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철학 제29집(2010), 33～66쪽

범 장 돈황본 아미타경 대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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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범 장 돈황본 아미타경 대조 고찰. Ⅲ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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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라집, 현장]

본 논문에서는 돈황에서 필사된 아미타경 중에서 돈황보장에 수
록되어 있는 구마라집 번역본 11점, 현장 번역본 2점을 중심으로 돈황

필사본 아미타경들을 사상적, 자형학적, 聲訓學的, 그리고 대장경류들
을 시대별로 규명하기 위하여 대조 고찰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아미타경 돈황 필사본들

을 산스크리트어 원전, 티베트어 번역본, 방산석경, 적사대장경, 고려대

장경, 대정신수대장경들과 각각 서로 대조하였다.

이들의 언어별, 대장경별 대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오류 및 상이점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①단어, 혹은 문장의 생략, ②단어를 바꾸어

필사한 경우, ③문장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④단락의 순서를 바꾸어 필사

한 경우, ⑤이체자, ⑥음사표기가 다른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은 대조 고찰에 의하면 아미타경 돈황 필사본들은 신앙과

기원을 위하여 필사한 것들로서 적사대작경 開版 이전의 唐 시대 후기부

터 宋 시대 초기에 대부분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음사문자의

음가는 中古音으로서 송대 이전의 음으로 포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추후 현존하는 수백 점의 돈황 필사본들 또한 언

어별 대장경별로 대조 연구하면 역경사적, 자형학적 및 성훈학적 등의

연구와 대장경류들의 시대별 변화 지도를 규명하는 데에도 큰 발전이

있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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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2-A00091).

* 중앙승가대학교 역경학과 교수. acarya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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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아미타경1)은 아미타 여래(Amitāyus-tathāgata2))와 아미타

여래가 계시는 정토의 장엄한 세계를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극락

정토에 왕생하는 길을 알려주는 경전이다. 본 경전은 무량수경,
관무량수경과 함께 정토삼부경으로서 정토사상의 소의경전이

다. 아미타경은 부처님께서 사위성의 기수급고독원에서 1250명
의 비구승에게 설하신 경전으로서3) 無問自說(Udāna)로 구성되어

있다.

아미타경의 산스크리트어 경명은 Ārya sukhāvatīvyūha nāma

mahāyāna Sūtra (“성스러운 극락장엄이라고 이름하는 대승경”)

이다. 이 경명은무량수경과 동일하다. 이에 두 경전을 구별하기
위하여 무량수경을 대무량수경, 혹은 대경(大經)이라고 칭

하고, 아미타경을 소무량수경, 혹은 소경(小經)이라고 칭한

1) 아미타경의 편찬 시기는 1세기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坪井 俊暎(1996),
淨土三部經槪說, 法藏館, pp. 9〜15 ; 최 종남 외(2009),
범본 한역본 티베트어본 아미타경 한글역주, 경서원, pp. 27〜28 참조.

2) 아미타에 대한 산스크리트어 표기를 Amitābha(“無量光”), 혹은

Amtāyus(“無量壽”)로 표기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아미타경산스크리트어 원전에 Amitāyus-tathāgata로 표기하고 있어
산스크리트어 표기와 한글표기를 이와 같이 표기한다. Vaidya, p. 255 :

amitāyuṣā tathāgatena…… ; p. 257 : amitāyuṣas tathāgatasya…… 참조.

3) Vaidya, p. 254 : evaṃ mayā śrutam/ ekasmin samaye bhagavāñ

śrāvastyāṃ viharati sma jetavane ’nāthapiṇḍadasyārāme mahatā

bhikṣusaṃghena sārdham ardhatrayodaśabhir bhikṣuśatair

abhijñātābhijñātaiḥ sthavirair mahāśrāvakaiḥ sarvair arhadbhiḥ/(“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 때 세존께서는 사위성의 기수급고독원에서 위대한

비구승가 천이백오십인의 비구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은] 저명한

장로들이시고, 대성문들이시고, 일체가 아라한들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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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Ārya sukhāvatīvyūha nāma mahāyāna Sūtra 는 인도에서

전승된 본래의 아미타경 경명이 아니고 산일된 여러 대승 경전
의 산스크리트어 경명에서와 같이 티베트어 경명에서 환원된 경

명이다.4)

아미타경 산스크리트어 원전은 F. Max Müller and B. Nanjio
(1883)본( Sukhāvatī-Vyūha, Description of Sukhāvatī, the Land

of Bliss , Anecdota Oxoniensia, Aryan Series, Vol.1, Part II, Ox

ford)과 P. L. Vaidya(1961)본( Sukhāvatīvyūhaḥ , Buddhist San

skrit Texts No.17, The Mithila Institute, pp. 254〜257)이 있다.

티베트어 번역본은 북경본(P. No.783, 30〜90, Chu219b8), 데르게

대만 영인본(DT. No.115, 11〜141, Ja195b4), 그리고 데르게 동경

대 영인본(DU. No.115, Ja195b4) 등에 수록되어 있다. 한역본은

구마라집 번역의佛說阿彌陀經 一卷(姚泰․弘始 4年 402년경)5),

구나발타라 번역의佛說小無量壽經 一卷(劉宋․孝建年中 455년

경), 그리고 현장 번역의 稱讚淨土佛攝受經 一卷(唐․永徽元年 65
0년)이 있다. 이 중에서 구나발타라 번역본은 현존하지 않고 목록

에만 기록으로 남아있다.6) 그 외의 번역본은 위구르어, 서하어,

만주어 번역본 등이 있다. 아미타경에 대한 주석서는 정토사상
이 중국, 한국, 일본에 전래되면서 각국의 논사들에 의해 많은 주

4) DT.390.4〜, P.219b8〜 : rgya gar skad du/ ārya sukhāvatīvyūha nāma

mahāyāna sūtra/ bod skad du/ ḥphags pa bde ba can gyi bkod pa shes

bya ba theg pa chen [P.220a1] poḥi mdo//(“인도어로 ‘아-르야

쑥하-와띠-브유-하 나-마 마하-야나 쑤-뜨라’. 티베트어로 ‘성스러운

극락장엄이라고 이름하는 대승경(聖極樂莊嚴名大乘經)’……”).
5) 적사대장경 6에 수록되어 있는 佛說阿彌陀經(上 下卷, No.26)은
무량수경의 이역본이다. 본 한역본은 吳시대의 우바새 지겸(고승전,
TD 50, p. 325a18〜19 : 先有優婆塞支謙. 字恭明. 一名越.

本月支人……(“먼저 우바새 지겸이 있었다. 자는 공명이고, 일명 월이라

했다. 본래 월지인이다. ……”)이 번역한 것이다.

6) 開元釋敎錄, TD 55, p. 528b14 ; 坪井 俊暎(1996), 淨土三部經槪說,
法藏館, pp. 567〜568 ; 최 종남 외(2009), 범본 한역본 티베트어본
아미타경 한글역주, 경서원, pp. 27〜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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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서가 찬술되었다. 특히 한국의 논사인 원측, 경흥 등에 의해 
아미타경에 대한 주석서가 찬술되었지만 현존하지 않고, 오직 원
효가 주석한 阿彌陀經義疏(TD 37, No.1739)만 현존하고 있다.7)
아미타경은 동아시아 불교 국가에서는 금강경과 함께 가장

많이 수지 독송되고 있고, 그리고 연구되고 있다. 아미타경은
실크로드의 중심 역할을 한 돈황 지역에서도 많은 불자들에 의해

수지 독송되었고, 사경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아미타경의 산스크리트어 원전과 티베트어 번
역본이 현존하고, 돈황의 莫高窟에서 필사(대부분 4세기부터 800

년 이후8))된 사본들이 다량 발견되어서 이 자료들을 중심으로 아

미타 정토 신앙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돈황을 중심으로 한 아미
타경의 전래 및 장경류들의 변화 지도를 규명하고자 한다.
아미타경에 대한 장경류별 대조 연구는 그동안 몇몇 외국 학

자들에 의해 발표되었다. 그러나 돈황 필사본들과 원전 및 언어

별, 시대별 대장경에 대한 대조 연구는 그동안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돈황에서 사경된 아미타경 필사본들의
轉寫 내용을 산스크리트어 원전, 티베트어 번역본, 방산석경, 적사

대장경, 고려대장경(재조본9)), 그리고 대정신수대장경과 각각 대

조 고찰하고자 한다.

돈황본 아미타경필사본들은 敦煌寶藏10)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돈황보장에는 54점의 아미타경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

7) 中村 元․早島 鏡正․紀野 一義 譯註(1964), 淨土三部經, 岩波書店, pp.
177～189 ; 北畠 利親(2006), 梵藏漢 對照 佛說阿彌陀經 譯註, 永田文昌堂,
pp. 87〜90 ; 최 종남 외(2009), 범본 한역본 티베트어본 아미타경
한글역주, 경서원, pp. 27〜30 참조.

8) 鎌田 茂雄(1979), 中國佛敎史, 岩波全書, p. 160 참조.
9) 현재 (사)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일공동 초조대장경

디지털 DB 구축 및 영인출판 사업 의 조사 결과물 중에 초조본

불설아미타경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재조본을 대조 연구함.
10) 黃 永武 編(1986), 敦煌寶藏, 新文豊出版公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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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마라집 번역본은 52점(스타인(Marc Aurel Stein, 1862-1943,

斯但因)본 51점, 이하 S., 혹은 斯), 북평도서관본(현 국가도서관) 1

점, 이하 北), 현장 번역본은 2점(斯 1점, 北 1점)이다.

구마라집 번역본은 52점 중에서 11점만 完本이고, 대부분이 殘

卷이다. 그리고 현장 번역본은 2점 모두가 거의 完本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돈황보장에 수록되어 있는 구마라집 번
역본 완본 11점과 현장 번역본 2점11)을 중심으로 하여 대조 연구

하고자 한다.

돈황보장에 수록되어 있는 아미타경 필사본의 한 행의 자
수는 대부분 금강경 돈황 필사본과 같이 17자에서 20자까지 필
사되어 있다.

아미타경 티베트어 번역본, 한역 이역본인 구마라집 번역본,

현장 번역본을 산스크리트어 원전과 서로 각각 대조하여 보면, 티

베트어 번역본은 전체적으로 산스크리트어 원전과 거의 일치하다.

그리고 구마라집 번역본은 구마라집 번역본의 특징인 우아하고,

유려한 문장과 원전의 내용에 충실한 번역본이다.12) 그러나 현장

번역본은 현장이 인도에서 귀국(645년13))하여 그의 여생동안(664

년까지14)) 역경한 76부 1347권15) 중에서 가장 예외적인 번역본이

11) 구마라집 번역본 : 斯0363, 斯0727, 斯1023, 斯2107, 斯2112, 斯2434,

斯2638, 斯3027, 斯3350, 斯4930, 斯5150 ; 현장 번역본 : 斯0443,

北0196(署057).

12) 고승전(TD 50, p. 345b12〜15)에서는 구마라집의 번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其後鳩摩羅什碩學鉤深神鑒奧遠.

歷遊中土備悉方言. 復恨支竺所譯文製古質未盡善美. 迺更臨梵本重爲宣譯.

故致今古二經言殊義(“그후 구마라집[이 있었다]. 학문이 크고, 깊은 것을

밝혔으며, 총명하고, 정신은 깊고, 멀리 중국 땅을 두루 여행하고 방언을

두루 갖추었다. 또한 지[루가참]과 축[법호]의 번역은 옛 성질의

[모습으로] 되어 있어 아직 덜 정돈되어 있지 않음을 한탄하여, 이에

다시 범본과 대조하여 번역해 냈다. 그러므로 지금과 옛 것의 두 경전의

언어는 다르나 뜻은 [하나로] 일치한다.”).

13) 자은전, TD 50, p. 252b11 : 貞觀十九年春正月景子.
14) 鎌田 茂雄(1999), 中國佛敎史第六卷, 東京大學出版會, pp. 293〜294 참조.
15) 開元釋敎錄, TD 55, p. 557b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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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6) 그 예로 산스크리트어 원전에는 동

남 서 북 하 상의 육방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번역본에서

는 동남 서남 서북 동북을 추가하여 시방으로 언급하고 있다.17)

16) 현장은 중국역경사 중에서 구역, 신역을 대표하는 사대 역경승(구마라집,

진제, 현장, 불공)으로 칭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번역은 質 중심의

번역으로서, 원전에 충실하고, 번역용어들은 원전어가 갖는 의미로

옮기고자 노력하고, 많은 음사표기들은 의역으로 번역하고, 그리고 구역,

고역 시대의 역경자와는 달리 의역, 축역, 첨삭 등이 없다. 따라서

자은전(TD 50, p. 276a10〜14)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文有疑錯. 卽挍三本以定之 …… 審之心古來無比(“문장이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즉 3본을 교합하여 이를 바르게 하고 …… 신중한 마음으로

[번역하여] 고래의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러나

稱讚淨土佛攝受經은 현존하는 산스크리트어본, 티베트어 번역본과
대조하여 보면 아쉽게도 현장의 譯風과는 많이 다르다. 오상 성환(2005),

初期佛典제1호, 중앙승가대학교 역경학과, p. 86 참조.
17) Vaidya, p. 257.6〜 : evam upariṣṭhāyāṃ diśi brahmaghoṣo nāma

tathāgato nakṣatrarājo nāma tathāgata indraketudhvajarājo nāma

tathāgato gandhottamo nāma tathāgato gandhaprabhāso nāma

tathāgato mahārciskandho nāma tathāgato

ratnakusumasaṃpuṣpitagātro nāma tathāgataḥ sālendrarājo nāma

tathāgato ratnotpalaśrīr nāma tathāgataḥ sarvārthadarśo nāma

tathāgataḥ sumerukalpo nāma tathāgata evaṃpramukhāḥ

śāriputropariṣṭhāyāṃ diśi gaṅgānadīvālukopamā buddhā bhagavantaḥ

svakasvakāni buddhakṣetrāṇi jihvendriyeṇa saṃcchādayitvā

nirveṭhanaṃ kurvanti/ pattīyatha yūyam idam

acintyaguṇaparikīrtanaṃ sarvabuddhaparigrahaṃ nāma

dharmaparyāyaṃ//16// ; TD 12, p. 350b29〜 : 又舍利子. 如是上方.

亦有現在梵音如來. 宿王如來. 香光如來. 如紅蓮華勝德如來.

示現一切義利如來. 如是等佛如殑伽沙. 住在上方自佛淨土. 各各示現廣長舌相.

遍覆三千大千世界. 周匝圍繞. 說誠諦言. 汝等有情.

皆應信受如是稱讚不可思議佛土功德一切諸佛攝受法門. 又舍利子. 如是東南方.

亦有現在最上廣大雲雷音王如來. 如是等佛 如殑伽沙. 住東南方自佛淨土.

各各示現廣長舌相. 遍覆三千大千世界. 周匝圍繞說誠諦言. 汝等有情.

皆應信受如是稱讚不可思議佛土功德一切諸佛攝受法門. 又舍利子. 如是西南方.

亦有現在最上日光名稱功德如來. 如是等佛如殑伽沙. 住西南方自佛淨土.

各各示現廣長舌相. 遍覆三千大千世界. 周匝圍繞. 說誠諦言. 汝等有情.

皆應信受如是稱讚不可思議佛土功德一切諸佛攝受法門. 又舍利子. 如是西北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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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방향에 머무르고 있는 여래 명호와 숫자가 원전, 티베트

어 번역본의 내용과 다르다. 원전 및 티베트어 번역본에는 35여래

로 묘사하고 있으나 현장 번역본에는 37여래로 묘사하고 있다.18)

이와 같이 현장 번역본은 산스크리트어 원전과 많은 부분에서 다

르고,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주석과 같은 다량의 내용이 첨삭되어

있다. 따라서 현장은 현존하는 산스크리트어본을 번역한 것이 아

니라, 다른 원전을 번역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아미타경 돈황 필사본 구마라집 번역본, 현장 번역본과 다른
장경류들에 수록되어 있는 아미타경 구마라집 번역본, 현장 번
역본을 서로 대조하여 보면, 상당수의 오류, 오기 및 단어, 혹은

문장들의 상이점 등을 찾을 수가 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단어, 혹은 문장의 생략, ②단어를 바꾸어 필사한 경우, ③문

장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④단락의 순서를 바꾸어 필사한 경우, ⑤

이체자, ⑥음사표기가 다른 경우 등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아미타경 돈황 필사본 구마라집 번
역본, 현장 번역본과 방산석경(605년부터 1000여 년간), 적사대장

경(1234년), 고려대장경(재조본, 1236-1251년), 대정신수대장경(19

24-1934년)19)에 수록되어 있는 아미타경 구마라집 번역본, 현장
번역본을 서로 각각 대조하고, 그리고 산스크리트어 원전 및 티베

트어 번역본과도 서로 대조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함께 본 연구

亦有現在無量功德火王光明如來. 如是等佛如殑伽沙. 住西北方自佛淨土.

各各示現廣長舌相. 遍覆三千大千世界. 周匝圍繞. 說誠諦言. 汝等有情.

皆應信受如是稱讚不可思議佛土功德一切諸佛攝受法門. 又舍利子. 如是東北方.

亦有現在無數百千俱胝廣慧如來. 如是等佛如殑伽沙. 住東北方自佛淨土.

各各示現廣長舌相. 遍覆三千大千世界. 周匝圍繞. 說誠諦言. 汝等有情.

皆應信受如是稱讚不可思議佛土功德一切諸佛攝受法門. 최 종남 외(2009),

범본 한역본 티베트어본 아미타경 한글역주, 경서원, pp. 165〜168
참조.

18) 최 종남 외(2009), 범본 한역본 티베트어본 아미타경 한글역주, 경서원,
pp. 142〜170 참조.

19) 최 종남 외(2006), 大藏目錄集, 高麗大藏經硏究所, pp. (14)〜(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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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아미타경의 시대적, 지역적 양상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Ⅱ. 범 장 돈황본 아미타경 대조 고찰20)

1. 단어, 혹은 문장의 생략

㉮ 단어의 생략

1.0. 天21)

TD 12, p. 347a8 : ……天雨曼陀羅華.

Skt. : “……천상 만다라화 꽃들의 꽃비가 내린다.”22) ; Tib. :

“……천상의 꽃인 만다라의 천상의 꽃비가 내린다.”23)

Skt.본의 ‘dviya’와 상응한 단어인 ‘天’은 돈황 필사본들 중에서

斯1023에만 생략되어 있다. Tib.번역본(‘lha’), 房,24) 磧,25) 高麗,26)

20) 이하 다음의 약어를 사용하여 기술. DT. : sDe-dge edition, Taipei ; P. :

Peking본 티베트 대장경 ; Skt. : Sanskrit ; Tib. : Tibet ; 高麗 :

高麗大藏經 ; 鳩 : 鳩摩羅什 ; TD : 大正新修大藏經 ; 敦 : 敦煌寶藏 ; 房 :

房山石經 ; 北 : 北平圖書館 ; 斯, S. : 斯坦因(Stein) ; 磧 : 磧砂大藏經 ; 玄

: 玄奘.

21) 斯1023, 敦8-2-2. “斯1023, 敦8-2-2”에서 斯1023은 스타인본 번호이다.

敦8-2-2에서 敦은 敦煌寶藏의 약어 표기, 8은 敦煌寶藏의 권수 표기,
2는 敦煌寶藏필사본에 표기된 번호, 2는 行數이다.

22) Vaidya, p. 255 : puṣpavarṣaṃ pravarṣati divyānāṃ

māndāravapuṣpāṇāṃ/

23) DT.392.6 : lhaḥi me tog mandara baḥi lhaḥi me tog gi char ḥbab bo//

24) 房2, 八洞六八二.

25) 磧10, 862中15.

26) 高麗11, 185中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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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본들에는 ‘天’과 상응한 단어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현장 번

역본에는 위의 Skt.문장을 ‘常雨種種上妙天華’(“……항상 가지가지

의 최상의 묘한 하늘 꽃들이 비 오듯 하는데, ……”)27)로 번역하

고 있다.

2.0. 復28)

TD 12, p. 347b2 : ……亦復如是.

Skt. : 없음 ; Tib. : “다시 또한……”29)

‘復’는 대조한 돈황 필사본들과 房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

러나 磧,30) 高麗31) 및 TD본에는 수록되어 있다. Skt.본에는 ‘復’만

이 아닌 ‘亦復如是’와 상응한 단어가 없다. Tib.번역본에는 磧, 高

麗, TD본들의 ‘亦復’와 상응한 단어는 수록되어 있지만, ‘如是’와

상응한 단어는 없다. 한문본들을 대조하여 보면 磧 이전 시대의

판본들에는 ‘亦如是’만 수록되어 있다.

3.0. 時32)

TD 12, p. 347b13 : 臨命終時.

Skt. : “임종할 때에……”33) ; Tib. : “임종시……”34)

Skt.본의 ‘yadā’, Tib.번역본의 ‘dus’와 상응한 단어는 돈황 필사

본들 중에서 斯1023에만 생략되어 있다. 房,35) 磧,36) 高麗,37) TD

27) TD 12, p. 349a21〜22.

28) 斯1023, 敦8-3-3 ; 斯0363, 敦3-2-11〜12 ; 斯0727, 敦6-2-4 ; 斯2107,

敦16-3-17 ; 斯2112, 敦17-3-4 ; 斯2434, 敦19-3-9 ; 斯2638, 敦21-3-8 ;

斯3027, 敦25-3-6 ; 斯3350, 敦28-3-9 ; 斯4930, 敦38-2-16 ; 斯5150,

敦40-3-8.

29) DT.394.3 : ……gshan yaṅ……

30) 磧10, 862下8〜9.

31) 高麗11, 185下13〜14.

32) 斯1023, 敦8-2-13.

33) Vaidya, p. 256 : yadā …… kālaṃ kariṣyati……

34) DT.395.1 : ḥchi baḥi dus kyi tshe.

35) 房2, 八洞六八二.



42 ∙ 印度哲學 제29집

본들에는 ‘時’가 수록되어 있다. 현장 번역본에도 Skt.본과 같이

‘臨命終時’로 수록되어 있다.38)

4.0. 作禮而去39)

TD 12, p. 348a28 : 作禮而去.

Skt., Tib. : 없음.

‘作禮而去’(“예배하고 물러갔다.”)는 많은 한역 경전 유통분 의

마지막 부분에 ‘信受奉行’,40) ‘歡喜而去’, ‘禮足而去’ 등과 같이 끝맺

는 표현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현은 대조한 돈

황 필사본들 중에서 斯1023과 斯2112에만 생략되어 있다. 그리고

Skt.본, Tib.번역본 및 장경류 중에서는 房에 생략되어 있다. 이

외의 장경들인 磧,41) 高麗,42) TD본들에는 수록되어 있다. Skt.본

과 Tib.번역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통분 의 끝을 맺고 있다. Skt.

: “환희한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였다.”,43) Tib. : “……환희

하고, (세존께서 하신 바를) 기뻐하였다.”44). ‘作禮而去’ 등과 같은

표현은 팔리어본 및 산스크리트어 원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한역 과정에서 첨가한 표현들이다.45)

36) 磧10, 862下18.

37) 高麗11, 186上3.

38) TD 12, p. 350a11.

39) 斯1023, 敦8-6-7 ; 斯2112, 敦 17-6-12.

40) 현장 번역본(TD 12, p. 351b22)에는 ‘信受奉行’으로 수록되어 있다.

41) 磧10, 863中16.

42) 高麗11, 197上1〜2.

43) Vaidya, p. 257 : ……āttamanā …… (bhagavato bhāṣitam)

abhyanandan//.

44) DT.399.1 : ……yi raṅs te/ (bcom ldan ḥdas kyis gsuṅs pa la

[DT.399.2]) mṅon par bstod do//.

45) 예) 초기불전 : 한역본 잡아함경(TD 2, p. 145a7)의 Hāliddikāni경에는

‘作禮而去’가 수록되어 있지만 팔리어본 SN III, pp. 12〜13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대승불전 : 한역본 금강경 구마라집 번역본(TD 8, p.
752c2)과 현장 번역본(TD 7, p. 985c24)에는 ‘信受奉行’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Skt.본에는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Edward Conz,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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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陀46)

TD 12, p. 347b15 : 阿彌陀佛.

Skt. : “아미타(=무량수) 여래의……”47) ; Tib. : “아미타(=무량

광) 여래의……”48)

대조한 돈황 필사본들 중에서 斯4930에만 Skt.본 ‘amita’ 중의

‘-ta’에 상응하는 음사표기가 생략되어 있다. 필사자의 부주의에

의해 생략되었으리라고 추정된다.

5.2. 陀49)

TD 12, p. 346c3 : 阿難陀.

Skt.,50) Tib.51) : “아난다”

돈황 필사본들 중에서 斯2107, 斯2434, 斯3027에만 Skt.본 ‘ānan

da’ 중의 ‘-da’에 상응하는 음사표기 ‘陀’가 생략되어 있다. 房,52)

磧,53) 高麗,54) TD본들에는 Skt.어 音 전체인 ‘阿難陀’로 표기되어

있다. 현장 번역본에는 ‘阿難陀’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ānanda’에 대한 음사표기를 한역 불전들에서 ‘阿難’, 혹은 ‘阿難

陀’로 표기하고 있다.55) 그러나 위의 3점의 필사본 외는 ‘阿難陀’로

62 : ……āttamanāḥ …… (bhagavato bhāṣitam) abhyanandann

(iti)//(“……‘……환희하고, (세존께서 설하신 바를) 기뻐하였다.’라고”. 최

종남(2009), 梵 藏 돈황본 금강경 대조 연구 , 인도철학 제27집, p.
274 참조.

46) 斯4930, 敦38-3-5.

47) Vaidya, p. 256 : ……amitāyuṣas tathāgatasya……

48) DT.395.2 : ……de bshin gśegs pa ḥod dpag med……

49) 斯2107, 敦16-1-6 ; 斯2434, 敦19-1-6 ; 斯3027, 敦25-1-4.

50) Vaidya, p. 254 : ānandena ; ānanda는 팔리어어도 같은 표기이다.

51) DT.390.6 : kun dgaḥ bo.

52) 房2, 八洞六八二.

53) 磧10, 862上23.

54) 高麗11, 185上8.

55) 예) 阿難陀 : 진제 번역본, 구사론, TD 29, p. 267b29 ; 현장 번역본
구사론, TD 29, p. 48b6. 阿難 : 진제 번역본, 구사론, TD 29, p.
205a27 ; 십송율(TD 23, p. 447b21)에서는 ‘阿難多’로 음사표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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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하고 있다.

불교 용어들 중에서 많은 음사표기는 중국 역경시대 중에서 고

역시대에 형성된 것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팔리어 음에 의

해 표기된 것들이다. 이들 팔리어 음사표기들 중에서도 앞의 예와

같이 끝 음절, 혹은 단어의 끝 모음이 탈락되어 있는 경우를 한역

불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 예로 끝 음절이 탈락된 음사 표기

들은 anāgāmin(阿那含), abhidhamma(阿毘曇), kappa(劫), pacceka

-buddha(辟支佛), sāriputta(舍利弗) 등이 있다. 그리고 끝 모음이

탈락된 음사 표기들은 upāsaka(優婆塞), nibbāna(泥洹), brāhmaṇa

(婆羅門), sarira(舍利)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끝 음절, 혹은 단어의

끝 모음이 탈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과 연구가 거의 없다.56)

이에 대해서는 원전어 음, 중국어의 성훈학, 그리고 운율 등의 면

에서 연구가 있어야 한다.

6.0. 羅57)

TD 12, p. 346c3〜4 : 羅睺羅.

Skt.,58) Tib.59) : “라후라”

대조한 돈황 필사본들 중에서 斯2107에만 Skt.본 ‘rāhula’ 중의

‘-la’와 상응한 음사표기가 생략되어 있다. 房,60) 磧,61) 高麗,62) TD

본들에는 Skt.어 음 ‘rāhula’63) 전체가 표기되어 있다. 끝 음절 ‘-la’

가 탈락한 ‘羅睺’는 일부 문헌에 수록되어 있다.64) 그러나 본 필사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구마라집 번역본 11점과 현장

번역본 2점에는 ‘阿難(陀)’로 각각 음사표기하고 있다.

56) 宇井 伯壽(1963), 大乘佛典の硏究, 岩波書店, pp. 822〜823 참조.
57) 斯2107, 敦16-1-7.

58) Vaidya, p. 254 : rāhulena.

59) DT.390.7 : sgra gcan zin.

60) 房2, 八洞六八二.

61) 磧10, 862上23.

62) 高麗11, 185上8.

63) ‘rāhula’의 음사는 羅睺羅 외에 羅怙羅, 羅吼羅 등으로도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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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제외한 다른 장경류들에서는 ‘羅睺羅’로 표기하고 있다. 현장

번역본에는 ‘羅睺羅’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7.0. 爲65)

TD 12, p. 348a7 : 何故名爲.

Skt. : “어떠한 이유에 의해 ……라고 이름하는가?”66) ; Tib. :

왜, ……라고 이름하느냐 하면, ……67)

대조한 돈황 필사본들 중에서 반 이상의 필사본들과 房68)에 Skt.

본 ‘ucyate’와 상응한 동사 ‘할 爲’가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磧,69)

高麗,70) TD본들에는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현장 번역본에는 Skt.

본 ‘kena kāraṇenāyaṃ……’에 상응한 단어는 생략되어 있지만

‘nāmocyate’에 상응한 “名為”는 수록되어 있다.

8.0. 菩薩71)

TD 12, p. 346c6〜7 : 阿逸多菩薩.

Skt.,72) ; Tib.73) : “阿逸多(=無能勝)菩薩”

64) 神亮 三郞(1915), Mahāvyutpati 梵漢藏和四譯對校 飜譯名義大集,
國書刊行會, No.3611 참조.

65) 斯0727, 敦6-4-11 ; 斯2107, 敦16-6-8 ; 斯2434, 敦19-6-2 ; 斯2638,

敦21-6-2 ; 斯3027, 敦25-5-13 ; 斯4930, 敦38-4-14.

66) Vaidya, p. 257 : …… kena kāraṇenāyaṃ …… nāmocyate/.

67) DT.398.1 : ciḥi phyir …… shes bya she na/.

68) 房2, 八洞六八二.

69) 磧10, 863上25.

70) 高麗11, 186中23〜24.

71) 斯2107, 敦16-1-10. ‘菩薩’은 ‘菩提薩埵’의 약칭으로서 팔리어

‘bodhisatta’의 음사표기이다. DN II, Mahāpadāna Suttanta , p. 12.3 :

……vipassī boddhisatto tusitā……, TD 1, p. 3c15, 大本經(竺佛念 譯) :
……毘婆尸菩薩. 從兜率天…… ; 최 종남 외(2009),

범본 한역본 티베트어본 아미타경 한글역주, 경서원, p. 45. 각주 66)
참조.

72) Vaidya, p. 254 : ……ajitena …… bodhisattvena……

73) DT.390.7 : ……mi pham pa daṅ/ byaṅ chub sems dp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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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본 ‘bodhisattva’에 상응하는 음사표기는 斯2107에만 생략되

어 있다. 그 외의 돈황 필사본들 및 房,74) 磧,75) 高麗,76) TD본들에

는 수록되어 있다. 현장 번역본에는 ‘ajita’를 의역(‘無能勝’)하고

‘菩薩’을 표기하고 있다. 필사자는 이어지는 보살들의 호칭에는 필

사하고 있다. 그러나 ‘ajita’에서만 ‘보살’ 표기가 생략되어 있다.

9.0. 實77)

TD 12, p. 347b22 : 誠實言.

Skt. : “성실히 말씀을……”78) ; Tib. : 없음.

아미타경의 정종분 부분(Skt. Vaidya, p. 256.12부터)에 육방

의 모든 여래의 증명으로 믿음을 권하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이 내용 중에 각 방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誠實言’(=nirveṭhanaṃ)

이라는 단어가 6번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斯0363의 경우 5번은

‘誠實言’으로 필사되어 있으나 이 행에서만 ‘實’이 생략된 ‘誠言’으

로 필사되어 있다. 이 외의 돈황 필사본들 및 房,79) 磧,80) 高麗,81)

TD본들에는 ‘誠實言’으로 수록되어 있다. 현장 번역본에는 ‘誠諦

言’82)으로 수록되어 있다.

10.0. 持83)

TD 12, p. 347c12 : 持法佛.

Skt. : “持法如來”84) ; Tib. : “法持라고 이름하는 여래”85)

74) 房2, 八洞六八二.

75) 磧10, 862上26.

76) 高麗11, 185上12.

77) 斯0363, 敦3-3-10.

78) Vaidya, p. 256 : ……nirveṭhanaṃ……

79) 房2, 八洞六八二.

80) 磧10, 863上2.

81) 高麗11, 186中21.

82) TD 12, p. 350a25.

83) 斯2434, 敦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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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한 돈황 필사본들 중에서 斯2434에만 Skt.본 ‘-dhara’의 의

미에 상응하는 ‘持’가 생략되어 있다. 이 외의 돈황 필사본들 및

房,86) 磧,87) 高麗,88) TD본들에는 ‘dharmadharo nāma tathāgato’

에 상응한 단어로서 ‘持法佛’이 수록되어 있다. 현장 번역본에는

‘正法如來’89)로 수록되어 있다.

11.0. 非90)

TD 12, p. 347b5〜6 : 非是算數所能知之.

Skt. : “……양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91) ; Tib. : “……양을 말

하는 것은 쉽지 않다.”92)

Skt.본 ‘na’에 상응하는 부정사 ‘非’가 돈황 필사본 斯2638에만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경전의 구성과 의미를 전혀 다르게 전하고

있다. 필사자의 오류이다. 房,93) 磧,94) 高麗,95) TD본들에는 수록되

어 있다.

12.0. 摩訶拘絺羅. 離婆多. 周梨槃陀迦96)

TD 12, p. 346c2〜3 : 摩訶拘絺羅. 離婆多. 周梨槃陀迦.

Skt.,97) Tib.98) : “…… 摩訶拘絺羅, 離婆多, 周梨槃陀迦, ……”

84) Vaidya, p. 257 : dharmadharo nāma tathāgato……

85) DT.397.2 : de bshin gśegs pa chos ḥdsin ces bya ba……

86) 房2, 八洞六八二.

87) 磧10, 863上15.

88) 高麗11, 186中11.

89) TD 12, p. 350b23.

90) 斯2638, 敦21-3-11.

91) Vaidya, p. 255 : ……na sukaraṃ pramānam ākhyātum……

92) DT.394.4 : ……tshad ni brjod par sla ba ma yin te/.

93) 房2, 八洞六八二.

94) 磧10, 862下12〜13.

95) 高麗11, 185下18.

96) 斯3027, 敦25-1-4.

97) Vaidya, p. 254 : …… mahākoṣṭhilena ca revatena ca cūḍapanthak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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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본에 수록되어 있는 천이백오십명 비구들 중의 일부 장로

들을 언급하는 이름 중 Mahākoṣṭhila, Revata, Cūḍapanthaka가

돈황 필사본 斯3027에만 생략되어 있다. 필사자의 오류이다. 이

외의 돈황 필사본들과 房,99) 磧,100) 高麗,101) TD본들에는 수록되

어 있다.

㉯ 문장의 생략.

1.0. 與如是等諸大菩薩102)

TD 12, p. 346c7〜8 : 與如是等諸大菩薩.

Skt. : “…… 그리고 이들과 다른 많은 보살 마하살들, ……”103)

; Tib. : “…… 그리고 이들과 다른 많은 보살 大士들, ……”104)

이 문장은 돈황 필사본들 중에서 斯4930에만 생략되어 있다. 이

외의 돈황 필사본들 및 房,105) 磧,106) 高麗,107) TD본들에는 수록

되어 있다. 현장 번역본은 구마라집 번역본과 같이 ‘如是等諸大菩

薩’108)로 수록되어 있다.

ca ……

98) DT.390.6 : ……gsum po che daṅ/ nam gru daṅ/ lam phran bstan daṅ/

……

99) 房2, 八洞六八二.

100) 磧10, 862上22〜23.

101) 高麗11, 185上7〜8.

102) 斯4930, 敦38-1-8.

103) Vaidya p. 254 : …… etaiś cānyaiś ca saṃbahulair bodhisattvair

mahāsattvaiḥ/.

104) DT.391.2 : …… de dag daṅ byaṅ chub sems dpaḥ sems dpaḥ chen

po gshan maṅ po dag daṅ/.

105) 房2, 八洞六八二.

106) 磧10, 862上27.

107) 高麗11, 185上13.

108) TD 12, p. 348c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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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어를 바꾸어 필사한 경우

1.0. 舍利佛109)

TD 12, p. 347b7 : 舍利弗.

Skt.,110) Tib.111) : “사리불”

돈황 필사본들 중에서 斯1023만 그 외의 필사본 및 장경류들과

는 달리 ‘弗’(아닐 불)이 아닌 ‘佛’(부처 불)로 수록되어 있다. 현장

번역본에는 Skt.어 ‘śāriputra’112)의 合譯인 ‘舍利子’113)로 수록되어

있다. 斯1023의 필사자는 ‘佛’(buddha)을 의미로 필사하지 않고

‘弗’(再構音114) : [fįuət] ; 현대음 : [fú], 이하 재, 이하 현)과 음가
가 비슷한 ‘佛’(재 : [vįuət] ; 현 : [fu])로 필사하였으리라고 추정
된다.

2.0. 舍利又115)

TD 12, p. 350a15 : 舍利子.

Skt.,116) Tib.117) : “사리자”

현장 번역본의 돈황 필사본들 중에서 北0196에서만 Skt.어

‘-putra’를 의역인 ‘子’가 아닌 ‘又’(또 우)로 수록되어 있다. 필사자

의 오류이다.

109) 斯1023, 敦8-3-7〜8.

110) Vaidya, p. 255 : śāriputra.

111) DT.394.5 : śāriḥibu.

112) ‘śāriputra’의 음사는 舍利弗 외에 奢利富多羅, 舍利弗多羅 등으로도

표기한다.

113) TD 12, p. 349c27.

114) 陣新雄(2004), 廣韻硏究(學生書局)를 참조하였다.
115) 北0196, 敦57-8-1.

116) Vaidya, p. 256 : śāriputra.

117) DT.395.3 : śāriḥi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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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是故) …… 名爲118)

TD 12, p. 346b15〜16 : (是故) …… 名曰……

Skt., Tib. : 없음.

돈황 필사본들 중에서 斯1023에만 ‘名爲’(=*ucyate)로 수록되어

있다. 이 외의 돈황 필사본들과 房,119) 磧,120) 高麗,121) TD본들에

는 ‘名曰’로 수록되어 있다. 현장 번역본에는 ‘(是故)名爲……’122)로

수록되어 있다.

4.0. 上123)

TD 12, p. 347a19 : 尙.

Skt., Tib. : 없음.

‘上’은 이 외의 돈황 필사본들 및 房,124) 磧,125) 高麗,126) TD본들

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Skt.본과 Tib.번역본에는 ‘上’, 혹은 ‘尙’

과 상응한 단어는 없다.

斯1023에서만 ‘上’으로 필사하고 있지만, ‘위 上’과 ‘오히려 尙’은

조사로서 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127) 그리고 聲訓學적인 의미로서

도 완전히 동일한 음가(재 : [ʑĭɑŋ] ; 현 : [shàng]128))를 갖고 있
어 필사자가 음가에 의해 ‘尙’을 ‘上’으로 필사하였으리라고 본다.

118) 斯1023, 敦8-1-5.

119) 房2, 八洞六八二.

120) 磧10, 862中4〜5.

121) 高麗11, 185上21〜22.

122) TD 12, p. 348c22. “是故名爲……”는 Skt.어 *tena ucyate의 의미와

상응한다. 최 종남(2002), 梵藏漢 對照 顯揚聖敎論 索引,
한국전통불교연구원, p. 259 참조.

123) 斯1023, 敦8-2-12.

124) 房2, 八洞六八二.

125) 磧10, 862中25.

126) 高麗11, 185中22.

127) “바라건대”. 小川 環樹 外 編(1968), 新字源, 角川書店, p. 12 참조.
128) 王志武 外 編(1992), 同音詞辨析, 北京語音學硏出版社, p. 292 참조.



범 장 돈황본 아미타경 대조 연구 ∙ 51

5.0. 鄣(㝵, 혹은 礙)129)

TD 12, p. 347a26〜27 : 障礙.

Skt., Tib. : 없음.

대조한 돈황 필사본들 중에는 대부분 ‘鄣’으로 필사하고 있다.

그러나 房,130) 磧,131) 高麗,132) TD본들은 모두 ‘障’으로 수록되어

있다. ‘鄣’과 ‘障’은 같은 의미(‘막을 鄣’, ‘가로막을 障’)와 동일한 음

가(재 : [ʨĭɑŋ] ; 현 : 鄣([zhng]), 障([zhàng]))이다. 따라서 필사
자들이 두 문자 중에서 하나로 필사하였으리라고 본다.

6.0. 大名佛133)

TD 12, p. 347c1 : 大明佛.

Skt. : “大明이라고 이름하는 여래”134) ; Tib. : “大光이라고 이

름하는 여래”135)

Skt.본 ‘mahā-prabha’와 상응한 의미는 ‘大明’, 혹은 ‘大光’이다.

그러나 斯1023에만 ‘大名’으로 필사하고 있다. 房,136) 磧,137) 高

麗,138) TD본들은 Skt.본과 같은 의미로 수록되어 있다. 본 사본의

필사자는 경전이 갖는 의미보다도 당시의 음에 의해 ‘明’(재 : [ɱį
ɐŋ] ; 현 : [míng])과 ‘名’(재 : [ɱįɛŋ] ; 현 : [míng])이 동일한 음
가이므로 ‘名’으로 필사하였으리라고 추정된다.

129) 斯1023, 敦8-2-20 ; 斯0363, 敦,3-2-7 ; 斯2107, 敦,16-1-3 ; 斯2112,

敦,17-2-19 ; 斯2638, 敦,21-3-3 ; 斯3027, 敦,25-3-1 ; 斯3350, 敦,28-3-4

; 斯5150, 敦40-3-4.

130) 房2, 八洞六八二.

131) 磧10, 862下2.

132) 高麗11, 185上8.

133) 斯1023, 敦8-4-9.

134) Vaidya, p. 256 : mahāprabho nāma tathāgato, ……

135) DT.396.3 : de bshin gśegs pa ḥod chen shes bya ba daṅ/.

136) 房2, 八洞六八二.

137) 磧10, 863上5.

138) 高麗11, 186上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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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衆139)

TD 12, p. 346b26 : 大比丘僧.

Skt.,140) Tib.141) : “……위대한 비구 승가……”

돈황 필사본들 중에서 많은 양의 필사본에 Skt.본의 ‘saṃgha’를

음사표기의 ‘僧’이 아닌 의역인 ‘衆’으로 필사되어 있다. 장경류의

房,142) 磧,143) 高麗,144) TD본들에는 음사표기인 ‘僧’으로 수록되어

있다. 현장 번역본(650년)에는 의역인 ‘(大苾芻)衆’145)으로 수록되

어 있다.

8.0. 而146)

TD 12, p. 347a8 : 晝夜六時天雨曼陀羅華.

Skt. : “……밤에 세 번, 낮에 세 번 천상 만다라화 꽃들의 꽃비

가 내린다.”147) ; Tib. : “……낮에 세 번, 밤에 세 번 천상의 꽃인

139) 斯2107, 敦16-1-3 ; 斯2112, 敦17-1-2 ; 斯2434, 敦19-1-3 ; 斯4930,

敦38-1-3 ; 斯5150, 敦40-1-3.

140) Vaidya, p. 254 : ……mahatā bhikṣusaṃghena……

141) DT.390.5 : ……dge sloṅ gi dge ḥdun chen po……

142) 房2, 八洞六八二.

143) 磧10, 862上20.

144) 高麗11, 185上4.

145) TD 12, p. 348b22. ‘苾芻’는 Skt.어 ‘bhikṣu’의 음사 표기이다. 중국

역경사에서 苾芻는 현장에 의해 새롭게 표기된 신역시대의

음사표기이다. 고역 구역시대에는 팔리어 ‘bhikkhu’의 음사표기인

‘比丘’를 사용하였다. 현장에 의해 역경된 유식문헌들을 대조하여 보면

역경 원년인 645년과 646년에는 고역 음사표기인 ‘比丘’와 ‘苾芻’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3년 후에 역경된 불전에서는 ‘苾芻’만을

사용하고 있다. 예) 현양성교론(645년 10월 1일〜655년 1월 15일) :
比丘(TD 31, p. 583b5), 苾芻(TD 31, p. 525a10) ; 유가사지론(655년
5월 15일〜657년 5월 15일) : 比丘(TD 30,p. 418c26), 苾芻(TD 30, p.

770b17) ; 성유식론(659년 10월) : 苾芻(TD 31, p. 2a28).
146) 斯0363, 敦3-1-8 ; 斯0727, 敦6-1-2 ; 斯2107, 敦16-2-11 ; 斯2112,

敦17-2-2 ; 斯2434, 敦19-2-5 ; 斯2638, 敦21-2-3 ; 斯3027, 敦25-1-17 ;

斯3350, 敦28-2-5 ; 斯4930, 敦38-1-20 ; 斯5150, 敦40-2-5.

147) Vaidya, p. 255 : ……triṣkṛtvā rātrau triṣkṛtvā divasasya puṣpavarṣ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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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라 천상의 꽃비가 내린다.”148)

모든 돈황 필사본들에는 Skt.본의 ‘divya’의 의미와 상응하는

‘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天’ 대신에 접속사 ‘而’(말 이을 이)로

바꾸어 필사하고 있다. Tib.번역본 및 房,149) 磧,150) 高麗,151) TD

본, 그리고 현장 번역본에도 ‘divya’의 의미를 갖는 ‘(晝夜六時. 常

雨種種上妙)天(華)’152)가 수록되어 있다.

3. 문장의 내용이 다른 경우

1.0. 聞是諸佛所說名. 及經名者.153)

TD 12, p. 348a8〜9 : 聞是經受持者. 及聞諸佛名者.

Skt. : “이 법문의 명호를 듣고, 그리고 그 불 세존들의 명호를

수지하게 되면……”154) ; Tib. : “이 법문과 그 불 세존들의 명호

를 들었던 자, 듣는 자, 듣게 되는 자, ……”155)

위의 11자가 대조한 돈황 필사본 11점 중에서 10점과 房은 유

pravarṣati divyānāṃ māndāravapuṣpāṇāṃ/.

148) DT.392.6 : ñin lan gsum/ mtshan lan gsum du lhaḥi me tog mandara

baḥi lhaḥi me tog gi char ḥbab bo//.

149) 房2, 八洞六八二.

150) 磧10, 862中14〜15.

151) 高麗11, 185中9.

152) TD 12, p. 349b21〜22.

153) 斯0727, 敦6-4-12〜13 ; 斯1023, 敦8-5-9〜10 ; 斯2107, 敦16-6-10〜11 ;

斯2112, 敦17-5-13〜14 ; 斯2434, 敦19-6-3〜4 ; 斯2638, 敦21-6-3〜4 ;

斯3027, 敦25-5-14〜15 ; 斯3350, 敦28-5-16〜17 ; 斯 ; 斯4930,

敦38-4-15〜16 ; 斯5150, 敦40-6-2〜3.

154) Vaidya, p. 257 : asya dharmaparyāyasya nāmadheyaṃ śroṣyanti

teṣāṃ ca buddhānāṃ bhagavatāṃ nāmadheyaṃ dhārayiṣyanti……

155) DT.398.1 : chos kyi rnam [DT.398.2] graṅs ḥdi daṅ/ saṅs rgyas

bcom ldan ḥdas de dag gi mtshan thos par gyur pa daṅ/ thos pa

daṅ thos par ḥgyur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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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되고 있는 대장경본들의 내용과 다르다. 돈황 필사본들의 내용

은 Skt.본의 내용과 조금 다르고, 그리고 절구 또한 다르게 구성

되어 있다. 그러나 구마라집 번역본이 대장경에 수록되기 이전까

지의 필사본들과는 달리 磧,156) 高麗,157) TD본들은 같은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다. 현장 번역본은 Skt.의 내용과는 달리 ‘……或已得

聞. 或當得聞. 或今得聞. 聞是經已……(“혹은 이미 들었거나, 혹은

다음에 듣거나, 혹은 지금에 듣거나, 이 경을 듣고 나서는……”

)’158)로 수록되어 있다.

4. 단락의 순서를 바꾸어 필사한 경우

1.0. 舍利弗. 下方世界有獅子佛. 名聞佛. 名光佛. 達摩佛. 法幢佛. 持

法佛. 如是等恒河沙數諸佛. 各於其國出廣長舌相. 遍覆三千大千世界.

說誠實言. 汝等眾生. 當信是稱讚不可思議功德一切諸佛所護念經.159)

육방 중의 下方의 내용을 돈황 필사본 斯0727에서만 Skt.본(Vai

dya, p. 257)의 순서(上方 下方)와는 다르게 下方 上方 순으로 바꾸

어 필사되어 있다. 이 외의 돈황 필사본들 및 대장경들은 Skt.본

과 같은 육방의 순서가 수록되어 있다.

5. 이체자

한역 및 한문 불전들의 필사본과 대장경 판본들에는 形體가 다

156) 磧10, 863上26〜27.

157) 高麗11, 186下2〜3.

158) TD 12, p. 341a10〜11.

159) 斯0727, 敦6-4-6〜10 ; TD 12, p. 347c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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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즉 字形이 다른 글자인 異體字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160) 아
미타경 돈황 필사본에도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일부의 글자가 이
체자로 필사되어 있다. 필사본 이체자들의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

다.161)

1.1. 필사의 편리성을 위하여 筆劃을 변화시켜 字形의 일부분이

다른 글자로 된 경우.

斯2107, 敦16-5-12 ; 房2, 八洞六八二 ; 磧10, 863上9 ; 高麗11, 18

6中4 : 㝡勝音佛.162)

TD 12, p. 347c6 : 最勝音佛.

1.2.

斯1023, 敦8-2-13163) ; 高麗11, 185中22 : 况.

磧10, 862中26 ; TD 12, p. 347a19 : 況.

2.1. 音이 같은 다른 글자로 대체한 경우.

斯2434, 敦19-3-4 ; 高麗11, 185中8 : 障㝵.

房2, 八洞六八二 ; 磧10, 862下2 ; TD 12, p. 347a26〜27 : 障礙.

2.2.

160) 이 규갑(1995), 고려대장경의 이체자 연구 , 중국어 문학논집 제7호,
pp. 493〜496 참조.

161) 이 규갑(1995, 고려대장경의 이체자 연구 , 중국어 문학논집
제7호)의 분류 기준에 의한 것. 정 연실, 돈황사본과 고려대장경의

금강경 이체자 연구 , 고려대장경을 통한 돈황 사본의 재인식,
규장각 국제학술회의(2009), 주최 : 고려대장경연구소, pp. 258〜261

참조.

162) 이 외의 돈황 필사본 : 斯0363, 敦3-4-3 ; 斯2112, 敦17-4-15 ; 斯2434,

敦19-5-2 ; 斯2638, 敦21-5-3.

163) 이 외의 돈황 필사본 : 斯0363, 敦3-1-18 ; 斯0727, 敦6-1-13 ; 斯2107,

敦16-3-5 ; 斯2112, 敦17-2-13 ; 斯2434, 敦19-2-14 ; 斯2638, 敦21-2-14

; 斯4930, 敦38-2-7 ; 斯5150, 敦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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斯1023, 敦8-1-9164) : 无.

房2, 八洞六八二 ; 磧10, 862上28 ; 高麗11, 185上14 ; TD 12, p. 3

46c8 : 無.

3.0. 字形의 일부분만을 사용한 경우.

斯1023, 敦8-1-10165) ; 房2, 八洞六八二 ; 高麗11, 185上15 : 尒時.

磧10, 862上29 ; TD 12, p. 346c10 : 爾時.

4.0. 필사의 편리를 위하여 단순한 筆劃을 생략한 경우.

斯1023, 敦8-1-8166) ; 房2, 八洞六八二 ; 高麗11, 185上13 : 米睪

(쌀 일 석).

磧10, 862上27 ; TD 12, p. 346c8 : 釋(풀 석).

5.1. 偏旁의 증감.

斯1023, 敦8-1-15167) : 迊.

北0196, 敦57-2-6 ; 房2, 八洞六八二 ; 磧10, 862中4 : 帀.

高麗11, 185上21 ; (鳩)TD 12, p. 346c15 ; (玄)TD 12, p. 348c19

: 匝.

5.2.

斯5150, 敦40-1-7168) ; 房2, 八洞六八二 ; 磧10, 862中4 : 帀.

164) 이 외의 돈황 필사본 : 斯2107, 敦16-1-12 ; 斯2112, 敦17-1-10 ; 斯2434,

敦19-1-11 ; 斯2638, 敦21-1-8 ; 斯3027, 敦25-1-9 ; 斯4930, 敦38-1-9 ;

斯5150, 敦40-1-11.

165) 이 외의 돈황 필사본 : 斯2107, 敦16-1-13 ; 斯2112, 敦17-1-11 ; 斯2434,

敦19-1-12 ; 斯2638, 敦21-1-9 ; 斯3027, 敦25-1-10 ; 斯3350, 敦28-1-12

; 斯4930, 敦38-1-10 ; 斯5150, 敦40-1-12.

166) 이 외의 돈황 필사본 : 斯2107, 敦16-1-12 ; 斯2112, 敦17-1-9 ; 斯2434,

敦19-1-10 ; 斯3027, 敦25-1-8 ; 斯4930, 敦38-1-8.

167) 이 외의 돈황 필사본 : 斯4930, 敦38-1-14 ; 斯2107, 敦16-2-1 ; 斯2434,

敦19-1-17 ; 斯2638, 敦21-1-14 ; 斯3350, 敦28-1-17.

168) 이 외의 돈황 필사본 : 斯2112, 敦17-1-16 ; 斯3027, 敦2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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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11, 185上21 ; TD 12, p. 346c15 : 匝.

6. 음사표기가 다른 경우

1.0. ko.

斯1023, 敦8-1-3169) ; 房2, 八洞六八二 ; 磧10, 861上22 : 摩訶俱

絺羅.

高麗11, 185上7 ; TD 12, p. 346c2〜3 : 摩訶拘絺羅.

Skt.(Vaidya, p. 254) : mahākoṣṭhila.

Skt.어 음 ‘-ko-’를 돈황 필사본들, 房, 磧에서는 ‘俱’로, 高麗와

TD본에서는 ‘拘’로 각각 음사표기하고 있다. ‘俱’와 ‘拘’의 재구음

은 [kĭu](현 : 俱 : [jū] ; 拘 : [jū])로서 동일한 음가이다.

2.1. tā.

斯1023, 敦8-1-11170) ; 房2, 八洞六八二 ; 高麗11, 185上17 : 阿彌

陁.

磧10, 862上30 ; TD 12, p. 346c12〜13 : 阿彌陀.

Skt.(Vaidya, p. 254) : amitāyus.

Skt.어 음 ‘-tā-’를 대조한 돈황 필사본들, 房, 高麗에서는 ‘陁’로,

磧과 TD본에서는 ‘陀’로 음사표기하고 있다. ‘陁’와 ‘陀’의 재구음

은 [d‘ɤ](현 : 陁 : [tuó], 陀 : [tuó])로서 동일한 음가이다. ‘amitāyus’
(無量壽)는 한역 및 한문 불전들에서 ‘-yus’가 탈락되어 ‘阿彌陀’만

음사표기하고 있다.

169) 이 외의 돈황 필사본 : 斯2107, 敦16-1-6 ; 敦16-1-5 ; 斯2112, 敦17-1-4

; 斯2434, 敦19-1-5 ; 斯2638, 敦21-1-2 ; 斯3350, 敦28-1-6 ; 斯4930,

敦38-1-4 ; 斯5150, 敦40-1-5.

170) 이 외의 돈황 필사본 : 斯2434, 敦19-1-13 ; 斯2638, 敦21-1-10 ; 斯3027,

敦25-1-11 ; 斯3350, 敦28-1-4 ; 斯4930, 敦38-1-11 ; 斯5150, 敦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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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tha.

斯1023, 敦8-1-4171) ; 房2, 八洞六八二 ; 高麗11, 185上7 : 周利槃

陁迦.

磧10, 862上22〜23 ; TD 12, p. 346c3 : 周梨槃陀迦.

Skt.(Vaidya, p. 254) : cūḍapanthaka.

Skt.어 음 ‘-tha-’를 돈황 필사본들, 房, 高麗에서는 ‘陁’로, 磧과

TD본에서는 ‘陀’로 각각 음사표기하고 있다. ‘-tha-’는 한역 불전

들에서 陁, 陀 외에도 他, 佗, 撻, 塔 등으로도 음사표기하고 있

다.172)

2.3. da.

斯1023, 敦8-1-4173) ; 房2, 八洞六八二 ; 高麗11, 185上8 : 難陁.

磧10, 862上23 ; TD 12, p. 346c3 : 難陀.

Skt.(Vaidya, p. 254) : nanda.

Skt.어 음 ‘-da-’를 돈황 필사본들, 房, 高麗에서는 ‘陁’로, 磧과

TD본에서는 ‘陀’로 각각 음사표기하고 있다. ‘陁’와 ‘陀’는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완전히 동일한 음가이다. ‘-da-’는 한역 불전들

에서 達, 娜, 捺 등으로도 음사표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아미타경에서 ‘-da-’174)의 음사표기는 ānanda(阿難陀)
와 kālodayin(迦留陀夷)이 있다. 위와 같이 Skt.어 음 ‘-da-’를 또

한 돈황 필사본들,175) 房,176) 高麗177)에서는 ‘陁’로, 磧178)과 TD

171) 이 외의 돈황 필사본 : 斯2112, 敦17-1-5 ; 斯2434, 敦19-1-6 ; 斯2638,

敦21-1-3 ; 斯3350, 敦28-1-6 ; 斯4930, 敦38-1-5.

172) 林 光明(1999), 梵字悉曇入門, 嘉豊出版社, p. 345 참조.
173) 이 외의 돈황 필사본 : 斯2107, 敦16-1-6 ; 斯2112, 敦17-1-4 ; 斯2434,

敦19-1-5 ; 斯2638, 敦21-1-2 ; 斯3027, 敦25-1-4 ; 斯3350, 敦28-1-6 ;

斯4930, 敦38-1-5 ; 斯5150, 敦40-1-6.

174) Vaidya, p. 254.

175) 阿難陁 : 斯1023, 敦8-1-4 ; 斯2112, 敦17-1-5 ; 斯4930, 敦38-1-5 ;

斯5150, 敦40-1-6. 迦留陁夷 : 斯2013, 敦8-1-5 ; 斯2112, 敦17-1-6 ;

斯2434, 敦19-1-7 ; 斯2638, 敦21-1-3 ; 斯3350, 敦28-1-7 ; 斯4930,

敦38-1-6 ; 斯5150, 敦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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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179)에서는 ‘陀’로 각각 음사표기하고 있다.

2.4. dha.

斯1023, 敦8-1-7180) ; 房2, 八洞六八二 ; 高麗11, 185上12 : 乾陁

訶提菩薩.

磧10, 862上26〜27 ; TD 12, p. 346c7 : 乾陀訶提菩薩.

Skt.(Vaidya, p. 254) : gandhahastin.

Skt.어 음 ‘-dha-’를 돈황 필사본들, 房, 高麗에서는 ‘陁’로, 磧과

TD본에서는 ‘陀’로 음사표기하고 있다. ‘-dha-’는 이 외에도 한역

불전들에서는 ⼝他, 馱, 彈 등으로도 음사표기하고 있다.

3.0. ḍū.

斯1023, 敦8-1-19181) : 瑠璃.

房2, 八洞六八二 ; 磧10, 862中9 ; 高麗11, 185中2 ; TD 12, p. 347

a2 : 琉璃.

Skt.(Vaidya, p. 254) : vaiḍūrya.

Skt.어 음 ‘-ḍū-’를 돈황 필사본들에서만 ‘瑠’로, 그 외의 장경류

들에서는 ‘琉’로 음사표기하고 있다. ‘瑠’와 ‘琉’는 재구음([lĭəu], 현
: [liú])이 같은 동일음이다. 그러나 ‘-ḍū-’와 상응한 음사표기는

‘瑠’와 ‘琉’ 보다도 ‘頭’가 적합하다. 그리고 ‘琉璃’의 음사표기 중에

는 Skt.어 음 ‘vai-’가 탈락되어 있다. 현장 번역본에는 ‘vai-’를

‘吠(琉璃)’로 옮겨 음사표기하고 있다.182)

176) 房2, 八洞六八二.

177) 阿難陁(高麗11. 185上8), 迦留陁夷(高麗11. 185上9).

178) 阿難陀(磧10, 862上23), 迦留陀夷(磧10, 862上23).

179) 阿難陀(TD 12, p. 346c3), 迦留陀夷(TD 12, p. 346c4).

180) 이 외의 돈황 필사본 : 斯2107, 敦16-1-10 ; 斯2112, 敦17-1-8 ; 斯2434,

敦19-1-9 ; 斯4930, 敦38-1-8 ; 斯5150, 敦40-1-9.

181) 이 외의 돈황 필사본 : 斯2107, 敦16-1-5 ; 斯2434, 敦19-1-20 ; 斯3350,

敦28-1-19.

182) TD 12, p. 349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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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pa.

斯1023, 敦8-1-4 : 憍梵婆提.

房2, 八洞六八二 ; 磧10, 862上23 ; 高麗11, 185上8 ; TD 12, p. 34

6c4 : 憍梵波提.

Skt.(Vaidya, p. 254) : gavāṃpati.

돈황 필사본들 중에서 斯1023에서만 Skt.어 음 ‘-pa-’를 ‘婆’로

음사표기하고 있다. 그 외의 돈황 필사본들 및 장경류들에서는

‘波’로 각각 음사표기하고 있다. ‘婆’(재 : [bʻua] ; 현 : [pó])와 ‘波’
(재 : [pua] ; 현 : [bō])는 초성은 다르지만 음가가 비슷하여 斯10

23의 필사자가 ‘婆’로 음사표기하였으리라고 추정된다.

5.0. phin.

斯2112, 敦17-1-4183) ; 房2, 八洞六八二 ; 磧10, 862上22 : 摩訶迦

旃延.

高麗11, 185上6〜7 ; TD 12, p. 346c2 : 摩訶迦栴延.

Skt.(Vaidya, p. 254) : mahākapphiṇa.

Skt.어 음 ‘-phin-’을 돈황 필사본 5점, 房, 磧은 ‘旃’으로, 그 외

의 돈황 필사본들, 高麗, TD들에서는 ‘栴’으로 음사표기하고 있다.

‘旃’과 ‘栴’은 동일한 음가(재 : [ʨĭɛn] ; 현 : [zhān])이다.

Ⅴ. 맺는 말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돈황에서 발견된 필사본들 중에서

돈황보장에 수록되어 있는 完本 아미타경 구마라집 번역본 1

183) 이 외의 돈황 필사본 : 斯2107, 敦16-1-5 ; 斯2638, 敦21-1-2 ; 斯3037,

敦25-1-4 ; 斯3350, 敦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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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과 현장 번역본 2점을 산스크리트어본, 티베트어 번역본, 그리

고 장경류들을 시대별로 방산석경, 적사대장경, 고려대장경, 대정

신수대장경들을 각각 대조 연구하였다.

돈황은 실크로드 역사의 중심 역할을 한 지역으로서 4세기부터

10세기경까지 많은 문헌유산을 남겼다. 그 중에서 특히 약 2만 여

점이 넘는 각종 문헌유산을 남겼다.184) 이들은 중국의 문헌뿐 만

아니라 인도, 중앙아시아, 티베트, 몽고 등의 지역에서 전래된 문

헌들도 다량 포함되어 있다. 특히 중국 문헌들 중에서 돈황에서

발견된 필사본들은 당시 중국의 사상, 문화 및 언어, 자형 등을 연

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미타경 돈황 필사본들의 필사 시기는
적사대장경 開版이전의 唐시대 후기부터 宋시대 초기에 필사된 것

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로서는 돈황 필사본들의 일부 내용이 동일

(예 : 2, 5.0. ; 2, 8.0.)하고, 그리고 ‘3, 1.0.’에서와 같이 ‘聞是諸佛所

說名. 及經名者’의 문장이 11점 중에서 10점의 돈황 필사본들과 방

산석경이 동일 한 점 등이다. 이 이후에 개판된 적사대장경과 고

려대장경 등에는 위의 내용과 다른 단어, 혹은 문장이 수록되어

있다.

돈황의 필사본들은 사부대중들에 의해 필사되었다. 이들은 모

두가 신앙과 기원을 위하여 필사된 것들이다. 따라서 필사본들 마

다 조금씩 오류는 있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미타경 돈황
필사본들은 다른 필사본들 경전(예 : 금강경) 보다는 오류가 적
다.

돈황 필사본들을 다른 장경류들과 대조하여 보면, 단어, 혹은

문장의 생략, 단어를 바꾸어 필사한 경우, 문장의 내용이 다른 경

우, 단락의 순서를 바꾸어 필사한 경우, 이체자, 음사표기가 다른

경우들이 있다.

특히 아미타경 돈황 필사본들은 단어들을 바꾸어 필사하면서

184) 黃 永武 編(1986), 敦煌寶藏, 新文豊出版公司, 序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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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발음인 중고음185)으로 필사하고, 그리고 음사표기를 하고

있다. 또한 다른 장경류에 수록되어 있는 이체자들 뿐 만 아니라,

새로운 이체자 자형들(예 : 5, 1.〜2.)로 일부 단어가 필사되고 있

다.

이와 같은 예들에 의해 돈황 필사본과 다른 장경류들과의 시대

별, 지역별, 자형학, 성훈학적 분류가 가능하다. 이 중에서 돈황 필

사본들에 수록되어 있는 음사표기는 성훈학적 뿐 만 아니라. 산스

크리트어 음, 그리고 중국 역경사의 고역시대에 영향을 준 중앙아

시아 역경승들에 의해 역경되면서 중앙아시아어 음이 첨가된 부

분186)들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제공되리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돈황보장에 수록된

필사본들을 중심으로하여 대조 연구하였다. 이들 필사본 외에도

俄藏黑水城文獻과 法藏敦煌西域文獻에 수록되어 있는 필사본들
이 수백 점 현존하고 있다. 이들 현존하는 필사본들을 대조 연구

하면 역경사적, 중국어의 성훈학적 및 자형학적 등의 연구와 장경

류들의 시대별 변화 지도를 규명하는데 큰 발전이 있으리라고 본

다.

185) 상고음 : 수 당대 이전, 중고음 : 송대 이전, 근대음 : 송대 이후. 飯田

利行(1941), 日本に殘存せる 支那古音の硏究, 富山 房版, p. 8 참조.
186) TD 55, p. 50a10〜12 : 將炎雖善天竺語. 未備曉漢. 其所傳言或得胡語.

或以義出音.(“[축]장염은 비록 천축의 말을 잘 할지라도 아직 상세하게

한어에는 능통하지 못했다. 그 전하는 바에 의하면(/역경한 것에

의하면) 호어를 쓰기도 하고, 혹은 뜻으로 음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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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the Sanskrit, Tibetan and

Dunhuang Versions of Sukhāvatī-Vyūha

Choi, Jong-Nam

(Joong-Ang Sangha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carry-out a period-by-period

investigation of the different types of Tripitakas with

respect to ideologies, forms and the teachings of wise men,

based on 11 translated versions of the Kumārajīva and 2

translated versions of the Xuanzang contained in

Dun-Huang-Bao-Zang from the Sukhāvatī-Vyūha.

In order to do so, manuscripts of the Sukhāvatī-Vyūha's

Dunhuang were compared to the original Sanskrit text, the

Tibetan translation, the Fang-Shan Shi-Jing, the Tripitaka of

Jisha, the Tripitaka Koreana and the Taisho Shinshu

Daizokyo.

Their comparisons according to language and Tripitaka

showed the following errors, misprints and differences: ①

Omission of words and sentences, ②Transcriptions of

different words, ③Different meanings of sentences, ④

Changed paragraph orders, ⑤Abbreviations and ⑥

Phonetically translated notations.

According to such comparisons and investigations, the

manuscripts of the Sukhāvatī-Vyūha's Dunhuang were

written for purposes of religion and origins, most of which

were transcribed between the end of the Tang era before

the reorganization of the Tripitaka of Jisha and the

beginning of the Song era. Also, the phonetic values of the

phonetically translated notations are mid to pitched tones,



66 ∙ 印度哲學 제29집

which demonstrates that they were transcribed before the

Song era.

As aforementioned, this study centers on the complete works

of Sukhāvatī-Vyūha contained in the Dun-Huang-Bao-Zang - 11

translated versions of the Kumārajīva and 2 translated versions

of the Xuanzang. Hundreds of other translated versions of

Kumārajīva exist. Comparative studies of these existing

manuscripts according to language and Tripitaka, with respect to

ideologies, forms and the teachings of wise men, will help greatly

towards determining the period-by-period changes in the

Tripitakas.

Key Words: Sukhāvatī-Vyūha, Dunhuang’s manuscript,

Abbreviation, Phonetically translated notation,

Kumārajīva, Xuanz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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