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梵･藏･돈황본 강경  조 연구
*

1)

최종남**
1)

I 들어가는 말. Ⅱ 梵･藏･돈황본 강경  조 연구. Ⅲ 맺는 말.

요약문 [주요어: 강경, 돈황사본, 고려 장경, 신수 장경, 방산석경, 

스타인, 구마라집]

실크로드 역사에서 심역할을 한 돈황은 세계 인 造型遺産과 文獻

遺産을 남겼다. 이 에서 문헌유산은 2만 여 의 필사본들이다. 이들은 

莫高窟 제 17호굴에 된 채 보존되어 있다가 도사 王圓籙과 그의 조

수 楊씨에 의해 光緖 226(1900)년에 발견되었다. 발견된 필사본 2만 여

은 부분 佛典들로서 한문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돈황사본 에서 完本, 혹은 完本에 가까운 20

의 승불  강경 을 산스크리트어 원 , 티베트어 번역본, 고려 장

경과 조하고, 그리고 이와 함께 국과 일본의 大藏經類인 房山石經, 

磧砂大藏經, 永樂北藏, 乾隆大藏經, 大正新修大藏經을 각각 조･연구하

다. 

이들의 언어별, 大藏經類別 조에 의하면 돈황사본에 상당수의 오류

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단어, 혹은 문장 생략, ②단어 첨삭, ③비슷한 한자로 誤記, ④단어 

倒置, ⑤단어를 바꾸어 필사, ⑥단어, 혹은 문장을 복 필사, ⑦문장을 

다르게 구성하여 필사, ⑧필사시 빠뜨린 단어, 혹은 문장을 오른쪽  

빈 行에 기록한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은 들로 보아 돈황사본은 신앙과 기원을 하여 필사하

고, 그리고 돈황사본의 필사 시기는 부분 北宋蜀版大藏經의 開版 이

인 971년 에 필사되었으리라고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敦煌寶藏 에 수록되어 있는 卷5까지 에서 스타인

본 강경 (구마라집 번역) 20 만을 심으로 조･연구하 다. 아직

도 수천 의 강경  이역본별, 언어본별 필사본들이 존하고 있다. 

많은 련학자들이 동참하여 이와 같은 필사본들을 경 의 原意에 가깝

게 교감･연구하 으면 한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2-A00091). 

** 앙승가 학교 역경학과 교수. acarya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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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돈황은 실크로드 역사에서 심 역할을 한 지역이다. 이와 함께 

돈황은 불교 도시로서 번창하여 많은 造型遺産과 文獻遺産을 남겼

다. 이와 같은 불교유산 에서 돈황석굴은 前秦 建元2(366)년에 

開創되어 약 14세기경까지 造窟, 造營 그리고 重修가 이루어졌다.1) 

그러나 唐 시  이후 甘肅省 일 는 항상 政情이 불안하 다. 西夏

(1032-1277)가 돈황을 장악할 즈음, 莫高窟에 머물고 있던 한 수

행자가 약 2만 이 넘는 경･율･론 삼장, 도교 경 , 文史資料 그리

고 幢幡 등을 보존하기 하여 제 17호굴에 넣고 벽돌을 쌓아 

하여, 그 에 횟가루를 바른 후 벽화를 그려 놓았다고 한다.2) 

그 이후 光緖226(1900)년3)에 湖北省 출신의 도사 王圓籙과 그의 

조수 楊씨에 의해 막고굴 1층 제 16호굴 입구에 있는 굴(=제 17호

굴)에서 와 같은 다량의 필사본 불 과 문헌들이 발견되었다.4)

막고굴에서 발견된 문헌  조형물들은 1907년 국의 Marc A

urel Stein(1862-1943, 이하 스타인, 斯坦因, S.)5), 1908년 랑스의 

Paul Pelliot(1878-1945, 이하 페리오, 伯希和, P.), 1911년 일본의 

大谷 光瑞(1876-1948), 1914년 러시아의 Sergei Fyodorovics Olde

nburg, 1923년 미국의 Landon Warner 등이 수차례에 걸처 방문

하여 약탈･수집하여 갔다. 이들 문헌  조형물은 재 국 

도서 , 랑스 국립도서 ,6) 일본 龍谷大學, 러시아 상트페테르

1) 潘 絜玆(1980) p.27. 鎌田 茂雄(1979) p.159 참조. 

2) 黃 永武(1986a) 序 참조. 

3) 발견 시기의 연월일에 해서 다음과 같은 異說들이 있다 : 1899년 5월 

25일, 1900년, 음력 4월 28일, 1900년 5월, 1900년 5월 26일, 1901년, 

1903년 등. 金岡 照光(1981) pp.17-18 참조.

4) 黃 永武(1986a) 序. 潘 絜玆(1980) pp.41-42. 口 隆康(1987) p.325 참조.

5) Whitfield(2007) pp.206-211 참조.

6) Manuscripts Department Oriental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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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크 동양학연구소 그리고 국 국가도서 (前 북평도서 ) 등에 

각각 소장되어 있다.7)

제 17호굴에서 발견된 문헌 자료들 에서 가장 많은 양이 불

이다. 이들은 두루마리(卷子) 형태의 필사본이다. 오래된 것은 4

세기부터이며, 부분은 800년 이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8) 불

들의 많은 양은 한문본(번역본과 국 찬술본)이다. 그 외에도 산

스크리트어, 티베트어, 몽고어, 그르어, 토카리어, 라미, 간다

리어, 소그드어, 터키어 등의 필사본들이 있다.

본 연구 논문에서는 돈황사본 에서 승 불 의 강경 (Sk

t. Vajracchedik prajñ p ramit  Sūtra」, Tib. ḥPhags pa śes rab 

kyi pha rol tu phyin pa rdo rje gcod pa shes bya ba theg pa ch

en poḥi mdo)을 산스크리트어 원 9)  티베트어 번역본10)과 각

각 조･고찰하고자 한다.

강경 은 공(空, śūnya)사상, 즉 無相空敎의 가르침을 심으

로 하여 32分11)으로 나뉘어 내용이 개되고 있다. 同 經은 사상 

 신앙 으로 반야심경 과 함께 가장 많이 수지독송되고, 그리

고 번역･연구되고 있는 승 불  에서 표 인 경 이다. 

돈황사본 강경 은 敦煌遺書 新目 12)에 의하면 完本, 혹

은 殘卷을 합하여 1801여 (S.608, P.70, 北13)942, 孟14)181여 )이 

있다.

7) 潘 絜玆(1980) pp.43-48. 黃 永武(1986a) 序. 피터 홉커크(2000) pp.104-120 

참조.

8) 鎌田 茂雄(1979) p.160 참조. 

9) 본 : Edward(1972).

10) 본 : Peking본 티베트 장경, No.739.

11) 강경 의 分節은 梁 武帝의 長子인 昭明太子(501-531)에 의해 32分으로 

나뉘어 졌다. 金剛般若波羅蜜經註解 , 大正藏33, 228中1-2 : 

此經乃姚秦三藏法師鳩摩羅什所譯. 分三十二分. 相傳爲梁昭明太子所立. 梶芳 

光運(1972) pp.50-65. 최 종남(2007) p.238 참조.

12) 黃 永武(1986b).

13) 국가도서 (前 북평도서 ) 소장본.

14) L. M. Menshikov 소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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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1801여 의 강경  에서 부분이 鳩摩羅什(Kum raj

va, 344-413, 혹은 350-409)의 번역본15)이다. 이 외 일부가 殘卷으

로 菩提流支(Bodhiruci, ?-527) 번역본16)과 眞諦(Param rtha, 499-

569) 번역본17)이 있다. 達摩笈多(Dharmagupta, ?-619)18), 玄奘(60

2-664)19), 義淨(635-713)20)의 번역본은 敦煌寶藏 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俄藏黑水城文獻 21)과 法藏敦煌西域文獻 22)에 일부 完

本, 혹은 殘卷이 수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敦煌遺書 新目 에 근거하여 敦煌寶藏 에 수

록되어 있는 卷5까지 에서 스타인본 강경 (구마리집 번역) 

完本, 혹은 完本에 가까운 20 23)을 연구 자료로서 사용하고자 한

다.

俄藏黑水城文獻 과 法藏敦煌西域文獻 에 수록되어 있는 강

경  필사본 자료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敦煌寶藏 에 수록되어 있는 강경  필사본은 한 행의 자수를 

부분 17자로 필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필사본에서는 한 행에 

3자부터 20자까지 필사하고 있다.

구마라집 번역 돈황 필사본의 轉寫 내용을 고려 장경 再雕本(1

15) 金剛般若波羅蜜經 , 大正藏8, No.235, 402년 번역.

16) 金剛般若波羅蜜經 , 大正藏8, No.236, 509년 번역. 斯1071號, 斯3210號, 

斯3317號, 斯4028號, 斯4229號, 孟00300號(弗268 B號, 孟00299號( 400號), 

孟01954號( 2692號).

17) 金剛般若波羅蜜經 , 大正藏8, No.237, 562년 번역. 孟01955號( 1575號), 

孟01956號( 1758號), 孟01957號( 2140號). 

18) 金剛能斷般若波羅蜜經 , 大正藏8, No.238, 592년 번역.

19) 能斷金剛般若波羅蜜多經 , 大正藏7, No.220, 648년 번역.

20) 佛說能斷金剛般若波羅蜜多經 , 大正藏8, No.239, 703년 번역.

21) 俄羅斯科學東方硏究所聖彼得堡分所･中國社 科學院民族硏究所 編, 

俄藏黑水城文獻 , 上海古籍出版社, 1996年.

22) 李 雲 외(2002年).

23) 斯0007號, 斯0036號, 斯0087號, 斯0119號, 斯0259號, 斯0392號, 斯0439號, 

斯0513號, 斯0579號, 斯0585號, 斯0588號, 斯0597號, 斯0656號, 斯0666號, 

斯0671號, 斯0673號, 斯0674號, 斯0677號, 斯0678號, 斯0687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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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년)24)과 조하여 보면 각 필사본에 상당수의 오류･誤記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단어, 혹은 문장 생략, ②단어 첨삭, ③비슷한 한자로 誤記, ④

단어 倒置, ⑤단어를 바꾸어 필사, ⑥단어, 혹은 문장을 복 필사, 

⑦문장을 다르게 구성하여 필사, ⑧필사시 빠뜨린 단어, 혹은 문

장을 오른쪽  빈 行에 기록한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은 들로 인하여 강경 의 原意를 상실하게 되고, 그

리고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구마라집 번역본 강경  돈황 필사본들

을 고려 장경, 산스크리트어 원 , 티베트어 번역본과 조하고, 

그리고 이와 함께 국 역경사에서 요한 장경류들인 房山石經(6

05년부터 1000여 년간), 磧砂大藏經(1234년), 永樂北藏(1440년), 乾

隆大藏經(1738년),25) 는 불교학 련 학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

하고 있는 大正新修大藏經(이하 大正藏, 1924-1934년)26)과 서로 각

각 조하여 돈황 필사본을 정확히 분석･교감하고, 시 별 장경

에 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24) 高麗大藏經5, 979上1-.

25) 房山石經, 卷2, ①p.410(제1 ｢法 因由分｣부터 제17 ｢究竟無我分｣ 

간까지), ②pp.413-414( 강경  完本). 磧砂大藏經, 第五冊, 360下1-. 

永樂北藏, 第十八冊, 724下2-. 乾隆大藏經, 第十六冊, 448上1-.

26) 大正藏8, 748下16-. 앙승가  역경학과 편찬, ｢일본의 장경｣, 

初期佛典 (제1호). 앙승가 학교 역경학과, 2005년, pp.99-1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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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梵･藏･돈황본 강경  조 연구

<약어표>

약어 본디말
C.

Edward Conze, “The Diamond Sutra”, Harper Torchb

ooks, 1972

P. Peking본 티베트 장경

약어 본디말 약어 본디말
Skt Sanskrit Tib. Tibet

乾 乾隆大藏經 高麗 高麗大藏經

鳩 鳩摩羅什 大正藏 大正新修大藏經

敦 敦煌寶藏 房 房山石經

北 永樂北藏 斯, S. 斯坦因(Stein)

磧 磧砂大藏經

1. 단어, 혹은 문장 생략

㉮ 단어 생략

1.0.  得.27)

高麗5, 891下12, 大正藏8, 750下16-17 : 皆得成就不可量 ··· 功德.

Skt., Tib. : “ ··· 헤아릴 수 없는 공덕 무더기를 성취(/구족)하게 될 

것이다.”28) 

27) 斯0007號, 敦1-4-19＊ ; 斯0089號, 敦1-6-7 ; 斯0392號, 敦3-9-2 ; 

斯0588號, 敦4-3-15 ; 斯0678號, 敦5-3-18. ＊“敦1-4-19”에서 敦은 

敦煌寶藏 의 약어 표기. 1은 敦煌寶藏 의 권수 표기. 4는 필사본에 

표기된 번호. 9는 行數이다.

28) C.44.4-5 : ··· aprameyeṇa puṇya-skandhena samanv gat  bhaviṣyanti, 

··· ( 는 : “ ··· 헤아릴 수 없는 공덕 무더기에 의해 성취(/구족)한 

자들이 될 것이다.”) ; P.169a7 : ··· bsod nams kyi phuṅ pa dpag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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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得”은 敦에만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磧, 北, 乾, 高麗, 大正藏에

는 수록되어 있다. Skt. 문장에서 ‘samanv gat ’(p.p.p.)는 ‘成就’, 

‘具足’, ‘得’, 그리고 ‘bhaviṣyanti’(Fut.)는 ‘有’의 의미를 갖는다. 이

들의 단어를 강경  한역 이역본 에서 구마라집, 의정본29)은 

“得成就”(“성취하여 얻다.”)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보제류지(“成

就”), 다(“具足”), 장(“成就”)본30)은 ‘samanv gat ’만을 각각 

번역하고 있다.

2.0.  菩提.31)

高麗5, 982上19, 大正藏8, 751上13 : 若 菩提.

Skt., Tib. : “만일 수보리여! ··· ”32) 

“ 菩提”는 敦과 房33)에는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Skt., Tib., 磧, 

北, 乾, 高麗(初･再雕本),34) 大正藏에는 모두 수록되어 있다. 

3.0.  .35)

高麗5, 981中5, 大正藏8, 751上22 : 若有法如來得阿耨多羅三藐三菩

提  ··· 

Skt. : “ 한 만일 수보리여! 여래가 완 히 깨달았다고 하는 어떤 법

med pa daṅ ldan pa ḥgyur ro//.

29) 大正藏8, 773下23.

30) 보제류지, 大正藏8, 755上5-6. 다, 大正藏8, 769中18. 장, 大正藏7, 

983上25.

31) 斯0007號, 敦1-6-6 ; 斯0036號, 敦1-7-2 ; 斯0087號, 敦1-7-13 ; 斯0119號, 

敦1-9-10 ; 斯0259號, 敦2-1-19 ; 斯0392號, 敦3-10-8 ; 斯0439號, 

敦3-3-9 ; 斯0513號, 敦4-7-17 ; 斯0579號, 敦4-9-12 ; 斯0585號, 

敦4-2-20 ; 斯0588號, 敦4-4-20 ; 斯0597號, 敦5-10-18 ; 斯0656號, 

敦5-8-7 ; 斯0666號, 敦5-4-6 ; 斯0671號, 敦5-9-4 ; 斯0673號, 敦5-5-14 ; 

斯0674號, 敦5-10-17 ; 斯0678號, 敦5-5-6 ; 斯0687號, 敦5-10-6.

32) C.47.5 : sacet subhūte ··· ; P.170a6-7 : rab ḥbyor gal te ··· na ··· 

33) 卷2, pp.413-414.

34) 고려 장경 初雕本은 (사)고려 장경연구소 지식베이스에서 열람.

35) 斯0007號, 敦1-8-21 ; 斯0036號, 敦1-7-10 ; 斯0087號, 敦1-7-21 ; 

斯0392號, 敦3-10-16 ; 斯0513號, 敦4-8-13 ; 斯0579號, 敦4-9-20 ; 

斯0588號, 敦4-5-7 ; 斯0666號, 敦5-4-14 ; 斯0674號, 敦5-11-6 ; 

斯0678號, 敦5-5-15 ; 斯0687號, 敦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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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면, ··· ”

Tib. : “수보리여! 만일 여래가 완 히 깨달았다고 하는 어떤 법이 있

다면, ··· ”36)

“ ”는 敦에만 생략되어 있다. 

4.0. 讀誦.37)

高麗5, 983中10, 大正藏8, 752上2 : 受持讀誦. 

Skt. : “뽑아내어(=取, 受持) ··· ” ; Tib. : “지니고(=所持) ··· ”38)

“讀誦”은 敦과 房에는 생략되어 있다. 강경 의 이역본 에

서 구마라집본과 같이 보제류지, 진제, 장본에서는 “受持讀誦”으

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다와 의정본에서는 Skt., Tib.에서와 

같이 “受已”39), 는 “受持”40)로 각각 번역하고 있다. 

5.0.  無.41)

高麗5, 983中16, 大正藏8, 752上7 : 實無有衆生如來度 .

Skt. : “수보리여! 여래가 해탈하게 한(/시킨) 어떤 생도 없기 때문

이다.”

Tib. : “수보리여! 여래가 구할 그 어떤 생들도 없기 때문이다.”42)

敦의 필사본에서는 부정사 “無”가 생략됨으로 인하여 경 의 내

용과는  다르게 내용이 개되고 있다.

6.0.  相.43)

36) C.47.23-24 : sacet punaḥ subhūte kaścid dharmas 

Tath gatena-abhisambuddho ’bhaviṣyat, ··· ; P.170b4 : rab ḥbyor gal 

te de bshin gśegs pas gaṅ mṅon par rdsogs par saṅs rgyas paḥi chos 

de ḥgaḥ shig yod par gyur na/ ··· 

37) 斯0007號, 敦1-9-10 ; 斯0259號, 敦2-5-2 ; 斯0588號, 敦4-8-4 ; 斯0678號, 

敦5-8-17.

38) C.55.5 : udgṛhya ··· ; P.173b2 : gzuṅs nas/ ··· 

39) 大正藏8, 771上3.

40) 大正藏8, 774下28.

41) 斯0007號, 敦1-9-13 ; 斯0588號, 敦4-8-7.

42) C.55.11-12 : na-asti subhūte kaścit sat tvo yas tath gatena 

parimocitaḥ ; P.173b4 : rab ḥbyor de bshin gśegs pas gaṅ dkrol baḥi 

sems can de dag gaṅ yaṅ med paḥi phyir ro//.

43) 斯0007號, 敦1-10-9 ; 斯0036號, 敦1-10-13 ; 斯0259號, 敦2-5-21 ; 



梵･藏･돈황본 강경  조 연구 ∙ 2 5 5

高麗5, 983下11, 大正藏8, 752上23 : 說諸法斷滅相.

Skt. : “ ··· 어떤 법의 소멸, 혹은 단멸을 인정(=건립)한다.’라고.”

Tib. : “ ··· 어떤 법이 소멸, 혹은 단멸된다고 가립한다.’고 한다면, ··· 

”44)

“ ··· 相”은 高麗와 大正藏에는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Skt., Ti

b., 敦, 房, 磧, 北, 乾에는 없다.

7.0.  心.45)

高麗5, 983下12, 大正藏8, 752上24 : 發阿耨多羅三藐三菩提心 .

Skt. : “보살승에 굳게 나아가는 자들은 ··· ” ; Tib. : “보살승에 나아

가는 자들은 ··· ”46)

“ ··· 心”은 敦과 房에서는 부분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磧, 北, 

乾, 高麗, 大正藏에는 수록되어 있다. Skt.와 Tib.의 내용과 일치하

는 한역 이역본은 진제, 다, 장,47) 의정본이다.

8.0.  復.48)

大正藏8, 749中20-21 : 是福德卽非復福性.49)

斯0513號, 敦4-11-13 ; 斯0585號, 敦4-7-7 ; 斯0588號, 敦4-9-3 ; 

斯0656號, 敦5-12-13 ; 斯0666號, 敦5-6-20 ; 斯0671號, 敦5-13-14 ; 

斯0678號, 敦5-9-17 ; 斯0687號, 敦5-14-12.

44) C.58.1-2 : ··· kasyacid dharmasya vin śaḥ prajñapta ucchedo veti ; 

P.174a7-8 : ··· chos la la shig rnams par bśig gam/ chad par btags 

pa sñam du ḥdsin na/ ··· 

45) 斯0007號, 敦1-10-10 ; 斯0036號, 敦1-10-14 ; 斯0087號, 敦1-11-15 ; 

斯0119號, 敦1-13-12 ; 斯0392號, 敦3-14-17 ; 斯0439號, 敦3-7-15 ; 

斯0513號, 敦4-11-14 ; 斯0579號, 敦4-13-14 ; 斯0585號, 敦4-5-19 ; 

斯0588號, 敦4-9-4 ; 斯0597號, 敦5-15-9 ; 斯0656號, 敦5-12-4 ; 

斯0666號, 敦5-4-14 ; 斯0673號, 敦5-10-7 ; 斯0674號, 敦5-15-9 ; 

斯0678號, 敦5-9-8 ; 斯0687號, 敦5-14-13.

46) C.58.3-4 : bodhisattva-y na-samprasthitaiḥ ··· ; P.174a8 : byaṅ chub 

sems dpaḥi theg pa la yaṅ dag par shugs pa rnams kyis ··· 

47) 장, 大正藏7, 985中3-4 : 諸有發趣菩薩乘 . 

48) 斯0036號, 敦1-1-16 ; 斯0087號, 敦1-1-1 ; 斯0119號, 敦1-2-9 ; 斯0513號, 

敦4-1-20 ; 斯0579號, 敦4-3-2 ; 斯0597號, 敦5-3-16 ; 斯0656號, 

敦5-1-14 ; 斯0671號, 敦5-2-3 ; 斯0674號, 敦5-3-15 ; 斯0677號, 

敦5-16-6 ; 斯0687號, 敦5-3-10.



2 5 6  ∙ 印度哲學 제27집

Skt. : “ ··· 그 ‘공덕 무더기’는, 그것은 ··· ‘공덕 무더기’는 아닙니다.”

Tib. : “그 ‘공덕 무더기’는 ‘[공덕] 무더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50)

敦의 일부 필사본과 大正藏을 제외하고 Skt., Tib., 房, 磧, 北, 

乾, 高麗에는 “復”와 상응한 속사는 없다. 

9.0.  有.51)

高麗5, 981下21, 大正藏8, 750下3 : 若有善男子善女人.

Skt., Tib. : “어떤 선남자, 혹은 선여인들이 ··· ”52)

“有”는 房, 磧, 北, 乾에는 수록되어 있다. 강경 의 이역본 

에서 다본(若善家 善家女)53)과 장본(若善男子或善女人)54)에는 

없다.

10.0. 具足.55) 

高麗5, 983上5, 大正藏8, 751下6 : 如來不應以具足色身見.

Skt. : “ ··· 色身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여래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

다.”

Tib. : “ ··· 色身을 구족하 다고 해서 여래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56)

10.1.  具[足].57)

高麗5, 983上10, 大正藏8, 751下10-11 : 如來說諸相具足卽非具足. 

Skt. : “ ··· 그것은 相을 구족한 것이 아니라고 여래께서 말 하셨기 

49) 장, 大正藏7, 981上14-15 : 福德聚福德聚 . [如來說]爲非福德聚.

50) C.33.11-12 : `sau ··· puṇya-skandhas tath gatena bh ṣitaḥ, 

a-skandhaḥ sa ··· ; P.164b4 : bsod nams kyi phuṅ po de ñid phuṅ po 

ma mchis paḥi slad du ste/. 

51) 斯0036號, 敦1-5-13 ; 斯0666號, 敦5-2-8 ; 斯0674號, 敦5-8-17 ; 

斯0687號, 敦5-8-8.

52) C.42.21 : ··· ye kulaputr  v  kuladuhitaro ··· ; P.168b8 : ··· rigs kyi 

bu ḥam/ rigs kyi bu mo gaṅ dag ··· 

53) 大正藏8, 769中3.

54) 大正藏7, 983上4.

55) 斯0259號, 敦2-4-4 ; 斯0678號, 敦5-7-18.

56) C.52.15-16 : .....na rūpa-k ya-pariniṣpatty  tath gato draṣṭavyaḥ ; 

P.172b2 : ··· gzugs kyi sku yoṅs su grub pas de bshin gśegs par mi 

rtaḥo/.

57) 斯0678號, 敦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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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입니다.”

Tib. : “ ··· 相을 구족한 것이 아니라고 여래께서 설하셨기 때문입니

다.”58)

11.0.  .59)

高麗5, 984上19, 大正藏8, 752中22 : 所 法相 .

Skt. : “‘法想, 法想’이라고 하는 것, ··· ”

Tib. : “‘法想, 法想’이라고 하는 것은, ··· ”60)

Skt.의 ‘saṃjñ  (iti)’, m.Sg.Nom.와 Tib.의 “ni”와 같이 의 문

장에서는 주격 조사 “ ”가 있어야 한다. 의 한역에서 구마라집

은 saṃjñ 를 “相”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진제, 다, 장, 

의정은 nimitta(“相”)와 구별하여 saṃjñ 를 “想”으로 번역하고 있

다. 보제류지는 구마라집과 같이 “相”으로 번역하고 있다.61) 그리

고 번역 한 구마라집은 Skt.와 다르게 옮기고 있다.

12.0.  一.62)

高麗5, 979下3, 大正藏8, 749中3 : 一念生淨信 .

Skt. : “ ··· [한]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한 얻게 될 것이다.” 

Tib. : “ ··· [하나 정도의] 청정한 믿음의 마음을 얻게 되는 ··· ”63) 

13.0.  世 .64)

高麗5, 980下16, 大正藏8, 750上16 : 世 . 如來無所說.

Skt. ; “ ···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설하신 그 어떤 법은 있지 않습니

58) C.53.2-3 : ··· alakṣaṇa-sampad eṣ  tath gatena bh ṣit  ; P.172b5 : 

mtshan phun sum tshogs pa ma mchis par de bshin gśegs pas gsuṅs 

paḥi slad du ste//.

59) 斯0259號, 敦2-7-5 ; 斯0392號, 敦3-16-5.

60) C.61.3 : ··· dharma-saṃjñ  dharma-saṃjñeti ; P.175b1-2 : chos su 

ḥdu śes chos su ḥdu śes shes bya ba [ni] ··· 

61) 진제, 大正藏8, 766中15 : 是法想法想 . 다, 大正藏8, 771下4-5 : 

法想法想 . 장, 大正藏7, 985下9 : 法想法想 . 의정, 大正藏8, 

775中14-15 : 法想法想 . 보제류지, 大正藏8, 756下29 : 所 法相法相 .

62) 斯0579號, 敦4-2-6.

63) C.31.9-10 : eka-citta-pras dam api pratilapsyante ; P.163b1 : sems 

daṅ pa gcig tsam rñed par ḥgyur bde dag ni ··· .

64) 斯0579號, 敦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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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ib. : “ ···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설하신 그 어떤 법은 아무 것도 없

습니다.’”65) 

14.0.  未.66) 

高麗5, 981上7-8, 大正藏8, 750上29-中1 : 未曾得聞如是之經.

Skt. : “ 는 이와 같은(/이와 같은 형태의) 법문을 에는  들은 

이 없습니다.”

Tib. : “ 는 이와 같은 법문을 前에도 들은 이 없습니다.”67)

부정사 “未”는 敦에서만 생략되어 있다. “未”의 생략으로 인하

여 경 의 구성과 내용을  다르게 하고 있다.

15.0.  燃[燈]佛.68) 

高麗5, 980中6-7, 大正藏8, 749下17 : 燃燈佛. 

Skt. : “燃燈 ··· ” ; Tib. : “燃燈佛”69)

15.1.  燃[燈]佛.70) 

高麗5, 982上23, 大正藏8, 751上16-17 : 燃燈佛.71)

15.2.  [燃]燈佛.72)

高麗5, 982上3, 大正藏8, 750下28 : 燃燈佛.73) 

15.3.  燃燈[佛].74)

高麗5, 982中1, 大正藏8, 751上18 : 燃燈佛.75) 

65) C.38.5-6 : ··· bhagavan, na-asti sa kaścid dharmo yas tath gatena 

bh ṣitaḥ ; P.167a2-3 : bcom ldan ḥdas de bshin gśegs pas gaṅ gsuṅs 

paḥi chos de gaṅ yaṅ ma mchis so//

66) 斯0579號, 敦4-6-5.

67) C.39.15-16 : na may  bhagavañ j tv evaṃrūpo dharma-pary yaḥ 

śruta-pūrvaḥ ; P.167b3 : bdag gis chos kyi rnam graṅs ḥdi sṅon nam 

yaṅ ma thos so//.

68) 斯0579號, 敦4-4-7.

69) C.35.19 : d paṇkarasya; P.165b7 : mar me mdsad.

70) 斯0579號, 敦4-9-15.

71) C.47.11, P.170a8.

72) 斯0579號, 敦4-8-19.

73) C.45.8, P.169b6.

74) 斯0671號, 敦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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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菩]薩.76)

高麗5, 982中23, 大正藏8, 751中9 : 菩薩.

Skt., Tib. : “[菩]薩 ··· ”77) 

17.0.  於.78)

高麗5, 982上23, 大正藏8, 751上16 : ··· 於然燈佛所.

Skt., Tib. : “ ··· 연등 여래로부터 ··· ”79)

敦에서는 Skt.와 상응하는 격조사가 생략되어 있다. 

18.0.  是.80)

高麗5, 983上7, 大正藏8, 751下7-8 : 是名具足色身. 

Skt. : “ ··· 그러므로 ‘色身 具足’이라고 말합니다.”

Tib. : “ ··· 그러므로 ‘色身 具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81)

구마라집본 敦에서는 지시 명사 “是”가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그 외의 Tib.본  강경  이역본들에서는 Skt. 문장(‘tenocyat

e’)에서와 같이 因果式 속사인 “是故”로 번역하고 있다. 

19.0.  實.82)

高麗5, 982上18, 大正藏8, 751上12-13 : ··· 而無有一衆生實滅度 .

Skt. : “ ··· 어떠한 생도 완 히 열반에 든 자는 없다.”

Tib. : “ ··· 어떠한 생도 완 히 열반에 든 자는 없다.’고 마음을 일

으켜야 한다.”83)

75) C.47.21, P.170b2.

76) 斯0579號, 敦4-10-14.

77) C.49.9 : bodhisattvo ; P.171a8 : byaṅ chub sems dpaḥ.

78) 斯0585號, 敦4-3-3.

79) C.47.11-12 : d paṅkarasya tath gatasya-antik d ; P.170a8 : de bshin 

gśegs pa mar me mdsad las ··· 

80) 斯0585號, 敦4-5-11.

81) C.52.18-19 : tenocyate rūpak ya-pariniṣpattir iti ; P.172b3 : des na 

gzugs kyi sku yoṅs su grub pa shes bgyiḥo//.

82) 斯0588號, 敦4-4-19.

83) C.47.4-5 : ··· na kaścit sattvaḥ parinirv pito bhavati ; P.170a6 : sems 

can gaṅ yaṅ yoṅs su mya ṅan las ḥdas par gyur pa* med do sñam 

du sems bskyed par byaḥo//. *P. : yoṅs su mya ṅan las bzlas bar 

ḥgyur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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敦에서는 형용사 “實”이 생략되어 있다. 구마라집본의 “實”은 S

kt.와 Tib.에는 없다. 강경  이역본들 에서는 보제류지본( ··· 

而無一衆生實滅度 )84)에만 수록되어 있다. 

19.1.  實.85)

高麗5, 982中21-22, 大正藏8, 751中7-8 : 實無有法名爲菩薩.

Skt. : “보살이라고 이름할 만한 그 어떤 법이 있는가?” 

Tib. : “보살이라고 할 만한 그 어떤 법도 있겠느냐?”86) 

“實”은 강경  이역본들 에서 구마라집본과 함께 보제류지

본(實無有法名爲菩薩)87)에만 수록되어 있다.

20.0.  乃至.88)

高麗5, 981上3, 大正藏8, 750上25 : 乃至受持四句偈等.

Skt. : “ ··· 그리고 이 법문에서 四句偈만이라도 뽑아내어서 ··· ”

Tib. : “ ··· 군가가 이 법문에서 四句偈만이라도 수지하여 ··· ”89) 

Skt.의 ‘ca’에 상응하는 속사 “乃至”는 Tib., 敦, 의정본에는 생

략되어 있다. 그러나 房, 보제류지, 진제, 다, 장본에는 수록되

어 있다.

21.0.  如我.90)

高麗5, 981中1-2, 大正藏8, 750中14-15 : 如我昔爲歌利王.

Skt., Tib. : “깔링가 왕이 나의 ··· ”91)

84) 大正藏8, 755中5.

85) 斯0678號, 敦5-6-10.

86) C.49.13-14 : asti ··· sa kaścid dharmo yo bodhisattvo n ma? ; P.171a7 

: byaṅ chub sems dpaḥ shes bya baḥi chos de gaṅ yaṅ* yod dam/. 

*P. : ḥdi yaṅ. 

87) 大正藏8, 755下3.

88) 斯0671號, 敦5-5-9.

89) C.39.5-6 : ··· yaś ceto* dharma-pary y d antaśaś catuṣp dik m api 

g th m udgṛhya ; P.167b1 : ··· gaṅ gis chos kyi rnam graṅs ḥdi las 

tha na tshig bshi paḥi tshigs su bcad pa tsam bzuṅ ste//. *연성 : ca 

ito.

90) 斯0671號, 敦5-6-8.

91) C.41.6-7 : me ··· kaliṅga r j  ··· ; P.168a4-5 : gaṅ gi tshe ka liṅ kaḥi 

rgyal pos ṅaḥ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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敦에는 Skt.의 ‘me’(I.Sg.Gen.)에 상응하는 인칭변화가 생략되어 

있다.

22.0.  [過]去.92)

高麗5, 981中6, 大正藏8, 750中18 : 過去.

Skt., Tib. : “ ··· 과거세에 ··· ”93)

23.0.  [五]百世.94) 

高麗5, 981中6, 大正藏8, 750中19 : 五百世. 

Skt., Tib. : “五百”95)

24.0.  有.96)

高麗5, 982中4, 大正藏8, 751上20 : 實無有法.

Skt. : “ ··· 그 어떤 법은 있지 않다.” ; Tib. : “ ··· 그 어떤 법도 없

다.”97)

25.0.  如來.98)

高麗5, 982中3, 大正藏8, 751上21 : 若有法如來.

Skt. : “ 한 만일 ··· 여래가 ··· 그 어떤 법이 있다면 ··· ”

Tib. : “만일 여래가 ··· 법이 하나라도 있다면 ··· ”99)

敦에는 “如來”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 문장 후 계의 내

용 흐름을 장애하고 있다. 

26.0.  中.100)

高麗5, 983中6, 大正藏8, 751下29 : 若三千大千世界中所有 ··· .

Skt. : “ ··· 참으로 한 여자나 남자가 삼천 천 세계에서 ··· ”

92) 斯0671號, 敦5-6-11.

93) C.41.15 : ··· `t te `dhvani ··· ; P.168a7 : ··· ḥdas paḥi dus naṅ ··· 

94) 斯0671號, 敦5-6-11.

95) C.41.15 : pañca ··· jat ni ; P.168a7 : lṅa brgyar ···

96) 斯0671號, 敦5-9-10.

97) C.47.20-21 : ··· na-asti ··· sa kaścid dharmo ··· ; P.170b4 : ··· chos 

de gaṅ yaṅ med do//.

98) 斯0671號, 敦5-9-11.

99) C.47.23-24 : sacet punaḥ ··· kaścid dharmas tath gatena ··· ; P.170b4 

: gal te de bshin gśegs pas ··· chos de ḥgaḥ shig yod par gyur na/.

100) 斯0671號, 敦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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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b. : “ ··· 한 어떤 선남자, 혹은 선여인이 삼천 천 세계에 ··· 

”101)

敦에는 처격(Loc.)의 의미를 갖는 조사가 생략되어 있다. 

27.0.  說.102)

高麗5, 984上7, 大正藏8, 752中12 : 如來說.

Skt., Tib. : “여래께서 설하신 것 ··· ”103)

敦에는 Skt. ‘bh ṣitaḥ’(“설하다.”)에 상응하는 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 문장 생략

1.0.104) 

高麗5, 980下22, 大正藏8, 750上21-22 : 不可以三十二相得見如來.

Skt. : “그 32大人相을 여래께서 설하신 것, 세존이시여! 그것들은 [32

大人]相이 아님[이라고] 여래께서 설하셨습니다.”

Tib. : “여래께서 설하신 32大人相, 그것들은 [32大人]相이 아니[라고 

여래께서] 설하셨기 때문입니다.”105)

의 문장은 敦과 房에만 생략되어 있다. Skt., Tib., 磧, 北, 乾, 

101) C.54.17-55.1 : khalu punaḥ ··· str  v  puruṣo v  y vantas 

tris hasramah s hasre lokadh tau ··· ; P.173b1 : yaṅ ··· rigs kyi 

buḥam/ rigs kyi bu mo gaṅ la la shig gis stoṅ gsum gyi stoṅ chen 

poḥi ḥjig rten gyi khams na ··· 

102) 斯0674號, 敦5-16-6.

103) C.60.7 : ··· tath gatena bh ṣitaḥ ; P.175a4 : de bshin gśegs pas ··· 

gsuṅss pa ··· 

104) 斯0007號, 敦1-2-11 ; 斯0087號, 敦1-3-20 ; 斯0597號, 敦5-6-17 ; 

斯0671號, 敦5-5-7 ; 斯0677號, 敦5-615 ; 斯0678號, 敦5-1-6. 

105) C.38.21-23 : y ni hi t ni bhagavan dv triṃśan-mah puruṣa-lakṣaṇ ni 

tath gatena bh ṣit ny, alakṣaṇ ni t ni bhagavaṃs tath gatena 

bh ṣit ni ; P.167a6-7 : skyes bu chen poḥi mtshan sum bcu rtsa gñis 

po gaṅ dag de bshin gśegs pas gsuṅs pa de dag mtshan ma mchis 

par gsuṅs paḥi slad du 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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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初･再雕本), 大正藏에는 모두 수록되어 있다.

2.0.106) 

高麗5, 981上16-20, 大正藏8, 752下16-19 : 爾時慧命 菩提白佛 . 

世 . 頗有衆生於未來世. 聞說是法生信心不. 佛 107). 菩提. 彼非衆

生非不衆生. 何以故. 菩提. 衆生108)衆生 . 如來說非衆生. 是名衆生.

Skt. : “이와 같이 말 하시자, 수보리 존자는 세존에게 이 게 말 드

렸다. ‘세존이시여! 어떤 생들이 있어 미래세 최후시 최후 시

인 후 오백세에 정법이 쇠퇴할 경(/즈음)에 이런 이와 같은 

법들을 듣고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존께서 말 하셨다. ‘수

보리여! 그들은 생이 아니고 생이 아님도 아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수보리여! ‘ 생들, 생들’이라고 하는 그

들 일체는 수보리여! 생이 아니라고 여래께서는 설하셨다. 그

러므로 ‘ 생들’이라고 말한다.’”

Tib. : “그때 장로 수보리가 세존께 이와 같이 말 드렸다. ‘세존이시

여! 미래세에 이와 같이 설한 법을 듣고서 믿는 생들이 있겠

습니까?’ 세존께서 말 하셨다. ‘수보리여! 그들은 생이 아니

고, 생이 아님도 아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하면, 수

보리여! ‘ 생들’이라고 하는 [것을] 세존께서는 ‘그들은 생이 

아니다.’라고 말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 생들’이라고 한

다.’”109) 

106) 斯0007號, 敦1-8-21 ; 斯0036號, 敦1-9-9 ; 斯0087號, 敦1-10-60 ; 

斯0119號, 敦1-12-2 ; 斯0259號, 敦2-4-12 ; 斯0392號, 敦3-13-8 ; 

斯0439號, 敦3-6-4 ; 斯0513號, 敦4-10-6 ; 斯0579號, 敦4-12-4 ; 

斯0585號, 敦4-5-19 ; 斯0588號, 敦4-7-15 ; 斯0597號, 敦5-13-17 ; 

斯0656號, 敦5-11-4 ; 斯0656號, 敦5-6-20 ; 斯0671號, 敦5-12-6 ; 

斯0673號, 敦5-8-14 ; 斯0674號, 敦5-13-18 ; 斯0678號, 敦5-8-7 ; 

斯0687號, 敦5-13-3.

107) 조 장경에는 “佛告”로 각되어 있다.

108) 조 장경에는 “衆生”이 생략되어 “衆生 ”로 각되어 있다. 

109) C.53.14-54.1 : evam ukta yuṣm n subhūtir bhagavantam etad 

avocat: asti bhagaavan kecit sattv  bhaviṣyanty an gate ’dhvani 

paścime k le paścime samaye paścim y ṃ pañca-śaty ṃ 

saddharma-vipralope vartaṃ ne ya im n evaṃrūp n dharm 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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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락(62자)은 강경  제21 ｢非說所說分｣의 내용  일부

분이다. 이 단락 은 敦과 房에는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Skt.(21b), 

Tib., 磧, 北, 乾, 高麗(初･再雕本), 大正藏에는 모두 수록되어 있

다.110) 조 장경에는 의 단락 에서 “衆生”이 생략되어 60자

로 구성되어 있다.

3.0.111)

高麗5, 983下19-20, 大正藏8, 752上28-29 : ··· 故. 菩提白佛 . 

世 . 云何菩薩不受福德.

 Skt., Tib. : “수보리 존자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보살은 공

덕 무더기를 수용(/섭수)해서는 안 됩니까?”112) 

의 내용은 바로 앞 문장(高麗5, 983下16 : ··· 菩薩不受福德)에

서도 개되고 있어서 필사자의 부주의에 의해 생략되었으리라고 

추정된다.

śrutv -abhiśraddadh syanti? bhagav n ha: na te subhūte sattv  

na-a-sattv ḥ. tat kasya hetoḥ? sattv ḥ sattv  iti subhūte sarve te 

subhūte a-sattv s tath gatena bh ṣit ḥ tenocyante sattv  iti ; 

P.172b8-173a3 : de nas bcom ldan ḥdas la tshe daṅ ldan pa rab ḥbyor 

gyis ḥdi skad ces gsol to// bcom ldan ḥdas ma ḥoṅs paḥi dus na 

sems can gaṅ dag ḥdi lta buḥi chos bśad pa thos nas mṅon par yin 

chos par ḥgyur ba mchis sam/ bcom ldan ḥdas kis bkal stsal pa/ rab 

ḥbyor de dag ni sems can yaṅ ma yin sems can med pa yaṅ ma yin 

no// de ciḥi phyir she na/ rab ḥbyor sems can rnams śes bya ba ni 

de bshin gśegs pas de dag sems can med par gsuṅs paḥi phyir te/ 

des na sems can rnams śes byaḥo//.

110) 方 廣錩(1995) p.74. 송 일기(2004년) p.241 참조.

111) 斯0087號, 敦1-11-19. 

112) C.58.14-15 : ayuṣm n subhūtir ha: nanu bhagavan bodhisattvena 

puṇyaskandhaḥ parigrah tavyaḥ? ; P.174b3-4 : tshe daṅ ldan pa rab 

ḥbyor gyis gsol pa/ bcom ldan ḥdas byaṅ chub sems dpaḥ bsod nams 

kyi phuṅ po yoṅs su gzuṅ bar mi bgyi lags sam/.



梵･藏･돈황본 강경  조 연구 ∙ 2 6 5

4.0.113)

高麗5, 982下19, 大正藏8, 751中26 : 是名爲心.

Skt. : “그러므로 ‘마음의 흐름’이라고 말한다.” ; Tib. : “그러므로 ‘마

음의 흐름’이라고 한다.”114)

단락의 종결 문장이 생략되어 있다. 구마라집본에는 Skt.(‘dh r

’)와 Tib.(“rgyun”)의 “流”와 상응하는 번역 용어가 없다.115)

5.0.116) 

高麗5, 983中4-5, 大正藏8, 751下26-27 : ··· 則得阿耨多羅三藐三

菩提. 菩提. 所 善法[  ··· ]

Skt. : “ ··· 철 히 깨달아지게 된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수보

리여! ‘善法들, 善法들’이라는 것, ··· .”

Tib. : “ ··· 원만하게 깨닫는 것이다. 수보리여! ‘善法들, 善法들’이라는 

것은, ··· ”117)

의 문장 에서 언 되고 있는 “善法”에 한 표 이 ｢淨心行

善分｣에서 몇 번 사용되고 있어서 필사자의 부주의로 생략되었으

리라고 추정된다. Skt.문장과 가장 상응한 번역본은 보제류지본이

다(得阿耨多羅三藐三菩提. 菩提. 所 善法善法 .).118) 강경 의 

이역본  Tib.에는 Skt.의 ‘tat kasya hetoḥ?’와 상응한 문장(“何

以故”, “所以 何”, “de ciḥi phyir she na/”)은 없다.

113) 斯0671號, 敦5-11-8.

114) C.51.19 : tenocyate citta-dh reti ; P.172a4-5 : des na sems kyi rgyun 

ces byaḥo//.

115) 다본, 大正藏8. 770中22 : ··· 名心流注  참조.

116) 斯0671號, 敦5-12-12.

117) C.54.14-15 : ··· abhisambudhyate. tat kasya hetoḥ? kuśal  dharm ḥ* 

kuśal  dharma iti subhūte ··· ; P.173a8 : mṅon par rdsogs par ḥtshaṅ 

rgyaḥo// rab ḥbyor dge baḥi chos rnams dge chos rnam śes bya ba ni 

··· *C. : dharma. m.Sg.Nom.로 되어 있다.

118) 大正藏8, 756上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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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19)

高麗5, 982中15-16, 大正藏8, 752上7-8 : 若有衆生如來度 .

Skt. : “만일 한 수보리여! 여래가 해탈시켰다 할 어떤 생이 존재

한다면 ··· ”

Tib. : “수보리여! 만일 여래가 어떤 생을 구한다면 ··· ”120)

2. 단어 첨삭

1.0.  [不也]世 .121)

高麗5, 980中7, 大正藏8, 749下17 : 世 .

Skt. :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하면, 세존이시여! ··· ” ; Tib. : “세

존이시여!”122)

제9 ｢一相無相分｣의 내용 개에 의하면 이 문장에서 “不也世

”은 합하지 않다. 그리고 Skt. 원 과 Tib.  한역본들에서도 

이와 상응한 문장 구성은 없다. Skt.와 같은 문장 구성으로 번역

한 이역본은 다와 장본뿐이다.123)

1.1.  [不也]世 .124)

高麗5, 9814上13, 大正藏8, 752中16 : 世 .

Skt., Tib. : “그 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125)

119) 斯0671號, 敦5-13-3.

120) C.55.12-13 : yadi punaḥ subhūte kaścit sattvo ’bhaviṣyat yas 

tath gatena parimocitaḥ sy t, ··· ; P.173b4-5 : rab ḥbyor gal te de 

bshin gśegs pas sem can gaṅ la la shig dkrol bar gyur na ··· 

121) 斯0392號, 敦3-4-13.

122) C.35.6-7 : tat kasya hetoḥ? ··· bhagavaṃs* ··· (직역 :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 세존이시여!”) ; P.165b3 : bcom ldan ḥdas ··· 

*bhagavan(m.Sg.Voc.)의 연성.

123) 다, 大正藏8, 768上13-14 : 彼何所因. 我此世 . 장, 大正藏7, 981中16 

: 所以 何. 世 .

124) 斯0579號, 敦4-14-12 ; 斯0671號, 敦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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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也世 ”은 房, 高麗, 大正藏본에는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Sk

t.에서와 같이 Tib., 보제류지(不也世 ), 진제(不正世 ), 다(不如

此世 ), 장(不也世 ), 의정(不爾世 )본에는 수록되어 있다. 

2.0.  功德. [何以故.] 菩提.126)

高麗5, 983下16, 大正藏8, 752上28.

3.0.  若有想若無想. 若非想[若]非無想.127) 

高麗5, 979上22-下1, 大正藏8, 749上7-8 : 若有想若無想. 若非有想

非無想.

Skt. : “ ··· 혹은 想이 있거나, 혹은 想이 없거나, 혹은 想이 있는 것도 

아니고 想이 없는 것도 아니다.” 

Tib. : “ ··· 혹은 想이 있거나, 혹은 想이 없거나, 혹은 想이 없지도 않

거나, ··· ”128) 

진제본 한 敦과 같이 문장 구성을 하고 있다(大正藏8, 762中4: 

若有想若無想. 若非有想若非無想.). 

3.1. [若]善男子善女人 ··· .129) 

高麗5, 981下21, 大正藏8, 750下24 : 善男子善女人 ··· 

Skt. : “그런데 수보리여! 그들 선여인, 혹은 선남자들이 ··· ”

Tib. ; “수보리여! 선남자, 혹은 선여인이 ··· ”130)

Skt.와 Tib.는 조건문 문장이 아니다. 그러나 강경 의 이역

본 에서 구마라집과 다본을 제외한 보제류지, 진제, 장 그

리고 의정본에서는 敦과 같이 조건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25) C.60.15 : no h daṃ bhagavan ··· ; P.175a7 : bcom ldan ḥdas de ni 

ma lags so//.

126) 斯0392號, 敦3-15-3 ; 斯0579號, 敦4-13-18.

127) 斯0579號, 敦4-1-6 ; 斯0597號, 敦5-1-7 ; 斯0674號, 敦5-1-18.

128) C.28.21-22 : ··· saṃjñino v -asaṃjñino v  naiva saṃjñino 

na-asaṃjñino v , ··· ; P.162b3 : ··· ḥdu śes can nam/ ḥdu śes med 

paḥam/ ḥdu śes med min nam/ ··· 

129) 斯0579號, 敦4-8-15 ; 斯0671號, 敦5-8-4 ; 斯0674號, 敦5-9-18. 

130) C.44.8-9 : api tu ye te subhūte kulaputr  v  kuladuhitaro vem n* ··· 

; P.169b3 : rab ḥbyor rigs kyi buḥam/ rigs kyi bu mo ··· *연성 : v  

im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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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菩薩爲利益一切衆生[故].131)

高麗5, 981中13, 大正藏8, 750中25 : 菩薩爲利益一切衆生. 

5.0.  ··· 七寶[持用] 施.132)

高麗5, 983下14, 大正藏8, 752上26 : ··· 七寶 施.

Skt. : “ ··· 칠보로 가득 채워서 ··· 보시를 행하더라도 ··· ” 

Tib. : “ ··· 칠보로 가득 채워서 ··· 보시를 하는 것 보다 ··· ”133) 

Skt.와 Tib.에서는 “持用”과 상응하는 용어는 없다. 그러나 敦의 

내용과 같이 보제류지와 진제본134)에서는 “持用 施”(“ ··· 가지고 

보시하더라도”)로 번역하고 있다. 그리고 한불교조계종에서 200

9년 1월에 발행한 조계종 표 , 강반야바라 경  독송본(p.87) 

 주석본(p.81)에서도 “持用 施”로 각각 옮기고 있다.135) 

6.0.  作[如]是 .136)

高麗5, 982中8-9, 大正藏8, 751上25 : 作是 .

7.0.  無有定法[是]名阿耨多羅三藐三菩提.137)

高麗5, 979下16-17, 大正藏8, 749中14 : 無有定法名阿耨多羅三藐三

菩提.

Skt. : “여래께서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완 한 깨달음인 그 어떤 

법도 없습니다.”

Tib. : “여래께서 무상정등각 보리를 원만하게 깨달은 그 어떤 법도 

있지 않습니다.”138)

131) 斯0579號, 敦4-7-9.

132) 斯0579號, 敦4-13-15 ; 斯0588號, 敦4-9-5 ; 斯0671號, 敦5-13-16.

133) C.58.6-8 : ··· sapta-ratna-paripūrṇ n kṛtv  ··· d naṃ dady t, ··· ; 

P.174b1-2 : rin po che sna bdun gyis rab tu gaṅ bar byas te sbyin pa 

byin pa bas/.

134) 보제류지, 大正藏8, 756下3. 진제, 大正藏8, 776上16.

135) 한불교조계종 교육원 편역, 조계종 표 , 강반야바라 경  독송본, 

주석본, 조계종출 사, 2009년.

136) 斯0585號, 敦4-3-11.

137) 斯0671號, 敦5-1-16.

138) C.32.12-13 : na-asti sa kaścid dharmo yas tath gatena-anuttar  

samyak-sambodhir ity abhisambuddhaḥ, ··· ; P. 164a7 : de bshin 

gśegs pas gaṅ bla na med pa yaṅ dag par rdsogs paḥi byaṅ chub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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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명사 “是”는 敦에만 수록되어 있다. Skt.  그 외의 번역

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8.0.  [往]來.139)

高麗5, 980上17, 大正藏8, 749下5-6 : ··· 而實無來.

9.0.  發阿耨多羅三藐三菩提[心] .140)

高麗5, 982上17, 大正藏8, 751上10-11 : ··· 發阿耨多羅三藐三菩提

.

Skt. : “보살승에 굳게 나아가는 자는 이 게 ··· ” ; Tib. : “보살승에 

나아가는 자는 이와 같이 ··· ”141)

Skt.와 Tib.에는 “心”(‘citta’)과 상응하는 단어는 없다. 강경

의 이역본 에서는 보제류지본에 “心”142)이 수록되어 있다. 이역

본 에서 Skt.의 내용과 일치한 것은 장과 의정본이다.143)

9.1.  發阿耨多羅三藐三菩提[心] .144) 

高麗5, 982上22, 大正藏8, 751上16 : ··· 發阿耨多羅三藐三菩提 .

10.0.  菩提. 汝[等].145)

高麗5, 983上11, 大正藏8, 751下11 : 菩提. 汝 ···

Skt. : “ 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보리여!” 

Tib. : “수보리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146)

이 문장의 개는 Skt.에서와 같이(II.Sg.) 세존께서 수보리 한 

사람에게 질문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敦에서 필사하고 있는 “等”(I

mṅon par rdsogs par saṅs rgyas paḥi chos de gaṅ yaṅ ma mchis so//.

139) 斯0671號, 敦5-3-1.

140) 斯0671號, 敦5-9-3.

141) C.47.1-2 : bodhisattva-y na-saṃprasthitenaivaṃ ··· ; P.170a5 : byaṅ 

chub sems dpaḥi theg pa la yaṅ dag par shugs pas ḥdi sñam du ··· 

142) 大正藏8, 755中2-3 : 菩薩發阿耨多羅三藐三菩提心 . 當生如是心. 

143) 장, 大正藏7, 983下3 : 諸有發趣菩薩乘 . 의정, 大正藏8, 774上17 : 

諸有發趣. 菩薩乘 .

144) 斯0671號, 敦5-9-6.

145) 斯0671號, 敦5-12-3.

146) C.53.5 : tat kiṃ manyase subhūte, ··· ; P.172b6 : rab ḥbyor ḥdi ji 

sñam du s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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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은 오류이다. Skt.와 가장 상응한 번역은 보제류지본이다.147)

11.0.  是故如來說[得]福德多.148)

高麗5, 980上1-2, 大正藏8, 749中21 : 是故如來說福德多.

Skt. : “ ··· 그러므로 여래께서는 설하시기를 ‘공덕 무더기’, ‘공덕 무

더기’라고.”

Tib. : “ ··· 그러므로 여래께서 ‘공덕 무더기’, ‘공덕 무더기’라고 말

하셨습니다.”149)

12.0.  菩提. 於意云何.150)

高麗5, 980上2, 大正藏8, 749中22.

敦에서 필사하고 있는 “ 菩提. 於意云何”는 Skt. 원   다른 

장경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3. 비슷한 한자로 誤記

1.0.  如是  如來.151)

高麗5, 982中19, 大正藏8, 751中6 : 如是.

2.0.  所說義  所議義.152)

高麗5, 983下1-2, 大正藏8, 752上15 : 所說義.

Skt., Tib. : “설하신 뜻을 ··· ”153)

3.0.  有我相人相衆生相壽 相. 卽非菩薩  有我想人相衆生相壽 相. 

卽非菩薩.154)

147) 大正藏8, 756上11 : 佛 菩提. 於意云何. 汝 ··· 

148) 斯0677號, 敦5-3-18.

149) C.33.12-13 : tasm t tath gato bh ṣate: puṇya-skandhaḥ 

puṇya-skandha iti ; P.164b4-5 : des na de bshin gśegs pas bsod nams 

kyi phuṅ po bsod nams kyi phuṅ po shes gsuṅs so//.

150) 斯0677號, 敦5-3-18.

151) 斯0579號, 敦4-10-11.

152) 斯0585號, 敦4-6-20.

153) C.56.14 : bh ṣitasya-artham ··· ; P.174a3 : gsuṅs paḥi d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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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5, 979中4, 大正藏8, 749上11 : 有我相人相衆生相壽 相. 卽非

菩薩.

Skt. : “我想이 생기거나, 혹은 衆生想, 혹은 壽 想, 혹은 人想이 생긴 

자는 보살[이라고] 말 할 수 없다.”

Tib. : “衆生想을 일으키거나, 혹은 壽 想을 일으키거나, 혹은 人想을 

일으킨다면, 그는 보살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155)

敦에서는 四相156)의 설명 에서 첫 번째 “_相”(서로 상)을 “_

想”(생각할 상)으로 필사하고 있다. 필사자의 誤記이다. 구마라집

과 보제류지는 Skt. ‘saṃjñ ’를 “相”으로 번역하고 있다.157) 그러

나 이와는 다르게 진제, 다, 장, 의정은 “想”으로 각각 번역하

고 있다.158) Skt.의 ‘saṃjñ ’와 Tib.의 “ḥdu śes”는 “想”과 같은 의

미를 갖고 있다. “相”은 ‘nimitta’의 의미를 갖는다.

4.0.  若作是念  莫作是念.159) 

高麗5, 983下9, 大正藏8, 752上22 : 若作是念.

5.0.  汝  彼.160)

高麗5, 980下13-14, 大正藏8, 750上13 : 汝當奉持.

Skt. : “ ··· 그리고 이와 같이 그것을 수지하여라(/마음에 간직하여

라.”

Tib. : “이것을 그와 같이 수지하여라.”161)

154) 斯0597號, 敦5-2-1.

155) C.29.5-7 : na ··· bodhisattvo vaktavyo yasya- tma-saṃjñ  

pravarteta, sattva-saṃjñ  v  j va-saṃjñ  v  pudgala-saṃjñ  v  

pravarteta ; P.163a3-4 : sems can du ḥdu śes ḥjug gam/ srog tu ḥdu 

śes ḥjug gam/ gaṅ zag tu ḥdu śes ḥjug na de byaṅ chub sems dpaḥ 

shes mi bya baḥi phyir ro*//. *P : te.

156) Tib. 번역본에서는 我想에 한 언 이 없다.

157) 보제류지, 大正藏8, 753上7-8 참조.

158) 진제, 大正藏8, 762中8-9. 다, 大正藏8, 767上17-18. 장, 大正藏7, 

980中10-12. 의정, 大正藏8, 772上19-20. 최 종남(2007) p.244 각주 61) 

참조.

159) 斯0671號, 敦5-13-11.

160) 斯0673號, 敦5-1-9.

161) C.37.24-25 : evaṃ cainaṃ dh raya ; P.167a1 : ḥdi de ltar zuṅ ś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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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에서와 같이 Tib.와 한역 이역본 에서 다본(“如是此持

”)162)은 지시 명사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보제류지, 진제, 

장본에서는 인칭 명사(“汝”)로 각각 표기하고 있다. 인칭 명사

로 번역한 한역 이역본의 내용에 의하면 내용 개상 敦의 “彼”

(삼인칭)보다 “汝”(이인칭)가 더 합하다.

4. 단어 倒置

1.0.  華香  香華.163)

高麗5, 981下20, 大正藏8, 750下23 : 華香.

2.0.  如來說諸相具足卽非具足  如來諸說相具足卽非具足.164)

高麗5, 983上10, 大正藏8, 752下10-11 : 如來說諸相具足卽非具足.

Skt. : “세존이시여! 이 相을 구족했다고 여래께서 설하신 것, 그것은 

相을 구족한 것이 아니라고 여래께서 설하셨기 때문입니다.” 

Tib. : “여래께서 相을 구족했다고 설하신 것, 그것은 相을 구족한 것

이 아니라고 여래께서 설하셨기 때문입니다.”165)

Skt.의 동사 ‘bh ṣit ’(“說”, Tib. “gsuṅs pa”)를 敦에서는 명사로 

바꾸어 필사하고 있다. 따라서 동사가 없는 문장 구성에 의해 原

意와 다르게 내용이 구성되고 있다.

3.0.  以福德  福以德.166)

高麗5, 983上2, 大正藏8, 751下4 : 以福德.

162) 大正藏8, 768中26.

163) 斯0579號, 敦4-8-14.

164) 斯0579號, 敦4-11-21.

165) C.53.1-3 : yaiṣ  bhagavaṃl lakṣaṇa-saṃpat tath gatena bh ṣit , 

alakṣaṇa-saṃpad eṣ  tath gatena bh ṣit  ; P.172b5-6 : de bshin gśegs 

pas mtshan phun sum tshogs par gsuṅs pa de mtshan phun sum 

tshogs pa ma mchis par de bshin gśegs pas gsuṅs paḥi slad du ste//.

166) 斯0597號, 敦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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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其福勝彼  其福彼勝.167)

高麗5, 981下7, 大正藏8, 750下11 : 其福勝彼.

5.0.  菩薩  薩菩.168)

高麗5, 982上19, 大正藏8, 751上13-14 : 菩薩.

6.0.  說諸法斷滅相  諸說法斷滅相.169)

高麗5, 983下10-11, 大正藏8, 751上23 : 說諸法斷滅相.

Skt. : “ ··· 어떤 법의 소멸, 혹은 단멸을 인정(=施設)한다.’라고.” 

Tib. : “ ··· 어떤 법이 소멸, 혹은 단멸된다고 가립한다.’고 한다면

.”170) 

7.0.  應云何  云何應.171)

高麗5, 979上12, 大正藏8, 748下26 : 應云何 ··· 

Skt. : “그것을 어떻게 ··· 하여야 합니까?”

Tib. : “어떻게 ··· 해야 합니까?”172)

의 조동사와 의문사의 구성 형태는 장경류와 한역 이역본별

로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 있다. 장경류 에서 敦, 房, 磧, 高麗, 大

正藏과 이역본 에서 구마라집, 보제류지, 장본은 “應云何”로, 

이 외의 北과 乾, 그리고 진제, 다(云何 ··· 應), 의정본은 “云何

應”으로 각각 표기하고 있다. 

167) 斯0671號, 敦5-7-12.

168) 斯0671號, 敦5-9-4〜5.

169) 斯0671號, 敦5-13-14.

170) C.58.1-2 : ··· kasyacid dharmasya vin śaḥ prajñapta ucchedo veti ; 

P.174a7-8 : chos la la sgig rnams bar bśig gam/ chad par btags pa 

sñam du ḥdsin na/ ··· 

171) 斯0597號, 敦5-1-9 ; 斯0677號, 敦5-1-10 ; 斯0687號, 敦5-1-6.

172) C.28.3-6 : tat kathaṃ ··· -tavyam? ; P.162a8 : ji ltar ··· bya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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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어를 바꾸어 필사

1.0.  聞是經  聞此經.173)

高麗5, 981上19, 大正藏8, 750中10 : ··· 聞是經.

Skt. : “ ··· 여기에서 경이 설해질 때에 ··· ” ; Tib. : “ ··· 이 경을 설

한 것에 해 ··· ”174)

Skt.에는 지시 명사 “是”와 상응하는 단어는 없다. 그러나 Tib.

는 지시 명서 “ḥdi(이것)”로, 한역 이역본 에서 보제류지와 의

정본은 “是”로, 그리고 진제와 다본은 “此”로 각각 표기하고 있

다. 

2.0.  信受奉行  信受奉持.175) 

高麗5, 979下19-20, 大正藏8, 752下2 : 信受奉行.

Skt. : “ ··· 세존의 설하신 바를 기뻐했다.’라고.” ; Tib. : “ ··· 세존께

서 설하신 것을 환희했다.”176) 

Skt.와 Tib.는 강경  제32 ｢應化非眞分｣, 이른바 流通分 끝 

부분에 수록되어 있는 “信受奉行”은 없다. “信受奉行”, 혹은 “信受

奉持”는 한역 이역본에만 수록되어 있다. “信受奉持”는 敦의 일부 

필사본과 房에 수록되어 있다. 보제류지, 진제, 장, 의정 그리고 

장경류인 磧, 北, 乾에는 “信受奉行”으로 수록되어 있다. 

3.0.  如如不動  如如何動.177) 

高麗5, 979下19-20, 大正藏8, 752中26 : 如如不動.

Skt. : “ ··· 바르게 밝히지 못하는 것과 같다.” ; Tib. : “ ··· 바르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178) 

173) 斯0513號, 敦4-5-3.

174) C.40.18-19 : ··· iha ··· sūtre bh ṣyam ṇe ··· ; P.168a2 : mdo bśad pa 

ḥdi la ··· 

175) 斯0513號, 敦4-12-23 ; 斯0656號, 敦5-14-10 ; 斯0666號, 敦5-11-9.

176) C.62.7-8 : ··· bhagavato bh ṣitam abhyanandann iti ; P.175b6 : bcom 

ldan ḥdas kyis gsuṅs pa la mṅon par bstod do//.

177) 斯0678號, 敦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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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Tib.에서와 같이 의문사 “何”가 아닌, 부정사 “不”이 의 

문장에 합하다. 

6. 단어, 혹은 문장을 복 필사

㉮ 단어 복 필사

1.0.  心不住法  心不不住法.179)

高麗5, 981中19-20, 大正藏8, 750下2 : 心不住法.

2.0.  佛則不說  佛佛則不說.180)

高麗5, 984上3, 大正藏8, 752中8 : 佛則不說 ··· 

3.0.  一衆生  一生生.181)

高麗5, 982上18, 大正藏8, 751上13 : 一衆生.

㉯ 문장 복 필사

1.0.182) 

··· 說我得無諍三昧人中 爲第一. 是第一離欲阿羅漢. 我不作是念. 

我是離欲阿羅漢. 世 . 我若作是念我得阿羅漢道. 世 則不說 菩提是

樂阿蘭那 . 以 菩提實無所 . 而名 菩提是樂阿蘭那 佛告 菩提. 

於意云何. 如來昔在然燈佛所. 於法有所得不. 世 . 如來在然燈佛所. 於

法 ···

高麗5, 980上22-中8, 大正藏8, 749下10-17.

178) C.61.14-15 : yath  na prak śayet ; P.175b5 : ··· yaṅ dag par rab tu 

mi ston pa bshin du ste/. 

179) 斯0007號, 敦1-4-6.

180) 斯0007號, 敦1-11-1〜2.

181) 斯0687號, 敦5-10-5.

182) 斯0087號, 敦1-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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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

是名第一波羅蜜.

高麗5, 981上22, 大正藏8, 750中13.

7. 문장을 다르게 구성하여 필사

斯0687號, 敦13〜14 : ··· 若有色若無若色. 有想若無想. 若有想若非

無想 ··· 

高麗5, 979上21-中1, 大正藏8, 749上7-8 : ··· 若有色若無色. 若有

想若無想. 若非有想非無想 ···

Skt. : “ ··· 혹은 형상(色)이 있거나, 혹은 형상이 없거나, 혹은 想이 

있거나, 혹은 想이 없거나, 혹은 想이 있는 것도 아니고 想이 없

는 것도 아니다.” 

Tib. ; “ ··· 혹은 형상(色)이 있거나, 혹은 형상이 없거나, 혹은 想이 

있거나, 혹은 想이 없거나, 혹은 想이 없지도 않거나, ··· ”184) 

8. 필사시 빠뜨린 단어, 혹은 문장을 오른쪽  빈 行에 

기록한 경우

㉮ 단어의 경우

1.0.  實.185)

183) 斯0673號, 敦5-2-16.

184) C.28.20-22 : ··· rūpiṇo v -arūpiṇo v , saṃjñino v -asaṃjñino v  

naiva saṃjñino na-asaṃjñino v , ··· ; P.162b3 : ··· gzugs can nam/ 

gzugs can ma yin paḥam/ ḥdu śes can nam/ ḥdu śes med paḥam/ 

ḥdu śes med min nam/ ··· 

185) 斯0392號, 敦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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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5, 982中21, 大正藏8, 751中7.

2.0.  [阿]蘭那行.186)

高麗5, 980中5, 大正藏8, 749下15.

3.0.  我.187)

高麗5, 982上10, 大正藏8, 751上5.

4.0.  無數.188)

高麗5, 979中2, 大正藏8, 749上9.

5.0.  前.189)

高麗5, 982上3, 大正藏8, 750下28.

6.0.  得.190)

高麗5, 982下20, 大正藏8, 751中27.

7.0.  汝.191)

高麗5, 980下12, 大正藏8, 750上13.

8.0.  [阿]那含.192) 

高麗5, 980上15, 大正藏8, 749下4.

㉯ 문장의 경우

1.0.  是名善法.193)

高麗5, 983中6, 大正藏8, 751下28.

2.0.  不可以三十二相得見如來.194)

高麗5, 980下22, 大正藏8, 750上21-22.

186) 斯0579號, 敦4-4-5.

187) 斯0579號, 敦4-9-4.

188) 斯0597號, 敦5-1-18.

189) 斯0597號, 敦5-10-4.

190) 斯0671號, 敦5-11-8.

191) 斯0673號, 敦5-1-9.

192) 斯0687號, 敦5-4-2.

193) 斯0007號, 敦1-9-7.

194) 斯0392號, 敦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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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맺는 말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돈황에서 발견된 구마리집 번역본 

강경  필사본 20 을 산스크리트어 원 , 티베트어 번역본, 고

려 장경과 조하고, 그리고 이와 함께 국과 일본의 장경류인 

방산석경, 사 장경, 락북장, 건륭 장경, 정신수 장경을 

각각 조･고찰하 다.

돈황사본은 승･속의 사부 들에 의해 필사되었다. 필사의 의

미와 목 은 삼장을 수지독송하기 하여 필사한다든가, 혹은 靜

琬(?-639)스님의 방산석경과 같이 불법을 원히 보존하기 하

여 刻經한 것195)이 아니고, 신앙과 기원을 하여 필사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 로 필사본 20 의 필사 내용을 보면, 필사한 서체 

유형이 하나의 필사본에서 몇 번씩 다른 유형으로 필사되어 있고, 

방산석경보다 錯寫의 수가 많고, 그리고 불교 용어에 한 깊은 

이해(  : 연등불을 연불로, 보살을 살보로, 여시를 여래로 등등)

가 부족한 부분들이 여러 필사본들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경  돈황사본의 필사 시기는, 장경류들을 조･분석하면 

北宋蜀版大藏經(혹은 開寶藏, 宋 太祖 開寶 4(971)年-太宗 太平 國 

8(983)年) 이 에 필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로서, 제17 

｢究竟無我分｣ 간 부분에서 언 되고 있는 菩提에 한 호칭(1, 

㉮2.0. 참조), 제13 ｢如法受持分｣에서 언 되고 있는 相에 한 11

자(1, ㉯1.0. 참조), 그리고 제21 ｢非說所說分｣에서 언 되고 있는 

衆生에 한 62자(1, ㉯2.0. 참조)는 돈황사본과 방산석경에는 수

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북송 장경( 부분 존하지 않음)

을 본으로 하여 각된 고려 장경 初雕本(1011년 顯宗의 칙명

에 의해 각됨)과 그 이후에 각된 장경류 사 장경, 락북

195) 鎌田 茂雄(1979) p.3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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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건륭 장경 등에는 의 세 부분이 모두 수록되어 있어 971년 

이 에 필사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강경  돈황사본을 고려 장경 再雕本과 조하여 보면, 각 

필사본에서 게는 5개, 많게는 30여개의 오류와 誤記 등을 찾을 

수 있다. 이들을 별하면, 단어, 혹은 문장의 생략과 첨삭, 비슷한 

한자로 誤記, 단어 倒置, 단어를 바꾸어 필사, 복 필사, 문장을 

다르게 구성하여 필사, 그리고 필사시 빠뜨린 단어들을  行에 

기록한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은 오류들은 Skt. 원   언어별 번역본이 존하므로 

조 연구와 교감이 가능하다. 그러나 원 이 없는 경우는 필사본

들이 원 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原意를 찾기 힘든 경우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돈황보장 에 수록되

어 있는 卷5까지 에서 스타인본 강경  20 만을 조･연구

하 다. 이 외에도 돈황보장 에 수록되어 있는 잔여 필사본, 俄

藏黑水城文獻 과 法藏敦煌西域文獻 에 수록되어 있는 필사본, 그

리고 국, 러시아 일본 등지에 소장되어 있는 미발표 강경  
필사본들이 수천  존하고 있다. 이들 부분은 한역본이지만, 

일부 미발표 사본 에는 Skt., Tib. 사본들도 포함되어 있다. 만

약에 이들 필사본 자료들이 공개된다면, 강경  연구와 이해에 

새로운 계기가 되고, 그리고 역경사 으로도 많은 진 이 있으리

라고 본다. 

한 돈황사본 에는 강경 뿐 만 아니라 불 별, 언어별 필

사본들이 다량 존하고 있다. 많은 련학자들이 동참하여 붓다

와 논사들의 원음에 가깝게 이들 필사본들을 교감･연구하 으면 

한다.



2 8 0  ∙ 印度哲學 제27집

참고문헌 

Conze, Edward(1972). “The Diamond Sutra”, Harper Torchbooks.

Peking(북경)본 티베트 장경, No.739.

Whitfield, Susan(2007). ｢The International Project and Central 

Asian Material in the UK｣, 세계의 돈황학 -석굴보존과 

해외 컬 션의 장- , 앙아시아학회 2007년도 

국제학술 회.

鎌田 茂雄(1974). 中國佛敎史 , 岩波全書.

金岡 照光(1981). 敦煌の藝物語 , 東方選書 8.

한불교조계종 교육원 편역, 조계종 표 , 강반야바라 경  
독송본, 주석본, 조계종출 사, 2009년. 

梶芳 光運(1972). 金剛般若經 , 佛典講座 6, 大藏出版.

潘 絜玆(1980). 敦煌の石窟藝術 , 土居 淑子 譯, 中公新書 589.

方 廣錩(1995). ｢敦煌文獻中的 金剛經 及其注疏｣, 世界宗敎硏究 , 

中國社 科學出版社.

송 일기(2004). ｢敦煌硏究院 所藏 建武四年本 金剛寫經 의 眞僞問題｣, 

서지학연구 (제28집).

俄羅斯科學東方硏究所聖彼得堡分所･中國社 科學院民族硏究所 編, 

俄藏黑水城文獻 , 上海古籍出版社, 1996年.

李 雲 ; 李 震宇 編(2002). 法藏敦煌西域文獻 , 上海古籍出版社.

앙승가  역경학과 편찬, ｢일본의 장경｣, 初期佛典 (제1호), 

앙승가 학교 역경학과, 2005년. 

최 종남(2007). ｢梵･漢 조 티베트어본 강경  譯註解(1)｣, 

앙승가 학교 논문집 (제11집), 앙승가 학교.

口 隆康(1987). シルクロ-ドを掘る , 大阪書籍.

피터 홉커크(2000). 실크로드의 악마들 , 김 종 옮김, 사계 .

黃 永武 編

1986a. 敦煌寶藏 , 新文豊出版公司.

1986b. 敦煌遺書 新目 , 新文豊出版公司.



梵･藏･돈황본 강경  조 연구 ∙ 2 8 1

Abstract

Comparative Study of the Sanskrit, Tibetan and 

Dunhuang Vajracchedik -prajñ p ramit  Sūtras

Choi, Jong-Nam

(Joong-Ang Sangha Univ.)

Dunghuang who took an important role in history of 

the Silk Road left legacies of international formative arts 

and literatures. Among these, The legacies of literatures 

consist of 20 thousand manuscripts. They were in good 

preservation with sealing up in the 17th cave of Mogao 

Cave, and found by an enlightened buddhist Wang Yuanlu 

and his assistance Mr. Yang in Guangxu 226(A.D. 1900). 

Most of the found manuscripts are Buddhist scriptures in 

Chinese. The rest are manuscripts in Sanskrit, Tibetan, 

Mongolian and languages of Central Asia. These 

manuscripts that were collected by expedition parties of 

England, France, Japan, Russia, America, etc. are displayed 

in libraries, museums, etc. of each countries.

This treatise compares Vajracchedik -prajñ p ramit  

Sūtra 20 Mahayana scriptures that are complete works or 

close to them in Dunghuang's manuscripts with original 

works in Sanskrit, translated ones in Tibetan and Tripitaka 

Koreana. In Addition, this paper studies Tripitakas of China 

and Japan such as Fang Shan Shi Jing, Tripitaka of Jisha, 

Tripitaka of Northern Yongle Edition, Tripitaka of Qianlong 

and Taisho Shinshu Daizokyo im comparison. 

I have found a lot of faults in Dunghwang's 

manuscripts by comparison in languages and with other 

Tripitakas. The faults are followings. ①omission of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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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sentences, ②correction of words ③miswriting with 

similar Chinese character, ④inversion of words, ⑤use of 

new words ⑥duplication of words or sentences, ⑦change in 

construction of sentences, ⑧writing omitted words or 

sentences at copying in the blank line at left, etc.

I presume with above mistakes that Dunghwang's 

manuscripts were copied for faith and prayer before A.D. 

971 when Tripitaka of the Northern Song Dynasty Shu 

edition had been revised.

This paper compares and studies only 20 

Vajracchedik -prajñ p ramit  Sūtras(translation by 

Kum raj va) of Stein among 5 books contained in Dun 

Huang Bao Zang. 

Thousands of Vajracchedik -prajñ p ramit  Sūtras still 

exists in other languages and translation versions. I hope 

that a lot of scholars take part in studying the above 

manuscripts in comparison with original works.

Key words: Dunghwang's manuscript, Stein, 

Vajracchedik -prajñ p ramit  Sūtra, Tripitaka 

Koreana, Fang Shan Shi Jing, Tripitaka of 

Jisha, Tripitaka of Northern Yongle Edition, 

Tripitaka of Qianlong, Taisho Shinshu 

Daizokyo, Kum raj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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