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철학 제28집(2010), 171～197쪽

진언집 梵字 한글음역 대응 한자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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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

동아시아에 전래된 불교경전은 대다수 인도의 범어원전을 번역한 것

으로, 초기의 역경가에는 범어에 조예가 깊은 인도인 혹은 서역인이 많

았다. 중국인에 의한 본격적이고 대표적인 역경은 현장에 의해 이루어

지고, 그에 의해 번역용어도 새롭게 정리되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번역

된 불교전적 가운데 정작 범어에 관한 저술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렇

게 소수의 전적 가운데 현존 대장경에 수록된 범자에 관한 체계적인 저

술로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실담자기이다. 지광에 의해 저술
된 실담자기는 범어 자모음의 결합법칙과 발음 등을 상세히 기록한

책으로, 특히 일본에 점해져 ‘실담학’의 초석이 되기도 하였다. 실담자
기가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이 실담자기
에 나타나는 실담문자에 대한 설명은 우리나라 진언집에서도 나타나
고 있다. 조선시대 최초로 간행된 안심사본 진언집은 그러한 실담문

자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보여주는 중요한 전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전

하는 <실담장>은 후대 간행된 모든 진언집에 전승되고 있다. 본논문
은 <실담장>에 나타나는 범어 자모음의 한자음의 연원과 범자에 대한

<실담장> 해석의 기원을 살펴본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나라 선조의

범자 이해를 고찰하려고 한 것이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실담장>에

나타나는 범자의 한자음 표기는 중국에서 활약한 역경가인 不空의 범어

한자음 표기와 상당히 유사한 점을 알 수 있었고, 아울러 <실담장>에

서의 범자에 대한 해석도 밀교전적인 대일경소의 내용과 상당한 유사
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좀더 다양한 문헌의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선조들의 범자 이해에 대해 살펴보고 싶다.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M0046).

* 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과 교수. tslee@u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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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인도의 고전어인 산스크리트 즉 梵語는 불교경전의 전래와 번

역을 통해 동아시아로 전해졌다. 다수의 譯經家에 의한 불경 번역

은 범어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따라서 초기

중국불교시대의 역경가는 범어에 능통한 印度人 혹은 실크로드 지

역을 거점으로 한 西域人에 의해 번역이 이루어졌다. 중국불교에

서 중국인에 의한 본격적인 역경은 玄奘(602-664)에 의해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으며, 그에 의해 실로 방대한 불교전적이 번역되

고 아울러 번역용어도 새롭게 정리되었다.

이와 같이 범어에 대한 조예를 바탕으로 다수의 불교경전이 번

역되었지만, 정작 범어의 문자인 梵字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전

적은 그다지 많지 않다. 아마도 범자 문자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

중요한 저술로는 대정신수대장경에 수록된 悉曇字記(大正藏, Vo
l.54, No.2132)일 것이다.1) 8세기 중국의 智廣(ca. 760-830)에 의해

저술된 이 책은 당시 범자에 대한 언어적 이해를 보여주는 중요

한 책으로, 더욱이 이 책은 弘法大師 空海(774-835)에 의해 일본에

전해져 ‘悉曇學’이라는 범자의 연구전통을 구축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이 실담자기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바탕으로 오
랜 기간 실담문자에 대한 연구의 전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실담자기는 범자의 문자에 대한 설명이 주된 내용으로, 18장에

걸친 문자의 결합법이나 발음 등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 오늘

날 범어 연구에 있어 중요한 문법적 요소인 격변화나 동사활용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1) 실담자기 전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태승(2001),
이태승․안주호(2004) pp. 50-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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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보이지 않고, 문자들의 결합법칙과 발음의 명칭 등이 상세히

나타난다. 따라서 ‘실담학’의 전통에서는 다양한 결합원칙에 의한

문자의 정확한 이해와 결합된 문자들에 대한 정확한 서사가 중요

한 내용을 이룬다..

실담자기는 일본에 전래되어 ‘실담학’의 전통을 구축하지만,

이 실담자기가 우리나라의 문헌에 등장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
다. 그것은 물론 실담자기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연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담자기에서 보
이는 실담문자에 대한 설명과 해석은 조선시대 眞言集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실담문자에 대한 설명은 조선시대 최초의 진언집
으로 간주되는 安心寺本(1569년간)에서는 <悉曇章>에서 이루어지

며, 이후 萬淵寺本(1777년간), 望月寺本(1800년간) 등에 이르러서는

실담문자 전반에 걸쳐 보다 다양하고 상세한 설명이 나타난다. 조

선시대 마지막으로 간행된 망월사본에서는 안심사본 <실담장>에

해당하는 <梵本五十子母悉曇章>외에 <眞言集總論>, <阿字論>,

<唵啊吽字論>, <悉曇章解義總論> 등이 추가되어 실담문자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추가된 부분은 실담범자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진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부분을 통해 우리들은

선인들의 실담범자에 이해를 엿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本稿는 선인들의 실담범자에 대한 이해의 일단을 엿보려고 하

는 것으로, 안심사본 진언집의 <실담장>에 나타나는 실담범자
에 대한 설명을 고찰하고자 한다. 곧 <실담장>에 나타나는 실담

범자 각각에 대한 대응하는 한자어의 연원을 고찰하고 아울러 실

담문자에 대한 해석과 그것에 대한 연원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실담범자 각각의 문자에 대한 한자어는 다수의 불교경전 속에 전

승되고 설명되고 있지만, 진언집의 한자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전 또는 누구의 번역에 의거하는지 그리고 그것과 함께 실담문

자의 해석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필자는 이전 실담자기
와 진언집 등에 나타나는 실담범자에 대한 연구를 행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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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지만,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실담문자의 한자어의 연원이

나 실담문자의 해석의 의미는그간 의문으로 간직하고 있었다. 본

고를 통해 그간의 의문을 해소하고, 우리나라 진언집의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기하고자 한다.

Ⅱ. 진언집에 나타나는 범어문자

1. 모음

조선시대 간행된 진언집 가운데 가장 일찍 만들어 진 것이

안심사본 진언집이다. 전라도 광주 無等山 인근의 安心寺에서

판각된 이 진언집은 당시 불교계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독송되
던 각종 眞言을 한글음-한자어-실담범자의 순서로 판각하고 있다.

이 진언집은 당시까지 전해지던 진언들을 조선시대 창제된 한
글의 표기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그 발음을 기록한데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즉 이 진언집의 <실담장>에서는 고려시대까지 전
승되던 한자어 혹은 범자-한자어로 전해지던 각종 진언을 체계적

으로 표기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범어라

는 일종의 외래어를 우리 고유의 음운의 법칙에 의거해 그 발음

을 표기한 것으로, 범자의 한글음 표기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중요

하다. 그리고 진언집은 이후 각 시대별로 제작되어 그것을 통해
당시 통용되던 한글음을 살펴볼 수 있지만, 이 한글음 표기의 기

본이 되는 한자어는 안심사본 이래 변함없는 모습을 보인다. 곧

실담범자를 표기하는 한자어는 통일된 원칙을 기반으로 전승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안심사본 <실담장>은 이후 만연

사본이나 망월사본에서도 그대로 전승되지만, 그 명칭은 바뀌어

<梵本五十子母悉曇章>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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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에 나타나는 범자 자모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도 만연사본과

망월사본에서는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총체적인 설명과 해석을 집성하고 있는 것이 조선시대 최후로 간

행된 망월사본 진언집의 <悉曇章解義總論>이다. 이 <실담장해

의총론>에 나타나는 내용의 틀은 만연사본을 주도적으로 제작한

龍巖和尙에 의해 만연사본의 <범례>에 나타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망월사본 제작 당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하 이 <실담장해의총론>과 안심사본 <실담장> 등의 내용을 비

교해 범자자모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먼저 범자의 모음에 대해서 <실담장해의총론>(이하 <해의>)

에서는 12轉聲과 4助音이라는 명칭으로 구분한다. 12전성에 해당

하는 12개의 모음[a, ā, i, ī, u, ū, e, ai, o, au, aṃ, aḥ]은 각각의 모

음이 자음에 붙어 소리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까닭에 전성이라 표

기하는 것으로, 실담자기에서는 通摩多라고 부르기도 한다. 4조

음[ṛ, ṝ, ḷ, ḹ]은 ṛ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쓰여지지 않고 발음상 도움

을 주는 의미로 붙인 것이다. 이 4조음은 別摩多라고도 불린다. 이

12전성과 4조음에 대해 안심사본 <실담장>과 망월사본<범본오십

자모실담장>에 나타나는 한자어표기와 한글발음 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한글발음 상단 : 안심사본 ; 하단 :망월사본)

a 阿(上) ā 啊(去) i 伊(上) ī 咿(去)

:아 : :어 :으 ·아 · ·어 ·으 :애 : 에 :이 ·애 ·애 ·예 ·이

: : : : · · · · · : : : · · · ·

u 烏(上) ū 嗚(去) e 曳(去) ai 愛(入)

:와 :오 :워 :우 ·와 ·오 ·워 ·우 :얘 :에 :예 :이 ·애 · ·에 ·의

: : : : · · · · ·얘 ·에 ·예 · · · · ·

o 汙(去) au 口汙 (入) aṃ 暗(去) aḥ 惡(入)

와 ·오 ·워 ·우 ·와 ·오 ·워 ·우 :암 : :엄 :음 ·악 · ·억 ·윽

 · · · · · · · · ·ㅁ·ㅁ· · ·ㄱ·ㄱ·

<12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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ṛ 里(上) ṝ 哩(去) ḻ 梨(上) ḹ 口梨(去)

:레 :래 :례 :리 ·럐 ·래 ·례 ·리 :래 : :례: 리 없음

:럐 : :례 :리 ·럐 · ·례 ·리 :럐 : :례 :리 ·럐 · ·례 ·리

<4조음>

12전성에서의 한글음 표기를 보면 안심사본에서는 12전성을 모

두 ‘o’으로 표시하는데 대하여, 망월사본에서는 ‘e 曳’음을 제외한

모든 초성을 ‘ㆆ’으로 적고 있다. 이는 망월사본에서 이상적인 범

어음에 가깝게 표기하려는 의도에서 이 문헌이 간행된 시기에는

소실되어 버린 ‘ㆆ’음과 ‘ㆀ’음을 초성으로 적고 있는 것이다.2) 또

한 범어의 장단음을 한글로 표기하는 방안이 없어 방점으로 표기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글음의 표기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보

이더라도 한자어로서의 범자표기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한자어에서도 그 발음상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4성(平上去

入)을 붙여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되는 모음에 대해 안심사

본 <실담장>이나 <해의>에서는 모음 가운데 특히 4개 즉 阿(a),

啊(ā), 暗(aṃ), 惡(aḥ)를 특히 강조해 설명한다. 곧 이 네 글자는

이 네 글자로 범어문자 모두를 설명한다는 의미에서 總義라 부르

며, 이 네 글자로서 자음과 모음문자 모두를 배당시키고 있다.3)

그리고 각각의 문자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모음

a 阿本不生卽般若

자모음

二十般若卽不生

ā 啊行萬行卽三昧 八轉三昧卽萬行

aṃ 暗證大空卽菩提 五入菩提卽大空

aḥ 惡字淨除卽涅槃 八超涅槃卽淨除

여기에서 보듯 阿(a)는 불생의 의미로서 반야를 지칭하며, 啊(ā)

2) 안주호(2002B) pp. 189-190.

3) <해의>에 나타나는 총의로서 네 문자와 나머지 범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태승(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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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은 만행즉삼매, 暗(aṃ)은 대공으로서 보리 즉 깨달음을, 惡(aḥ)

은 정제로서 열반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네 글자를 자음과 모음

의 모든 글자에 배당시키고 있다. 특히 啊음으로 배당하는 팔전삼

매즉만행에 해당하는 것은 12전성의 12모음 가운데 앞의 총의에

해당하는 네 가지를 제외한 여덟의 모음[i, ī, u, ū, e, ai, o, au]이

다. 이렇게 총의로서 네 가지 모음에 대한 설명과 그것을 전체 자

모음에 배당시키는 것은 <실담장>과 <해의>에 보이는 특징이기

도 하지만, 이러한 해석방식이 어디에서 연유하는 지는 후에 살펴

보기로 한다. <실담장>에서는 분명치 않지만, <해의>에 의하면

4조음의 네 문자는 10바라밀 가운데 6바라밀을 제외한 方便, 願,

力, 智의 4바라밀에 배당되고 있다.4)

2. 자음

범자의 자음문자에 대해서는 <해의>는 ‘25牙等5音’과 9會音(超

音)으로 구분한다. 25아등의 5음이란 牙音, 齒音, 舌音, 喉音, 脣音

의 각각에 속하는 5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실담자기 등에서는
五類聲, 五五聲, 相隨聲, 五句 등으로도 불린다. 9회음이란 나머지

아홉가지 자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遍口聲, 滿口聲, 超聲 등으로도

불린다.5) 실담자기에서는 편구성의 문자로서 濫(llaṃ)자를 더해
열 개의 문자를 제시하지만, 진언집에서는 아홉의 음을 제시하
고 있다. 안심사본과 망월사본에 나타나는 범자문자 자음의 한자

음과 한글음의 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한글발음 상단 : 안

심사본 ; 하단 : 망월사본 )

4) 이태승(2003) pp. 136-137.

5) 이태승․안주호(2004)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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牙

音

ka 迦(平/淸) kha 佉(平/濁) ga 言我(上) gha 伽(去) ṅa 仰(入)

가  거 그 카  커 크 :아 : :어 :으 ·가 · ·거 ·그 ····

가  거 그 카  커 크 : : : : ·까 · ·꺼 ·끄 ····

齒

音

ca 左(平/淸) cha 差(平/濁) ja 惹(上) jha 社(去) ña 攘(入)

자  저 즈 차  처 츠 : : : : ·자 ·저 ·조 ·즈 ···

자  저 즈 차  처 츠 : : : : ·짜 · ·쩌 ·쯔 ····

舌

音

ṭa 吒(平/淸) ṭha 侘(平/濁) ḍa 拏(上) ḍha 茶(去) ṇa 囊(入)

다  더 드 타  터 트 :나 : :너 :느 ·다 · ·더 ·드 · · · ·

다  더 드 타  터 트 :나 : :너 :느 ·따 · ·떠 ·뜨 ·· · ·

喉

音

ta 多(平/淸) tha 佗(平/濁) da 那(上) dha 駄(去) na 娜(入)

다  더 드 타  터 트 :나 : :너 :느 ·다 · ·더 ·드 · · · ·

다  더 드 타  터 트 :나 : :너 :느 ·따 · ·떠 ·뜨 · · ··

脣

音

pa 波(平/淸) pha 頗(平/濁) ba 摩(上) bha 婆(去) ma 莽(入)

바  버 브 파  퍼 프 :마 : :머 :므 ·바 · ·버 ·브 ····

바  버 브 파  퍼 프 :마 : :머 :므 ·빠 · ·뻐 ·쁘 ····

<5음>

ya ( ) ra ( ) la ( ) va ( ) śa ( )

:야 ·아 :여 ·어 ·라··러·르 라  러 르 :바 : :버:브 ·샤 · ·셔 ·싀

:야 :여 :요 :유 ·라··러·르 라  러 르 :바 : :버:브 ·샤 · ·셔 ·싀

ṣa ( ) sa ( ) ha ( ) kṣa ( )

사  서 스 :사 ::서 :스 ·하 · ·허 ·흐 ( )가사 사 거서 그셔

사  서 스 :사 ::서 :스 · · · · ( )가사 사 거셔 그셔( )

<9회음(초음)>

자음의 발음과 관련해서는 濁音 가운데 氣音에 해당하는 gha,

jha, ḍha, dha, bha의 음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안심사본과 비

교해서는 망월사본은 된소리 즉 경음에 해당하는 음으로 표기하

고 있다[까, 짜, 따, 따, 빠].6) 이것도 범어의 음에 맞도록 이상적

6) 망월사본의 모음과 자음에 대한 범자의 구현과 그 한글음 표기에



진언집 梵字 한글음역 대응 한자음의 연원과 그 해석 ∙ 179

으로 보다 세밀하게 구분한 것이지만, 실제 진언집본문 안의 진
언표기에서는 된소리 표기가 그다지 지켜지지 않는다. 오히려 만

연사본에서는 이러한 된소리의 표기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7)

이상의 자음에 대해 <실담장>과 <해의>에서는 ‘별의’라고 지

칭해 모음의 네 글자와 대비시켜 설명하고 있다. 5음의 25자 가운

데 비음에 해당하는 다섯 글자[ṅa, ña, ṇa, na, ma]를 뺀 20자를

이십반야즉불생이라 표현하여 총의의 阿(a)자에 배당하고 있다.

비음의 다섯 자는 오입보리즉대공이라 설명하며 이를 暗(aṃ)의

모음자에 배당시키고 있다. 그리고 9회음에 해당하는 아홉 글자

가운데 kṣa를 제외한 여덟 글자를 팔초음이라 부르고, 이를 열반

즉정제의 의미로서 惡(aḥ)자에 배당시키고 있다. 이러한 자음에

대한 설명도 뒤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망월사본 진언집의 <범본오십자모실담장>
<12 轉聲字> <4助音>

대해서는, 변순미(2005) pp. 148-157 참조.

7) 이태승․최성규(2008) pp. 16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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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牙等五音> < 超音, 和會音>

Ⅲ. 진언집 범자 대응 한자음의 연원과 그 해석

1. 진언집 범자 대응 한자음의 연원

조선시대 간행된 진언집에 나타나는 범자에 대한 한자음 표
기는 최초의 진언집인 안심사본 이래 동일하게 나타난다. 앞서
한글음과 병기해 제시하였지만, 범어음과 한자만을 다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범어 a ā i ī u ū e ai o au aṁ aḥ ṛ ṝ ḷ ḹ

한자 阿 啊 伊 咿 烏 嗚 曳 愛 汙 口汗 暗 惡 里 哩 梨 口梨

<모음 1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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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 kha ga gha ṅa pa pha ba bha ma

迦 佉 言我 伽 仰 波 頗 摩 婆 莽

ca cha ja jha ña ya ra la va

左 差 惹 社 攘 野 囉 扌羅 嚩

ṭa ṭha ḍa ḍha ṇa śa ṣa sa ha kṣa

吒 侘 拏 茶 曩 舍 沙 薩 賀 乞灑

ta tha da dha na

多 佗 那 馱 娜

<자음 34자>

이 한자음의 표기에서 모음 가운데 장음에 해당하는 경우 왼쪽

에 부수로 입구 ‘口’자를 붙인 것은 진언집의 독특한 특징으로
간주된다.8) 이렇게 진언집에서 보이는 몇가지 특징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한자음 표기는 이미 여러 다른 불교경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범자의 문자가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경론

으로는 大般泥洹經(法顯譯), 大般涅槃經(曇無讖譯), 文殊師利問
經(僧伽婆羅譯), 佛本行集經(闍那崛多譯), 文殊問經子母品(不空
譯), 瑜伽金剛頂經釋子母品(不空譯) 등을 들 수 있다.9) 곧 범어문
자를 한자음으로 표기하는 것은 불교경전이 중국에 전해지면서

부터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실제 범자의 한자음 표기는 불경

을 번역한 역경가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범어음을

정확히 표기하고자 하는 노력과 역경에 있어 범자의 표기원칙을

분명히 하고자 한 역경가의 노력이 담겨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

러한 범자 표기 원칙으로서 법현이 번역한 대반니원경 제14
<문자품>(大正藏 Vol.12, No.376)과 담무참이 번역한 대반열반경
(大正藏 Vol.12 No.374)에 나타나는 범자의 한역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 안주호(2002A) p. 259.

9) 林光明編(1999) p. 3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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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ā i ī u ū e ai

법현역 短阿 長阿 短伊 長伊 短憂 長憂 咽

담무참역 噁 阿 億 伊 郁 優 口垔 嘢

o au aṃ aḥ ṛ ṝ ḷ ḹ

법현역 烏 炮 安 最後阿 釐 釐 樓 樓

담무참역 烏 炮 菴 阿 魯 流 盧 樓

<모음>

ka kha ga gha ṅa

법현역 迦 呿 伽
重音
伽 俄

담무참역 迦 呿 伽 口恒 俄

ca cha ja jha ña

법현역 遮 車 闍 重音闍 若

담무참역 遮 車 闍 膳 若

ṭa ṭha ḍa ḍha ṇa

법현역 吒 侘 茶
重音
茶 拏

담무참역 吒 佗 茶 袒 拏

ta tha da dha na

법현역 多 他 陀 重音陀 那

담무참역 多 他 陀 彈 那

pa pha ba bha ma

법현역 波 頗 婆 重音婆 摩

담무참역 波 頗 婆 滼 摩

<자음>

ya ra la va śa

법현역 耶 羅 重音羅 和 賒

담무참역 蛇 囉 羅 和 奢

ṣa sa ha llaṃ kṣa

법현역 沙 娑 呵 羅

담무참역 沙 娑 呵 茶

이렇게 경전에 따라 범자 각각에 대해 한자음의 표기가 기록되

어 있지만, 각각의 역경가에 따라 그 표기나 성조 등은 달리 나타

나고 있다. 이곳의 법현역과 담무참역의 한자어 표기는 부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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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ā i ī u ū e ai

석자모품 阿上 阿
引去

伊
上

伊
引去

塢 汙 曀 愛

문수문경 (同) (同) (同) (同) (同) 汚 (同) (同)

진언집 (同) (啊) (同) (咿) 烏 鳴 曳 (同)

o au aṃ aḥ ṛ ṝ ḷ ḹ

석자모품 汙 奧
引去

闇 惡 哩 哩
引

口呂 口慮

문수문경 汚 (同) 暗 (同) 口呂
口呂
引去

力
口慮
引

<모음>

로는 차이가 있더라도 자음 등에서는 상당히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이 한자음의 표기는 앞서의 진언집의 한역 표기
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자음의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

표기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역경가에 따른 차이는 이후 불교경전

이 번역되는 과정에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7, 8세기 이후 중

국에 본격적으로 密敎 문헌이 전래되고 번역되는 과정에서도 범

자의 표기는 새롭게 나타나며, 또한 밀교경전에서는 범자문자 각

각과 관련된 사상적 전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대표적인

것이 眞言으로, 불교의 의례, 의식에서는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진

언은 다양하게 염송되고 서사되었다. 이러한 진언의 표현과 서사

에 한자음의 원칙이 적용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또한 경론에서

도 그 발음의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한 범자의 한자음 표기

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적이 不空金剛(Amoghavajra, 705-774)이

번역한 문수문경자모품(大正藏 Vol.14, No.469)과 유가금강정경
석자모품(大正藏 Vol.18, No.880)이다. 不空金剛은 120여권에 달하
는 많은 경전을 번역한 역경승으로 특히 밀교 관련 경전을 다수

번역하였다. 특히 그에 의해 번역된 유가금강정경석자모품은 고
려대장경에 실담범자와 함께 판각되어 있어 고려시대 범자를 아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가 번역한 앞의 두 경전에 대한

범자의 한자음 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4 ∙ 印度哲學 제28집

진언집 (同) 口汙 暗 惡 里 哩 梨 口梨

ka kha ga gha ṅa

석자모품 迦上 佉上 言我上
伽
引去

仰
鼻呼

문수문경 (同) (同) (同) (同) (同)

진언집 (同) (同) (同) (同) (同)

ca cha ja jha ña

석자모품 左 磋上 惹 酇去 穰上

문수문경 (同) (同) (同) (同) 孃

진언집 (同) 差 (同) 社 攘

ṭa ṭha ḍa ḍha ṇa

석자모품 吒上 咤上 拏上 茶去
孃
鼻呼

문수문경 (同) (同) (同) (同) 拏

진언집 (同) 侘 (同) (同) 曩

ta tha da dha na

석자모품 多上 他上 娜 馱去 曩

문수문경 (同) (同) (同) (同) (同)

진언집 (同) 佗 那 (同) 娜

pa pha ba bha ma

석자모품 跛 頗 麽 婆
去重

莽

문수문경 (同) (同) (同) (同) (同)

진언집 波 (同) 摩 (同) (同)

<자음>

ya ra la va

석자모품 野 囉 扌羅 嚩

문수문경 (同) (同) 砢 (同)

진언집 (同) (同) (同) (同)

śa ṣa sa ha kṣa

석자모품 捨 灑 娑上 賀
乞灑
二合

문수문경 (同) (同) (同) (同) (同)

진언집 舍 沙 薩 (同) (同)

여기에서 보듯 불공이 번역한 두 경전에 나타나는 범자의 한자

음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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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에게 있어 범자 한역어 표기의 기본 원칙이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이 한자음은 진언집의 한자음과도 상당수 일치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진언집의 한자에서는 장음의 경우 ‘口’를 옆에

붙이는 특징이 나타나지만, 모음이나 자음의 상당수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언집의 범자 한자어의 원칙은 불공
의 번역에 보이는 한자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곧 불공의 한자음 표기를 조선시대 진언집의 제작자는 범자의
표기 원칙으로 간주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진언집의 범자 표기와 유사성을 갖는 불공역의 문수
문경자모품이나 유가금강정경석자모품은 범어 각각의 문자에

불교의 사상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문수문경
자모품에서는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모든 자모가 무
엇이기에 모든 법을 자모와 다라니자에 넣습니까(世尊 一切諸子母

云何一切諸法 入於此及陀羅尼字)”라고 묻자, 부처님은 “모든 법은

자모와 다라니자에 들어간다(一切諸法 入於子母及陀羅尼字)”라고

한 뒤 阿字(a)부터 마지막 乞灑(kṣa)까지 각각 문자의 의미를 설명

한다.10) 즉 아자에 대해서는 “아자라고 칭할 때는 이것은 무상의

소리이다(稱阿字時 是無常聲)”이라고 말하고 있다.11) 이것은 무상

의 범어가 anitya인 것을 가리켜 한 말이라 생각되며, 곧 아자를

말할 때는 무상의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라 보여진다. 곧

아자인 a에는 무상의 뜻이 함축되어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에

대해 유가금강정경석자모품에서도 범자 각각에 대해 설명을 하
고 있다. 범자를 설명하는 특별한 동기나 연유는 나타나지 않고

범자 각각에 대해 설명한다. 아자에 대해서는 “아자의 문은 일체

의 법이 본래 불생인 까닭이다(阿字門 一切法本不生故)”라고 말하

고 있다.12) 곧 아자의 의미는 불생을 의미하는 범어 anutpāda의

a를 지칭하는 것으로, 아자로서 반야를 의미하는 불생의 의미를

10) 大正藏 14卷 pp. 509中-510上.

11) 大正藏 14卷 p. 509中.

12) 大正藏 18卷, p. 338中.



186 ∙ 印度哲學 제28집

새겨야한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된다. 유가금강정경석자모품
에서도 아(a)자에서 걸쇄(kṣa)에이르기 까지 각각의 문자로 불교

의 중요한 가르침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 진언집의 범자 대응 한자음에는 불공의 번
역에 보이는 한자음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다

른 전적들에 비해 불공의 범자 표기음이 진언집과 잘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불공의 한자음을 보여주는 유가금강정경
석자모품은 실담범자 그대로 고려대장경에 남아있어, 드물게 한
국 전통의 실담범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려대장경 No.1370)

2. 진언집 범자 한자음의 해석

앞서 보았듯 안심사본 진언집의 <실담장>에서는 범자의 자
모와 관련해 그 문자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으며, 망월사본 진언
집에서는 이러한 문자의 해석을 구체적으로 <해의>에서 다루고
있다. <해의>에서는 문자의 해석을 총체적 해석이란 의미의 總義,

개별적 해석이란 의미의 別義의 둘로 나누어 설명한다. 총의에 대

해 진언집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찌하여 총이라 하는가. 송에서 말하기를 阿는 본래 불생으로, 곧

반야를 뜻한다. 啊는 萬行을 행하는 것으로, 곧 三昧를 뜻한다. 暗은 大

空을 증득하는 것으로 곧 菩提를 뜻한다. 惡자는 淨除하는 것으로, 곧

열반을 뜻한다. 이 4구 중에는 능증과 소증이 모두 갖추어져 닦으면

본유와 4지, 10바라밀을 성취한다.13)

13) 云何謂總也 頌云阿本不生卽般若 啊行萬行卽三昧 暗證大空卽菩提

惡字淨除卽涅槃 此四句 中具有能證所證

修成本有及四智十波羅密也(망월사본 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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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의에서 말하는 의미는 이미 앞에서 보았듯 범자 모음의

阿(a), 啊(ā), 暗(aṃ), 惡(aḥ)의 네 자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는 것

이다. 곧 阿자는 불생을, 啊자는 만행, 暗자는 대공 즉 보리, 惡자

는 정제 즉 열반을 의미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4구에는 능증,

소증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것을 닦으면 본유와 4지, 10바라밀

을 성취한다고 말하고 있다. <해의>는 이어서 총의에서 설명되는

4구 각각의 의미와 본유, 4지, 10바라밀등과의 관련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한다. 이어서 개별적인 의미를 다루는 별의와 관련해

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또 별석 중의 게송에서 말하기를 20반야는 즉 불생이며, 오입보리

는 즉 대공이며, 8전삼매는 즉 만행이며, 8초열반은 즉 정제이다. 이것

은 위의 송과 비교해 문장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그 뜻은 동일하

다.14)

곧 별의로서 다루는 것는 20般若, 5入菩提, 8轉三昧, 8超涅槃의 4

1자에 4助音으로서 4자를 합친 45자이다. 자음으로 간주되는 乞灑

(kṣa)에 대해서만은 따로이 설명하지 않는다. 이 별의에서 다루는

내용은 앞서 총의의 네 자에 대한 해석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미 총의의 4자와 별의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살펴본 바 있기 때문에15), 여기에서는 총의와 별의에 나타

나는 문자 설명의 큰 구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곧 총의에서 나타나듯 아자는 不生般若, 아자는 三昧萬行, 암자

는 菩提大空, 악자는 涅槃淨除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총의의 네

자는 각각 자모음과 관련해, 아자는 20반야, 아자는 8전삼매, 암자

는 5입보리, 악자는 8초열반의 의미와 상통한다. 이처럼 총의의 4

자가 나머지 자모음과 총체적으로 관련하고 있으며 그 사상적인

14) 又別釋中 頌云 二十般若卽不生 五入菩提卽大空 八轉三昧卽萬行

八超涅槃卽淨除 此與上頌但回文有異而義則同也(망월사본 9-b)

15) 이태승(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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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 반야, 삼매, 보리, 열반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자

의 의미를 이처럼 네 가지로 설명하는 방식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이러한 해석 방식에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一行(683

-727)이 주석한 大毘盧遮那成佛經疏(大正藏 Vol.39 No. 1796; 이
하 대일경소로 약칭)로서, 이것에 의거해 총의의 문자해석을 살
펴보기로 한다.16)

범자의 첫 문자 阿음을 般若의 의미인 不生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미 앞서 언급한 유가금강정경석자모품에서도 나타나 “阿字門
一切法本不生故”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생겨난 것도 없다’라

는 의미의 불생은 “생긴 것도 아니고 소멸한 것도 아니다”라는 뜻

의 不生不滅로서 緣起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러한 의미

를 잘 보여주는 것이 나가르주나의 根本中頌에 나타나는 八不의
의미이다. 따라서 불생은 반야공으로서 연기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 대일경소에서도 “아자문 일체제법본불생고”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다.

아자가 모든 교법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무릇 최초에 입을 열어 나

오는 소리는 모두 아의 소리가 있다.…왜냐하면 모든 법은 연으로부터

생겨나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연으로부터 생겨난 것은 모두다

시작이 있고 근본이 있다. 지금 능생의 연을 관찰하니 또 다시 온갖

인연으로부터 생하며, 구르고 굴러서 연에 따른다. 어느 것이 그 근본

인가. 이와 같이 관찰할 때 곧 본래 생겨남이 없다는 이치를 알게 되

니 이것이 만법의 근본이다.17)

아자는 모든 교법의 근본으로 이는 만법의 근본인 불생의 이치

와 상통한다는 의미이다. 곧 생겨남이 없다는 불생이란 무엇인가

16) 대일경소의 번역에는 김영덕역주(2008)를 참고하였다.
17) 阿字是一切法敎之本 凡最初開口之音 皆有阿聲... 所以者何

以一切法無不從衆緣生 從緣生者 悉皆有始有本 今觀此能生之緣

亦復從衆因緣生 展轉從緣誰爲其本 如是觀察時 則知本不生際

是萬法之本(大正藏 39卷, p. 651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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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을 떠나 생겨나는 것이 없다는 의미로, 이것은 인연의 화합에

의해 생기는 이치로서 만법의 근본인 것이다. 이와 같이 근본된

이치로서 인연법은 본래 생겨남이 없는 이치와 상통하는 것으로,

이것을 아자문의 이치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이 아자의

이치로서 “본래 생겨남이 없다는 이치를 보는 것은 자기 마음을

아는 것이며, 그와 같이 여실하게 마음을 아는 것이 일체지지(若

見本不生際者 卽是如實之自心 如實之自心 卽是一切智智)”라고 일행

은 설명한다.18) 이처럼 불생의 이치를 아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일체지지 즉 반야의 지혜를 의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자문이 불생으로서 반야지혜와 관련을 가지고 있

음을 설명하지만, 한편으로 대일경소 <字輪品>에서 일행은 아

자는 菩提心을 뜻한다고 말하고 있다. 곧 佛道 수행의 근본으로서

보리심을 내어 수행을 통해 佛果를 얻는 과정을 다섯의 문자[阿

(a), 阿長(ā), 暗(aṃ), 噁(aḥ), 噁長(āḥ)]로서 설명한다. 각각의 내용

을 보면 다음과 같다.

최초의 아자는 바로 보리의 마음이다. 만일 이 아자를 관하여 더불

어 상응하면곧 비로자나법신의 몸과 동등하게 된다. 19)

수행자가 이미 보리심을 발하였으면 여래의 행을 닦아 나가야 한

다. 그러므로 다음에 아자륜을 밝힌다. 이것은 바로 행이다.20)

이미 여래의 행을 구족하였으면 곧 보리를 이루어야 한다... 이 아

위에 점이 있는 것은 대공의 뜻이다. 이 보리의 심에 일체의 모든 상

을 여윈 것을 바로 제불이라 칭하니 이는 성보리이다. 다음에 가자내

지 걸차까지 모든 종자 위에 한 점을 찍어서 암자륜으로 삼는다.21)

18) 大正藏 39卷 p. 651下

19) 最初阿字 卽是菩提之心 若觀此字而與相應

卽是同於毘盧遮那法身之體也(大正藏 39권, p. 722下)

20) 行者已發菩提之心 當進修如來之行 故次明阿長字輪 是行也(大正藏 39권, p.

723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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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리를 성취하였으면 어느 곳에 이르러야 하는가. 이른바 대

열반이다.... 가에서 걸쇄까지 모든 종자도 모두 옆에 두 점을 찍으면

바로 열반륜이다.22)

그 악자의 한 종자는 방편륜이다.23)

이렇게 보리심을 근본으로, 여래의 행을 닦고, 보리를 이루며,

열반에 이르고, 방편을 사용하는 과정을 阿, 阿長, 暗, 噁, 噁長 다섯

종자로서 나타내고 있다. 곧 <해의>에서 설명하는 총의의 4자에

대한 설명이 대일경소에서는 보리심을 바탕으로 열반을 성취하
는 과정으로 나타나며, 거기에 방편이 더해져 다섯 자의 설명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보리심의 발현으로부터 열반의 성취를 이루는

과정을 문자로 표현한 것은 <해의>에서 설명하는 총의의 네 자

에 대한 설명의 근거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일행은 아자로부터

생겨나는[輪] 각각의 문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기 때

문이다.

자륜이란 이로부터 윤전하여 모든 종자를 생기게 하는 것이다. 윤

은 생의 뜻으로, 아자의 한 종자를 굴려서 네 종자를 생기게 하는 것

과 같다. 아는 보리심이며, 아는 행이며, 암은 성보리, 악은 대적열반,

악은 방편을 말한다.24)

여기에서 일행은 문자에서 다른 문자가 생겨난다는 의미로서

자륜을 설명하여, 아로부터 네 글자가 생겨난다고 말하고 있다.

21) 旣已具足如來之行 則成菩提 … 此阿上有點 是大空義 猶此菩提之心

離一切諸相 卽名諸佛 是成菩提也 次迦字乃至乞叉 皆加上一點

爲暗字輪也(上同)

22) 已成菩提當至何所 謂大涅槃 如迦乃至乞叉 皆傍加二點 卽涅槃輪也(上同)

23) 噁長聲字一字是 方便輪(上同)

24) 所謂字輪者 從此輪轉而生諸字也 輪是生義 如從阿字一字卽來生四字

謂阿是菩提心 阿長是行 暗是成菩提 噁是大寂涅槃 噁長是方便(大正藏 39卷,

p. 723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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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阿(a)로부터 阿長(ā), 暗(aṃ), 噁(aḥ), 噁長(āḥ)의 네 자가 생겨나

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자의 의미는 보리심, 그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아는 행, 암은 보리, 악은 열반, 악은 방편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해의>에서의 총의 4자와 그 성격

은 같은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 다섯 자를 설명한 뒤 일행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마땅히 이 자륜은 곧 두루 일체 진언의 중심임을 알아라. 만약 아자

를 보면 마땅히 보리심의 뜻을 알아야 한다. 만약 장음 아자를 보면

여래행을 닦을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약 암자를 보면 마땅히 삼

보리를 이루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악자를 보면 마땅히 대열반을

증득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긴 악자를 보면 이것이 방편력임을

알아야 한다. 만약 가등 20자가 뜻에 따라 나타나는 것을 보면 마땅히

이 글자들이 모두 지혜임을 알아야 한다. 만약 라등 8자를 보면 마땅

히 곧 동일한 방점으로, 또한 이것이 부류에 따라 상응함을 알아야 한

다. 만약 이등을 보면 곧 삼매를 나타냄을 알아야 한다. 만약 앙등의 5

자를 보면 마땅히 대공의 점임을 알아야 한다.25)

곧 앞서 말한 다섯자에 대한 설명이 반복되어 나오며 이어서

다른 자모음에 대한 설명이 나타난다. 곧 자음의 25자중 비음의 5

음을 뺀 20자는 지혜 즉 반야를 의미한다고 말하여, 그것이 곧 20

반야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라등의 여덟자는 방점을 갖는 것으로

8초음의 열반을, 이등의 모음 여덟자는 삼매로서 8전삼매를, 비음

의 다섯은 대공의 점이 붙는 것으로 오입보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일행의 범자 설명은 <해의>에서 설명되는

범자의 설명의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물론 <해의>에서는 반야
경을 비롯한 다양한 경전과 유식의 이론 등이 문자의 설명에 함
25) 當知此字輪 卽遍一切眞言之中 若見阿字 當知菩提心義 若見長阿字

當知修如來行 若見暗字 當知成三菩提 若見惡字 當知證大涅槃 若見長惡字

當知是方便力也 若見迦等二十字 亦隨義類而演說之 當知此諸字等 皆是慧也

若見囉等八字 當知卽同傍點 亦是隨類相應也 若見伊等 卽顯三昧

若見仰等五字 當知卽大空之點也( 大日經疏第14, 大正藏 39卷, p. 723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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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나타나지만, 총의와 별의의 큰 골격은 대일경소의 해석에 영
향을 받은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일행의 대일경소에 나타나는 범자의 설명은 <해의>

의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진다. 물론 <자륜품>만을

국한 시켰을 때 아자는 보리심의 의미를 나타내어 직접적으로 불

생의 의미를 설명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대일경소의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그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해의>에서 설

명되는 실담범자에 대한 선인의 이해에는 대일경소에 근거하는
밀교적 해석에 영향을 받고, 그러한 영향을 바탕으로 다양한 설명

이 전개되어 갔던 것으로 생각된다.

Ⅳ. 결어

동아시아 전통에서 실담문자의 연구의 중요한 계기를 만든 것

은 중국의 智廣이 저술한 悉曇字記이다. 이 실담자기의 내용

은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실담학’이 구축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실담자기는 실담문자의 결합법이나 발음 원칙 등에 대한 내용
이 중심을 이룬다. 이렇게 실담문자에 대한 다양한 설명과 원칙을

제시하는 실담자기의 내용이 우리나라에 전해졌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실담자기에 보이는 실담문자에 대한 설명과 해석은 우
리나라의 眞言集에도 나타난다. 곧 조선시대 최초의 진언집으
로 간주되는 안심사본 진언집의 <悉曇章>이 그 대표적인 예로
서, 이 <실담장>은 후대 간행되는 모든 진언집에 포함되어 실
담문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보여준다. 본고는 이 <실담장>에 나타

나는 실담범자에 대한 이해를 기하고자 한 것으로, 범자 표기의

원칙으로서 한자음의 연원을 살펴보고 이어서 실담범자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 그 근거를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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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한글이 창제되어 짐으로써 한글음이 정확히 서사되어

질 수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한자로서 그 음표기를 할 수밖에 없

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시대 진언집에 나타나는 한자음의

표기는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지를 우선 살펴본 것으로, 본고에

서는 不空의 한자음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다양한 불교전적 가운데 나오는 범자의 한자음 표기와 관련해

불공의 범자 표기는 진언집의 표기와 상당한 유사성을 갖는다
고 생각된다. 그리고 안심사본 <실담장>에 나타나는 실담범자에

대한 해석으로, 실담문자 전체를 總義의 4자와 別義의 자모로 대

비시키는 전통이 형성된다. 이러한 범자 자모의 대비는 실담문자

에 대한 해석으로 이후 모든 진언집에서도 계승되고 있다. 특히
그러한 해석은 망월사본 진언집에서는 <悉曇章解義總論>으로

총체적으로 정리된다. 이와같이 전통적으로 이어지는 총의와 별의

의 해석을 살펴보면 그 기본적인 골격은 一行의 大日經疏에서
그 연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총의의 네 자와 나머지 자모들의

명칭이나 내용에 대한 상당수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

서 대일경소의 해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헌에 의거해 진언집
의 실담문자에 대한 이해도 형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本稿는 그간 실담범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자료를 대비시켜 고찰을 시도해 본 것이지만, 향후 좀 더 다

양한 전적을 조사 고찰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고

찰은 우리 선인들의 실담범자에 대한 이해에 보다 깊은 이해를

제공해 주고 아울러 우리나라의 실담학 이해의 기초를 쌓는데 도

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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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search into the Origin and Explanation of the

Chinese Transliteration of Sanskrit Letters in

Korean ‘Jin-eon-jip’

Lee, Tae Seung

(Uiduk Univ.)

Despite of many Buddhist works translated into Chinese

from Sanskrit, there are very few on the Sanskrit language

in Chinese Tripiṭaka. Among the works on Sanskrit

language, "Sil-dam-ja-gi(悉曇字記)" is very important to

study Sanskrit letters and makes an effect on the late

foundation of Sanskrit study, Sil-dam-hak(悉曇學), in

Eastern Asia. There are no traces of "Sil-dam-ja-gi" in

Korea but we have the similar contents of Sanskrit

language in the Korean traditional work. That is a

"Sil-dam-jang(悉曇章)" in Korean "J in-eon-jip". Since the

first "J in-eon-jip" was made in Cho-sun period, the

contents of "Sil-dam-jang" are common to the later all

"J in-eon-jip". This paper is to research into the origin and

explanation of the Chinese Transliteration of Sanskrit letters

in "Sil-dam-jang".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re are

common to the rules of the Chinese transliteration between

Korean "J in-eon-jip" and the works of Amoghavajra(不空金

剛), the great translater in China. The representative works

translated by Amoghavajra are the "Mun-su-mun-kyung-ja

-mo-pum(文殊問經子母品)"and"Yu-ga-kum-kang-jung-kyung

-suk-ja-mo-pum(瑜伽金剛頂經釋子母品)". Also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he Sanskrit letters, the explan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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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il-kyung-so" by Il-heng(一行) make an effect to the

explanation of the Sil-dam-jang. In "Dae-il-kyung-so", the

five vowels of Sanskrit letters(a, ā, aṃ, aḥ, āḥ) are

representing the meaning of the Bodhi-citta, the great

practice, the accomplishment of Bodhi, the Nirvāṇa and the

Skillful Means respectively. These explanations of

"Dae-il-kyung-so" are very similar to that of

"Sil-dam-jang". About the consonants, there are common

explanations between the two. Furthermore, we need more

investigation to the resources of the explanation and the

meaning of "Sil-dam-jang" in "J in-eon-jip" .

Key words: jin-eon-jip, sil-dam-ja-gi, sanskrit letters,

siddhamAtiRkA, sil-dam-jang,

sil-dam-jang-hae-ui-chong-ron, amoghava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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