라에 신비한 힘, 보호의 기능이 있다고 으로

써이다. Vimalamitra는 “마음속에서 머물고 있는 것의 보호자이기

에, 그것(만트라)은 비 주이다.”44)라고도 말하고 있다. 이는 Vim

alamitra가 만트라의 의미를 Guhyasam jtantra(ⅩⅧ. 69b～70a)에 

의지하여, “감각기 과 상에 의존하여 일어나는 마음을 man이

라 하고, 보호를 tra라고 한다.”45)라고 말함으로써, 만트라에는 그 

念誦 를 보호해 주는 신비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 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그의 반야심경이해는 좁은 뜻에서는 탄트

라 이며, 넓은 뜻에서는 ‘ 교’  이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⑵ Vajrap ṇi의  

인도의 반야심경 주석가들 에서 만트라에 한 가장 상세

한 주석46)을 베푼 사람이 Vajrap ṇi(11세기 활동)이다. 만트라에 

한 그의 주석에는 呪의 異名에 해서도, 呪 그 자체에 해서

도 의미부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  呪의 이명에 해서 Vajrap

ṇi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표 13 : 呪의 異名에 한 Vajrap ṇi의 정의

① 신주 : 如幻三昧(illusion-like sam dhi)의 만트라

② 무상주 : 空三昧(the sam dhi on emptiness)의 만트라 

③ 무등등주 : 無相三昧(the signless sam dhi)의 만트라 

④ 능제일체고 : 無願三昧(the wishless sam dhi)의 만트라47)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Vajrap ṇi의 만트라 이해가 

44) 上同.

45) Lopez Jr.(1998b), p. 111. 

46) Vajrap ṇi의 반야심경 주석서는 Bhagavat prajñ p ramit hṛday rtha- 

prad pan maṭ k 이다. 문의 역은 Lopez Jr.(1998a), pp. 202-215.

47) 의 책, p.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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禪的/명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다. 여기에 Vajrap

ṇi의 주석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이 놓여있다. “ 신주, 무상주, 무

등등주, 그리고 능제일체고”의 주어가 되는 반야바라 이 곧 如幻

三昧, 空三昧, 無相三昧, 그리고 無願三昧의 경지임을 나타내는 것

이다. 그런데, 의 표와 같이 정리한 데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 이 네 가지 삼매들 사이에는 如幻三昧에서부터 無願三昧로 

이동할수록 더 깊은 경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如幻三昧는 주의집 (mindfulness), 지식(knowledge), 그리

고 지각(perception)의 경지이며, 空三昧는 주의집  등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無相三昧는 如幻三昧에서 말해진 

주의집 을 넘어서 있고, 無願三昧는 개념 인 것도 아니고 非개

념 인 것도 아니라48)고 말한다. 

이 게 呪의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異名에 해서 어떤 계

 차성을 인정하는 것 역시 하나의 창조  誤讀인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 신주 → ( 명주 →) 무상주 → 무등

등주”라고 하는 반복은 명확하게, 동일한 주어 “반야바라 ”에 

해서 漸層的으로 强調해 가는 修辭的 의미가 있는 것일뿐 그 의미

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반야바라  = 신

주 = ( 명주 =) 무상주 = 무등등주”일 뿐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들 사이에 의미상 어떤 계  차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당

연히 서술어인 그들의 주어가 각기 달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반
야심경은 동일하게 반야바라 이라는 하나의 주어만을 말하고 

있지 않던가. 그런 까닭에 나는 異名의 해석에 있어서 어떤 계

 차성을 인정하는 것은 창조  誤讀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呪의 異名과 三昧를 결합시키는 Vajrap ṇi의 해석은 만

트라의 구 에까지 그 로 용된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과 같이 된다. 

48) 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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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 만트라의 구 에 한 Vajrap ṇi의 정의49)

① tadyath  oṁ50) : 행 의 일어남 

② gate gate : 명백하게 가르치는 것.

③ p ragate (= 신주) : 如幻三昧 

④ p rasaṁgate(= 무상주) : 空三昧

⑤ bodhi(= 무등등주) : 無相三昧 

⑥ sv h (= 능제일체고) : 無願三昧 

 

이 게 보면, Vajrap ṇi의 만트라 해석은 철 하게 삼매와 결부

시키고 있으며, 그런 에서 禪的/명상  해석이라 평가해 볼 수 

있다. ‘ 교’  해석 속에 포함시키는 까닭이다. 하지만, 呪의 異名

에서만이 아니라 만트라의 구 들까지 어떤 삼매라고 안배하는 

등의 주석태도는 여 히 禪家에서 禁忌로 여기는 義理가 남아있음

을 보여 다. 진언의 의미를 自問한 뒤, 다시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제 사바하바”라고 自答하 던 光德의 禪的인 태도51)

에 비추어 보면 死句이지 活句의 세계를 열어보 다고 볼 수는 없

을 것같다. 

 

⑶ Praś strasena의  

앞서 우리는 Praś strasena의 十分說이라는 科目을 살펴본 일이 

있다. 그러한 과목 나 기만으로 평가할 때 우리는 그의 반야심

경 이해가 교 이라 단하 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과

목만을 상으로 하여 얻어진 잠정 인 결과 을 뿐, 隨文釋을 통

49) 의 책, pp. 213-214. 호 안에서 呪의 異名을 표기하여 상응시킨 것은 

Vajrap ṇi의 뜻에 의해서 내 자신이 보완한 것이다. 

50) 大本에는 “Oṁ”이 없는데, 주석가들은 “Oṁ”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의 “sv h "와 상응시키기 해서 인지도 모르겠다.  동아시아 

불교권에서와는 달리, “tad yath ” 역시 呪의 일부로 보고 있다. 

51) 光德(2002), pp. 15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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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구체 으로 단할 필요가 있음을 밝  두었다. 이미 과목에

서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의 이해는 Jñ namitra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것이었다. 그 다고 한다면, 隨文釋에 나타난 까지 Jñ

namitra와 유사할 것일까? 그런 도 있고, 다소 차이를 보이는 

도 있는 것처럼 단된다. 

우선 유사한 은 呪의 異名에 해서 그 의미를 부여하는 측면

이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표 15 : 呪의 異名에 한 Praś strasena의 정의52) 

① 신주 : 내  의식의 모든 경향성 제거, 외  상의 모든 相(si

gn) 제거

② 무상주 : 내  외 인 모든 상 제거

③ 무등등주 : 佛性의 과보를 가져오다. 

이러한 정의에는 어떤 계  차성이 보인다. 그런 에서 呪

의 異名에서 어떤 계  차성을 보 던 Vajrap ṇi의 과 궤

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呪의 異名에 해서는 Jñ namitra와 유사한 입장을 내보

던 Praś strasena이지만 그 다고 해서  어떤 새로운 

을 제시하지 못하는가 하는 이다. 그것은 그 지 않다. 바로 다

라니의 기능이라는 에서이다. Praś strasena에 이르러서, 만트

라에는 세속  공덕과 세속  공덕의 두 측면이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기 때문이다.

이 반야바라 의 만트라는 세속  공덕과 세속  공덕을 얻는 원

인으로 기능한다. 세속  공덕은 번뇌, 악마들, 그리고 장해 등으로부

터 해를 입지 않고 독송자를 매우 효과 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한다. 

세속  공덕에 해서는 이 다라니에 의지함으로써 지혜와 지식의 

원인으로서 기능한다.53) 

52) Lopez Jr.(1998a), p. 163.

53) 의 책, p.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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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Praś strasena는 이 다라니의 공능으로서 세속  

지혜와 지식의 획득을 얻을 수 있는 이외에 세속 인 어떤 공덕

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나는 일 이 천수경의 경우를 살펴

보면서, 자와 같은 공덕을 근본주의  공덕으로 후자를 공리주

의  공덕으로 말한 바54) 있다. 세속  공덕, 즉 공리주의  공덕

을 인정하는 것은 교, 특히 기 교/雜密 일반에서 흔히 일어

나는 상으로 알고 있다. 그런 에서 반야심경의 만트라에 

한 Praś strasena의 이해에는 교  이 투 되어 있는 것으

로 단된다. 이런 에서 그가 비록 科目을 통하여서는 만트라에 

한 특별한 강조를 드러내지 못하 기 때문에 ‘ 교  이해’를 

한 것으로 단되었으나, 隨文釋에서는 교  측면을 인정하고 

있다는 에서 ‘ 교’  이해를 한 것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 같

다.55) 체 으로 볼 때에는 과목 나 기의 그것보다는 隨文釋의 

이 더욱 심 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Praś strasena의 

만트라 이해는 ‘ 교’ 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54) “천수다라니를 독송함으로써 삼 (三密)을 이룰 수 있다고 할 때는 

근본주의  공덕을 가리키는 것이고, 독송에 의해 질변의 치료나 재난의 

소멸 등을 얻는다고 할 때는 공리주의  공덕을 일컫는 것이다.” 

김호성(2006d), p. 43. 

55) 물론 삼매, 지혜, 지식, 깨달음 등을 말하는 ‘근본주의  공덕’ 역시 

그러한 체험을 인정한다는 에서 ‘ 교’ 일 수 있으나, “만트라가 

지혜와 지식의 원인으로서 기능한다.”는 언 만으로 ‘ 교’ 이라 

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바가 있다. 그런 이야기는 교에서도 얼마든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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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재 우리가 읽고 있는 반야심경은 장‘역’본 반야심경(
本)이다. 여기에는 마지막에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

지 사바하”라고 하는 만트라가 붙어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는 

마치 이 만트라를 이끌어내려는 듯이 呪의 신력에 해서 언

해 두고 있다. 大神呪․大明呪․無上呪․無等等呪라고 하는 표 이

다. 그런데, 이는  그 앞에서 설해진 반야바라 을 주어로 한 서

술어이기도 하다. 그럼으로써, 장‘역’본에서는 大神呪 등의 표

이 그 前後의 어디에 걸리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앞

에 걸린다(結前)고 한다면, 呪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야바라

이 곧 呪가 된다. 그 지 않고 뒤에 걸린다(起後)고 한다면 “아

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가 呪가 된다. 梵本은 

장‘역’본과는 다소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문헌학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가름하기 해서는 근래 Jan Nattier에 

의해서 제기된 반야심경의 국 찬술(僞經)설 등 성립사  문제

도 해명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매우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는 것

이다. 

그리하여, 나는 이 에서 문헌학  내지 성립사  근을 하는 

신 다소 우회해 보기로 하 다. 주석가들은 과연 이 문제, 즉 만

트라 부분의 의의를 어떻게 평가해 왔던가 하는 을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반야심경에 한 古今의 주석은 수도 없이 많이 나

와 있지만, 먼  인도 주석가들의 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Don

ald S. Lopez Jr.이 티벳 역본(梵本은 散逸되었음)으로부터 역한 

주석가는 모두 8인이다. 大本 반야심경에 한 이들의 주석에 

나타난 을 살펴본 바, 나는 다음과 같은 도표로 종합하는 것

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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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 만트라에 한 인도 주석가들의 이해 

科目 나 기 隨文釋

‘ 교’  이해 At śa
Vimalamitra
Vajrap ṇi

Praś strasena 

교  이해 
Jñ namitra

Praś strasena

Jñ namitra
Mah jana
Śr siṁha

인도 주석가들의 을 평가함에 있어서 내가 주목한 것은 두 

가지 다. 하나는 그들이 반야심경을 총체 으로 분석․평가하

는 科目에 나타난 이 어떠했던가 하는 이고, 다른 하나는 

보다 구체 인 본문 해석(隨文釋)에 나타난 이 어떠한가 하는 

이었다. 그 결과 그들의 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첫째, 교  이해이다. 이는 특별히 만트라 부분이 갖는 의의

를 독자 인 것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이다. 과목을 심으로 

해서 볼 때는 Jñ namitra와 Praś strasena가 이에 해당하며, 아  

스스로의 과목 나 기에서 만트라 부분을 제외하 던 Kamalaś la

와 Mah jana까지도 이런 입장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隨

文釋을 통해서 볼 때, 교  해석을 남긴 주석가로서는 Jñ namit

ra, Mah jana, 그리고 Śr siṁha이다. Praś strasena의 경우에는 隨

文釋에서는 만트라가 갖는 세속  공덕과 세속  공덕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 기 교/잡 ’  이해까지를 포 하고 있었다. 한 

주석가의 은 科目 나 기라는 총론  부분에서보다도 隨文釋

이라는 각론  측면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고 볼 때, Praś str

asena는 체 으로 교  이해를 내보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  이해이다. 과목을 통해서 볼 때에는 At śa가 가장 

뚜렷하게 교  이해방식을 내보 다. 만트라가 오히려 上根機를 

한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에서, 반야부 경 의 핵심/抄로서의 

반야심경의 성립이라고 하는 과는 다른 해석학  안목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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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것으로서 특기할 만하다. 隨文釋에 나타난 교  이해는 앞

서 언 한 Praś strasena를 제외하고 나면 Vimalamitra와 Vajrap

ṇi가 있다. Vajrap ṇi는 만트라에서 삼매․명상의 공덕을 인정하

고 있다. 禪的 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 나는 선과 교 모두 ‘ 교’

라고 하여 포 하고자 하 다. 언어 밖의 세계를 인정하는 에서 

공통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Vimalamitra의반야심경 이해

는 교  가치와 교  가치를 공히 인정한다. 어쩌면 그의 

은 ‘회통’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한 평가일 수도 있으

나, 만트라가 갖는 가치를 인정한다는 에서 ‘ 교’  해석에 포

함시켰다. 

이상과 같이, 인도의 주석가들은 반야심경을 교 으로 이

해하기도 하고, 교 으로 이해하기도 하 다. 국․한국․일본

을 심으로 활동하 던 동아시아의 주석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었던 것일까? 이는 다음에 이어져야 할 연구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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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iderations on the Mantra of the 

Prajñ p ramit hṛdaya Sūtra

Kim, Ho Sung 

(Dongguk University)

The Prajñ p ramit hṛdaya Sūtra  which is read 

commonly at present is the smaller version( 本) translated 

by Hsüan-tsang(玄奘). There the mantra, “gate gate 

p ragate p rasaṃgate bodhi sv h " is attached at the 

end. And the powerful effect of the mantra is described in 

the previous sentence as if intentionally to bring the mantra 

right after it. This can be the reason for the expression ; 

“mah mantro mah vidy mantro ’nuttaramantro 

’samasamamantraḥ”. However, these are also predicates of 

the subject ‘prajñ p ramit ' which is explained beforehand. 

Therefore, a question may arise in the version translated by 

Hsüan-tsang ; exactly where the mah mantro etc. should be 

connected for the right interpretation. If we say they modify 

the previous sentence, then the mantra exists not 

independently, but prajñ p ramit  itself becomes the 

mantra. If they modify the following sentence, then 

“mah mantro mah vidy mantro ’nuttaramantro 

’samasamamantraḥ” becomes the mantra. The Sanskrit 

version seems to have a slightly different tone from the 

Hsüan-tsang’s ‘translation’, so in order to resolve this issue 

in the point of philology, including the recent theory by Jan 

Nattier on the fabrication of the Prajñ p ramit hṛdaya Sūtra  

in China, the chronological fact also may need to be 

clarified. So an extremely difficult task remains.

반야심경의 眞 (mantra)에 한 고찰 ∙ 6 9

 Therefore, I decided to go round a little bit in this 

thesis, instead of a philological or chronological approach. I 

looked into how commentators had been valuing the 

significance of the mantra part in the text. From olden days 

to nowadays the commentaries on the Prajñ p ramit hṛdaya 

Sūtra  are numberless, but at first the Indian commentators’ 

view will be discussed. There are altogether eight 

commentators whose works were translated in Tibetan, and 

then were translated into English by Donald S. Lopez Jr. 

Having examined the revealed views of their commentaries 

on the larger version(大本) of the Prajñ p ramit hṛdaya 

Sūtra, I assumed it would be possible to synthesize into a 

diagram analyses as follows.

The understanding of Indian commentators on mantra

Diagram 

Analyses(科目)

 Interpretation 

depending on the 

sentences(隨文釋)

Esoteric 

understanding
At śa

Vimalamitra

Vajrap ṇi

Praś strasena

Exoteric 

understanding

Jñ namitra

Praś strasena

Jñ namitra

Mah jana

Śr siṁha

Having evaluated the views of Indian commentators, I 

concentrated on two main aspects : (1) What were their 

viewpoints expressed in the subjects by which they 

analyzed and evaluated the Prajñ p ramit hṛdaya Sūtra  on 

the whole. (2) How the viewpoints were in interpretation of 

the detailed body text. In conclusion, I regard their 

viewpoints can be divided into two aspects in general.

At first, it is an exoteric understanding. This view 

doesn’t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mantra section a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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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part. Jñ namitra and Praś strasena belong to 

this group in terms of categorization into subjects, and 

Kamalaś la and Mah jana also may be included in it, who 

excluded the mantra section from their Diagram Analyses. 

In respect of the interpretation depending on the sentences, 

Jñ namitra, Praś strasena and Śr siṁha applied exoteric 

interpretation on their commentary. Praś strasena’s 

interpretation depending on the sentences included ‘early 

esoteric Buddhism and mixed Buddhism’s way of 

understanding by recognizing both material benefits and 

transcendental merits of the mantra. Considering that a 

commentator’s view turns out clearly in the detailed 

description of Interpretation depending on the sentences 

rather than in the general description of Diagram Analyses, 

it can be said that Praś strasena showed an esoteric 

understanding on the whole. 

 Secondly, it is esoteric understanding. In terms of the 

Diagram Analyses, At śa demonstrated the most distinct 

way of esoteric understanding. As he said mantra is rather 

a message for the qualified(上根機), it is outstanding because 

of presenting a hermeneutic insight different from the 

aspect of formation of the Prajñ p ramit hṛdaya Sūtra  as 

the key sūtra and the beginning of the Prajñ -related 

sūtras. Vimalamitra and Vajrap ṇi hold esoteric 

understanding in the interpretation depending on sentences 

except Praś strasena who is mentioned earlier on. Vajrap ṇi 

acknowledges the benefits of sam dhi and meditation in 

mantra. It is considered as an evaluation by Sön/Zen, and I 

tried to synthesize Sön/Zen and the esoteric Buddhism into 

'the esoteric Buddhism' because there is a common ground 

on accepting the world beyond words. And Vimalamitra's 

understanding on the Prajñ p ramit hṛdaya Sūtra  

recognizes equally the exoteric and esoteric values. Perhaps, 

it would be better evaluation to say that his point i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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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of ‘reconciliation’, however I put it in the ‘esoteric’ 

interpretation as he recognizes the value of mantra.

As above, commentators in India understood the 

Prajñ p ramit hṛdaya Sūtra  in an exoteric way or an 

esoteric way. How did east Asian commentators acting in 

China, Korea and Japan understand it? This could be 

another task for the precious research work on this valuable 

subject matter to be continued.

Key words : prajJApAramitAhRdaya sUtra, mantra, 

hsüan-tsang, atIza, jJAnamitra, prazAstrasena, 

jJAnamitra, mahAjana, zrIsiMha, vimalamitra, 

vajrap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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