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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漢譯 불전에서 원어의 변용 사례

__Bhadraka와 Āḷavaka를 중심으로__

정승석*1)

Ⅰ 고찰의 발단과 목적. Ⅱ Bhadraka의 전거와 변용. Ⅲ Āḷavaka의 전거와

변용. Ⅳ 다양한 용례. Ⅴ 결론.

요약문 [주요어: 번범어, 갈담, 아랍, 광야, 여구, 여성(驢姓), 촌장, 당나귀]

Bhadraka-sutta에서 촌장의 이름으로 언급되는 bhadraka가 잡아함경

권32에서는 竭曇으로 음역되고, 별역잡아함경 권7에서는 驢姓으로 의역

된다. 한편 잡아함경 권50에서는 竭曇이 귀신의 이름으로 阿臘과 함께

등장한다. 또한 별역잡아함경 권15에서 竭曇은 驢駒(당나귀)로, 阿臘은

曠野로 번역되어 있다. 원천 자료에서 阿臘의 원어는 āḷavaka로 확인되

지만, 竭曇에 해당하는 원어는 없다. 음역에 의거하면 귀신 竭曇의 원어

도 bhadraka가 될 것이지만, 의역에 의거하면 그 원어는 gadrabha(당나

귀)가 될 것이다. 그러나 관련 설화와 다른 전거를 통해 竭曇=驢姓의

원어는 bhadraka, 竭曇=驢駒의 원어는 gadrabha로 확정할 수 있다.

이처럼 역자들의 번역어 채택에는 일관성이 없고, 이로 인해 종종 원

의를 곡해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는 한자라는 중국어의 특성에

서 기인한 것이고, 역자의 이해와는 무관할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한역

으로 불전의 원의를 파악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본론에서 제기하고 검토

한 문제, 즉 원어의 변용과 음역의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Ⅰ. 고찰의 발단과 목적

중국에서 작성된 불전 중에서 번범어(翻梵語)는 불전의 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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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로 음역하여 그 의미를 제시한다. 이것은 중국에서 편찬된 범

어 사전으로는 최초(5세기)의 것이다. 비록 서술은 간략하지만 취

급하고 있는 어휘는 약 5000항에 달하여, 12세기에 편찬된 번역명

의집(翻譯名義集)의 2040여 항보다 두 배 이상이다.

따라서 번범어는 한역(漢譯) 불전의 전문어에 관해 그만큼 풍
부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초창기의 문헌인 만

큼 후대의 다른 불전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은 음역어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범어 음역과 의미의 연계에서는 착란

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번범어의 기술은 곧이곧대로 신뢰할

수 없으며, 다른 불전들의 사례와 면밀한 대조를 거친 후에서야

참고할 만한 가치를 지닌다.1)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발타라겁마: 의미는 현명함(賢).”(跋陀羅劫磨 譯曰賢也)2)

여기서는 跋陀羅劫磨의 원어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현명함

(賢)이라는 의미로 보아 跋陀羅의 원어는 bhadra일 것으로 쉽게

추정된다. 그러나 이 기술만으로는 劫磨의 원어를 확정하기 곤란

하다. 문제 해결의 단서가 되는 것은 이 음역어의 분류와 출처이

다. 번범어에서는 이것을 鬼名(귀신의 이름)으로 분류하고 그

출처를 잡경(雜經)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번범어에서 ‘잡경’은

특정 불전이 아니라 기타 불전을 지칭한다는 데서 다시 난관에

1) 후대에 작성된 一切經音義 100권본(일명 慧琳音義)과 25권본(일명

玄應音義)은 漢譯 불전에서 사용된 용어들을 망라한 불교 사전이다. 이

문헌은 번범어의 착란을 교정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되지만, 이 문헌의
편찬자들은 번범어의 어휘를 거의 중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번범어의 착란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번범어에서 제시한 출처들을
먼저 대조해야 한다. 그러나 그 출처에서도 번범어의 용어들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에는 동일 원어에 대한 다양한 음역

양태를 고려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 T 54, p. 103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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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착한다.

跋陀羅劫磨와 동일한 원어의 음역으로 간주되는 跋陀羅劫摩를

불소행찬(佛所行讚) 권4에서 발견할 수 있다. 불소행찬에서도 跋
陀羅劫摩는 귀신의 이름으로 언급되므로 두 음역어의 원어는 동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 음역어를 언급하는 불소행찬 권4
의 범본은 현존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 대목의 한역과 서장본(티

베트어 번역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현저하게 다르다.

1① 한역: “[부처님은] 아마륵가파(阿摩勒迦波)에서는 귀신 발타라

(跋陀羅)와 발타라가(跋陀羅迦)와 발타라겁마(跋陀羅劫摩)를 제도하고,

또 아랍산(阿臘山)에 이르러서는 귀신 아랍파(阿臘婆)와 둘째 구마라

(鳩摩羅)와 셋째 하실다가(訶悉多迦)를 제도했다.”3)

1② 서장본: “그리고 alakāvatī4)에서 그(부처님)는 품성이 선하고

선행(善行)을 쌓은 bhadra 야차에게 법도(法道)를 일으켰다. 그리고

바로 그 사악한 숲(aṭavī)에서 현자(부처님)는 āṭavika 야차와 hastaka

동자(kumāra)를 교화하였다.”5)

위의 서장본에는 跋陀羅劫摩와 같은 고유 명사가 없다. 서장본

에 의하면 한역의 跋陀羅迦와 跋陀羅劫摩는 bhadra(跋陀羅) 야차의

수식어일 뿐이다.6) 이 점을 고려하면 ‘품성이 선하고 선행을 쌓은’

이 한역에서는 跋陀羅迦와 跋陀羅劫摩라는 명칭으로 음역되었다.

그리고 이 둘의 원어로 추정할 수 있는 범어로는 각각 bhadraka

와 bhadra-karma가 적합하다.

3) 阿摩勒迦波 有鬼跋陀羅 及跋陀羅迦 跋陀羅劫摩 又至阿臘山 度鬼阿臘婆

二名鳩摩羅 三訶悉多迦. T 4, p. 40b.

4) 고전 범어로는 aḍakavatī일 것이다.

5) cf. Johnston(1984) p. 58. 서장본의 역주를 고려하여 Johnston의 번역을

약간 수정하였다(아래 각주 참조). Johnston의 번역에 따르면 이 구문의

시작 부분은 “그리고 선행(善行)을 쌓은 그(부처님)는 alakāvatī에서

품성이 선한 bhadra 야차에게”가 된다.

6) 서장본의 역주에서는 한역의 跋陀羅迦와 跋陀羅劫摩에 대해 bhadra

야차의 수식어를 이름으로 오역했다고 지적한다. 大南龍昇(2002) p. 413.



116 ∙ 印度哲學 제28집

이상으로 번범어에서 취급하는 음역의 원어를 추정하는 일례
를 보였지만, 이 과정에서는 다시 더 고려할 문제가 파생된다. 상

기한 불소행찬의 대목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사례들
이 다른 불전들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번범어에서는 8
4항에 걸쳐 불소행찬을 출처로 제시하면서 문제의 이 대목에서
는 ‘잡경’을 출처로 제시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7)

불소행찬에서 귀신으로 언급한 발타라가(跋陀羅迦)와 아랍파

(阿臘婆)의 유래를 잡아함경에서 찾을 수 있다. 잡아함경 권50에

서는 阿臘婆가 阿臘이라는 축역으로 언급되는데, 이 阿臘은 다시

聚落主(촌장)로 불린다. 그리고 이 聚落主의 유래를 잡아함경 권32

에서 갈담취락주(竭曇聚落主)로 찾을 수 있다. 이 대목에 상당하는

Nikāya(팔리 본)에 의하면 阿臘과 竭曇聚落主의 원어는 각각 āḷav

aka(범어 āṭavaka, āṭavika)와 bhadraka-gāmaṇī(범어 bhadraka-g

rāmaṇī)로 확인된다. 한편 율장의 문헌들에서는 이 중 āḷavaka(또

는 āḷavika)가 광야(曠野)로 의역되어 비구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별역잡아함경과 대반열반경에서는 비구니의 이름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율장 문헌의 서술 중에서는 광야가 귀신 또는 마왕과 연관하여

언급되는 대목이 특히 주목된다. 이 점은 불소행찬에서 언급한
跋陀羅迦와 阿臘婆가 어떤 공통의 원천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을 시

사한다. 이 논문에서는 그 공통의 원천을 잡아함경 권32에 나오는

竭曇聚落主(bhadraka-gāmaṇī)로 지목한다. 이것이 잡아함경 권50

에서는 阿臘鬼(āḷavako yakkho)와 결부되고, 율장에서는 曠野 비

구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聚落主(촌장)인 竭曇(bha

draka)이 여성(驢姓)으로 의역된 경우가 있다. 성씨가 당나귀임을

7) 그 이유는 차치하고 일단은 번범어가 跋陀羅劫磨를 불소행찬에서
채택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번범어는 “醯茂鉢低鬼 ···
跋陀羅第鬼, 跋阿羅迦, 跋陀羅劫磨, 鳩摩羅, 訶悉多迦”처럼 鬼名을

열거하는데, 이 중에서 醯茂鉢低와 訶悉多迦는 불소행찬에서만 언급된다.
더욱이 오직 번범어에서만 賢의 의미로 언급된 跋陀羅第와 跋阿羅迦는
각각 跋陀羅(bhadra)와 跋陀羅迦(bhadraka)의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초기 漢譯 불전에서 원어의 변용 사례 ∙ 117

뜻하는 驢姓의 원어는 gadrabhaka(범어 gardabhaka)일 것이며,

이는 음역의 개연성 때문에 발생한 bhadraka의 와전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논문은 bhadraka와 āḷavaka를 매개체로 삼아 이 같은 변용

의 양태를 고찰한다. 이러한 양태는 일차적으로 불전이 확장되어

간 실상의 일면을 반영한다. 이에 덧붙여 또 한편으로는 특히 원

어의 음역으로 인해 한역 불전의 도처에 잠복되어 있는 와전의

일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음역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착오나 왜곡을 시정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Ⅱ. Bhadraka의 전거와 변용

잡아함경 권32에 제913경으로 수록된 경문과 상응하는 내용이

Saṃyutta-nikāya에는 Bhadraka-sutta로 수록되어 있다. Bhadrak

a-sutta의 서두는 다음과 같다.

2①: 한때 세존은 Uruvelakappa로 불리는 말라(malla) 족의 마을에

서 말라 족의 사람들 가운데 머무셨다. 이때 촌장 Bhadraka가 세존

을 찾아와서 세존께 경배를 한 후 한쪽에 앉았다. 한쪽에 앉은 Bhadra

ka 촌장은 세존께 이렇게 말했다. “존귀한 분이시여! 세존께서 제게

부디 고통의 발생과 소멸을 교시해 주십시오.”8)

8) Ekaṃ samayaṃ bhagavā mallesu viharati uruvelakappaṃ nāma

mallānaṃ nigamo. Atha kho bhadrako gāmaṇī yena bhagavā

tenupasaṅkami. Upasaṅkamitvā bhagavantaṃ abhivādetvā ekamantaṃ

nisīdi. Ekamantaṃ nisinno kho bhadrako gāmaṇī bhagavantaṃ

etadavoca: sādhu me bhante bhagavā dukkhassa samudayañca

atthagamañca desetuti. SN Part 4, p.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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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잡아함경 권32 제913경에서는 이 내용이 다음과 같이 확

장된다. 잡아함경을 번역한 구나발타라(求那跋陀羅, guṇabhadra)

는 서기 435년 중국의 남동부인 광주(廣州)로 들어와서 역경에 종

사하다가 468년 75세의 나이로 입적했다.

2②: 한때 부처님은 역사(力士, malla)9)의 사람들 사이를 유행하다

가 울비라(欝鞞羅, uruvelakappa)에 이르러 앵무염부림(鸚鵡閻浮林)에

머무셨다. 그때 갈담(竭曇10), bhadraka) 촌장은, 사문 구담(瞿曇)이 역

사의 사람들 사이를 유행하다가 울비라 마을의 앵무염부림에 이르러

현재 고통이 발생하고 고통이 소멸하는 진상을 설법한다는 말을 들었

다. ‘내가 당장 그 울비라 마을로 가서 사문 구담을 찾아가면, 그는 틀

림없이 나를 위해 현재 고통이 발생하고 고통이 소멸하는 진상을 설

법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곧장 그 울비라 마을로 가서,

세존에 계신 곳으로 찾아가 예를 갖추어 참배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후,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항상 사람들

을 위해 현재 고통이 발생하고 고통이 소멸하는 진상을 설법하신다고

들었습니다.”11)

그런데 잡아함경의 이 같은 내용이 역자가 알려지지 않은 별역

잡아함경(別譯雜阿含經)12) 권7 제128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더욱

9) 力士는 malla라는 종족의 이름을 의역한 것.

10) 이 경문의 종결 부분에서(T 2, p. 230a) 竭曇은 揭曇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경문은 揭曇이 부처님께 이렇게 고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세존이시여! 저는 초월하였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며 비구 스님들께 귀의하여, 목숨이 다할 때까지 우바새가

되겠으니, 부디 저를 기억하여 보호해 주십시오.”(世尊, 我以超越.

我從今日 歸佛歸法歸比丘僧, 盡其壽命為優婆塞, 唯憶持我.)

11) 一時, 佛在力士人間遊行, 到欝鞞羅住處鸚鵡閻浮林. 時,

有竭曇聚落主聞沙門瞿曇在力士人間遊行 至欝鞞羅聚落鸚鵡閻浮林,

說現法苦集苦沒. 我當往詣彼沙門瞿曇 若我詣沙門瞿曇者,

彼必為我說現法苦集苦沒. 即往彼欝鞞羅聚落, 詣世尊所 稽首禮足 退坐一面,

白佛言. 世尊, 我聞世尊常為人說現法苦集苦沒. T 2, p. 229c. 괄호에 있는

원어는 Bhadraka-sutta에 있는 고유 명사에 상당한다.

12) 역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번역된 시기로 기재된 진(秦) 시대는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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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촌장의 이름도 竭曇이라는 음역에서

여성(驢姓)이라는 의역으로 바뀌어 있다.

2③: 그때 세존은 말뢰(末牢, malla)의 촌읍(村邑)을 유행하다가 점

차 우루빈라(優樓頻螺) 마을에 이르러 앵무염무과(鸚鵡閻無果) 숲속에

있었다. 이때 여성(驢姓) 촌장은 세존이 말뢰 읍을 유행하다가 우루빈

라 마을의 앵무염무과 숲에 이르렀다는 말을 멀리서 듣고 이렇게 생

각했다. ‘내가 듣기로 세존 구담이 설하는 법은 현재의 모든 고통의 습

성을 없앨 수 있다는데, 나도 현재의 모든 고통의 습성을 없애려면 응

당 그를 찾아가 그 미묘한 법을 들어야겠다. 그는 나를 위해서도 고통

의 습성을 모두 없애는 법을 설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 여

성은 곧장 마을을 나와 세존이 계신 곳으로 가서, 부처님의 발에 예배

하고 한쪽에 앉아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여래께서

설하시는 법은 중생의 현재 고통의 습성을 없앨 수 있다고 들었습니

다. 세존이시여! 훌륭하십니다. 저를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시어 현재

고통의 습성을 없앨 수 있는 도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13)

위 경문에서 촌장의 이름인 驢姓은 잡아함경에 나오는 竭曇과

상응하여, 언뜻 보면 驢姓은 竭曇(bhadraka)의 의역일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나 驢姓의 驢는 당나귀를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원

어는 gadrabha(범어 gardabha)이다. 따라서 驢姓의 원어로는 gadr

abhaka(범어 gardabhaka)를 상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별역잡아

함경의 역자는 竭曇의 원어를 gadrabhaka로 인식하고, 이것을 驢

姓으로 번역했을 수도 있다. 특히 촌장 bhadraka는 판본에 따라 g

서기 350～430년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 별역잡아함경은

잡아함경보다 먼저 번역된 것으로 간주된다.

13) 爾時世尊, 遊行於末牢村邑, 漸次至於優樓頻螺聚落, 在鸚鵡閻無果林中.

時驢姓聚落主, 遙聞世尊遊末牢邑至優樓頻螺聚落鸚鵡閻無果林, 作是思惟.

我聞世尊瞿曇所說之法. 能滅現在一切苦習. 我亦欲滅現在一切苦習.

宜應詣彼聽斯妙法. 彼或為我說於盡滅苦習之道. 時彼驢姓 思惟是已, 即出聚落

往世尊所 頂禮佛足 在一面坐, 白佛言. 世尊, 我聞如來所說之法

能滅眾生現在苦習. 善哉世尊, 垂哀矜愍 願為敷演現在能滅苦習之義. T 2, p.

42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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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habhaka로도 표기된 사실이 이 같은 착오의 가능성을 시사한

다.14)

그러나 잡아함경과 별역잡아함경의 다른 경문들을 고려하면 이

가능성은 재고의 여지를 남긴다. 이상에서 소개한 내용의 원천적

요소가 잡아함경 권50에서는 다른 설화와 뒤섞여 전혀 판이한 양

태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양태 전환의 요소로 등장하는 고

유 명사가 아랍(阿臈)이다. 阿臈은 āḷavaka를 음역한 귀신(야차)의

이름이다.

Ⅲ. Āḷavaka의 전거와 변용

잡아함경 권50 제1326경은 아랍(阿臈) 귀신과 부처님 사이에 오

고간 문답을 주제로 취급한다. Saṃyutta-nikāya에는 이에 상당하

는 내용이 Āḷavaka-sutta로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주제의 도입부

에서 두 경문은 현격한 차이를 드러낸다. 먼저 Āḷavaka-sutta의

도입부는 아래와 같이 단순하다.

3①: 한때 세존은 āḷavaka 야차의 거처인 āḷavi에 머무셨다. 이때 ā

ḷavaka 야차는 세존에게 갔다. 그는 세존께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

다.15)

14) 다른 판본에 의하면 bhadraka는 gandhabhaka로도 구전되었다.

Ṭhānissaro Bhikkhu가 이 판본으로 영역한 전문은 인터넷에서

http://www.accesstoinsight.org/tipitaka/sn/sn42/sn42.011.than.html으로

볼 수 있다. 또한 Malalasekera가 채록한 고유 명사에서 bhadraka의

원어는 gandhagata, bhadragaka, bhagandha 등으로 불확실하다(Vol. 1,

p. 745 ; Vol. 2, pp. 360f). 팔리어 불전의 판본에서 이 같은 불일치는

희소하지 않다.

15) ekaṃ samayaṃ bhagavā āḷaviyaṃ viharati āḷavakassa yakkha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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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잡아함경 제1326경의 도입부는 이 같은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매우 장황하게 서술한다.

3②: 한때 부처님은 마갈제(摩竭提)국의 사람들 사이를 유행하다가,

아랍(阿臈) 귀신이 사는 곳에서 하룻밤을 숙박하게 되었다. 당시 아랍

귀신은 여러 귀신들과 모임을 갖고 있었다. 이때 갈담(竭曇)16) 귀신은

세존께서 아랍 귀신이 사는 곳에서 숙박하는 것을 보고, 보자마자 아

랍 귀신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아랍 귀신에게 말했다. “촌장이여! 여래

께서 당신의 거처에 묵으시니, 당신은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아랍

귀신이 말했다. “살아 있는 사람이 오늘 내 집에 머문단 말인가? 그가

여래인지 아닌지 당장 알아봐야겠다.” 이때 아랍 귀신은 여러 귀신들

과의 모임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세존께 말했다.17)

여기에 등장해 있는 竭曇 귀신은 Āḷavaka-sutta의 전체 내용에

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더욱이 잡아함경 권32에서 ‘촌장’으로

불린 竭曇(2②)이 여기서는 귀신(yakkha, yakṣa)으로 바뀌고, 오히

려 阿臈 귀신이 ‘촌장’으로 불리고 있다. 만약 여기서도 竭曇이 ‘촌

장’으로 호칭되었다면, 이 竭曇과 별역잡아함경의 驢姓(2③)을 동

일한 인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그 원어도 bhadraka로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귀신과 촌장이라는 호칭의 차이가 원

천적 자료에서 기인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별역잡아

함경 권15 제325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

bhavane, Atha kho āḷavako yakkho yena bhagavā tenupasaṅkami.

Upasaṅkamitvā bhagavantaṃ etadavoca. SN Part 1, pp. 213-5.

16) 이 경문의 종결부에서 竭曇은 竭曇摩로도 표기된다. “即曰最勝士　

以顯大法炬 於彼竭曇摩 常當報其恩.” T 2. p. 365a.

17) 一時, 佛在摩竭提國人間遊行, 到阿臈鬼住處夜宿. 時, 阿臈鬼集會諸鬼神. 時,

有竭曇鬼見世尊在阿臈鬼住處夜宿. 見已, 至阿臈鬼所 語阿臈鬼言. 聚落主,

汝獲大利 如來宿汝住處. 阿臈鬼言. 生人今日在我舍住耶. 今當令知

為是如來 為非如來. 時, 阿臈鬼諸鬼神聚會畢 還歸自家, 語世尊曰. T 2, p.

36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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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③: 한때 부처님은 마갈제(摩竭提)국의 사람들 사이를 유행하다가,

광야(曠野) 야차가 사는 집에 이르러 하룻밤을 숙박하게 되었다. 당시

그 야차는 여러 야차들과 다른 곳에서 모임을 갖느라고 자기 집에 있

지 않았다. 이때 여구(驢駒)라는 야차는 세존께서 광야의 집에서 숙박

하는 것을 보고, 곧장 광야 귀신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진실하고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에 도

달한 여래께서 당신의 집에서 묵으십니다.” (이하 생략)18)

이와 같이 시작하는 이 경문의 전체에서는 ‘촌장’이라는 호칭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내용을 바로 앞의 내용(3②)과 비교

하면 양자는 동일한 원본을 번역한 것으로 확신할 수 있다. 양자

는 단지 고유 명사의 번역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즉 앞(3②)에서

阿臈과 竭曇으로 음역한 것을 여기(3③)서는 각각 曠野와 驢駒로

의역했다. 이 중 曠野의 원어는 물론 āḷavaka(즉 阿臈)이다. 그리

고 驢駒는 당나귀를 의미하므로 별역잡아함경 권7에 나오는 驢姓

(2③)과 동일한 원어에서 유래한 것처럼 보인다. 다만 驢姓은 촌

장의 이름인 반면, 驢駒는 야차의 이름이다.

앞에서 驢姓에 합당한 원어를 gadrabhaka로 추정했으므로 驢駒

의 원어도 동일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전거를 고

려하면 驢駒의 원어는 접미사가 없는 gadrabha일 것이다.

Aṇguttara-nikāya의 Gadrabha-sutta에서19) gadrabha는 당나귀

일 뿐이고 야차(귀신)와는 무관하다. 그런데 이것이 일찍이 야차

와 결부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Sutta-nipāta의 주석으로 알 수

있다. 이 주석에 의하면 gadrabha는 āḷavaka(阿臈) 야차의 문지기

였다. 이 주석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은 3②와 3③의 설화가 동일한

원천 자료에서 유래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18) 一時, 佛遊摩竭提國 往至於彼曠野夜叉所住之宮於夜止宿. 時彼夜叉與諸夜叉

餘處聚會不在己宮. 時, 有夜叉名曰驢駒 見於如來在曠野宮宿,

即往於彼曠野鬼所 而語之言. 汝獲大利 如來至真等正覺在汝宮宿. T 2, p.

482c. 생략한 부분은 앞의 제1326경(3②)보다 더 장황하다.

19) AN 3.81.2. AN Part 1, pp. 22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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ālavaka는 히말라야에 야차들의 집회에 참석하느라 집에 없었다.

그의 문지기인 gadrabha는 ālavaka의 성질이 무례하다는 것을 미리

알리고 나서 부처님을 맞아들였다. gadrabha가 히말라야로 가서 자기

주인에게 부처님의 왕림을 알리는 동안, 부처님은 집으로 들어가 Āla

vaka의 옥좌에 앉았다.20)

이 같은 전거들을 통해 잡아함경 권50와 별역잡아함경 권15에

서 각각 언급한 竭曇과 驢駒의 원어를 gadrabha(범어 gardabha)

로 확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별역잡아함경 권7에 나오는 驢姓의

원어는 gadrabhaka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상에서 거론한

고유 명사를 다음과 같이 대조해 보면, 이 추정을 그대로 채택하

기는 곤란하다.

* 약칭: ‘잡’은 잡아함경, ‘별역’은 별역잡아함경.

출처 촌장의 이름 귀신(야차)의 이름

상

응

잡32.

2②

竭曇(=揭曇):

bhadraka의 음역

별역7.

2③

驢姓: gadrabhaka의

의역? 또는 bhadraka의

착오?

상

응

잡50.

3②
阿臈: āḷavaka의 음역

竭曇(=竭曇摩): gadrabha의

음역

阿臈: āḷavaka의 음역

별역15.

3③

驢駒: gadrabha의 의역

曠野: āḷavaka의 의역

위의 표에서 bhadraka와 gadrabha라는 상이한 원어가 竭曇으로

동일하게 음역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역자가 gadrabha

를 驢駒로 의역했다는 것도 확실하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는 驢

20) Malalasekera(1974) Vol. 1, p.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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駒와 의미가 상통하는 驢姓의 원어는 gadrabhaka일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둘이 판이한 맥락에서 등장하는 고유 명사라

는 데 있다. 경문에서 驢姓(2③)은 촌장 竭曇(2②)과 동일 인물로

설정되어 있지만, 驢駒(3③)는 오로지 귀신(야차)인 竭曇(3②)의

의역일 뿐만 아니라, 설화의 내용도 판이하다. 그러므로 驢姓은 g

adrabha의 파생어인 gadrabhaka의 번역이 아니라, 촌장 bhadraka

(竭曇) 혹은 다른 구전에 의한 gandhabhaka를 gadrabhaka로 착

각한 번역일 것이다.

경문의 도입부에서 “부처님이 어느 곳에 머문다는 소식을 듣고

부처님께 찾아가 법문을 듣는다.”라고 하는 서술적 구조는 상투적

인 것이다. 이 상투적 구조에 갖가지 설화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경문은 다양하게 전개된다. 앞에서 竭曇 촌장이 등장하는 원천 자

료로 제시한 잡아함경 권32의 경문(2②)은, 잡아함경 권50(3②)과

별역잡아함경 권15(3③)에서 阿臈(āḷavaka) 야차가 설화 요소로

가미됨으로써 유사한 서술적 구조에 판이한 내용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양태의 전개로 인해 원전이나 역본에서 사소한 착란이 있

을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된다. 야차로 등장한 阿臈이 촌장으로도

불린 것은 그 일례가 될 것이다. 특히 동일한 역자가 서로 다른

원어를 동일한 표기로 음역하거나(竭曇의 경우), 서로 다를 수 있

는 원어를 유사한 의미로 번역한 것은(驢姓과 驢駒의 경우) 그 단

적인 예가 된다.

Ⅳ. 다양한 용례

앞에서 고찰한 고유 명사 중 曠野(āḷavaka)는 야차의 이름이지

만, 이 밖의 경문이나 다른 불전에서는 이것이 비구니 또는 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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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름으로도 등장한다.

먼저 별역잡아함경의 권15에서는 曠野가 야차이지만, 권12에는

曠野 비구니에 관한 설화가 있다. 여기서 부처님의 제자인 曠野

비구니는 마왕 파순(波旬)의 방해를 간파하여 극복한다.21) 또한

대반열반경에서도 曠野 비구니가 언급된다.22) 이 경우 曠野의 원

어는 āḷavikā(범어 āṭavikā)로 간주된다.

한편 사분율, 십송률, 선견율비바사, 마하승기율과 같은 율장의

불전들에서 曠野는 비구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 경우의 曠野 비구

는 특정인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

가 있다. 대체로 曠野 비구에는 단수가 아닌 복수의 용례가 적용

되어 있다.

형용사로서의 āḷavaka(범어 āṭavika)는 ‘숲속에 거주하는’을 의

미한다. 그리고 이 말은 본래 ‘배회하다’라는 동사(범어 어근으로

는 √aṭ)23)에서 유래한다. 역자는 이 어원을 채택하여 숲속을 曠

野로 해석했을 것이다. 따라서 율장에 나오는 曠野 비구는 ‘일정한

거처(精舍와 같은 집)가 없이 배회하는 비구’를 지칭한다. 그렇기

는 하더라도 曠野 비구는 이미 소개한 阿臈(āḷavaka) 야차(귀신)의

설화와 결부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분율(四分律) 권3과 십송률

(十誦律) 권3의 사례에서 그 단서를 엿볼 수 있다. 먼저 사분율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그때 광야국(曠野國)에 있던 비구들은, 세존께서 비구들이 사사로이

집을 짓는 것을 허락했다는 말을 듣고 ··· 그때 다시 한 曠野 비구가

집을 짓기 위해 스스로 나무를 베니, 이때 많은 여러 자손을 거느린

그 나무의 신(神)은 이렇게 생각했다.24)

21) T 2, p. 453bc.

22) 40권본의 권36(T 12, p. 576b)과 36권본의 권 32(T 12, p. 823c)에서 曠野

비구니는 善法으로 나아가다가 惡法으로 퇴보하는 무리에 포함되어 있다.

23) Monier-Williams(1899) p. 11b

24) 時有曠野國比丘, 聞世尊聽諸比丘作私房舍 ···

時復有一曠野比丘欲起房舍自斫樹, 時彼樹神多諸子孫 彼作是念. T 2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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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曠野 비구’란 ‘曠野에 있던 한 비구’을 의미하는 것으

로 이해된다. 이 점은 다음과 같은 십송률 권3의 기술로 확인된다.

여기서는 曠野의 원어를 阿羅毘로 음역했다.

부처님이 아라비국(阿羅毘國)에 계셨다. 이때 아라비(阿羅毘)의 비

구들은 스스로 구걸하여 넓고 길고 높고 큰 집을 지었다.25)

위의 두 사례에서 曠野와 阿羅毘는 Saṃyutta-nikāya 중 Āḷavak

a-sutta의 도입구(3①)인 “한때 세존은 āḷavaka 야차의 거처인 āḷa

vi에 머무셨다.”26)와 직결되어 있다. 두 사례에서 曠野國과 阿羅毘

國은 āḷavi(범어 āṭavī)의 번역이고, 曠野 비구와 阿羅毘 비구는 āḷa

vaka 야차의 차용이다.27) 여기서는 고유 명사로서 야차의 이름이

었던 āḷavaka가 비구를 묘사하는 형용사로 전용되었다.

한편 Āḷavaka-sutta의 도입구는 본론의 발단으로 소개한 불소
행찬에서(1①, 1②), 부처님이 아랍산(阿臘山)에 이르러 아랍파(阿
臘婆) 귀신을 제도했다는 것으로 반영되었다.28) 여기서도 阿臘山

의 원어는 āḷavi(범어 aṭavī)29)이고, 阿臘婆의 원어는 āḷavaka(범어

āṭavika)이다.

여기서 예시한 āḷavi와 āḷavaka 중 āḷavaka는 원전에서 야차(귀

584a. 여기서 언급하는 ‘나무의 신’과 직결된 내용이 善見律毘婆沙

권15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이 광야 비구가 귀신의 말을

듣지 않고 나무를 베어 귀신의 자식의 팔에 상처를 내므로, 귀신은

이렇게 생각했다.”(是曠野比丘不受鬼神語 因斫樹故 傷鬼子臂, 鬼作是念.) T

24, p. 780b.

25) 佛在阿羅毘國. 爾時諸阿羅毘比丘 自乞作廣長高大舍. T 23, p. 20b.

26) 앞의 각주 14.

27) 음역 형태로 보아 阿羅毘의 원어는 āḷavaka보다는 āḷavika(범어

āṭavika)일 것이다. 그러나 의미에는 변화가 없다.

28) 앞의 각주 3, 5 참조.

29) 범어의 경우에는 āṭavī와 aṭavī의 용도가 단어 자체로 구분될 수 있다.

āṭavī는 주로 마을의 이름이지만, aṭavī는 단지 숲 또는 ‘배회하는 곳’을

의미한다. cf. Monier-Williams(1899) p. 11b, 13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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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어 용례 원어 출처

음역

竭曇

=揭曇
촌장

p_bhadraka

s_bhadraka
잡아함경 권32

신)나 비구와 직결되어 그 용도가 명료하다. 그러나 막연하게 거

처로만 구사된 āḷavi의 경우에는30) 역자에 따라 그 거처가 나라

(國), 산, 숲 등으로 다르게 설정된다. 이는 경문의 맥락을 고려한

역자의 선택일 것이지만,31) 특히 한역 불전에서는 이 같은 선택이

원어의 의미 변용에 일차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한역 불

전에 산재해 있는 음역어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

으면, 원의를 오해하는 사태가 예삿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태의 발생 가능성은 본론에서 고찰한 주요 원어들이 한역 불전

에서 얼마나 다양한 음역으로 구사되어 있는지를 개괄하는 것만

으로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우선 본론에서 주제로 고찰한 고유 명사의 번역 양태를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제시한 사례는 5세기까지 완성된 초기

의 한역 불전에서 드러난 것이므로, 이는 중국의 역경사에서 구역

(舊譯)의 일면을 대변한다.32)

* 이하 약칭: p_는 팔리어(Pāli), s_는 범어.

30) 正法念處經 권68의 경우처럼, 경문 자체에 용도가 명시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āḷavi의 의역인 曠野가 산의 이름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曠野의 범어를 aṭavī로 추정할 수 있다(위의

각주 참조). “광야(曠野)라는 큰 산이 하나 있는데, 그 둘레는 1백

유순이다.”(有一大山 名曰曠野, 縱廣一百由旬) T 17, p. 403b.

31) 예를 들어 Johnston은 불소행찬을 번역하면서 āḷavi의 범어 aṭavī를
‘사악한 숲’으로 번역하였는데(앞의 각주 5), 이는 aṭavī가 야차인

āṭavika의 거처인 점을 고려하여 ‘숲’이라는 원의에 ‘사악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이다.

32) 단 하나의 예외는 6세기 전반에 般若流支가 번역한 正法念處經이지만,

예시한 曠野는 그 이전의 불전에 통용되어 있으므로 이것도 구역의

용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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竭曇

=竭曇摩
귀신/야차

p_gadrabha

s_gardabha
잡아함경 권50

阿臘

귀신/야차
p_āḷavaka

s_āṭavaka
잡아함경 권50

산
p_āḷavi

s_aṭavī
불소행찬 권4

阿臘婆 귀신/야차
p_āḷavaka

s_āṭavika
불소행찬 권4

阿羅毘

나라
p_āḷavi

s_āṭavī
십송률 권3

비구들
p_āḷavika

s_āṭavika
십송률 권3

跋陀羅 귀신/야차
p_bhadra

s_bhadra
불소행찬 권4

跋陀羅迦 귀신/야차
p_bhadraka

s_bhadraka
불소행찬 권4

의역

驢姓 촌장
p_bhadraka

s_bhadraka
별역잡아함경 권7

驢駒 귀신/야차
p_gadrabha

s_gardabha
별역잡아함경 권15

曠野

귀신/야차
p_āḷavaka

s_āṭavaka
별역잡아함경 권15

비구니
p_āḷavikā

s_āṭavikā

별역잡아함경 권12

대반열반경

비구들
p_āḷavaka(āḷavika)

s_āṭavika

사분율 권3

선견율비바사 권15

마하승기율 권6

산
p_āḷavi

s_aṭavī
정법념처경 권68

위의 표에 예시한 원어들의 번역 양태를 한역 불전 전반에 걸

쳐 조사하여 대조하면, 그 다양성은 예상의 최소치를 훨씬 능가할

것이다. 이하의 예시에서 음역의 양태만으로 한정하여 개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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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역 용례 예문(출처)33)

揭曇

촌장의 이름

當其世尊說是法時.

揭曇聚落主遠塵離垢

(雜阿含經. T2, p.230a).

竭曇
有竭曇聚落主聞沙門瞿曇在力士人間

遊行(雜阿含經. T2, p.229c).

跋陀羅 성씨의 이름
時有釋種名跋陀羅34) ··· 衣著菩薩

(方廣大莊嚴經. T3, p.558c).

跋阿羅迦
귀신(야차)의

이름

跋阿羅迦(譯曰賢也)

(翻梵語. T54, p.1030a).

跋陀羅迦
有鬼跋陀羅 及跋陀羅迦

跋陀羅劫摩(佛所行讚. T4, p.40b).

竭曇 귀신(야차)의

이름

有竭曇鬼見世尊在阿臈鬼住處夜宿

(雜阿含經. T2, p.364b).

竭曇摩 即曰最勝士　以顯大法炬

만 보더라도, 그 가능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역 불전에서

는 그만큼 동일 원어의 번역은 다양하고, 이에 따라 하나의 번역

어가 상이한 의미를 함축할 개연성도 크다.

이하에서는 bhadraka와 āḷavaka 및 이와 연관된 āḷavi, gadrabh

a가 한역 불전에서 음역으로 구사된 양태를 개괄해 둔다. 이 원어

들의 음역 사례만으로도 번역 및 용례의 다양성을 가늠하는 데는

충분하다.

⑴ bhadraka

⑵ p_gadrabha ; s_gardabha35)

33) 참고 문헌에 출처의 작성 시기를 역자와 함께 제시해 두었다.

34) 원어는 범어로 bhadrika.

35) 아래에서 褐陀披, 揭沓婆, 蘖踏婆의 원어는 범어 gardabhaka로

확인되지만, 이것들은 접미사 -ka를 축약한 음역으로 여기에 예시했다.

竭施婆哿夜叉住摩偷羅國”(T 19, p. 450c)처럼 gardabhaka는 竭施婆哿으로

온전히 음역된 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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於彼竭曇摩　常當報其恩

(雜阿含經. T2, p.365a).

褐陀披
是時阿羅婆鬼聞彼褐陀披鬼語

(僧伽羅剎所集經卷. T4, p.135a).

揭沓婆
揭沓婆藥叉 末度羅國住

(佛說大孔雀呪王經. T19, p0465a).

蘖踏婆
蘖踏婆藥叉　末土羅城住

(佛母大孔雀明王經. T19, p.424a).

阿臈 산의 이름
跋陀羅劫摩 又至阿臘山　

度鬼阿臘婆(佛所行讚. T4, p.40b).

阿臈

나라의 이름

阿臘國比丘除經行處草木.

外道謂為草木有命

(律戒本疏. T85, p.627b).

阿羅毘

帝羅南國 阿羅毘國 那婆國

(大方等大集經. T13, p.371c).

성(城)의 이름 爾時佛住阿羅毘城(T24, p.776c).

사당(祠堂)의

이름

聞如是. 一時 佛在阿羅毘祠側

(增壹阿含經. T2, p.650a).

阿臘脾 마을의 이름
亦是阿難弟子 在阿臘脾邑.

耶舍復與九十人(五分律. T22, p.193a).

阿羅毘迦

비구니의 이름

阿羅毘迦 譯曰小語36)

(翻梵語. T54, p.1002a).

阿臈毘

有阿臈毘比丘尼.

住舍衛國王園精舍比丘尼眾中

(雜阿含經. T2, p.325c).

⑶ p_āḷavī ; s_aṭavī

⑷ p_āḷavī ; s_āṭavī

⑸ p_āḷavikā ; s_āṭavikā

36) 小語는 원어를 범어 arbhaka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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阿羅毘

귀신(야차)의

이름

昔佛在阿羅毘鬼界處.

彼國中時有暴鬼名阿羅婆

(出曜經. T4, p.672b).

비구들

佛在阿羅毘國. 爾時諸阿羅毘比丘

(十誦律. T23, p.20b).

阿羅鞞
爾時阿羅鞞比丘尼平旦著衣持鉢

(鼻奈耶. T24, p.875a).

阿羅毘迦

마을의 이름
阿羅毘迦者 是聚落名也

(善見律毘婆沙. T24, p.764b).

비구들
此比丘阿羅毘迦聚落中生.

故名阿羅毘迦比丘
(善見律毘婆沙. T24, p.764b).

阿臘

귀신(야차)의

이름

怒則擲火燒 佛降阿臘鬼.

龍王懷毒怒(佛本行經. T4, p.56c).

阿臈婆
阿臈鬼神(應云阿臈婆　

譯曰小誤)(翻梵語. T54, p.1029b).

阿臘婆
跋陀羅劫摩 又至阿臘山　

度鬼阿臘婆(佛所行讚. T4, p.40b).

阿吒嚩
所謂人仙夜叉主阿吒嚩夜叉主

(佛說最上祕密那拏天經. T21, p.358a).

阿吒薄迦
阿吒薄迦(林野) 捺囉曷囉闍(人王)

(佛說大孔雀呪王. T19, p.467c).

阿吒嚩迦
阿吒嚩迦 ··· 壙野鬼神大將名也

(一切經音義. T54. p.379c).

遏吒薄俱
壙野鬼神大將名也或名遏吒薄俱語聲

轉皆一也(一切經音義. T54, p.379c).

阿吒嚩哥
장자(長者)의

이름

心賀悉多哥長者 及阿吒嚩哥是.

同住於大野

(佛說阿羅漢具德經. T2, p.834a).

⑹ p_āḷavaka, āḷavika ; s_āṭavaka, āṭavika

이상의 예시에서 ⑷⑸⑹은 음역의 혼잡한 양태와 다양성을 단

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양태는 한역에서 범어 원전이 주류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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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팔리어 āḷavīka는 초

기에 阿羅毘迦로 온전히 음역되었지만, 이의 범어 āṭavaka는 阿吒

薄迦, 阿吒嚩迦, 阿吒嚩哥, 遏吒薄俱 등으로 음역되었다. 더욱이 이

원어들을 阿臘, 阿羅毘, 阿臘婆 따위처럼 축약의 형태로 음역한 경

우에는 그 원어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된다. 이는 역

자의 자의와 편의에 따른 결과이지만, 독자에게는 원어의 오독이

나 곡해에 의한 원어의 변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원

전 자체에서 원어의 변용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따른 오해나

혼동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 최초의 범어 사전인 번범어에는 이러한 사태가 적나라
하게 드러나 있다. 여기서는 초기에 한역된 불전의 원어만을 음역

으로 제시하면서도 많은 오해와 혼동의 양상을 내포하고 있다. 중

국에서 일찍이 불전 번역의 이론이 성행했거나 신역(新譯)이 대두

했던 것도 여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이상의 고찰은 번범어에 수록된 跋陀羅劫磨의 원어를 추적하

는 것이 발단이었다. 跋陀羅劫磨와 동일한 형태를 불소행찬에서
跋陀羅劫摩로 지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跋陀羅劫磨의 원어는

범어 bhadraka-karma일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이를 검증하기 위

해서는 bhadraka의 용례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bhadraka의 용례로 가장 현저한 것은 Saṃyutta-nikāya에 수록

된 Bhadraka-sutta이다. 그리고 이 경문의 도입구에 촌장(聚落主,

gāmaṇī)의 이름으로 언급되는 bhadraka가 잡아함경 권32 제913

경에서는 竭曇으로 음역되고, 별역잡아함경 권7 제128경에서는 驢

姓으로 의역되어 있다.

초기 漢譯 불전에서 원어의 변용 사례 ∙ 133

한편 Saṃyutta-nikāya의 Āḷavaka-sutta에 상당하는 잡아함경

권50 제1326경에서는 竭曇이 귀신(야차)의 이름으로 阿臘 귀신과

함께 등장한다. 또한 이 제1326경의 이역본인 별역잡아함경 권15

제325경에서는 竭曇은 驢駒(당나귀)로, 阿臘은 曠野로 번역되어 있

다. 그런데 원천 자료에 해당하는 Āḷavaka-sutta에서 阿臘의 원어

는 āḷavaka(범어 āṭavaka 또는 āṭavika)로 확인되지만, 竭曇에 해

당하는 원어는 언급되지 않는다.

이상의 자료만으로 보면, ①‘촌장: 竭曇=驢姓’과 ②‘귀신: 竭曇=驢

駒’의 관계가 성립한다. 여기서 驢姓과 驢駒는 당나귀라는 공동의

의미를 가진다. 만약 음역을 중심으로 원어를 찾는다면, ①촌장

竭曇의 원어는 bhadraka로 확정되므로 ②귀신 竭曇의 원어도 bha

draka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의역을 중심으로 원어를 찾는다면, 당

나귀에 해당하는 원어는 gadrabha(범어 gardabha)이므로 竭曇의

원어도 gadrabha가 될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추정은 번역어가 야

기한 오해일 뿐이고, 관련 설화의 맥락에 따른 다른 전거를 통해

양자의 원어를 확정할 수 있다. 즉 ①竭曇=驢姓의 원어는 bhadrak

a이고, ②竭曇=驢駒의 원어는 gadrabha이다.

이상과 같은 혼동 가능성은 동일한 역자가 bhadraka 또는 이것

의 다른 명칭인 gandhabhaka37)와 gadrabha를 모두 竭曇으로 음

역한 데서 발생한다. 이는 번역 당시의 중국어에서 gandhabhaka

와 gadrabhaka가 유사하게 발음되었을 것임을 시사한다. 구전(口

傳)의 전통을 고려할 때, 역자가 gandhabhaka의 중국어 독음을 g

adrabhaka처럼 들었다면, 이 gadrabhaka의 의역으로는 ①의 驢姓

이 성립한다.

번역상의 문제를 역자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요인도 고려

할 수 있다. 불전의 확장 과정에서는 하나의 원천 자료에 다양한

설화가 소재로 가미되기 일쑤이다. 이 과정에서는 하나의 용어도

쓰임새가 달라지면서 역자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번역어를 양산

37) 실제로는 bhadraka가 아니라 다른 구전에 의한 gandhabhaka였을

것이다. 앞의 각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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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이 같은 경우의 일례로 阿臈(āḷavaka)을 들 수 있다.

앞서 검토한 문제도 Āḷavaka-sutta의 도입부에서 “한때 세존은

āḷavaka 야차의 거처인 āḷavi에 머무셨다. 이때 āḷavaka 야차는 세

존에게 갔다.”라고 하는 간략한 설정에 gadrabha(竭曇) 야차를 가

미함으로써 파생된 것이다. 또한 이 설정이 불소행찬에서는 “또
아랍산(阿臘山)에 이르러서는 귀신 아랍파(阿臘婆)와 둘째 구마라

(鳩摩羅)와 셋째 하실다가(訶悉多迦)를 제도했다.”라는 설화로 적

용되었다. 이 경우의 āḷavi 또는 āḷavaka가 여러 불전에서는 인명,

지명, 야차 등의 이름으로 확장되었다. 이에 대한 역자들의 번역

어 채택에는 일관성이 없고, 이로 인해 종종 원의를 곡해할 수 있

는 상황도 발생한다. 특히 曠野라는 번역어는 단지 서술적 의미로

사용될 뿐일 것을 고유 명사로 오해되기도 한다. 본론의 발단에서

소개한 한역 불소행찬에 그 전형적인 사례가 드러나 있다.38)
이상에서 검토한 문제들은 일차적으로 한자라는 중국어의 특성

에서 기인한 것이고, 역자의 이해와는 무관할 것일 수 있다. 그러

나 한역으로 불전의 원의를 파악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본론에서

제기하고 검토한 문제, 즉 원어의 변용과 음역의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38) 앞의 각주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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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ample of Transfiguration of the Original

Word in Buddhist Texts Translated Early into

Chinese : Focused on Bhadraka and Āḷavaka

Jung, Seung Suk

(Dongguk University)

A headman of one village is called bhadraka(or

gandhabhaka) in Bhadraka-sutta of Saṃyutta Nikāya. This

name is transliterated into jié-tán(竭曇) in Chinese version

Vol. 32 of Saṃyukta Āgama, and translated literally into 'donkey

family'(驢姓) in another Chinese version Vol. 7 of it. At the

same time the jié-tán(竭曇) is appeared as a name of

ghost(yakkha) together with another ghost called ā-là(阿臘)

in Chinese version Vol. 50 of Saṃyukta Āgama. Besides in

another Chinese version Vol. 15 of it, the jié-tán(竭曇) is

translated into 'donkey'(驢駒), and the ā-là(阿臘) is translated

into 'the wilds'(曠野). Following up a clue of these words,

though the original word of jié-tán(竭曇) is verified as

āḷavaka in Āḷavaka-sutta, there is not the original word of

jié-tán(竭曇).

In this case, according to transliteration the original

word of ghost jié-tán(竭曇) will be also bhadraka(or

gandhabhaka). While according to literal translation the

original word of it will be gadrabha(or donkey). But in the

light of related narratives and other source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original word of headman jié-tán(竭曇)

equal to 'donkey family'(驢姓) is bhadraka(or gandhabhaka),

and that of ghost jié-tán(竭曇) equal to 'donkey'(驢駒)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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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drabha.

As above Buddhist texts translated into Chinese lack

consistency in translated terms. As a result, readers would

misconstrue the original meaning of a word so often. This

misconstruction may be resulted from the characteristic of

Chinese letters, and may have nothing to do with

understanding of translators. However when we have to

understand the original meaning of Buddhist texts on the

authority of the Chinese version, we ought to investigate a

point in dispute thoroughly, that is, the transfiguration of

the original word or the variety of transliteration.

Key Words: bhadraka(gandhabhaka), ALavaka(ATavaka),

ALavika(ATavika), gadrabha(gardabhaka),

transfiguration, donkey, transliteration,

Sanskrit-Chinese Dictionary

투고 일자 : 2010년 1월 27일

심사 기간 : 2010년 2월 5일～2월 17일

게재 확정일 : 2010년 2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