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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본에 의거한 般若心經의 이해

이지수*
1)

머리말. Ⅰ 반야바리 다 行. Ⅱ 반야바라 다의 힘.

Ⅲ 반야바라 다와 만뜨라. 맺는 말.

요약문: [주요어: 空, 空性, 我空, 法空, 不二, 반야바라 다行, 만뜨라] 

반야심경에 해서는 이미 많은 주석서, 해설서들이 있지만 본고는 

범본에 의거하여 특정한 이나 선입견 없이 텍스트 자체가 필자에게 

들려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의미를 읽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더

불어 장역 심경에선 잘 드러나지 않는 을 범본에 의해 보완해 보

고자 한다.

머리말

한국의 佛子라면 잘 알다시피 반야심경(이하 心經으로 임)

은 千手經, 金剛經과 더불어 한국불교계에서 가장 리 독송

되고 읽히고 있는 요한 경 이다. 특히 心經은 모든 불교의례

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며, 그 만큼 한국의 佛子들에게 향력이 큰 

경 이다. 그런데 心經은 그 요성과 보편 인 향력에 비해 

고도의 압축성과 난해함 때문에 그 내용이 잘 이해되지 못하고 

암송되는 경우가 지 않은 듯하다. 

心經은 그 은 분량( 장의 한역으론 261자)으로 승불교의 

바탕이 되는 방 한 반야경群의 핵심을 요약하여 함장하고 있

으며, 동시에 密敎的인 요소까지 흡수․통합하고 있는 경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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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해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 기에 心經에 해서 고

래로 인도․티벳․ 국․한국․일본과 같은 승불교권에서 각종 

주석서․해설서들이 편찬되었고1), 그러한 해석학  통은 오늘

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와 같이 지 않은 수의 훌륭한 해석서들이 찬술되고 출간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본고에서  한 번 心經을 거론하

게 된 것은, ‘텍스트 자체로 하여  말하게 하라’라는 필자의 평소 

소신에 따라 특정한 이나 선입견 없이 心經｝자체의 의미에 

주목해 보려는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불자들이 독송용으로 사용하

는 장의 한역 心經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몇 가지 을 

범본 心經에 의거하여 보완해 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독송용 心經은 序分-正宗分-流通分

으로 구성된 경 의 일반  형식에서 벗어나 본론에 해당되는 正

宗分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경이 설시된 배경이나 상황은 

序分에 나타나 있으므로 독송용 心經, 혹은 本 心經이 설해

진 배경이나 동기를 알기 해선 3요소를 모두 갖춘 大本 心經
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大本 心經에 따르면2), 한 때 세존께서 왕사성의 취산에서 

비구와 보살 과 더불어 계실 때, 세존께선 ‘깊은 깨달음’이라

고 부르는 三昧에 드셨다3). ‘그 때에 자재보살은 깊은 반야바라

다行을 하면서 五蘊의 自性이 空하다고 觀하셨다’(바로 이 부분

이 독송용 心經의 冒頭이다)

그 때 장로 利弗(子)이 부처님의 신력(buddha-anubh va)으

로 자재보살에게 ‘어떤 선남자․선여인이 깊은 반야바라 다行

을 하고자 원한다면, 어떻게 修學해야 합니까?’4)라고 질문했고, 

1) 이기 (1988) pp.13～18, 金岡秀友(1973) pp.170～192, Lopez(1988) 

pp.8～15 참조.

2) Mah y na-sūtra-saṃgraha PartⅠ pp.98～99.

3) gambh ra-avasaṃbodhaṃ n ma sam dhiṃ sam pann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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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보살은 ‘사리자여, 어떤 선남자․선여인이 깊은 반야바라미다 

行을 하고자 원한다면 5온의 自性이 空한 것으로 觀해야 한다’5)라

고 답한다.(여기서 우리는 心經이 깊은 반야바라 다行을 닦는 

방법을 가르치는 경 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부터 ‘가떼- 가떼- 빠-라가떼-……’라는 반야바라 다

呪까지가 本 心經을 이룬다. 자재보살은 ‘사리자여, 보살은 

그와 같이 깊은 반야바라 行 가운데서 修學해야 한다’6)라는 말로 

사리자의 질문에 한 답변을 끝맺는다. 그러자 세존께서 삼매로

부터 나와서(出定) 자재보살에게 ‘선재 선재라, 선남자여. 바로 

그러하다. 선남자여. 바로 그 가 설시한 바와 같이 깊은 반야바

라 다行을 해야 한다. 여래, 아라한들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인

다’라는 말로 자재보살의 답변을 인가한다.

나머지는 流通分으로서 ‘세존께서 그 게 말 하시자 장로 사리

자와 자재보살 그리고 둘러싼 들과 天․人․修羅․간다르

와의 세계가 그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차서 세존의 말 을 찬탄하

다’로 大本 心經이 끝난다.

大本 心經에서 알 수 있듯이 心經에서의 등장인물은 세존과 

자재보살 그리고 사리자(Śariputra)의 셋이다. 세존은 ‘깊은 깨

달음’이라는 三昧에 들어 침묵을 지키고 있고, 그 신력으로 사리

자와 자재보살이 문답하는 형태이다.

 강경이 석존과 解空제일의 수보리(Subhūti) 사이의 화임

에 비해 心經은 석존의 제자들 가운데 아비달마  지혜(prajñ )

4) yaḥ kaścit kulaputro [v  kuladuhit  v  asy ṃ] gaṃbh r y ṃ 

prajñ p ramit y ṃ cary ṃ cartuk maḥ, kathaṃ śikṣitavyaḥ?

5) yaḥ kaścic-ch riputra kulaputro v  kuladuhit  v  [asyaṃ] 

gaṃbh r y ṃ prajñ p ramit y ṃ cary ṃ cartuk maḥ, tena-evaṃ 

vyavalokitavyaṃ - pañcaskandh s t ṁś-ca svabh va-śūny n 

samanupaśyati sma.

6) evaṃ ś riputra gambh r y ṃ prajñ p ramit y ṃ cary y ṃ śikṣitavy ṃ 

bodhisattv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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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하는 利子가 질문하고 승의 이상  인격인 자재보살

이 그에 답변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聲聞乘에 한 보살승의 우

를 보이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이상과 같은 배경  지식을 갖고 우리의 주제인 독송용( 本) 

心經으로 돌아가자. 어떤 텍스트건 해석자의 이해방식에 따라 

단락을 나 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필자는 心經을 크

게 ‘1. 반야바라 다行, 2. 반야바라 다의 힘, 3. 반야바라 다와 

만뜨라’의 세 단락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다시 1.을 ‘ⅰ. 我空 ⅱ. 不二 ⅲ. 六不 ⅳ. 法空’의 넷으로 

구분 짓고, 3.은 ‘ⅰ. 반야바라 다 곧 최상의 만뜨라, ⅱ 반야바라

다의 발설된 만뜨라’의 둘로 구분 지었다.

이하에서 각각을 차례 로 살펴보자

Ⅰ. 반야바라 다行

기불교의 요가行法이 8정도라면 승불교의 요가行은 6波羅蜜

(多)이다. 6바라   처음 다섯 바라 行의 바탕이 되는 行이 최

후의 반야바라 로서 나머지는 이것을 떠나서는 그 의미를 잃어

버리며, 반야바라 行(prajñ p ramit -cary ) 안에서만 비로소 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반야바라 은 어떤 고정되고 변치 않는 

실체나 개념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어서 사물의 본성인 空性을 투

시하고 통찰하는 力動的이고 특수한 마음의 상태 즉 行(cary )이

다. 이 반야바라 다行 가운데서 修學되어야 하는 것(śikṣitavyam)

들을 心經은 我空․不二․六不․法空의 넷으로 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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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我空 

원문: ‘聖 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다 가운데서 行을 하면서 觀

하 다. 5蘊들, 그것들을 自性이 빈 것으로 보았다’7)

기불 에선 ‘五蘊無我’를 설하고 있는데 ‘5온을 自性이 空한 

것으로 보았다’는 五蘊無我에 한 승  표 이다. 한역(이하에

선 모두 장譯을 가리킴)은 이것을 ‘照見五蘊皆空 度一 苦厄’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문구와 련하여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① 五蘊皆空 즉 ‘5온이 모두 공하다’는 범본 ‘自性이 空함’(svabh va-

śūnya)이라는 문구가 가진 의미를 충분히 표 하고 있지 못하다. 

‘5온이 모두 空하다’는 자칫 5온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뜻으로 

왜곡될 수 있는데, ‘5온의 自性의 空’은 5온 자체의 부정이 아니라 

그 독립 , 불변  실체성(svabh va)만을 부정하는 것이다. 잘 알

려진 바와 같이 석존의 근본사상은 만물이 서로 의존하여(緣) 일

어난다(起)는 緣起사상이며, 이에 따르면 우리가 경험하는 상계

의 모든 사물은 상호의존하여 生하고 滅하므로 독립․불변  본

질(svabh va)이 없다. 장이 이런 의미를 몰랐을 리 없지만 일반 

독자로선 皆空을 皆無로 오해할 소지가 없지 않다. 이 을 특히 

지 하는 것은 다음에 뒤따르는 ‘色卽是空……’에서도 같은 ‘空’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혼란이 빗어지기 때문이다.

② 장이 우리가 재 갖고 있는 것과 다른 원본을 사용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한역엔 범본에 없는 ‘度一 苦厄’(모든 괴로움

을 제도하다)이라는 문구가 덧붙여져 있다. 3.에서 반야바라 다

7) rya-avalokiteśvaro bodhisattvo gaṃbh r ṃ prajñ p ramit y ṃ cary ṃ 

caram ṇo vyavalokayati sma. pañca-skandh s t ṃś-ca 

svabh va-śūny n paśyati 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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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곧 최상의 만뜨라라고 하면서, 동시에 반야바라 다는 ‘모든 

苦를 제멸하는 것’(sarva-duḥkha-praśamana, 能除一 苦)라고 설

한다. 그런데 5온의 自性이 空함을 보는 것이 곧 반야바라 다行

이라면 그것은 동시에 모든 苦厄을 제도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틀

림이 없다. 장이 ‘照見五蘊皆空’에 ‘度一 苦厄’을 첨가한 것엔 그

런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 아닐까?

한 가지 더 지 할 은 한역에선 ‘ 자재보살……도일체고액’

과 같이 한 문장으로 표 되었지만 범본은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첫 문장에선 ‘觀自在菩薩’(Avalokiteśvara)의 觀

(avalok-)을 이어받아 같은 어원의 ‘avalokayati sma'(觀하 다)를 

동사로 사용하고 있다. 觀의 상인 5온(pañca-skandha)은 두 번

째 문장에서 목 격으로 사용된다. 두 번째 문장은 ‘y ḥ pañcaskandh s, 

t ṃś-ca svabh va-śūny n……’과 같이 계 명사 ‘y ḥ’를 보충

해야 의미 있는 문장이 된다.

요컨  기불 에선 緣起를 觀함으로써 諸法의 無常, 5온의 無

我를 설함에 비해 心經은 반야바라 다行 가운데서 觀의 상으

로서 5온의 自性의 空함을 설한다. 그리고 승에서 自性(svabh va)

이란 我( tman)와 같은 의미를 가지므로 5온의 自性의 空함은 곧 

我空에 다름없다.

2. 不二 

원문: ‘ 利子(弗)여, 色은 空性이고, 空性은 바로 色이다. 空性은 色

과 다르지 않고, 色은 空性과 다르지 않다. 受․想․行․識도 [色의 경

우와] 마찬가지이다.’8)

8) iha ś riputra rūpaṃ śūnyat  śūnyat -eva rūpaṃ. rūp n-na pṛithak 

śūnyat  śūnyat y  na pṛithag rūpaṃ, yad rūpaṃ s  śūnyat , y  

śūnyat  tad rūpaṃ. evam eva vedan -saṃjñ -saṃsk ra-vijñ n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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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二(advaya)사상은 승불교의 특징  하나인데, 이 문구는 5

온과 空性(śūnyat )이 서로 분리된 별개의 실재가 아니라고 말한

다. 

梵文 유마경｝제9 不二法門品에서 喜見보살은 다음과 같이 설

한다.

‘rūpaṃ śūyam iti dvayam etat/ rūpam eva hi śūnyat / na rūpa-vi

n ś c chūnyat , rūpa-prakṛtir eva śūnyat / evaṃ vedan  saṃjñ  sa

ṃsk r  vijñ naṃ śūyam iti dvayam etat/ vijñ nam eva hi śūnyat / 

na vijñ na-vin ś c chūnyat , vijñ na-prakṛtir eva śūnyat / yo'tra 

pañcasu-up d na-skandheṣv evaṃ jñ na-anubudho'yam advaya-pra

veśaḥ/’9)

色과 空은 둘이라고 [분별한다]. [그러나] 실로 色이 곧 空性이다. 色

이 소멸하므로써 空性인 것이 아니라 色의 본성이 곧 空性이다. 마찬

가지로 ‘受․想․行․識 과 空을 [분별한다]. [그러나] 識이 바로 空性

이다. 識이 소멸함으로써 空性인 것이 아니라 識의 본성이 곧 空性이

다. 五取蘊에 해서 그와 같이 깨닫는 것이 不二에 들어가는 것이다. 

장역 說無垢稱經｝제9 不二法門品은 다음과 같이 설한다. 

‘復有菩薩名曰憙見. 作如是 . 色受想行及識 空分別爲二. 若知取蘊性本

是空. 即是色空非色滅空. 乃至識蘊亦復如是. 是爲悟入不二法門.’

다시 희견보살이 말했다. ‘색․수․상․행․식과 空을 둘로 분별합

니다. 만약 5취온이 본래 空임을 안다면, 色이 그 로 空이지 色이 멸

하므로 空이 아닙니다. 수․상․행․식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이 곧 不二法門에 깨달이 듦입니다.10) 

이상 유마경으로부터의 인용이 필자의 설명을 신해  수 

9) VNS. p.86. 

10) 維摩經 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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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리라 믿는다.

앞에서도 잠간 언 했듯이 한역엔 ‘空’이라는 한 단어만 사용되

고 있지만 범문엔 ‘[svah va] śūnya’(自性의 空)과 ‘śūnyat ’(空性)

라는 두 가지 표 이 다른 맥락에서 다른 기능을 갖고 사용된다. 

자(śūnya)는 형용사로서 주어인 ‘5온’의 성격을 한정 지워주는 

술어  기능을 갖는다. 그러므로 ‘5온을 자성이 空한 것으로 보았

다’(t ṃś ca svabh va-śūny n paśyati sma)에서와 같이 5온과 śūnya 

의 性․數․格이 일치된다.

이에 해 śūnyat 는 주어에 한 한정이나 서술이 아니라 독

립 으로 空한 상태, 혹은 空의 진리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rūpaṃ 

śūnyat ’(色卽是空)에서와 같이 rūpa는 성, 단수, 주격이고 śūnyat

는 여성, 단수, 주격으로 문법 으로 일치되지 않는다. śūnyat 는 

that -t (眞如)나 dharma-t (法性)과 마찬가지로 사물의 참된 본

성, 진리, 실재(reality)를 가리키는 말로서 모두 동의어이다.

śūnya와 śūnyat 의 계는 唯識學에서 vijñapti-m tra(唯識)와 

vijñapti-m trat (唯識性)의 계와 같다. 형용사 śūnya가 피한정

자로서 5온을 필요로 하듯이 vijñapti-m tra는 ‘idaṃ sarvaṃ 

vijñ pti-m trakam'(이 모든 것은 다만 識일 뿐이다)11)와 같이 ’

이 모든 것‘(=분별되어진 것=遍計所執性)이라는 피한정자의 한정

자로 사용된다. 반면 vijñapti-m trat 는 諸法의 勝義(dharm n ṃ 

param rthaḥ)로서 眞如(tath -t )와 같다고 말한다.12)

5온과 空性은 dharma(法)와 dharmat (法性)의 계와 같이 5온

11) ‘viñ na-pariṇamo'yaṃ vikalpo yad vikalpyate/ tena tan-n sti 

tena-idaṃ sarvaṃ vijñapti-m trakam//’

이 識轉變은 곧 分別이며, 그에 의해 分別된 것은 실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다만 識일 뿐이다. 唯識三十 ｝제 17송

12) ‘dharm ṇ m param rthaś ca yataḥ tathat -api saḥ/ sarva-k laṃ 

tath bh v t s -eva vijñapti-m trat //’

그리고 그것(=원성실성)은 諸法의 勝義이며, 그러므로 그것은 한 

眞如이다. 언제나 如如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唯識性이다. 

唯識三十 ｝제25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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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諸法을 떠나 空性과 法性이 별개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五蘊皆空’의 空과 ‘色卽是空’의 空은 그 

기능과 의미가 다르지만, 한역에선 그런 차이가 드러나지 않고 있

다.

범본은 色과 空性의 不二의 계를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표

하고 있다.

① rūpam eva śūnyat , śūnyat -eva rūpam. (色이 곧 空性이고 空

性이 곧 色이다.)

② rūp n-na pṛthak śūnyat , śūnyat y  na pṛthag rūpam. (空性은 

色과 다르지 않고, 色은 空性과 다르지 않다.

③ yad rūpaṃ s  śūnyat , y  śūnyat  tad rūpam. (色인 것 그것은 

空性이고, 空性인것 그것은 色이다.)

이 셋  ①과 ③은 不二의 정  표 이고 ②는 부정  표

이다 ③은 ①을 계 명사를 사용하여 반복한 것이므로 아마도 

장은 ①을 제거한 후, 부정  표 인 ‘色不異空 空不異色’을 앞에 

두고 정  표 인 ‘色卽是空 空卽是色’을 뒤에 놓은 듯하다.

3. 六不 

원문: ‘사리자여, 空性을 특성으로 하는 一切法은 生하는 것도 아니

고 滅하는 것도 아니며(不生不滅),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

니며(不垢不淨), 어드는 것도 아니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不減不

增)’13)

13) iha ś riputra sarva-dharm ḥ śūnyat -lakṣaṇ  anutpann  aniruddh , 

amal  avimal , na-ūn  na paripūrṇ 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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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性은 곧 緣起의 진리이며 緣起는 二元的 립의 원리에 바탕

한 모든 개념  사유, 언어  허구(prapañca, 戱論)를 소멸시키고, 

兩邊에 집착하는 見(antaḥ gr ha-dṛṣṭi, 邊執見)을 넘어선 中道이기

도 하다.

이 희론 멸(prapañca-upaśama)의 中道를 용수의 中 ｝귀경

게에서는 不生不滅, 不常不斷, 不一不異, 不來不去의 八不로 표 했

는데 심경에선 六不로 설하고 있다.

모든 개념  사유는 이원  립에 근거한 개념  구성(vikalpa, 

分別)이며, 그것을 표 한 언어는 실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편

의  이름(prajñapti, 假設)일 뿐이므로 그것들에 부여된 실재성은 

모두 부정된다. 

그러므로  강경은 끊임없이 모든 想(saṃjñ )에 한 住著을 

부정하여 고정 념과 도그마의 사슬에 속박된 우리의 마음을 그

로부터 해방시켜 다.

六不, 혹은 八不에 의한 실체견, 邊執見의 부정은 회의주의나 불

가지론이 아니라 정(有)과 부정(無)의 양극을 넘어선 非有․非無

의 中道이다. 그러므로 八不 혹은 六不은 곧 연기=空=中道의 진리

에 한 다른 표 이다.

4. 法空

원문: ‘그러므로 사리자여, 空性에 있어서는 ① 色도 없고, 受도 없

고, 想도 없고, 行도 없고, 識도 없다. ② 眼․耳․鼻․ ․身․意도 없

고, 色․聲․香․味․觸․法도 없다. ③ 眼界 내지 意界도 없다. ④ 明

도 없고 無明도 없으며, 明의 소멸도 없고, 無明의 소멸도 없다. ⑤ 

苦․集․滅․道도 없고, 智도 없으며 得도 없다.’14)

14) Tam c-ch riputra śūnyat y ṃ na rūpaṃ na vedan  na saṃjñ  na 

saṃsk r  na vijñ nam/ na caksuḥ-śrotra-ghr ṇa-jihv -k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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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에서 ‘5온을 자성이 공한 것으로 보았다’가 5온무아, 즉 我空

을 설한 것이라면,  문구는 法空을 설한 것이다. 부 (특히 有

部)에서 석존의 가르침에 따라 我空은 수용하나 我를 구성하는 궁

극  요소들 즉 法은 각자 고유한 특성(lakṣaṇa)을 가진 것으로서

(任持自性) 勝義有(param rtha-sat) 혹은 實有(dravya-sat)라고 하

여 ‘책상’, ‘물단지’등의 假有(prajñapti-sat)와 구분한다.

더욱이 5온․12처․18계․12연기․4제 등 석존의 가르침은 불

변의 진리로서 도그마化 되고 고정화된다. 그러나  강경에서 

가르치듯이 여래에 의해 깨우치고 설시된 그 어떤 法도 없고, 여

래께서 깨닫고 가르치신 法은 붙잡을 수도 언표될 수도 없다.15)

그리고 언어로 표 된 法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불변의, 고정

된 도그마로서 집착해선 안 되며 뗏목의 비유(kola-upama)로 이

해해야 한다고 설한다.16)

man ṃsi. na rūpa-śabda-gandha-rasa-spraṣṭavya-dharm ḥ/ na 

cakṣur-dh tur y van na mano-dh tuḥ/ na vidy  na-avidy  na 

vidy -kṣayo na-avidy -kṣayo y van na jar -maraṇaṃ na 

jar -maraṇa-kṣayo. na duḥkha-samudaya-nirodha-m rg , na jñ nam, 

na pr ptiḥ/ 

15) …… n sti sa kaścid dharmo yas tath gatena 

anuttar -samyaksambodhir ity abhisambuddhaḥ, n sti dharmo yas 

tath gatena deśitah/

여래께서 ‘무상정등정각’이라고 깨우치신 그 어떤 법도 없고, 여래에 

의해 설시된 法도 없다. 

yo'sau tath getena dharmo'bhisambuddho deśito v  agr hyaḥ 

so'nabhil pyaḥ/ 

여래께서 깨치시고 설하신 法은 잡히지도, 말로 표 될 수도 없는 

것이다. 각묵(2001) p.142.

16) na khalu punaḥ subhūte bodhisattvena mah sattvena dharma 

udgrah tavyo na adharmaḥ/ tasm d iyaṃ tath gatena sandh ya-v g 

bh ṣit  : kola-upamaṃ dharma-pary yam j nadbhir dharm  iti/ 

(수보리여, 보살마하살은 실로 法에 사로잡 서도, 非法에 사로잡 서도 

안된다. 그러므로 여래에 의해 이 密語가 설해졌다. ‘法門을 뗏목에 

비유로 아는 자들은 法도 버려야 한다. 하물며 非法이랴’라고) 각묵(2001)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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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서 ①,②,③은 萬有를 분류하는 세 가지 방식(三科)인 5

온․12처․18계에 한 부정이다. ④는 12연기를 觀(anuloma)과 

觀(pratiloma)으로 나 어 부정하고 있다.

단, 범본에선 한역에 없는 明(vidy )까지 들어서 부정하고 있는 

이 주목된다. 12연기의 부정이 취지라면 한역이 합리 으로 보

이나, 明(=깨달음)을 실체화하여 無明과 이원 으로 립된 념

(saṃjñ )으로서 집착할 땐 그러한 明 역시 부정되어져야 할 것이

다. ⑤는 12연기의 실천  구성인 4제의 부정이다.

마지막으로 ‘智도 없고 得도 없다’에서 智(jñ na)란 12연기, 4제 

등 세존의 가르침에 한 앎이고, 得(pr pti)이란 智를 因으로 하

여 얻어진 果로 이해된다. 혹은 인식작용인 智에 의해 얻어진 

상知 그리고 상知가 일으키는 상에 한 집착과 소유의 념

으로 볼 수도 있다.

반야바라 다行을 修學하는 방법인 이러한 부정은 결코 허무주

의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一 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구원

의 行이다.  강경은 이 부정을 ‘A 卽非A 是名 A’라는 형식으로 

표 한다. 두 번째 A는 첫 번째 A의 실체화의 부정이고, 세 번째 

A는 그와 같이 실체성이 배제된 A에 한 假名(prajñapti)으로서

의 정이다. ‘山은 山이 아니다. 그러나 山은 곧 山이다’ 두 번째

의 山의 정은 眞空妙有로서의 山이다. 이와 같이 심경의 부정

은 결코 허무주의(斷見)가 아니다. 그러므로  강경에선 法에도 

非法에도 사로잡 선 안 된다고 가르친다. 色은 空性이지만 空性

은 곧 色이기도 하다.

Ⅱ. 반야바라 다의 힘

Ⅰ.이 반야바라 행을 어떻게 修學해야 하는가(kathaṃ śikṣitavy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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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가르침이라면 다음은 반야바라 다가 가진 권능, 다시 말

해서 그에 의지할 때 반야바라 이 래하는 의식의 근본 인 변

에 해 설한다.

원문: ‘얻어질 바가 없기 때문에 반야바라 다에 의지하여 보살들은 

그 마음에 장애가 없게 된다. 마음에 장애가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

지고, 도착된(그릇된) 인식을 벗어나 究竟열반을 실 하게 된다. 과

거․ 재․미래에 머무시는 모든 부처님들은 반야바라 다에 의지하

여 無上正等覺을 證得하셨다’17)

Ⅰ.의 끝 단어인 無得(na pr ptiḥ)을 이어 받아 2.는 ‘얻어지는 

것이 없으므로(apr ptitv t, 以無所得故)’라는 말로 시작한다. ‘얻어

지지 않음’이란 一切法은 無自性空이므로 그 어떤 것도 상 으

로 잡 질 수 없음을 뜻한다. 반야경군에선 ‘anupalabdhi’(不可得)

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강경에서 말하듯 ‘꿈과 같고 마

술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로 묘사되는 경험  상

계는 不可取, 不可得, 無所得을 특성으로 한다.

이러한 특성을 통찰할 때 상 으로 한정되고 속박된 住著心

으로부터 벗어나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이 일어나는’(應無所住而

生起心) 상태가 된다.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비로소 보살은 반야

바라 다行에 자신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보살’이란 문수, 보 , 음 같은 보살들이 아니라 上

求菩提․下化衆生의 願(praṇidh na)을 發한, 즉 發菩提心(Bodhi-citta-

utpatti)한 범부 보살들을 가리킨다. 그러한 범부보살들도 반야바

라 다에 의지할 때 그 힘으로 마음에 커다란 변형이 래된다. 

17) tasm d apr ptitv d bodhisattv n ṃ prajñ p ramit m śritya viharaty 

a-citta- varaṇaḥ, citta- varaṇa-n stitv d atrasto vipary sa-atikr nto 

niṣṭha-nirv ṇaḥ/ try-adhva-vyavasthit ḥ sarva-buddh ḥ 

prajñ p ramit m śritya-anuttar ṃ samyak-sambodhiṃ 

abhisambuddh 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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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밝게 빛나는 청정한 마음을 덮어 가렸던 번뇌들, 障碍들

( varaṇa)18)이 벗겨지면, 그로부터 다시 두 가지 변화가 뒤따른

다. 情的으로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atrasta). 두려움이란 집착

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므로 집착이 사라짐과 동시에 두려움도 

사라진다. 知的으로는 도착되고 왜곡된 인식(vipary sa)19)을 여의

게 된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究竟열반(niṣṭha-nirv ṇa), 즉 正等覺

을 이루게 된다. 구경열반은 소승의 유여열반․무여열반에 해 

생사에도 열반에도 머무르지 않는 승의 無住處열반으로 볼 수도 

있다.

범부 보살들뿐 아니라 과거․ 재․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반

야바라 의 힘에 의해 無上正等覺을 現證한다. 그러므로 반야바라

다는 부처님의 어머니(佛母)라고도 불리운다.20)

Ⅲ. 반야바라 다와 만뜨라

에서 보았듯이 반야바라 다는 우리의 의식을 근본 으로 변

형시키는 마술  힘(magical power)을 갖고 있다. 그리고 만뜨라

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변형시키는 힘을 가진 것이다. 그러므로 

심경은 반야바라 다가 곧 한 만뜨라라고 설한다.

18) varaṇa(蓋 혹은 障)는 마음을 덮어 善法이 生할 수 없게 하는 다섯 가지 

번뇌로서 ①貪欲 ②瞋恚 ③惛眠(혼침과 수면) ④掉悔(흥분과 후회) 

⑤疑心이 그것이다. 

19) 顚倒(vipary sa)란 마치 새끼 을 뱀으로 인식하듯이 착각, 그릇된 

인식으로서 無常을 常으로, 無我를 我로, 苦를 樂으로, 不淨을 淨으로 

뒤바꿔 인식하는 것이다.

20) prajñ p ramit 는 여성형으로서, 반야바라 다 보살로 인격화하여 

부처님을 낳는 佛母로 해석할 수 있다. 사호다 츠루지(1990) pp.109～1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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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야바라 다 곧 한 만뜨라

원문: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반야바라 다는 大만뜨라이며, 

커다란 깨달음의 만뜨라이며,  없는 만뜨라이고, 비견할 바 없는 만

뜨라이다. 그것은 모든 苦를 제멸시키는 것이고, 거짓이 없으므로 진

실한 것이다’21)

만뜨라라고 하면 일반 으로 신비한 힘을 가진 말, 혹은 소리를 

가리키는데 여기선 물리  상으로 표출되기 이 의 특수한 의

식상태인 반야바라 다, 즉 완 한 지혜 그 자체가 곤 의식변 의 

마술  힘을 가진 만뜨라, 만뜨라 가운데서도 가장 한 최고의 

만뜨라라고 설한다. 더욱이 반야바라 다는 마음에서 모든 苦를 

소멸시키는(sarva-duḥkha-praśamana) 힘을 가진 것이고, 거짓 

없는 진리(satya, 諦)라고 말한다. 

기불교는 苦․集․滅․道를 네 가지 진리(四聖諦, catur- rya-

satya)라고 하며 그  제4 道諦 즉 8정도가 苦를 滅하는 진리(諦)

라고 설하는데 비해, 심경에선 반야바라 다가 곧 苦를 滅하는 

것이며, 諦(satya)이다. 그리고 기불교의 8정도에 응하는 승

의 行法이 6바라 이고 그  반야바라 이 나머지 5바라 의 바

탕이고 핵심이다.

2. 반야바라 다에 해 發 된 만뜨라

원문: ‘반야바라 다에 해 발설된 만뜨라(ukto mantraḥ)는 이와 

21) tasm j-jñ tavyaṃ prajñ p ramit  mah -mantro 

mah -vidy -mantro'nuttara-mantro'samasama-mantraḥ, 

sarva-duḥkha-praśamanaḥ, satyam amithyatv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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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가떼- 가떼- 빠-라가떼- 빠-라 상가떼-, 보드히 스와-하-’22)

1.에서는 바야바라 다 자체가 곧 우리의 의식을 근본 으로 변

화시키는 신비한 힘으로서 한, 최상의 만뜨라라고 했는데 그

것은 말로 표 되기 이 의 만뜨라라면, ‘gate gate……’는 그 반

야바라 다의 表된(ukta) 형태로서의 만뜨라, 특수한 소리로서

의 만뜨라이다.

만뜨라(眞 )는 소리 그 자체가 우리의 의식을 변형하는 마술  

힘을 갖는다고 믿어져, 그 의미를 묻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그럼

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그 의미를 밝 보면 이와 같다. 

‘gate……’만뜨라(=반야바라 다呪)는 p ramit (波羅蜜多)와 

련된 의미를 갖고 있다. ‘p ramit ’는 parama(궁극 )에 -t 를 붙

인 것으로 분석하여 ‘완 한’의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고 p ram-

√i-t 로 분석하여 ‘度彼岸’의 의미로 풀이되기도 하는데 ‘gate 만

뜨라’의 경우엔 후자의 분석이 더 타당하다.

gate로 시작되는 이 반야바라 다呪는 ①gate ②gate ③p ra-

gate ④p ra-saṃ-gate ⑤Bodhi sv h  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

어 있다. 여기서 심이 되는 것은 ‘gate’인데 이것은 ‘가다’라는 

의미의 어근 √gam의 과거수동분사 꼴인 ‘gata’의 여성형 ‘gat ’의 

호격 형태로서 p ramit 의 √i-t 와 같은 의미이다. 그러므로 gat

는 반야바라 다의 축약형으로 볼 수 있다.23) 이에 따라 ‘gate 만

뜨라’를 풀어보면 ‘도달하신 이여, 도달하신 이여, 피안에 도달하

신 이여, 피안에 완 히 도달하신 이여, 오- 깨달음이여’가 된다.

어떤 주석가는 이 만뜨라의 각 부분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수행단계(五道 혹은 五位)에 응시키기도 한다.

22) prajñ p ramit y m ukto mantraḥ/ tad yath  - gate gate p ragate 

p rasaṃgate Bodhi sv h /

23) 교에선 반야바라 다를 여성보살로 인격화시키며, ‘gate 만뜨라’는 그 

보살의 심장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이 게 보면 ‘gate’는 

반야바라 다보살을 부르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다. 사호다 츠루지(1990) 

pp.114～1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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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gate = 資糧位

②gate = 加行位

③p ra-gate = 通達位(見道)

④p ra-saṃ-gate = 修習位(修道)

⑤Bodhi sv h  = 究竟位

①～④는 반야바라 다行이고 ⑤는 그로부터 성취되는 正等覺

이 된다.

맺는 말

반야심경에 해선 과거에 이미 많은 수의 주석서들이 찬술

되었고 에 와서도 여러 종의 해설서들이 출간되었다. 그러므

로 본고에선 기존의 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세부  사항에 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다만 필자에게 들려오는 텍스트 자체의 

소리를 하고자 하 다.

물론 필자의 해석이 유일하고 독존 으로 옳은 것도 아니고 그 

소리를 잘못 들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필자가 본 텍

스트의 의미가 심경｝이해에 십시일반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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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Understanding on the 

Prajñ par mit -hṛdaya-sūtra Based on the 

Sanskrit Text

Lee, Ji-soo

(Dongguk University)

This is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Heart Sūtra  based 

on the sanskrit text in comparison with the Hyenjang's 

chinese version.

In this attempt I tried to look into the text itself apart 

from any particular viewpoint or any preconceived ideas.

According to my own understanding the text is divided 

into three parts, i.e.

1. the prajñ p ramit  practice, 2. the power of the 

prajñ p ramit , 3. the prajñ p ramit  and mantra.

The 1st part is seen as to be consisted of 4 topics, i.e. 

ⅰ. the emptiness of self, ⅱ. nonduality, ⅲ. 6 negations, ⅳ. 

the emptiness of dharmas. 2nd part, the prajñ p ramit  as 

the highest mantra. 3rd part, the spoken mantra on the 

prajñ p ramit .

I pointed out the two different uses and meanings of 

the '空'(emptiness).

In the sanskrit text, ‘śūnya’ and ‘śūnyat ’ which are 

expressed in the same word ‘空’ in the Hyenjang's version 

are used having different meanings at the different contexts.

Besides I distinguished the mantra as the 

prajñ p ramit  possessing transformative power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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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tra as spoken on the prajñ p ramit , i.e. “gate gate 

p ragate p rasaṃgate bodhi sv h ”.

The Heart sūtra  declares that prajñ p ramit  as the 

highest mantra is the extinguisher of all the sufferings as 

well as the truth(satya, 諦) like the m rga-satya(道諦) of the 

four noble truths(四聖諦).

Key words : Heart Sūtra, prajñ p ramit , śūnyat , mantra, 

Hyen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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