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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범어를 활용하는 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많은 불전들의 음역

어를 해결하는 데서도 그대로 적용해야 할 지침이 된다. 그 고려 사항

을 다음과 같은 지침으로 변환할 수 있다. 첫째, 하나의 불전에서 구사

된 음역어는 특히 이역본 또는 관련 기사가 있는 다른 불전의 용례와

대조하여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둘째, 특히 예외적인 음역어의 경

우에는 필사 또는 판각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기의 가능성을 적

용해 보아야 한다. 셋째, 동일한 원어의 음역 표기가 불전마다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식으로 알고 적용해야 한다. 이는 역자와

시대에 따라 선호하는 음역 표기의 형태가 축역, 합역, 전역 등으로 다

양하기 때문이다. 음역의 불일치는 동일 역자의 불전에서도 흔하게 발

견된다. 넷째, 간혹 음역어에 역자가 병기한 의역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특히 중국인 저작의 불전들 중에는 범어에 대한 부

정확인 식견을 반영한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Ⅰ. 머리말

한역(漢譯) 불전에서 음역어(또는 음사어)는 상상을 초월할 정

도로 숱하게 구사되어 있다. 음역어는 범어 등의 원어를 의역하지

않고 원음을 한자로 표기한 발음 기호에 상당한다. 따라서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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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의 음역이 아닌 대부분의 음역어는 그 원어를 파악할 수 있

을 때라야 바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1)

한역 불전에서 음역어의 사용 빈도는 원전의 다양화와 번역의

활성화와 비례한다. 이 과정에서 오종불번(五種不翻)의 원칙2)과

같은 번역 이론이 발전하면서, 후대로 갈수록 음역어의 사용은 빈

번해진다.3) 이 같은 상황에서 일체경음의(一切經音義)와 같은

불전의 어휘 사전이 편찬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이런

문헌이 출현한 것은 7세기 중반 이후의 일이다. 일체경음의는
일종의 색인용 주석으로서 불전 어휘의 자구 해설에 주력하는 중

에 음역의 원어(특히 범어) 파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이 문헌은 원어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음역어

1) 간단한 예를 들면, 入楞伽經 제8권의 食肉品에서는 “種種油蜜 甘蔗甘蔗汁

騫陀末干提等”(T 16, p. 562c)으로 聖人의 음식으로 열거한다. 이 중

騫陀末干提가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원어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파악할 수

없다. 한글대장경에서는 이 대목을 “여러 가지 기름과 꿀과 감자(甘蔗)와

감자 즙과 건타말(蹇陀末)·사탕 간제(干提) 등”으로 옮겼다. 그러나 범본과

대조하면 騫陀의 원어는 khaṇḍa(糖蜜)로 확인되며, 末干提의 원어는

판본의 차이가 있지만 matsyaṇḍikā(精糖)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騫陀

末干提’는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두 종류의 설탕이다. cf. Nanjio(1956), p.

250.

2) 翻譯名義集에서 玄奘 법사의 주장으로 소개하는 ‘번역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라니처럼 비밀의 뜻을 지닌 것. 둘째,

薄伽梵처럼 많은 의미를 함축한 것. 셋째, 閻淨樹처럼 자국에 일치하는

실물이 없는 것. 넷째, 阿耨菩提처럼 예부터 사용한 음역어. 다섯째,

般若처럼 번역하지 않는 편이 더 좋은 것. “唐奘法師論五種不翻. 一祕密故

如陀羅尼. 二含多義故 如薄伽梵具六義. 三此無故 如閻淨樹. 中夏實無此木.

四順古故 如阿耨菩提 非不可翻. 而摩騰以來常存梵音. 五生善故

如般若尊重智慧輕淺.” T 54, p. 1055a.

3) 단적인 예를 들어, 화엄경의 百二十轉으로 불리는 극대수의 숫자를

열거하는 데서 佛馱跋陀羅(359～429년)는 의역을 선호했지만,

實叉難陀(652～710년)는 음역을 선호했다. “離欲 → 毘攞伽(virāga), 捨 →
毘伽婆(vigava), 聚 → 僧羯邏摩(saṃkrama), 通 → 毘薩羅(visara), 頻申 →

毘膽婆(vicambha/vibhaja), 網 → 毘盛伽(vicaga), 眾流 →

毘素陀(visota/visoda), 出 → 毘婆訶(vivāha), 分 → 毘薄底(vibhakti), 分別

→ 毘佉擔(vikhyā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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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호성을 온전히 해소하지는 못한다.

일체경음의보다 약 200년 전에 편찬된 번범어는 명칭이 표
방한 대로 범어 사전이다. 다만 여기서 취급한 원어가 반드시 고

전 범어일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며, 설명은 전반적으로 매우 간

략하다. 가장 간략한 형태의 전형은 아래와 같다.

那: 論曰不也.

邏求: 論曰輕也.4)

이처럼 간단한 음역어의 경우, 那의 원어는 na, 邏求의 원어는 l

aghu로 쉽게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간략한 설명만으로는 원

어를 바르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이 문헌의 도처에 산재해

있다. 다행히 이 문헌은 음역어의 출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

출처를 찾아 원어를 확정하거나 가늠해 볼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여기서는 현존하지 않는 초창기 한역본을 출처로 제시하거나 판

각의 오류, 음역의 불일치 등이 큰 장애로 대두된다. 그러나 이보

다 더 심각한 문제로 드물지 않게 발견되는 것은, 원어에 관한 편

찬자 자신의 착란이다.

본론에서는 중국 최초의 범어 사전인 번범어의 활용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주로 활용상의 장애 사례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有時’라는 동일한 의역으로 설명된 상이한 음역어들의 원어를 추

적하는 것으로 우선 번범어의 활용상의 유의점을 적시한다. 이
와 아울러 원어 추적의 사례를 통해 번범어의 문헌적 가치를

재평가한다.

본론은 번범어를 번역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숱한
과정의 일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본론의 고찰은 한역 불전의

4) T 54, p. 986b. 예외적으로 迦絺那(kaṭhina)衣처럼 장황한 설명을 곁들인

경우도 있다. 여기서는 간략한 개념 설명에 이어 승복의 계율과 관련된

인명, 지명, 승복의 종류 및 색깔 등에 관한 약 55개의 단어를 출처 제시

없이 迦絺那衣法’라는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여 설명한다. T 54, p. 1004b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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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역어 처리에 대한 인식과 방법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Ⅱ. 장애 및 착오의 일반 사례

번범어를 참고하는 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의외로 많다. 여
기서 고려 사항으로 지목한 것들은 번범어 활용의 장애 요소가
된다. 이것들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번범어에서 제시한 출처는 대체로 확인 가능하다. 그러
나 그 중에는 현존의 대장경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행방불명의

불전이나 잡경(雜經)이라는 불특정의 불전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둘째, 불전을 필사하는 과정에 발생한 오기로 간주되는 사례가

잦은 편이다.

셋째, 음역어의 특성상 동일한 표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표

제어로 제시한 음역과 출처에서 구사한 음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

우가 빈번하다.

넷째, 편찬자의 설명이 원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

다. 이는 편찬자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가장 유의

해야 할 사항이다.

이밖에 분류 착오도 고려 사항으로 지적할 수 있지만, 이는 대

체로 원어를 잘못 파악한 데서 기인한 문제이므로 위의 넷째 사

항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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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불(行不) 또는 불특정 출처

번범어는 후대와 같은 대장경이 편찬되기 이전에 작성되었다.
따라서 번범어 당시에 유통되었던 불전들 중 일부는 후대에 다
른 불전에 편입되거나 아예 산일되었을 수도 있다. 물론 여기서

출처로 제시한 대다수의 불전들은 동명 또는 별칭의 불전으로 현

존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弗跡見千輻輪相經이나 善王皇帝功德經과

같은 불전들은 후대의 불전 목록으로만 그 존재가 확인된다. 더욱

이 大通方廣懺罪廣嚴成佛經, 子喪不離經, 第千命過經, 比丘言志經, 三

小劫抄經 등과 같은 불전들은 오로지 번범어에서만 출처로 제시
될 뿐이다.

번범어에서 제시한 출처들 중에 가장 모호한 것은 ‘雜經’이라
는 출처이다. 이 ‘잡경’을 출처로 제시한 어휘로는 65개를 헤아릴

수 있다. 그런데 이 중에는 번범어 당시에 유통되었던 불전으로
부터 추출했을 어휘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번범어에서는 아래와 같은 일련의 어휘들의 출처를 ‘잡경’
으로 제시한다.

①醯茂鉢低鬼: 應云醯摩鉢低 譯曰金珠. 雜經.

②跋提梨兄鬼: 譯曰長長兩反.

③跋陀羅第鬼: 譯曰賢也.

④跋阿羅迦: 譯曰賢也.

⑤跋陀羅劫磨: 譯曰賢也.

⑥鳩摩羅: 譯曰童也.

⑦訶悉多迦: 應云可悉多迦 譯曰不自.(T 54_1030a)5)

그런데 이것들에 상당하는 어휘들을 아래와 같이 佛所行讚에서

5) 번호는 비교의 편의를 위해 논자가 부여한 것. 이하 본문에 제시한 T의

출처에서 쪽 번호(p.)는 _로 표시함. 즉 ‘T54_1030a’는 제54권 1030쪽의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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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란히 발견할 수 있다.

①醯茂鉢低鬼 及波多耆利(T4_40a.) ··· 於彼跋提村 化彼②跋提梨 及與

③跋陀羅 兄弟二鬼神 ··· 阿摩勒迦波 有鬼③跋陀羅 及④跋陀羅迦 ⑤跋陀

羅劫摩 又至阿臘山 度鬼阿臘婆 二名⑥鳩摩羅 三⑦訶悉多迦 還至伽闍山

度鬼絙迦那.(T4_40b)

번범어에서는 佛所行讚을 출처로 적시하여 80여 개의 어휘를

설명하므로, 위와 같은 사례는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이 같은 사

례로 보아, 번범어의 편찬에는 여러 사람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후 지적할 다른 사례들도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상가장(蠰伽藏)이라는 어휘

의 출처도 雜經으로 제시한6) 사례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이 어

휘는 중국 역경사의 초기에 활동한(서기 148～170년) 安世高가 번

역한 阿那邠邸化七子經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7)

이와 유사한 예로는 曇無竭이 서기 453년에 번역한 것으로 알려

져 있는 觀世音菩薩授記經에 나오는 瞿羅尼華8)의 출처도 雜經으로

제시한9) 것을 들 수 있다.

2. 필사 오기

번범어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오류 중 필사 또는 판각의

6) “蠰伽藏: 譯曰好身. 雜經.” T 54, p. 1053c. 蠰伽의 원어는 śaṅkha이고 용의

이름이다.

7) “尸國波羅奈城. 彼有藏名蠰伽(龍名). 無數金銀珍寶車璩馬碯水精琉璃真珠琥珀.
彼七子七千兩金. 及此蠰伽大寶藏.” T 2, p. 862b. 번범어에서는 蠰伽藏을
‘藏名’으로 분류하여 제시하므로, 그 용례는 이 대목과 일치한다.

8) “瞿羅尼花 曼陀羅花 摩訶曼陀羅花.” T 12, p. 354c.

9) “瞿羅尼華: 譯曰白花. 雜經.” T 54, p. 105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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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간주되는 것들은 다른 불전들과의 대조를 통해 정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오류가 대장경 전체에 걸쳐 숱하게 발견되므로

번범어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오기의 대부분은
낱자의 의미를 배제하고 음가만을 채택하는 음역에서 주로 발생

한다.10) 다만 글꼴의 유사성으로 인해 흔히 발생한 오기11) 외에,

희소한 오기는 음역의 원어에 대한 착오를 유발하기 쉽다.

예를 들어 번범어에서는 那迦羅의 의미를 行으로 명시하면

서12) 그 출처를 대지도론(원문에서는 大智論)의 제90권을 제시

한다. 그러나 이 간략한 설명으로는 그 원어를 추정할 수 없다. 오

직 그 출처를 찾아 맥락을 파악할 때라야13), 나(那)는 산(刪)의 오

기임을 알아차림으로써 그 원어를 saṃskāra로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葉喻多少經을 출처로 제시한 다음과 같은 사례는 다각적

인 검토와 대조를 거쳐서야 원어를 파악해 낼 수 있다.

申怒林: 應云申怒波 譯曰實也.(T54_1047b)

이 경우, 實이라는 의미만으로는 원어 추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단서가 되는 것은 葉喻多少經이지만, 현존의 대장경에는 이 명칭

을 유지한 불전이 없다. 다행히 불전 목록에 이 명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체경음의에서 다음과 같은 용례를 찾을 수 있다.

10) 물론 음역이 아닌 의역에서도 오기는 적지 않게 발견된다. 번범어의
예를 들면, 順世外道를 지칭하는 盧迦延那(lokāyata 또는 lokāyatika)를

世法耶見로 의역한 것(T 54, p. 1020b)은 世法邪見의 오기이다. 이는

글꼴의 유사성에 기인한 필사 또는 판각 과정의 오류일 것이다. 아래

각주 참고.

11) 빈번한 오기의 한자들로 상호 혼동하여 사용된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두(杜)=사(社), 말(末)=미(未), 사(娑)=파(婆), 사(邪)=야(耶),

설(薛)=벽(薜), 술(戌)=수(戍), 야(耶)=나(那), 얼(蘖)=벽(蘗), 우(于)=간(干).

술(戌)=수(戍), 이(已)=기(己), 이(離)=난(難), 자(刺)=랄(剌), 특(特)=지(持).

12) “那迦羅: 論曰行也.” T 54, p. 986c.

13) “業過去世已滅盡 但有名. 名為行. 天竺語刪迦羅, 秦言行.” T 25, p. 69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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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廾-┬+下]攝波葉: 經亦言申怒字林, 或作申恕波林, 樹名也. 此譯云實木,

舊葉喻多少經是.(T54_619c)

이의 의하면 번범어의 申怒波에서 노(怒)는 서(恕)의 오기로

통용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단서로 잡아함경에서 다음

과 같은 용례를 찾을 수 있다.

一時 佛在拘薩羅國人間遊行. 於薩羅聚落村北申恕林中住.(T2_12c)

잡아함경의 이 대목에 상당하는 내용은 Nikāya에서 발견된다.

이에 의하면 申恕林의 원어는 siṃsapā-vana이므로, 번범어에
표기된 申怒波의 원어는 범어로 śiṃśapā가 된다.

3. 음역 불일치

동일 원어를 역자마다 상이하게 음역한 것은 한역 불전의 일반

사례에 속한다. 다만 번범어에서 장애로 대두되는 것은, 설명하
는 어휘와 출처의 어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물론 번범어
당시 출처로 유통되었던 불전이 후대의 개편 과정에서 일부 변경

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어쨌거나 번범어의 어휘에 대해서는 이
같은 불일치도 고려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경우를 흔한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先底般波羅山: 應云那帝波膩波羅 譯曰那帝者家 波膩者水 波羅者護. 善

見律毘沙 第一卷.(T54_1043b)

여기서는 先底般波羅의 출처를 선견율비바사로 명시했지만,

정작 선견율비바사에는 이것이 先底槃那波羅로 표기되어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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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로 이것을 번범어에서는 那帝波膩波羅라는 독자적인 표기

로 제시했다. 이 결과로 선(先)과 나(那)의 차이가 전혀 다른 해석

을 초래했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선견율비바사의 “先底槃那波羅山
邊 禪室門邊造”(T24_674b)라는 특이한 번역이다. Pāli 율장 중 이

불전에 해당하는 Samanta-pāsādikā와 대조하면, 이 대목의 원어

는 vebhārapabbatapassa(베바라山의 기슭)와 sattapaṇṇiguhādvār

a(七葉窟의 문)로 파악된다.14) 이에 따라 “先底槃那波羅山邊 禪室門

邊造”에서 先底槃那波羅는 ‘satta-paṇṇi[-guhā]-dvāra’를 음역한

것이고 禪室門은 ‘satta-paṇṇi-guhā-dvāra’를 의역한 것으로 이해

된다. 즉 여기서는 vebhāra-pabbata(베바라山)를 배제하여 sattap

aṇṇiguhādvāra(칠엽굴의 문)로 대체하고, sattapaṇṇiguhādvāra를

다시 禪室門으로 첨언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태와는 무관하게 번범어에서는 독자적인 표기인
那帝波膩波羅의 의미를 “那帝는 집, 波膩는 물, 波羅는 보호”(譯曰

那帝者家 波膩者水 波羅者護)라고 풀이한다. 짐작건대 번범어의
편찬자는 那帝-波膩-波羅의 범어를 ‘nātha-pāna-pāla’로 파악한

듯하다. 음역의 불일치가 이처럼 원의와는 전혀 다른 추정을 야기

한다.

14) 인도의 Bapat 교수와 일본의 Hirakawa 교수가 함께 완수한

Samanta-pāsādikā의 연구에서 이 구절은 “erected at the enterance of a

meditation-cave(guhā) of Sattapaṇṇi on the slope of the mountain

Vebhāra”(Bapat 1970, pp. 5f), 즉 “Vebhāra 산의 기슭에 있는

Sattapaṇṇi(七葉)의 ‘명상 굴’(窟) 입구에 건립된”이라는 의미로

번역되었다. Nikāya에서도 이에 상당하는 서술로는 “베바라[산] 기슭에

있는 七葉窟에”(vebhārapasse sattapaṇṇiguhāyam)라는 대목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先底槃那波羅山邊 禪室門邊造”라는 한역에는 ‘Vebhāra

산’이 배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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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어 착오

이상에서 지적한 번범어의 문제점들은 모두 원어 착오로 귀
결된다. 오늘날과 같은 출판본으로 불전들의 원전이 유통되어 있

었다면 앞서 예시한 것과 같은 각종 착란 사례는 한결 줄어들었

을 것이다. 번범어의 편찬자는 범어에 대한 식견은 풍부한 것으
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원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을 것임이 거의

분명하다. 이 때문에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원어 착오

의 사례들이 번범어에서는 도처에서 발견된다. 아래 예시한 두
경우만으로도 그 실태를 가늠할 수 있다.

⑴ 盧夷強耆: 應云盧熙多彌伽 譯曰盧熙多者赤強伽者河名也.(T54_9

95b)

번범어는 盧夷強耆를 비구의 이름으로 열거한다. 그리고 위의
단어 풀이에 의하면 盧熙多는 lohita(赤: 붉은)의 음역, 強伽는 gaṅ

gā(河名: 갠지스강)의 음역이다. 그러므로 편찬자는 盧夷強耆 또는

盧熙多彌伽의 범어를 lohita-gaṅgā로 파악했다. 그러나 여기서 출

처로 제시한 중아함경의 상당 대목을 Nikāya로 대조하면, 盧夷強

耆의 원어는 lomasa-kaṅgiya로 확인된다. 팔리어 lomasa-kaṅgiy

a(범어로는 romaśa-kaṅgiya)는 ‘털이 많은 캉기야’라는 뜻으로15)

범어 lohita-gaṅgā(붉은 갠지스강)와는 전혀 무관하다.

위의 경우와 같은 원어 착오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례에 속

한다. 그러나 원어 추정이 단순한 듯한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는

한층 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5) 발바닥이 털로 덮여 있어서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cf.

Malalasekera(1974) p.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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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釋迦毘楞伽: 譯曰釋迦者姓 毘楞伽者不好色也.(T54_1052b)

번범어는 釋迦毘楞伽를 의복의 이름으로 열거하면서 首楞嚴經
上卷을 출처로 명시한다. 그러나 다른 불전에서도 흔하게 언급되

는 釋迦毘楞伽는 보주(寶珠)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의복의 이름으

로 사용된 예가 없다. 더욱이 번범어는 ‘보배의 이름’(寶名)을 열
거하는 데서 이와 동일한 원어의 음역으로 보이는 어휘를 아래와

같이 연달아 제시한다. 따라서 이것을 의복의 이름으로 열거한 것

은 일단 편찬자의 분류 착오일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① 釋迦毘楞迦摩尼: 譯曰釋迦者姓, 毘楞伽者不好色也. 摩尼者珠. 觀無

量壽經.

② 釋迦毘楞伽寶: 譯曰釋迦者能, 毘楞伽者不好色也. 虛空藏經.(T54_10

54a)

여기서 예시한 ⑵釋迦毘楞伽, ①釋迦毘楞迦, ②釋迦毘楞伽는 상식

적으로 보더라도 동일한 원어의 음역이다.16) 그러나 번범어의
편찬자는 그 동일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즉 복합어의 일부인

⑵毘楞伽, ①毘楞迦, ②毘楞伽의 원어는 동일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동일하게 표기된 釋迦의 경우에는 ⑵釋迦과 ①釋迦의 원어가

동일하고 ②釋迦는 이와 다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편찬자의

인식을 검토하기 전에 보주의 이름으로 사용된 釋迦毘楞伽의 원어

를 먼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佛華嚴入如來德智不思議境界經에서는 釋迦毘楞伽를 더욱 온전한

형태로 음역하여 ‘舍迦囉毘楞伽那’로 표기한다.17) 이 舍迦囉毘楞伽

那의 원어는 ‘śakrābhilagna’(śakra-abhilagna)로 확인되어 있다.

먼저 釋迦를 성씨의 이름으로 풀이한 ‘釋迦者姓’의 경우, 편찬자

16) 佛說觀無量壽佛經에서는(T 12, p. 342b) 釋迦毘楞迦가 釋迦毘楞伽로

표기되므로 양자는 동일하다.

17) “或有波頭摩染摩尼寶色. 或有知如來身舍迦囉毘楞伽那摩尼寶色.

或有金剛光摩尼寶色.” T 10, p. 920a.



16 ∙ 印度哲學 제29집

는 śākya를 釋迦의 원어로 추정했음이 거의 확실하다. 이와 아울

러 ‘釋迦者能’의 경우, 편찬자가 釋迦의 원어로 추정한 것은 śākya

가 아니라 능력을 의미하는 śakra일 것이다.18)

그러나 ‘不好色’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한 毘楞迦(=毘楞伽)의 경

우에는 편찬자가 지목한 원어를 단정하기 어렵다. 편찬자가 이것

의 원어를 abhilagna로 파악했다면, 그 의미를 不好色로 제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범어에서 abhilagna는 주로 집착을 의미하

여 의역으로는 貪, 持, 所著 등이 통용되기 때문이다.19) 毘楞迦(=毘

楞伽)의 원어를 abhilagna가 아닌 abhilaṅghana로 간주하더라도,

이것은 勝(능가, 우월)을 의미한다.20)

한역 불전에서 不好色이라는 술어가 사용된 예는 그다지 많지

않다. 총 11회 사용된 사례 중 번범어에서만 8회나 발견된다.

그리고 그 8회 중 5회는 모두 비릉가(毘楞迦=毘楞伽)에 대한 설명

이다. 그렇다면 편찬자는 본래의 원어인 abhilagna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다른 것을 원어로 확신했을 가능성이

있다. 편찬자가 추정한 원어의 단서는 마을의 이름을 열거한 데서

발견된다.

鞞婆陵耆: 應云鞞婆槾耆. 譯曰不好色也.(T54_1040b)

여기서 鞞婆陵耆의 출처는 중아함 제12권로 명기되어 있다. 실

제 중아함경 제12권에서 鞞婆陵耆는 촌읍(村邑)의 이름이며,21) 이

18) 동일한 음역이 가능하고 의미도 유사한 원어로 śakya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śakya를 釋迦로 음역한 사례는 매우

희소할 뿐만 아니라, 서술적 용례에서는 주로 可 또는 得으로 의역된다.

아래 각주 참조.

19) 飜譯名義大集에서도 śakrābhilagna-ratna에 합당한 한역을 帝釋持寶로
예시한다. 榊亮三郞(1916) p. 386, 5960항. 여기서 śakra는 제석천, 즉

인드라 신의 별칭이다.

20) 翻譯名義集에서 釋迦毘楞伽를 ‘能勝’으로 풀이한 것은(T 54, p. 1105c) 그

원어를 śakrābhilaṅghana, 즉 śakra(能)-abhilaṅghana(勝)로 파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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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당하는 Majjhima-Nikāya의 Ghaṭīkāra-sutta에 의해 鞞婆陵

耆의 원어는 vehaliṅga(=vebhaliṅga)22)로 확인된다. 번범어의
편찬자가 이 원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와 유사한 것을 원어로 추정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번범어에서 비릉가(毘楞迦=毘楞伽)의 단어 풀이인 不好色의

의미도 모호하기는 하지만, 이 말은 ‘色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

으로 이해된다.23) 그리고 이 경우의 色이 rūpa의 의역이 아닌 것

은 확실하다. 루파(rūpa)를 릉가(楞迦)와 같은 표기로 음역했을 리

는 없기 때문이다.24) 그렇다면 이 色의 의미는 성(sex)과 연관되

어 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팔리어 vehaliṅga(=vebhaliṅga)에서 liṅga는 범어와 동일하고,

일차적으로는 남자의 성기를 의미한다. veha는 viha의 일차 강세

(guṇa)로 가능한 변형이며,25) viha는 ‘빈 곳’ 즉 하늘(공중)을 의

미한다. 특히 범어의 용례에서 viha는 접두어로만 사용된다. 번
범어의 편찬자는 이 veha 또는 viha를 분리, 부재, 멀어짐 등을
표현하는 접두사 vi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했을 수 있다. 이 경우,

vehaliṅga를 ‘성(sex)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했다면,

不好色이라는 의역은 이 같은 이해와 합치한다.

21) “阿難. 鞞婆陵耆村邑之中有梵志大長者, 名曰無恚.” T 1, p. 499a.

22) 속어형으로 간주되는 이 원어는 vekaliṅga, vegaḷiṅga, vehaliṅga,

vebhaliṅga, vebhaliga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된 사례가 조사되어 있다.

이 중 표준형은 vehaliṅga이고 이것의 동의어로 표기된 다른 속어형이

vebhaliṅga이다.

23) 만약 不好色을 ‘좋지 않은 색’, 즉 ‘나쁜 색’의 의미로 쓴 것이라면,

毘楞迦(=毘楞伽)를 vivarṇa(나쁜 색)의 음역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배의 이름에 이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24) 한역 불전에서 rūpa의 음역은 盧婆, 路婆, 露波, 魯波, 縷多, 樓婆, 樓波,

縷波, 鏤波, 留波, 嚕卑, 嚕婆, 嚕播, 嚕波, 嚕跛, 嚧波, 嚧跛 등으로 거의

망라할 수 있다. 이것들의 발음과 ‘릉가’라는 발음 사이에는 전혀

유사성이 없다.

25) 팔리어에는 viha와 āgamana의 합성으로 성립된 용례로

vehāgamana(공중을 통해 온)가 있다. Childers(1875), p.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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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검토를 종합하면, 번범어의 편찬자는 상기한 세 음역
의 범어를 아래와 같이 추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⑵ 釋迦毘楞伽: sākya-vehaliṅga

① 釋迦毘楞迦: sākya-vehaliṅga

② 釋迦毘楞伽: śakra-vehaliṅga

그러나 이 같은 편찬자의 추정은 착오임이 분명하고, 이 셋의

원어는 동일하게 śakrābhilagna일 뿐이다. 더욱이 한역 불전에서

śakrābhilagna는 보주 또는 보석의 이름으로 언급된 용례만 있다.

그럼에도 번범어의 편찬자가 釋迦毘楞伽를 의복의 이름으로 분

류한 것은 아직도 미해결의 문제로 남아 있다. 여기서는 상호 복

합적인 두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하나는 不好色이라는 의

역으로 보아 미심쩍기는 하지만, 편찬자가 毘楞伽의 원어를 abhila

gna로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그 출처에서 속

단했을 가능성이다.

번범어는 ‘수능엄경’ 즉 佛說首楞嚴三昧經을 釋迦毘楞伽의 출

처로 명시했는데, 번범어의 편찬자는 이 경전의 卷上에 있는 아
래와 같은 대목을 출처로 지목한 듯하다.

佛告釋提桓因 憍尸迦. 若此三千大千世界滿中 釋迦毘楞伽摩尼珠 更有照

明諸天摩尼珠.(T15_634c)

그런데 여기서 앞에 있는 憍尸迦(kauśika)는 釋提桓因 즉 인드

라 신의 별칭이지만, 원어의 유사성으로 인해 의복의 이름인 憍尸

迦(kāśika)26)와 혼동될 수 있다. 위의 구문에서 憍尸迦와 釋迦는

인드라(제석천)를 지칭하는 동의어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와 아

울러 고려할 수 있는 것은 abhilagna의 용례이다. 불전에서는 abh

26) 10여 불전에서 憍尸迦가 옷의 이름으로 언급된다. 예를 들면 佛本行集經

제7권에 “時天帝釋. 將天細妙憍尸迦衣.”(T 3, p. 687a)라는 용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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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agna가 복합어 śakra-abhilagna로만 구사되기는 하지만, 이 복

합어 용례에서 abhilagna는 ‘고정된’ 또는 ‘착용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27) 이에 의하면 śakrābhilagna는 ‘인드라 신이 착용한’이

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 같은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하면 釋迦毘

楞伽를 의복의 이름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어쨌거

나 釋迦毘楞伽를 의복의 이름으로 열거한 것은 단순한 분류 착오

에 불과하다.

번범어에 수록된 어휘들의 원어를 파악하는 일차적인 단서는
단어 설명에 해당하는 의역이다. 그러나 바로 앞에 예시한 것처럼

동일한 의역이 다수의 음역에 적용될 경우, 이상에서 개괄한 네

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그 원어를 제대로 파악

해 내기 어렵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대체로 원어에 대한 편찬

자의 착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실례를 ‘有時’라는 의역

이 적용된 음역어들에서 볼 수 있다.

Ⅲ. 有時의 원어

번범어의 편찬자는 다섯 어휘의 의미를 有時라는 의역으로

제시한다. 물론 여기서 有時라는 말이 ‘때로는 어떠하다’라는 서술

어가 아니라, 단어의 의미를 제시하는 명사 또는 형용사로 국한하

여 사용되고 있다. 이 경우, 有時는 설명하고 있는 원어에 시간의

의미가 개입되어 있음을 지시한다. 범어의 어형으로 보면 有時와

직결되는 원어로는 kālavat를 먼저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이하

다섯 사례를 검토해 보면, 有時로 의역된 어휘의 원어를 kālavat

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그 원어는 시간의 의미를 지

27) cf. Edgerton(1985)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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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다른 것이든가 시간과는 무관한 것이다.

⑴ “婆耶: 譯曰有時.” 비구의 이름. 출처는 鞞婆沙 제2권.(T54_99

9a)

편찬자가 출처로 제시한 鞞婆沙(즉 鞞婆沙論)에는 ‘婆耶’가 존자

의 이름으로 언급되므로,28) 출처는 현존의 대장경과 일치한 것으

로 인정된다. 그러나 有時라는 단서만으로 婆耶의 원어를 곧장 알

아차릴 수는 없다. 따라서 우선 婆耶의 용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접근해 보면, 그 원어를 유추할 수 있는 용례가 주로 善見律毘婆沙

에서 발견된다. 그 용례는 아래와 같다. (말미의 *는 확인된 원어

를 논자가 부기한 것.)

① 제2권: “法叵付阿婆耶 阿婆耶付提婆, 提婆付私婆. 如此諸律師.”(T24

_684c) *阿婆耶=abhaya29)

② 제4권: “王弟比丘 名末多婆耶, 與五百比丘俱欲學律藏.”(T24_694a)

*末多婆耶=mattā-bhaya30)

③ 제11권: “爾時於師子洲國 名阿㝹羅陀. 於中有賊 名阿婆耶.”(T24_75
4a) *阿婆耶=abhaya31)

번범어의 편찬자는 위의 용례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善見律毘婆沙를 출처로 제시한 분류와 음역이 아래와 같이 대

체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28) “受持沙門十二淨行. 如人似淨行. 如彼尊者婆耶.” T 28, p. 0429b. 한역 불전

전체에서 ‘尊者婆耶’라는 용례는 단 1회뿐이다.

29) 阿婆耶는 스리랑카의 律師의 이름이며, 그 원어는 abhaya로 파악되어

있다.

30) 末多婆耶는 왕의 동생인 비구의 이름이며, 그 원어는 mattābhaya로

파악되어 있다.

31) 阿婆耶는 스리랑카의 도적의 이름이며, 그 원어는 abhaya로 파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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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阿婆耶王: 譯曰無時.” 왕의 이름. 제1권.(T54_1009c)

① “阿婆耶: 譯曰無時.” 비구의 이름. 제4권.(T54_998a)

② “末多婆耶: 譯曰縱逸時也.” 비구의 이름. 제4권.(T54_998b)32)

③ “阿婆耶: 譯曰無時.” 잡인의 이름. 제11권.(T54_1023b)

앞서 확인된 것으로 제시한 원어와 대조하면, 번범어의 편찬
자가 時의 의미로 이해했던 원어는 한결같이 bhaya임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애초 ‘有時’로 설명한 婆耶의 원어는 일단 無時(abhaya)

의 반의어인 bhaya로 간주되며, 이는 발음상으로도 타당한 것처

럼 보인다.

그러나 편찬자가 時의 원어를 bhaya로 알고 있었다면, 이것을

굳이 時로 의역한 이유는 여전히 의문이다. bhaya는 주로 공포나

외포(畏怖)를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의역으로는 畏가 적합하기

때문이다. 다만 bhaya와 ‘시간’과의 연관성을 애써 구하는 것으로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즉 범어에서 bhaya는 외포를 의

인화한 신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인도의 신화에서

이 bhaya는 시간(kāla)의 사위로 묘사된다.33) 만약 번범어의 편
찬자가 이러한 신화적 의미를 고려한 것이라면, 편찬자의 식견은

크게 찬사를 받을 만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婆耶’의 출처인 鞞婆沙論을 검토해 보면, 婆耶

의 원어는 bhaya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일체유부의 논

서인 鞞婆沙論 14권은 阿毘曇毘婆沙論 60권을 거쳐 현장(玄奘) 번

역의 阿毘達磨大毘婆沙論 200권으로 크게 확장되었다. 유부의 교의

를 상술하는 이 일련의 논서들에는 다음과 같이 두 논사를 병렬

하여 언급하는 대목이 있다.

鞞婆沙論 제2권: “如彼尊者婆耶 ··· 此尊者瞿沙亦爾說.”(T28_429b)

32) 여기서 편찬자는 縱逸의 원어를 mattā로 파악했고, 縱逸(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함)은 mattā(기뻐 날뛰는, 도취된)의 의미와 합치한다.

33) cf. Monier-Williams(1899) p. 74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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鞞婆沙論 제4권: “說者更有二師. 尊者視違羅, 尊者瞿沙披摩.”(T28_445

a)

阿毘曇毘婆沙論 제32권: “昔有二大師. 一名耆婆羅, 二名瞿沙跋摩.”(T28

_234b)

阿毘達磨大毘婆沙論 제60권: “昔此法內有二論師. 一名侍毘羅. 二名瞿沙

伐摩.”(T27_310c)

阿毘達磨大毘婆沙論 제129권: “昔於此部有二論師. 一名時毘羅, 二名瞿

沙伐摩.”(T27_671b)

이상의 대비에 의하면 맨 앞의 婆耶는 이하 열거된 視違羅, 耆婆

羅, 侍毘羅, 時毘羅와 동일인으로 간주된다. 즉 같은 원어가 다섯

형태로 음역되었으며, 그 중 처음 음역된 婆耶는 축약형일 것이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이 음역들의 원어는 jīvera로 제시되었으나,34)

이것이 확실한 근거에 의한 것이라면 짐작건대 jivri의 속어형일

것이다. 고전 범어에서 jīvera라는 단어는 성립되지 않지만, jivri

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로 통용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婆耶의

원어는 jivri로 간주할 수 있다.

⑵ “迦羅越: 亦云迦羅利, 譯曰有時.” 바라문의 이름. 출처는 弗為

婆羅門說四法經.(T54_1008b)

歷代三寶紀에 의하면 편찬자가 제시한 출처는 雜阿含 제2권에

포함되지만35) 이 출처는 현존의 대장경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더

욱이 잡아함경 전체에서도 迦羅越 또는 迦羅利은 발견되지 않는

다. 이처럼 확인할 전거가 없는 경우, 음역의 형태와 의미를 고려

하여 그 원어를 일단 kālavat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시된 출처 밖에서 조사한 迦羅越의 용례로 다른 원어

34) 대만의 印順 법사는 一切有部為主的論書與論師之研究라는 저서에서
“侍毘羅, 或作時毘羅, 涼譯作耆婆羅(Jīvera)”라고 그 원어를 적시했다.

여기서 ‘涼譯’은 阿毘曇毘婆沙論을 가리킨다. 印順(1968) p. 347.

35) “佛為婆羅門說四法經一卷(出雜阿含第二卷).” T 49, p. 51c.



翻梵語의 원어 착란 사례 ∙ 23

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일체경음의와 번역명의집에서는
동일하게 迦羅越의 의미를 居士로 제시한다.36) 이 迦羅越의 원어

는 gṛhapati 또는 kulapati로 파악되어 있다.37) 일체경음의는 이
迦羅越을 放光般若經에서 추출했고, 출처인 放光般若經 제1권에서

迦羅越은 바라문의 성씨로 언급되어 있다.38) 이 같은 전거를 고려

하여 번범어에서 바라문의 이름으로 열거한 迦羅越의 원어를 재
조명할 수 있다.

범어에서 gṛhapati, gṛhavat, kulapati, kulavat 등은 모두 동의

어이다. 따라서 迦羅越의 원어로는 이것들이 모두 가능하다. 이것

들 중 하나를 특정한다면 발음상으로는 kulavat가 迦羅越의 음역

으로 가장 적합하다. 또한 kulavat는 주로 ‘고귀한 가문’을 의미한

다. 다른 셋의 원의는 가장(家長)이지만, 중국의 역자들은 kulavat

를 포함한 이것들을 주로 長者 또는 居士로 번역하여 불전의 고유

어로 정착시켰다.39) 그리고 이것들 중에서 gṛhapati(=gahapati)를

迦羅越로 번역한 최초의 사례는 安世高가 번역한(A.D. 151) 佛說七

處三觀經에서 아래와 같이 발견된다.

부처님이 迦羅越에게 말했다. “마음을 이미 지켰다면 몸과 입과 생

각도 지키게 된다.”40)

36) “迦羅越: 大品經中 居士是也.” 54, p. 356c(一切經音義). T 54, p.

1082b(翻譯名義集).

37) 梵和大辭典에서는 迦羅越의 원어를 kulavat로 간주하고, 의역을 居士로
제시하면서 一切經音義를 전거로 들었다. 荻原雲來(1986) p. 361.

38) “使我得大果報. 得生尊者家. 梵志大姓家. 迦羅越家.” T 8, p. 3b.

39) 迦羅越은 아함경의 용어가 아니다. gṛhapati 또는 kulapati에 상당하는

팔리어는 gahapati이고, gahapati는 아함경에서 대부분 長者로 번역되어

있다. 한역 불전 중 이 같은 의미로 迦羅越이라는 역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佛說大愛道般泥洹經이다. 이 불전에서 迦羅越은 38회나

구사된다.

40) 佛告迦羅越. 意已守身口念索守. 己身守己口守己念守. T 2, p. 876a. 이에

상당하는 내용이 Aṅguttara-Nikāya에서는 “gahapati citte arakkhite

kāyakammampi arakkhitaṃ hoti, vacīkammampi arakkhitaṃ hoti,

manokammampi arakkhitaṃ hoti.”라고 서술되어 있다. AN, pp. 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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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Nikāya에서 매우 빈번하게 바라문과 함께 언급되는

것은 gahapati(범어 gṛhapati)이며, 종종 kulapati가 단독으로 언급

된다. 이것을 전거로 하면 迦羅越의 원어를 gṛhapati 또는 kulapati

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迦羅越은 원어(gṛhapati 또는 ku

lapati)를 온전히 음역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迦羅는 gṛha 또

는 kula의 음역이 분명하지만, 越은 pati를 의역한 것으로 간주된

다. 이러한 용례를 고려할 때, 迦羅越의 원어로는 처음 전제해 둔

kālavat가 가장 부적합하다. 이에 따라 有時라는 의역은 편찬자의

착오일 수 있다. 이하 예시할 나머지 세 사례들도 이와 같은 착오

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⑶ “迦羅越子: 譯曰有時.” 잡인의 이름. 출처 無量平等覺經 上卷.

(T54_1025c)

현존의 佛說無量清淨平等覺經 제1권에서 迦羅越子가 장자(長者)

로 언급되므로,41) 편찬자가 제시한 어휘와 용례는 출처와 합치한

다. 迦羅越子는 ‘迦羅越의 아들’로 이해되는 이름이므로 원어의 문

제는 迦羅越로 국한된다. 그리고 이것의 원어는 바로 앞서 검토한

⑵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다.

迦羅越이 장자 또는 부호이면서 아들(子)과 함께 언급되는 용례

는 다른 불전들에서도 발견된다. 舊雜譬喻經에 언급된 ‘長者大迦羅

越’(T4_519b)은 출처의 용례인 ‘大長者迦羅越’과 다르지 않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佛說逝童子經의 다음과 같은 서술이다.

부처님은 부유한 迦羅越의 집으로 갔다. 부유한 가라월에게는 이름

이 서(逝)인 16세 된 아들(子)이 있었다.(T14_801c) ··· 부처님이 이렇

여기서 迦羅越은 給孤獨長者, 즉 anāthapiṇḍika-gahapati를 가리킨다.

安世高는 이것을 給孤獨家로 번역했다. “佛便說 給孤獨家意不守身行.”

41) “為菩薩求索 得是二十四願. 時阿闍世王太子. 與五百大長者迦羅越子.

各持一金華蓋.” T 12, p. 28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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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수기(授記)를 마치자, 迦羅越의 아들인 서(逝)와 제석천 및 모든 비

구들이 가르침을 듣고 환희했다.(T14_803)42)

여기서 ‘迦羅越, 迦羅越의 아들’은 Nikāya에서 흔하게 볼 수 있

는 “gahapati vā gahapatiputto”(長者 혹은 長者의 아들은)에 상당

한다. 따라서 迦羅越의 범어도 앞서 검토한 ⑵의 경우처럼 gṛhapa

ti 또는 kulapati로 간주할 수 있다.

⑷ “迦羅起: 應云迦羅婆 譯曰有時.” 잡인의 이름. 출처는 都伽長

者經43) 下卷.(T54_1025c)

迦羅起든 迦羅婆든 여기서 제시한 출처에 해당하는 현존의 郁迦

羅越問菩薩行經에서는 찾을 수 없다. 특히 迦羅起는 번범어에서
만 한 번 언급되어 있다. 또한 迦羅婆는 번범어 이외의 불전에
서 보석 또는 식물의 이름으로 언급될 뿐이다.44)

출처인 郁迦羅越問菩薩行經에 의하면45) 迦羅起는 迦羅越로 간주

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그 원어는 바로 앞서 검토한 사례와 동

일한 것이 된다. 더욱이 ‘諸迦羅越’처럼 복수로 언급된 점을 고려

하면 이 迦羅越은 고유 명사가 아니라 長者들을 일컫는 보통 명사

이다.

이 사례에서 편찬자가 迦羅起의 다른 표기로 제시한 迦羅婆는

원어를 kālavat(有時)로 간주했음을 시사한다.46)

42) “佛行向富迦羅越門 富迦羅越有子 年十六 名曰逝 ··· 佛說是決已 迦羅越子逝

天帝釋及諸比丘 聞經歡喜”. 雜譬喻經에는 富迦羅越有兩子(부유한

가라월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는 용례가 있다. T 4, p. 507c.

43) 도(都)는 욱(郁)의 오기.

44) 毘耶娑問經(T 12, p. 232b)과 佛說一切法高王經(T 17, p. 854c)에서

迦羅婆寶로 언급된 迦羅婆의 원어는 galva, 一切經音義(T 54, p.

371b)에서 迦羅婆花로 언급된 迦羅婆의 원어는 karabha로 파악된다.

45) “爾時郁迦長者及諸迦羅越 皆同時舉聲言. 甚難及天中天.” T 12, p. 27b.

46) 만약 번범어 당시의 郁伽長者經에서 ‘迦羅婆’가 명기되어 있었다면, 이
迦羅婆는 gṛhapati 또는 kulapati를 축약한 음역일 수 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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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迦羅越家: 應云迦羅婆 譯曰有時.” 堂舍의 이름. 출처는 遺教三

昧經 上卷.(T54_1041c)

여기서 제시된 출처를 현존의 대장경에서는 찾을 수 없다.47) 따

라서 迦羅越家를 언급한 다른 불전에서 그 용례와 원어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放光般若經과 佛說柰女耆婆經에는 迦羅越家가 동일한

용례로 언급된다. 그러나 이 용례는 번범어에서 제시한 것과는
판이하다.

放光般若經: “得生尊者家 梵志大姓家 迦羅越家, 生四王天上乃至第六天

中.”(T8_3b)

佛說柰女耆婆經: “爾時國中復有迦羅越家男兒 佛說柰女耆婆經”(T14_89

9b)

위의 용례에서 家는 출신, 혈통, 가문, 일가 등의 의미일 뿐이며

건축물인 堂舍의 의미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여기서 迦羅越

家는 ‘迦羅越의 출신 또는 일가’로 이해된다. 따라서 迦羅越의 원어

로는 앞서 검토한 ⑵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gṛhapati, gṛhavat, kul

apati, kulavat 등을 상정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는 kulavat가 가

장 합당하다. 이러한 검토를 고려하면, 번범어의 편찬자가 迦羅

越을 堂舍로 분류한 것은 분명히 착오나 속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

인다.48)

迦羅起의 起는 착오나 오기가 아니라, 복합어 중 pati의 어근을 √pat(to

occur, happen)로 이해한 의역일 수 있다. 그러나 현존의 불전에서 迦羅起

또는 迦羅婆가 인명으로 구사된 용례가 전무하므로, 이 같은 가능성은

배제한다.

47) 遺教三昧經은 후대의 불전 목록에 法炬가 번역한 3권본 遺教三昧法律經

또는 遺教法律經의 별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존의 대장경에는 이

같은 명칭의 불전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유사한 명칭으로는 支謙

번역의 佛說法律三昧經 1권이 있지만, 여기에는 迦羅越과 연관된 기사가

전혀 없다.

48) 착오의 가능성으로는 佛說大愛道般泥洹經을 들 수 있다. 迦羅越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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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다섯 사례들 중 婆耶를 제외한 나머지는 하나의 착오가

기계적으로 적용된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착오를 일으킨

요인은 迦羅이다. 시간을 의미하는 kāla는 불전의 음역어에서 유

사 발음의 한자인 加羅, 伽羅, 迦羅, 迦囉, 哥羅, 柯羅, 柯邏, 歌羅 등

으로 표기된다. 이런 표기에 익숙한 편찬자는 迦羅越의 원어를 kāl

a(時)의 파생어로 확신했던 듯하다.

한편 편찬자가 越을 vat(有)의 음역으로 파악했을 가능성도 충

분하다. 잡아함경과 증일아함경을 그 전거로 들 수 있다. 불교의

4대 성지로 잘 알려진 지명 중 하나인 kapila-vatthu(범어 kapila-

vastu)를 두 경전에서는 迦毘羅越로 표기했다.49) 편찬자는 이 같

은 관행을 적용하여 迦羅越의 원어를 kālavat로 파악했고 그 의미

를 有時로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Ⅳ. 맺음말

한역 불전을 독해하는 데 가장 큰 장애로 대두되는 것이 숱한

음역어들이다. 이 장애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 주면서 장애 극복의

노력을 적나라하게 대변하는 것이 번범어이다.
중국 최초의 범어 사전인 번범어는 앞에서 검토한 것과 같은

다양한 오류 또는 착오로 점철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헌은 음역어라는 장애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데 매우 유용한 실

역어는 佛說大愛道般泥洹經에서 “是時佛告賢者阿難.

汝行明日平旦入惟舍利國到耶陀迦羅越舍”(T 2, p. 868a)라는 서술에서

사용된다. 여기서 ‘迦羅越舍’는 ‘迦羅越의 집’이라는 뜻이지만, 迦羅越을

堂舍의 이름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49) 雜阿含經 제43권에서 “瞿曇 初夜已過 於時可還迦毘羅越”(T 2, p. 316b),

增壹阿含經 제8권에서 “此中今有二人 高才博學 居在迦毘羅越國”(T 2, p.

58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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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교재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물론 이 기능은 편찬자의 정확

한 지식으로 발휘되는 것만은 아니다. 역설적으로 실수가 귀감이

되듯이, 상당 부분은 편찬자의 의도나 목적과는 전혀 달리 다양한

오류나 착오의 해결 능력을 도야하는 지침의 역할을 대신한다.

번범어를 활용하는 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많은 불전들의
음역어를 해결하는 데서도 그대로 적용해야 할 지침이 된다. 그

고려 사항을 다음과 같은 지침으로 변환할 수 있다.

첫째, 하나의 불전에서 구사된 음역어는 특히 이역본 또는 관련

기사가 있는 다른 불전의 용례와 대조하여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둘째, 특히 예외적인 음역어의 경우에는 필사 또는 판각의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기의 가능성을 적용해 보아야 한다.

셋째, 동일한 원어의 음역 표기가 불전마다 반드시 일치하지 않

는다는 사실을 상식으로 알고 적용해야 한다. 이는 역자와 시대에

따라 선호하는 음역 표기의 형태가 축역, 합역, 전역 등으로 다양

하기 때문이다. 음역의 불일치는 동일 역자의 불전에서도 흔하게

발견된다.

넷째, 간혹 음역어에 역자가 병기한 의역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특히 중국인 저작의 불전들 중에는 범어에 대

한 부정확인 식견을 반영한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번범어를 통해 이상과 같은 지침을 구한 것은 번범어에 그
만큼 복합적인 장애와 오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약점은 번범어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
해할 만한 수준의 것이다. 또한 불교의 근간을 이루는 불전들은

그 당시에 이미 유통되어 있었으므로, 번범어에 반영된 전문 지
식(특히 음역어에 관한 지식)은 당시의 지식 수준을 대변한 것으

로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지식이 불전 번역의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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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ample of Misunderstanding Original Words

in the Sanskrit-Chinese Translation

Jung, Seung Suk

(Dongguk University)

The Sanskrit-Chinese Translation named Fān-fàn-yǔ

(翻梵語) is a kind of Sanskrit dictionary in which

transliterated Sanskrit terms are translated into Chinese

with the source. But this text has no little

misunderstandings of author. Therefore we have to be

careful with its explanation, when we refer to it in order to

understand the transliterated Sanskrit terms of Chinese

Buddhist texts. Nevertheless, matters to be attended to in

that text can be a guiding principle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transliterated Sanskrit terms in the other texts. In this

case, the matters to be attended to are convertible into the

general guiding principles as follows.

First, the meaning of words transliterated in one

Chinese Buddhist text can be determined by comparing

another version in special or the examples of other texts

which describe related stories.

Second, in the special exceptional case of transliterated

words, we have to consider a probability of an error in

transcribing or engraving on wood blocks.

Third, we have to be aware the fact as common

knowledge that the notational systems of the same original

word are not necessarily coincide in every text, and have to

apply this fact. Because the favorite type of notational

systems had been diverse as brief, mixed or complet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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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ranslator and period. Frequently there is a

disagreement among versions written even by the same

translator.

Fourth, sometimes there is such a case that we can't

trust a liberal translation added to the issue by a translator.

Particularly more than a few case are found to apply

incorrect knowledge about Sanskrit to Buddhist texts of

Chinese authorship.

Key Words: Chinese Buddhist Terms, having time, liberal

translation, Sanskrit-Chinese Translation,

translit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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