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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산스끄리뜨 사본과 련된 연구는 시작 단계라 할 수 있지

만 근래 울  컬 션의 9,000여 사본을 통해 국내의 학자들이 직  사

본을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고무 이다. 아직은 사본에 

한 황 악, 촬  등 기 인 작업에 머물고 있지만 머지않아 국내

의 학자들이 사본을 통해 원 의 에디션에 직  참여하고  련 문헌

학  성과물이 쏟아지기를 희망한다.

사본을 포함한 문헌학  연구는 별도의 교육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본에 근하는 것조차 훈련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사본을 다

루는데 일차 으로 필요한 것은 무수한 정보를 담고 있는 폴리오에 기

록된 기호와 문자를 독하는 것이다. 

본 목록은 울  컬 션의 여러 사본을 독하기 해 활용했던 자료

를 문서화한 것이다. 사본 분석은 case by case일 수밖에 없지만 다종

다양한 사본을 할 기회가 흔치 않은 실에서, <15～19세기에 필사된 

200여 사본의 필사체>는 범 가 넓은 목록이므로 여타의 사본을 독

하는데 참조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M0046).

* 朴英吉 : 강 학교 HK 펠로우쉽. advaitin@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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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본 연구의 요성

1. 필사체 목록의 유용성

울  컬 션(Woolner Collection)으로 명명되는 키스탄 라호

르의 펀잡 학교 도서  소장 필사본에 한 카탈로그 작성 로

젝트(이하 울  로젝트)를 진행하던 2008년 , 펀잡 학에서 

촬 한 사본을 분석하면서 울  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학에 샘 로 육 철학의 분석지를 하나씩 

보낸 바 있다. 1개월 후 라이젠단쯔(Karin Preisendanz) 교수로

부터 교정지를 받았는데, 교정지엔 지 않은 오류가 지 되어 있

었다. 주된 오류는 데와나가리의 오독에 한 것이었다. 육 철학 

 논자의 공이 아닌 사본의 경우 복합어 분석은 물론이고 확

신했던 음 조차 오독으로 드러난 경우도 있었다. 당시, 사본 분

석 경험이 일천했을 뿐만 아니라 사본에 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오독은 불가피했고 특히 공 역이 아닌 사본의 경

우엔 근조차 쉽지 않았다.

특이한 서체라 해도 문용어에 익숙한 해당 방면의 공자라

면 어렵지 않게 독할 수 있고  기존 출 본이나 e-text, 운율 

그리고 다른 폴리오의 서체를 비교해서 독하기 힘든 자체를 

추 할 수 있다.1) 하지만 울  컬 션의 사본은 공 역을 뛰어 

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명칭이나 존재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은 

문헌들 그리고 기존의 출 본과  다른 내용을 담은 경우가 

지 않았고 따라서 사본의 정보를 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

1) 물론 카탈로그 작성에 필요한 것은 ‘원 자의 원문을 악하는 것’이 

아니라 ‘필사자의 오류와 후 의 교정’을 그 로 기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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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그림(1)    그림(2)    그림(3)   

를 들어 그림(1)에서 두 번째 음  rū의 경우, 당시 논자는 

사본의 필사체나 이체자를 알지 못했으므로 필사자의 오류로 

단해서, 보이는 로 “svanūpa(!)”로 표기할 수밖에 없었다. 유사

하게 그림(2)의 두 번째 음 도 ka 내지는 vha로, 필사의 오류로 

악했으며 이 단어가 ‘ 끝’을 의미하는 복합어 jihv gre일 것이

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림(3)의 경우, 83송의 첫 음 부터 

독되지 않았고  단어 끝에 단다( )가 있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비엔나 학의 교정지 그리고 사본 분석과 련된 비엔

나 학의 내부 자료를 분석하며 사본의 다양한 서체, 오류 수정 

유형, 독해야할 항목 등을 악하게 되었고  해외 사본 문

가의 proofreading을 통해 사본 분석에 약간의 경험을 갖게 되었

다. 필사본 분석은 특성상, case by case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본에 한 훈련과 다양한 경험이 시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본에서 오류 수정법, 특이한 서체나 특징 그리

고 검토했던 사본에 사용된 기호들에서 몇 가지 공통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서체를 로 들면, 아래의 경우처럼 모음 u가 자음 에 치하

지 않고 오른쪽에 붙은 경우가 발견된다.

 그림(4) 
 śruti  

모음 u가 오른쪽에 붙은 형태는 독특하거나 드문 것이 아니라 

필사 시기와 장소, 공이 다른 필사본에서도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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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n nityasukhaṃ niraṃtaram∥

그림(5)의 세 번째 음 은  그림(4)과 마찬가지로 ‘u가 오른쪽

에 붙은 형태’이고 따라서 su라고 독할 수 있다.

따라서 특이한 서체가 있을지라도 이미 분석했던 사본에서 유

사한 형태의 자 혹은 특징을 기억할 경우, 해당 사본을 뒤 여 

확인함으로써 독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특히 울  컬 션의 9천여 사본은 5-6명의 필사자에 필사된 

것이 아니라 수백-수천 명의 필사자에 의해 다양한 서체로 필사

되었고 일일이 사본을 뒤 이는 것 자체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따라서 개인 으로 어떤 형식으로든 서체를 목록화하거나 

할 필요가 있었다.

2008년부터 사본 분석과 동시에 별도의 폴더에 서체 목록을 작

성했고 그것을 다른 사본의 분석에도 활용했는데 목록은 의외로 

큰 도움이 되었다. 서체 목록은 울  사본 연구의 부수  생물

로서 개인 용도로 작성된 것일 뿐이지만 울  로젝트 종료 후 

강 학교 불교문화연구소의 HK펠로우쉽으로 근무하던 2010년 

10월부터 연구소의 내부자료로 공유하기 해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2010년 12월 인도철학회의 추계학술 회의 주제 <인

도철학: 고 과 의 조우>의 발표를 의뢰받고 필사체 목록의 

일부를 발표하 다.2) 분야와 서체, 필사 시기가 다양한 여러 사본

을 할 기회가 흔치 않은 실에서, 15-19세기( 부분 17-19세

기)의 200여 사본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서체를 목록화하는 것은 

일단 용 범 가 넓으므로 다른 사본을 분석하는데 기  자료로 

유용할 것 같아 문서화하 다.

2) 논평자 던 정승석 교수와 질문자 던 김성철(경주) 교수의 지  덕분에 

몇 가지 오류를 수정할 수 있었고 목록의 실용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두 교수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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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본 연구의 필요성

먼  울  컬 션에 포함된 하타요가 필사본을 로 들며 사본 

연구의 요성과 필요성을 간략히 언 하고자 한다.

⑴ 원문의 재발견

울  컬 션  MS. No. 1204, Haṭha(yoga)prad pk 3)의 F.46, 

v의 이미지  7-8행의 내용에 주목할 수 있다. 7-8행은 바즈롤

리(vajroli) 무드라를 설명하기에 앞서 수행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지만 얻기 힘든 두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4) 해당 부분의 이미지

는 다음과 같다.

l. 7. tatra vastudvayaṃ vakṣye durllabhaṃ yasya kasyacit kṣ raṃ  

caikaṃ dvit yaṃ 

l. 8. tu n r  ca vaśavartin  104

 사본(F.46, v, line 7-8)에 따르면 바즈롤리 수행자가 갖추어

야 할 첫 번째 조건은 우유(kṣ ra)이고 두 번째는 ‘의지 로 움직

이는 여인(n r )’이다. 논자가 살펴 본 다른 필사본들의 원문도  

3) 사본들의 콜로폰, 인용 등을 고려할 때 하타쁘라디삐까 가 정확한 

명칭이다. 이 에 해서는 박 길(2010)을 참조.

4) 아래의 내용은 박 길‧차상엽(2009)이 간략히 언 한 내용이지만 새로운 

이해를 해 내용을 덧붙여서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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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번 사본과 일치한다.

하지만 근래의 출 본으로, 부이(Christian Bouy), 말린슨(James 

Mallinson)을 비롯한 의 학자는 물론이고 일반인에게 리 알

려진 까이왈야담마(Kaivalyadhama, 이하 Kd)본5) 그리고 10장으

로 구성된 로나블라요가연구소(Lonavla Yoga Institute, 이하 Lyi)

본6)의 하타쁘라디삐까 (Haṭhaprad pik , Hp)에 따르면 두 번째 

조건은 여인(n r )이 아니라 나디(n ḍ )이다.7)

단순히 한 r  와 ḍ라는 한 음 이 다를 뿐이지만 의미는 하늘

과 땅차이인데 그것은 n ḍ 8)와 n r가 각각 바즈롤리 무드라 수행

과정에서 여성과의 성  결합(性交)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 자의 진의가 무엇인지’에 해 의문을 제기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조건을 나디(n ḍ )로 언 하는 Kd본과 Lyi본의 

원문 역시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각각 새롭게 발견된 필사본의 

원문에 의거한 것이다.9)

따라서 n r와 n ḍ는 모두 2 음 로서, 16음 의 아 스툽 운

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둘  하나는 원 자의 육성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것으로 악된다. 두 단어  하나는 필사자의 단순 오

기 혹은 특정 통권에서 성 인 내용을 의도 으로 변형시킨 결

과물일 것이다. 하지만 사본에 한 추가 연구와 비  교정을 

포함한 문헌학  연구가 이루어지기 에 원 자의 진의를 단정

하는 것은 섣부르다.

5) Swami Digambaraji, and Kokaje, Pt. Raghunatha Shastri(1998)

6) M. L. Ghatote and Parimal Devnath(2006)

7) Kd: kṣ raṃ caikaṃ dvit yaṃ tu n ḍ  ca vaśavartin∥ Hp. Ⅲ. 83b. Lyi: 

kṣ raṃ caikaṃ dvit yaṃ ca n r  ca vaśavarttin∥Hp. Ⅲ. 117b.

한편, 마드라스의 Adyar Library and Research Centre의 출 본(이하 

Ad본)의 경우, 두 번째 조건은 n r이다.

8) 나디(n ḍ )는 쁘라나(pr ṇa, 生氣)의 통로이다. 하타요가 문헌은 호흡수련, 

무드라를 수련하기에 앞서 나디의 불순물을 청소할 것을 요구한다.

9)  사본에 한 간략한 정보는 본고 각주 11)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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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필사자의 오기 혹은 의도 으

로 원문이 바  사본들’이 각각 재필사되며 재까지 승되었고 

 특정 사본군에 의거한 출 본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존하

는 나머지 300여개의 필사본에 의거한 문헌학  연구를 통해 원

자의 육성을 회복하는 것은 요할 수밖에 없고  이 작업은 

번역과 해석, 실천 수행에 선행한다고 할 수 있다.

출 본으로 을 돌려 보면, 필사본과 더불어 연구 상이 될 

만한 출 본은 의 Kd본과 Lyi본 그리고 마드라스의 Ad본뿐이

다. 그 외에도 원문이 번역과 함께 수록된 다수의 출 본이 있지

만10) 본으로 삼은 사본이나 수록한 원문의 출처조차 언 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번역자가 편의 로 가공한 원문으로 간주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출 본으로 권 를 지닌 Kd본, Lyi본, 

Ad본의 경우에도 구성과 내용에서 큰 편차가 있다. Ad본은 체 

4장에 약 389개의 게송으로 구성되었고 Kd본은 체 5장에 409개

의 게송 그리고 Ly본은 체 10장에 626개의 게송으로 구성되어 

있다.11) 세 출 본의 구성과 내용에 편차가 많은 이유는 각 출

본이 본을 삼은 사본의 내용, 구성차이 때문이다.12) 

Hp.의 원형이 있었겠지만 지역과 통에 따라 는 필사자의 

10) 아마도 부분은 마드라스 본(Ad본) 는 Pancha singh의 1915년 

출 본에 의거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11) 1204번 사본에서 바즈롤리의 두 조건은 제Ⅲ장 104송에서 언 되지만 

출 본 Kd의 경우 Ⅲ장 83송, Ly본은 제Ⅴ장 117송, Ad본에서는 제Ⅲ장 

84송에서 발견된다.

12) Kd본은, 체 5장으로 된 미공개 필사본 2개(① MS. No. 621 (1886-92) 

of the B.O.R.I. Library， Poona， ② MS. Sarvajanik V can lay of 

N sik)를 포함한 11개의 사본에 의거해서 출 되었다. Ad본의 원문은 

주로 Adyar Library and Research Center에서 소장된 필사본 No. 

PM1431((Catalogue No. 134) Haṭhayogaprad pik  with comm. -Jyotsn  

(P, Devan gar . 30×13.5 91. 12. 50. C. G(1832)에 의거하고 있다. 

Lyi본은 Jodhpur의 Mah r ja M nsingh Lirarary에 소장된 체 

10장으로 된 2개의 필사본(① MS. No. 1915 (2227), ② MS. No. 

1915(2228)에 의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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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나 의도  가감에 따라  다른 형태로 수세기 동안 거듭 

필사되면서 변형된 채 승되었다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이 

에서 몇몇 사본에 의거해서 편집 출 된 원문의 오리지 리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동일한 이유에서, 

리 알려진 의 세 출 물도 엄 히 말하자면, ‘21세기에 새롭

게 만들어진 인기 있는 이본(異本)’에 불과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본을 검토하고 비  교정 연구를 포함한 문헌학  

연구의 요성은 결코 과장거리가 될 수 없다. 특히 실천 체계를 

갖춘 하타요가의 경우 원 을 번역하고 연구하는 것에 앞서 ‘변형

되기 이 의 원문’ 즉, 자의 육성을 복원하는 것은 새로운 문헌

의 발견, 잃어버린 원 의 발견 이상의 가치를 지닐 것이다.

⑵ 원 의 발견

필사본은, 승과정에서 가감되거나 변형되기  상태 즉, ‘원

자의 육성을 복원  하는 일차 자료’로서의 요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헌의 출  증거’가 된다.

근래, 말린슨은 23개의 짜리 비드야 필사본에 의거한 비  

교정과 연구를 출 했는데13) 교정본이 나오기 까지는 짜리 

비드야 (Khec rividy )라는 문헌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이 교정본은 짜리 무드라 라는 잊 진 하타요가 문헌

에 한 성공 인 발굴 사례이고  하타요가 문헌에 한 최

의, 엄 한 문헌학  연구 성과물로 평가될 수 있지만 동시에 하

타요가 사본에 한 연구의 미비함, 난맥상과 향후 과제를 동시에 

보여 다. 

울  컬 션의 MS no. 2384, Viniyuktamudralakṣanam 그리고 

13) 자는 짜리 비드야 에 한 교정과 연구로 옥스퍼드에서 박사학 를 

취득했는데, 학 논문은 2007년 루틀리지(Routledge)에서 단행본으로 

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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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No. 2735, Mudrakaraṇa 사본의 경우, 하타요가가 요시하

는 무드라를 문 으로 다루고 있지만 아직 연구되지 않았고  

울  컬 션의 Viniyuktamudralakṣanam, Pavanavijaya를 비롯, 

그 외 100여 종류의 사본이 인도 역에 남아 있지만14) 부분 

‘문헌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사본실 수장고

에 잠들어 있는 미공개의 하타요가 사본에 한 황 악부터 시

하다고 할 수 있다.

고  요가와 련해서 주목할 수 있는 사본은 Yogabh ṣyavivaraṇa.

(이하 YBV)이다. YBV는 샹까라(Śaṅkara)의 것으로 해지는 

설  문헌이지만 데와나가리 필사본 1개에 의거한 원문이 1952년

에 출 됨으로써 세계 인 심을 끌었고 그 이후 하커(Paul Hacker), 

페터(Tilman Vetter), 할 스(Wilhelm Halbfass), 나카무라(中村

元)를 비롯한 당 의 거장은 물론이고 그 이후의 베단따 연구자에

게도 끊임없는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본이 유일

한 것은 아니다. 울  컬 션엔 께랄라(말라얄람) 문자로 된 한 

개의 사본15)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16)

3. 자료의 범

사본 연구에서 기 인 것은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사본의 

14) 요가와 련된 필사본의 카탈로그는 Gharote, M. L, V. A. Bedekar, S. 

Maheshananda, B. R. Sharma, G. S. Sahay, R. K. Bodhe(2005)를 참조. 

카탈로그에 락된 사본도 지 않지만 재로서는 유용한 자료이다.

15) MS. No. 7065. Yogasūtrabh syavivaraṇa of Śaṅkar c rya; 138 folios, 

Kelara Script, PL, Complete.

16) 울  컬 션의 7065번 사본이 데와나가리 사본의 원형일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 두 사본의 계보가 다르다면 두 사본에 의거한 새로운 

교정본은, 경우에 따라 YBV와 련된 기 학술논문의 깨알같은 각주를 

오류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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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와 문자를 독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본에 한 경험이 없을 

경우 오류 수정법 등의 기호와 문자 독에 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문자표는 희귀한 사본에 의거한 것17) 는 시간의 추이와 지역

에 따른 문자 형태의 변화, 변화과정을 정리한 것이 이상 이겠지

만18) 후자의 경우는 개인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다. 여기서는 기본

인 독에 필요한 다양한 서체를 목록화하고자 한다. 

본 목록에서 다룬 사본은 키스탄 라호르의 펀잡 학교에 소

장된 울  컬 션19)  2008년 1월과 2009년 1월에 촬 한 육

철학 련 사본 200여개이고, 이 사본들이 필사된 시기는 15-19세

기( 부분 17-19세기)이다.

17) 드라고미르 디미트로 (Dragomir Dimitrov)의 2002년 논문은, 

11-12세기에 필사된 K vy darśa라는 하나의 사본에 의거해서 古 

벵갈리에 한 문자표를 수록하고 있다.

18) 유럽 학계에서 이미 문자를 연구했을 것으로 짐작되고  련 서 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련 정보를 얻지 못했다. 최근, 서울 의 

강성용 박사를 통해서, 독일 할 (Hale) 학과 베를린 학 연구진이 

공동으로 구축한 인도문자 데이타베이스 IndoSkript 

(http://userpage.fu-berlin.de/~falk/index.htm)에 속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독일 도우즈 문제로 로그램을 구동하지 못했다.

19) 울  컬 션은 펀잡 학 동양학 학장을 지낸 후 도서 의 

명 도서 장으로 재직했던 울 (A.C. Woolner)에 의해 

1913-1936년까지 수집된 산스끄리뜨 필사본 9,075권을 지칭한다. 울  

컬 센의 산스끄리뜨 필사본은 모두 41개의 분야로 인도학의 거의  

분야를 망라한다. 하지만 1946년 키스탄이 이슬람 국가로 독립한 

이후부터 울  컬 션의 산스끄리뜨 사본들은 수장고에 잠들어 있었다.

울  컬 션은 반세기 후 비로소 학계에 심을 끌게 되는데 그것은 

2005년 당시, 비엔나 학의 연구원으로 니야야 문헌의 비  교정본을 

비하면서 펀잡 학을 수차례 방문하며 사본실 문을 열었던 강성용 

박사에 의해서이다. 그리고 강성용 박사의 노력으로 강 학은 

불교문화연구소의 최기표, 안성두, 심재  박사의 주도로 2006년 

펀잡 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 후 비엔나 학, 펀잡 학과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엔나 학, 강 , 펀잡 학의 울  

로젝트 공동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http://www.istb.univie.ac.at/wool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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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컬 션의 사본 캐비넷 일부

(좌)종이 사본/ (우)종려나무잎 사본

Ⅱ. 사본의 오류 수정 유형

오탈자와 락은 거의 모든 사본에서 발견되고 부분의 사본

에는 필사자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 수정된 흔 이 남아 있다.

서체를 비교해서 필사자 자신의 수정인지 아닌지 여부 그리고 

수정되기 이 의 자(삭제된 원문)들 그리고 수정되지 않은 채 

그 로 재필사된 경우 등등 수정과 련된 사항은 사본의 계통도

를 밝히는데 하나의 단서가 되므로 그 자체로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독을 해 오류 수정 유형과 방법을 간략히 살

펴보고자 한다.

1. 까-까빠-다(K kap da) 

락된 음 이나 단어 혹은 문장을 추가하기 해 사용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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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가장 일반 인 것은 까까빠다(k kap da, 까마귀의 발) 

표시이다. 이 기호는 수정해야 될 자 (혹은 드물게 아래)에 

표시되고, 추가될 음 이나 단어 혹은 문장은 좌‧우 여백에 행(line)

을 표시하는 숫자와 함께 기록된다.

⑴ 여백에서의 수정

 MS. No. 896. Brahmasūtrabh ṣya of Śaṅkara (F1, v)

까-까빠-다  기호는 에서 8번째 행과 11번째 행에서 발견

된다. 8번째 행의 경우,  기호는 ya와 dhy sa 사이에 가 있고 

비슷한 치의 오른쪽 여백에 “da 8”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da

는 추가해야 할 음 이고 숫자 8은 에서 8번째 행을 의미한다. 

본문과 여백의 서체는 일치하므로 필사자가 스스로 수정한 것으

로 보이는데, 필사자가 의도하는 것은 8번째 행의 ya와 dhy sas 

간에 da라는 음 을 삽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l. 8: kecit tu yadhy sas tadvivek grahaṇa

→ l. 8: kecit tu yad adhy sas tadvivek grahaṇa

11번째 행의 경우도 동일하다. pratya와 tmany사이에  표시

가 있고 오른쪽 여백에 “g  1”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1이라는 

숫자는 의 경우와 달리, 제일  행에서 로 세었을 때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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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행이라는 의미이고 “g ”는 추가되어야 할 음 이다. 필사자가 

의도했던 원문은 다음과 같다.

   l. 11: kathaṃ punaḥ pratyatmany aviṣaye 'dhy so [']vi...

→ l. 11: kathaṃ punaḥ pratyag tmany aviṣyae 'dhy so [']vi...

한편, 오른쪽 여백에 “adhy saḥ 2”가 기록되어 있지만 에서 

두 번째 행( 에서 10번째 행)에 까-까빠-다( )가 발견되지 않고 

신 두 번째 음 의 “...rati” 에  라는 기호가 있다. ‘ ’는 수

정 기호가 아니라, ‘ 표시가 있는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여백에

서 설명한다는 기호이다.20)

⑵ 텍스트 내에서의 수정

까-까빠-다에서 추가되어야 할 음 이나 문장은 부분 행(line) 

번호와 함께 여백에 기록되지만 행간의 여백이 충분하거나 는 

본문 보다 작은 씨로 행간에 기록된 경우도 있다. 

아래의 는 드물기는 하지만 본문 내에서  기호와  혹은   

 라는 기호로써 수정을 가하고 있다.

  MS. No. 7192. Yogasūtravṛtti of N goj bhaṭṭa (F42, r)

20) 필사자(혹은 연구자)는 “.....rati∥”로 끝나는 문장의 의미를 여백에서 

“adhy saḥ(가탁이다)”고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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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문장의 삽입을 뜻하는 까-까빠-다 는 10행과 12행에 

발견되고 각각 그 아래 행인 11과 13에  ...  그리고  기호가 

발견된다. 

10행에서 는 ttau와 sva사이에 있고, 추가해야할 음 이나 단

어는 여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래 행   사이에 있는 

jñ n kriy 이다. 그러므로 10행은 samvittau svarūpaṃ이 아니라 

saṃvittau jñ n kriy svarūpaṃ이 되고 11행은 samsuptter ataḥ가 

된다21). 그러므로 필사자가 의도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

l. 10: ...yaṃ ca phalarūp y ṃ saṃvittau jñ n kriy svarūpaṃ ...

l. 11: ...k reṇa tasy ḥ samutpatter ataḥ ...

12행과 13행의 경우도 동일하다. 까-까빠-다  12행의 śr와 p

사이에 있고 추가되어야 할 자는 13행의  다음의 mat이다.

l. 12: iti śr mat p taṃjalayogasūtravṛttau caturthaḥ

l. 13: ...me bhagav n saphaṇ śvaraḥ śubhaṃ bhūy t

2. 번호 매김

음 의 치를 바꿈으로써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도 발견되는데, 

보통 수정할 자 (혹은 아래)에 번호가 기재된다. 아래의 그림

에서는 2, 1로 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 2,3,1도 가능할 것이다.

7번째와 8번째 음 에 각각 2, 1이라는 번호가 매겨져 있다. 번

호 순서에 따르면 than 가 아니라 n tha가 된다.

21) l. 10: ...yaṃ ca phalarūp y ṃ saṃvittau [jñ n kriy ]svarūpaṃ ...

l. 11: ...k reṇa tasy ḥ samutpa<jñ n kriy >tter ata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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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 śr mad din thaprokte mah kalayoga...

동일한 방식은 saṃvat 1650년(1593 C.E.)에 필사된 MS. No. 50

75(Tantravartika)의 본문에서도 발견된다.

 

수정자(필사자)가 의도한 단어는 minitta가 아니라 nimitta이다.

아래의 경우도 동일하다.

...veśo vyartha ity anirbharasūcan

3. 단다( )의 추가

자음문자의 모음 a를 장음으로 수정할 경우 단다( )를 추가하면 

되지만 여백이 충분치 않을 경우( 는 후 의 군가가 수정할 경

우)에 와 같은 기호로 를 신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견된다.

라는 수정 기호는 데와가라리 원문에서의 를 신하는 것

이므로 a를 로 , ai를 au로, e를 o 형태로 바 게 한다. 이것은 

연성의 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존의 데와나가리 문자에 를 덧

붙이는 형태와 같다.

⑴ a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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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음  ma 에 의 역할을 하는 수정기호 가 있으므

로 ma는 m 가 되며 체를 로마자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sam pt  ved ṃt dhikaraṇam

아래의 두 그림도 동일하다.

 ś str

l. 2: vidy raṇyamun śvarau

⑵ e를 o로

뒤에서 여섯 번째 음 은 ye이지만 라는 기호로 가 추가

되므로 형태상 yo가 된다.

iti te kathitaṃ caṇḍadhy nayogaṃ sudurllabhaṃ

⑶ ai를 au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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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음  dai에 가 추가되므로 dau가 된다.

mūlaśodhanaṃ dautyaś caturvidh  pro...

4. 모음의 삭제

의 경우와 반 로 단다( ) 혹은 모음의 일부를 탈락시키는 경

우도 발견된다.

⑴ 의 삭제

장음 를 단모음으로 만들 경우  기호가 에 표시된다.

 sūkṣmak raṇa

 an tma

⑵ 체크 표시

의 경우와 달리 체크표시로 탈락시키는 경우도 있다. 체크 표

시가 된 부분만 탈락되고 나머지는 형태를 유지한다.

그림(1)의 두 번째 행의 kau는 ko가 되고 그림(2)의 yo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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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림(1) 2 ko 'sau ni...

그림(2) nay  toṣitas teṣ ṃ  

그림(3)의 경우, 아래의 5번 항목에서 언 할 스트로크로써 모

음 를 삭제하고 있다.

(그림3) d kṣaṇaṃ  

5. 음  는 문장의 삭제

⑴ 기호

모음, 음  는 단어를 삭제할 경우 해당 음  에 두개의 짧

은 스토로크 가 표시된다. 

saṃvat 1650년의 필사본(MS. No. 5075. Tantravartika)에 다음

과 같은 기호가 발견된다.

세 번째 음  na에  표시가 있으므로 “...sy narth n artha.

..”에서 na가 삭제되어 “...sy rth n artha...”가 된다.

아래의 그림에서 10행의 suv c 라는 세 음 이 삭제되고 11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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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nu도 삭제된다.

l. 10: <suv c > sa ś ghraṃ bhakṣyate deviyoginibhiḥ śiv jñay

l. 11: pūjitaṃ śubhavastraṃ <nu> sthaṃ divy dhūpais tu...

⑵ 색칠

에서 언 한 방법 외에 자주 발견되는 것은 음 , 단어, 문장

을 색잉크로 칠하는 경우이다. 주로 노란색이 사용되지만 검은 색

으로 거칠게 칠해진 경우도 있다. 

 pūrvapakṣokta

Ⅲ. 사본의 다양한 서체

1. 숫자

사본에서 숫자가 사용되는 경우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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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오의 뒷면(verso) 왼쪽 여백의 상단 혹은 오른쪽 여백의 하단

( 는 좌‧우에 함께)에 매겨진 일련 번호 그리고 텍스트 내의 게

송 번호, 마지막은 콜로폰의 필사연도( 는 연월일)이다. 숫자 

에서 특히 요한 것은 콜로폰에 기록된 필사연도이다. 콜로폰의 

숫자가 특이한 서체로 되어 있을 지라도 게송번호나 사본의 뒷면

의 일련번호로 독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텍스트의 문자와 

숫자의 문자가 다를 경우 그리고 게송 번호가 없거나 띄엄띄엄 

있을 경우 그리고 일련번호조차 없을 경우엔 콜로폰 독에 어려

움이 생긴다. 1, 2, 3, 4의 경우 출  서체와 부분 비슷하므로 혼

동의 여지는 거의 없지만 5, 6, 7, 8, 9의 형태엔 다소 차이가 있

다. 

아래에서 숫자 9는 모두 세 번 나오지만 형태가 모두 다르다. 

saṃvat 1907  

śr  r stu∥ saṃvat 1795 caitraśu. 7 gu...

saṃvat 1840 ∥ s ḍkṛṣṇa 9 somav sare likhitaṃ

마지막 그림처럼 텍스트는 데와나가리 문자로 되어 있지만 숫

자는 벵갈리로 매겨진 경우도 있다. 아래의 숫자도 벵갈리 형태를 

취하고 있다.

 96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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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숫자  3의 형태는 다소 특이하다

 53    37 

다음의 숫자는 콜로폰에 기록된 필사연도이다.

 saṃ. 1355 (MS. No. 7518. Yat ndramatad pik )

 saṃvat 1565 (MS. No. 4551. Tattvacint maṇi)

2. 모음

⑴ a, 

모음 a, 의 경우, 머리 자는 서체에 따라 결합자음처럼 보이

는 경우가 지 않게 발견된다.

 atra

  ...dikaṃ tmani a...

 ha ko [']yam adhy so

 tm  v  are draṣṭavy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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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림들에서 a, 는 trapr , cpr (혹은 ñpr )로 혼동될 수 있

다. 아래 그림의 는 tpr 와 유사하다.

 mumukṣuṇ  tm  draṣṭavyaḥ

⑵ i, 

모음 의 경우 o와 혼용된 가 많지만 독에 어려움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처럼 i의 형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도 발견된다.

  saṃdigdhatva

아래의 자는 모음 i의 독특한 형태로 인해 rkha처럼 보인다.

 vi

유사한 는 아래에서도 발견된다.

... ya ritaḥ ∥

한편, i, 가 머리 자일 경우 서체에 따라 u, ha, tra와 유사하다.

  rambhyata ity arth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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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naṃda ity ucyata ity arthaḥ

 2 iha khalu bhagav n pataṃjaliḥ

아래 그림에서 세 번째 아크샤라는 u와도 다르고 여섯 번째의 i

와도 다른 애매한 형태이다. 

하지만 여백에 “tyu”가 있으므로 까-까빠-다 표시와 결합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사자가 의도한 것을 로마자로 옮기

면 다음과 같다.

...do ya ity ucyata ity arthaḥ

⑶ u, ū

① i, ḍa와 유사한 형태

u가 머리 자일 경우, 동일 폴리오 내에서 조차 i, ḍa 등과 유사

한 형태로 사용된다.

l. 42: mokṣa ṣoḍaśadala 16 ṣoḍa ...

l. 43: 16 a  i  u ū ṛ ṝ ḷ 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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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44: o au aṃ aḥ 16 iti antarm tr 22)

특히 빈번한 것은 머리 자 u가 선행하는 음 (특히 ḍa)과 거

의 같은 형태로 필사되는 경우이다.

 ghreṇḍa uv ca

② 모음 u가 오른쪽 붙는 형태

_1. 단모음 u

일반 으로 모음 u는 자음 아래에 치하지만 오른쪽에 붙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견된다.

dhruvaṃ  dhru

오른쪽에 치할 경우 개  그림과 같이 모음 u가 아래로 

굽은 형태를 취한다. 아래의 자도 동일한 형태로 볼 수 있다.

śru  dhru su śu

아래의 자들도 같은 맥락에서 악할 수 있다.

 iti śruty arthaḥ

22) 의 사본은 논자가 소장한 사본의 일부인데,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모두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집 편의상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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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ityasukhaṃ niraṃtaraṃ

아래의 그림은 다소 흘려 쓴 씨지만, 모음 u가 오른쪽에서 아

래로 향한다는 에서는 동일하다. 

 mrtyu n śin

u는 체 으로 선이 아래로 향하는 ㄱ의 형태를 유지하지만 

그 형태로 인해 다른 자음으로 혼동될 가능성도 있다. 를 들어 

아래 그림에서 tu는 형태상, ka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tu는 지 않게 발견된다.

 śubham astu

p daś caturthaḥ sam ptaḥ∥∥śubham astu∥

_2. 장모음 ū: 오른쪽에 붙는 형태

에서 언 한 것과 반 로 오른쪽에 붙은 모음 u의 크기가 상

으로 크게 되어 독하기 힘든 경우도 발견된다.

 pūrva (MS. No. 5845. ś strad pik , saṃvat 1624)

 yath  bhūtale ghaṭo

_3. 자음 아래에 치한 형태

모음 u가 아래에 치하는 것이 일반 이지만 서체에 따라 a와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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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mukṣor tmamu

 그림에서 처음 두 음 은 mama로 보이지만 모음은 모두 u

로서 mumukṣor tma이다. 그것은 아래의 에서 알 수 있듯이 

모음 u의 ‘ 로 삐침이 간소화된 형태’로 악된다.

gu gu  mu su 

아래의 그림에서 첫 세음 의 모음 역시 모두 u이다.

 mumukṣuṇ  tm  draṣṭavyaḥ

반 로, 일반 인 형태의 와 달리 u의 ‘ 로 삐침’이 간소화되

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독하기 어려운 형태가 있다.

 nanu jñ nasvarūpa 

아래 그림의 세 번째 음 은 stra이지만 su, stu로 오해될 수 있

다.23)

 ...tv [c] ch str m a...

_4. 모음 ṛ

 ṛtaṃbhar   ṛtaṃbhar

23) 아래의 stra항목을 참조.



산스끄리뜨 필사본의 오류 수정 유형과 서체 목록 ∙ 4 5

_5. 모음 e

모음 e가 머리 자일 경우 서체로 인해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도 발견된다. 하지만 부분 etena, eṣa, etasm t와 같은 명사 

혹은 불변화사 eva, evaṃ에 한정된다.

 prokta eṣa caturvidhaḥ

 subham etasm t kim

한편, 아래의 경우처럼 ṇ이 e와 유사한 형태를 취한 경우도 발

견된다.

 k ṇḍasye

e와 r 의 경우, 동일사본의 동일 폴리오 내에서 조차 거의 비슷

한 형태로 발견된다.

 r hit... 

evaṃ ca śrutiḥ

머리 자 e와 pṛ가 유사한 형태도 있다.

 pṛthivy ṃ

 evaṃ lakṣaṇapariṇ masya tad 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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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음  결합자음

사본에서 반모음과 자음이 복된 형태가 지 않게 발견된다. 

표 인 자음이 k, v이고 반모음은 y, l, v이다. 반면 t의 경우, tt

로 되어야 하지만 t로 된 경우가 빈번하다.

 lla   rkka   rkk    ...yor vviṣaya..

 tat[t]vasvarūpa...

⑴ k- 

 ka의 경우 (tu)와 혼동을 야기시키는 형태가 있고  kṛ의 

경우 kṣ와 유사한 경우가 있고 드물게는 형태 자체를 악하기 

힘든 경우도 발견된다. 

아래 그림의 첫 음 은 kṛ가 되어야 하지만 kṛ라기 보다는 

에서 언 한 ṛ에 가까운 형태이다. 

 kṛtv raṃbhe...

와 같은 형태의 kṛ는, 조사한 사본  MS. No. 3532. Pavana

vijaya24)에만 발견되었다. 필사자가 kṛ를 ṛ로 잘못 필사했을 가능

24) 울  컬 션의 Pavanavijaya ( 호흡의 승리 )는 아직 출 되지 않은 

미공개의 하타요가 사본이다. 콜로폰에 필사 연도가 기록된 

Pavanavijaya 사본  가장 오래된 것은 MS. No. 3477번(saṃvat 

1739(1682 C.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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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있다.

아래와 같은 형태의 kṛ도 빈번하게 발견된다.

 kṛtv

 bhoktṛtv dikaṃ

아래의 두 그림은 동일 사본의 동일 폴리오 내에서 발견되는데 

모음 u의 치가 다르다.

그림(1)
kūṭastha...   

그림(2) 
kūṭastha...  

동일한 복합어이므로 ū의 형태를 쉽게 알 수 있지만 그림(1)의 

kū는 kṛ 는 k (vir ma) 와 유사하다.

(ex:  kṛtva  kṛtaṃ  ...k...   ka )

아래 그림의 k 는 모음 의 단다가 쪽에 붙은 형태이다.

 ekadhaḥ

⑵ kṣ-

kṣa의 형태는 다양한데 빈번한 것은 la와 유사한 형태이다.

 dakṣaṇe   dakṣiṇ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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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l dy anapekṣya sarvaṃ

의 kṣ가 약간 변형된 서체도 발견된다.

 lakṣm śaṃ

그 외 kṣ의 특이한 모양은 다음과 같다.

 mokṣo

 mumukṣuṇ ṃ

 kṣater n śabdaṃ 4

 bhogamokṣoyos teṣ ṃ

 kiṃ yakṣaṇ

마지막 그림의 kṣ는 (kṛ)와 유사하므로 문맥을 고려해야 한

다.

⑶ g-

g-의 경우 앞에서 언 했던 u의 형태가 문제되는데 부분 모

음 u가 자음 아래에 치하고 간소화된 형태이다.



산스끄리뜨 필사본의 오류 수정 유형과 서체 목록 ∙ 4 9

 gurubhaktyaika

 śr  gurave namaḥ

결합자음의 경우 서체와 크기에 따라 독이 쉽지 않은 도 

발견된다.

 saṃgaṃ tyaktv

 digdeśa

⑷ gh-

gha의 일반  형태는 이지만 로 필사된 가 많다.

 ś ṃt  ghor ḥ

 yath  bhūtale ghaṭo

아래의 그림처럼 siṃha가 siṃgha로 된 경우도 있다.

 n r yaṇasiṃghasadh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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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ṅ-

 v ṅmaṇi

⑹ c-, ch-

ca의 형태는 va와 유사한 경우가 있지만 특별한 형태는 없다. 

cch의 경우도 출  서체와 거의 유사하다.

  car k raṃ 

 ... vic chakti 

 cec chṛṇu

 tac ca karm ...

cch에서 c가 락된 경우가 있다.

 ...tv [c] ch str m a...

⑺ j-

ja, jña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부분 문맥에서 악 가능하다. 

특이한 형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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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j va

 jñ    jñ  

⑻ t-

t-는 결합자음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견된다.

 kartṛ

tu의 경우, 모음 u로 인해 특이한 형태가 된다.

 hetud yin

 śuklapakṣe caturdaśy ṃ

 catur vidhyam ud ...

한편 -tya의 경우, ya가 pa, ma와 유사하고  -tyu의 경우 u

의 형태로 인해 형태가 낯설게 보인다.

 iti śruty arthaḥ

의 그림과 유사하게 결합자음에서 t의 형태 자체가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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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abodha

 sarv tmakaṃ

 sarasvatyai

 ...yet param tm naṃ...

다음과 같은 tsa, tsu, -tsṛ, trya의 형태도 발견된다.

 jñ n t sad

 tasm t sukh rtho

 tasm j jagatsṛṣṭau

etat pavitryam agryaṃ munir suraye

결합자음 tra는 모음 u와 유사한 형태가 있다.

saṃbaṃdh taram ity atr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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⑼ d-

da, dṛ, ḍa의 형태는 동일 폴리오 내에서도 유사한 경우가 많으

므로 문맥에 의지해야 한다.

 dṛśye

 duriteṣu

 duḥkham iti

 duṣpr pam api ya 

 ... v utpann  phenabudbhūd ḥ

⑽ dy-

dy의 경우 아래와 같은 형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asmin padye

 pratip dyaṃ darśay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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⑾ dra

 candraghastre

 caṃdr rka

⑿ dh-

 ...dhanasaṃgrahe

 gaṃdha

 dugdhaṃ pṛ...

⒀ nna

 nna   nni

⒁ ḍ-

동일 폴리오 내에서도 ḍ와 du, dṛ의 모양이 혼용되는 경우가 

지 않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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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ḍa   ḍa   ḍa   ḍa   d

⒂ ṇa

ṇa의 경우 숫자 9와 유사한 형태가 발견된다.

∥ ∥lakṣm n r yaṇapū...

 lakṣaṇa

⒃ p-

사본에서 p와 y의 혼동은 불가피한데, 부분 문맥과 어휘로 결

정해야 한다.

 dṛśye

 ity ucyate

 so [']py ago...

 yajñ tv

25) 의 d-항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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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 ity ucyate

 kūṭasthanityeṣu puruṣeṣu

아래의 그림에서 pu는 pra, 숫자 9와 유사하다.

 praveśa

 puruṣ rtha

 guṇapuruṣ ...

 

svarūpapratiṣṭhacitiśaktiḥ

pū의 경우 (kū)와 같이 모음이 가운데에 치하지만 오른쪽

에 치하거나 ū의 크기가 더 큰 경우도 발견된다.

 pūrvapara

 pūrva

 bhagatpūj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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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자음  pt는 sa와 유사하고 psi는 śa와 유사한 경우도 발

견된다.

 suṣupti

 psi  psi

⒄ ph-

ph-의 경우 ka와 유사한 경우가 발견되지만 부분 독가능하

다. 하지만 아래의 phe는 서체로 인해 독이 쉽지 않다.

 .. v utpann  phenabudbhūd ḥ ∥

⒅ b-

ba와 va는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표 인 가 v ja(b ja), sarba

(sarva) 등 이다. 

 sarba   vrahma

결합자음에서 b의 치는 자유로운 경우가 많다. 표 인 단

어가 śabda이다. bda의 형태는 가 일반 이지만 와 같이 b가 

d 에 있는 형태도 지 않게 발견된다.

 asm c chabd 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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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śabd d an vrttiḥ śabd t 7

아래의 경우처럼 bd가 나란히 있을 경우에도 서체에 따라 ka, 

vd처럼 보이는 가 있다.

 athaśabdaḥ  śabde

⒆ bh-

bha, bhū의 경우 서체는 체로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이다.

 bhūtv

 vyabhic reṇa

 śubhaṃ bhūy t

 naiva vyabhic r diḥ

 yath  bhūtale ghaṭo

결합자음에서 bh-의 형태가 변형된 경우도 발견된다.

 bhrūmad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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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 utpann  phenabudbhūd ḥ ∥

⒇ m-

ma의 경우 pa와 유사한 형태가 있지만 체로 단순하다. 하지

만 mṛ의 경우 크기가 의 자 보다 작은 경우가 많고 mu의 경

우 모음의 치에 따라 형태가 약간 다르다. 경우에 따라 m이 뒤

에 오는 bha처럼 자 의 가 생략된 경우도 발견된다.

 samutbhava

 suṣumn

 ś mbhav mudr y  yo

(21) y-

y의 경우 p와 혼동될 경우가 많고26) 모음 u의 형태에 따라 y의 

형태도 약간 다르다.

 ity arthaḥ

 ity ukt

26) 앞의 p 항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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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y uv ... 

 ...m ity atr ha

(22) r-

사본에서 r 는 ṇ, e와 유사한 형태가 많은데 동일 폴리오 내에

서 조차 유사한 형태로 발견된다.27) 특이한 형태의 ra( )는 다음

과 같다.

 śr r ma

 아래의 그림에서 세 번째 음 의 ri는 모음 i의 형태 때문에 

특이한 자처럼 보인다.

 ...ya ritaḥ∥

ru의 경우 부분 쉽게 독되지만 rū의 경우엔 다소 특이한 

형태가 발견된다. 를 들어 MS. No. 1954, śaktiv vara의 경우, 

동일 폴리오(F1, r) 내에서조차 두 형태가 혼용되고 있다.

 rūpa  rūpa

27) 모음 e 항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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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그림의 첫 음 은 nū로 보이지만 이것은 rū이다. 지 

않은 사본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자가 발견된다.

 svarūpa

 saṃketarūp vṛttiḥ

아래의 그림에서는 rū는 좀 더 간소한 형태이다.

 ...ccid nandarūpiṇaṃ

(23) l-

l이 ll로 복되는 경우가 지 않게 발견된다.

 dev n m api durllabham 21

복될 경우 ll의 형태가 의 경우가 다른 경우도 있다.

 pallavitena

결합자음에서 l이 다른 자와 떨어져 있을 경우 독하기 어려

운 형태가 된다.

 khalv iha

그 외에 특이한 형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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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kṣaṇa

(24) v-

va는 ba와 곧잘 혼용되고 서체에 따라 ca와도 유사하지만 부

분 문맥에서 결정할 수 있다. vi의 경우도 동일하지만 아래의 그

림처럼 모음의 형태로 인해 rkha와 유사한 형태로 보인다.

 viṣay ṃ

 bhdraṃ vajr sanaṃ

(25) ś-

 yaḥ sarvaśruti

 śil dy ś ca bhedakop dhayo

(26) -ṣṇ-

ṣṇ이라는 자를 포함하는 단어는 kṛṣṇa, viṣṇu, tṛṣṇa, tūṣṇim 

등 몇 개에 불과한데 ṣṇ-의 경우 sm- 혹은 dhm-의 형태로 필사

된 가 지 않다. 를 들면 MS. No. 896의 경우 본문에서 ṣa, 

ṇa의 형태를 정확히 지키고 있지만 ṣṇ-의 경우 망갈라 부분에서

도 dhm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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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ṣayaṇi

 ∥śr kṛṣṇ ya namaḥ∥

 그림에서 ṣṇa의 형태는 sma-, dhma과 유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그림에서 보이듯 ṣma은 sṇa와 구별된다.

 yuṣmatpratyaya

MS. No. 335 S ṃkhyatattvakaumud  본문 첫 문장의 도입부에

서도 ṣṇa의 형태는 sma로 되어 있다.

aj m ek ṃ lohataśulkakṛṣṇ ṃ vahv ḥ

그 외의 사본에서도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발견된다.

kṛṣṇa:      

 tṛṣṇ

 śr viśṇo

 [vi]ṣṇur viṣṇu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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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s-

특별한 형태의 sa는 아래의 그림에서 발견된다.

 saṃsargaḥ

su, sū, sṛ, smṛ는 서체로 인해 독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smṛt

 sukh ni

 sv taṃtry bh ve

아래 그림에서 두 번째 음  stra는 모음 u가 ‘ 로 삐친 형태’

로 (su)와 같은 형태이다.

 ś strasam pti

한편 아래의 그림에서는 모음 u가 에 붙어 있다. 

 sukha 

 suptigati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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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두 그림에서는 sa의 형태가 약간 끊어진 경우이다.

 sam pt  

 sukha

모음 u의 형태에 따라 체 모양이 달라진 경우는 다음과 같다.

 sūcitaḥ   sūcitaḥ 

sūkṣmarūpeṇa

sṛ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형태가 발견된다.

 sṛṣṭi

 tasm j jagatsṛṣṭau

(28) h-

ha의 형태는 다소 다양한 편이며 결합 자음의 경우 독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가장 특이한 것은 아래의 hyu이다.

그림 (1)
śvaro hy up san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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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의 네 번째 음  는 드물게 발견되는 특이한 결합자

음이다. 오른쪽의 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모음 u가 오른쪽에 

치할 경우의 형태이고, 왼쪽의 는 아래 그림에서 보이듯 ha의 특
이한 자체의 일부이다.

 haṭhavidyopa...  grah  

따라서 그림(1)의 네 번째 음 을 h+y+u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hy-도 지 않게 발견된다.

 param tm  eṣa hy ev naṃda

아래 그림에서도 h가 결합자음에서 ‘왼쪽으로 흘러내리는 형태’

( )라는 에서는 동일하다. 

 brahymatvam eva

 evaṃ brahma

아래에서 두 번째와 네 번째 음 의 hya는 tya( )와 유사하다.

 guhy d guhya

한편, h가 결합자음에서 왼쪽으로 흘러내리는 것은 동일하지만 

아래 그림처럼 h와 v와 치가 바 어 ka와 유사한 형태도 자

도 발견된다.

 jihv g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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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 의 이체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j jihv ...

아래의 두 그림은 hma, he의 특이한 형태이다.

 bram ṃḍa

 hetud yin

Ⅳ. 필사체 목록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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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8         

9
         

   

i
     

-u  śu śru su su tu tu tyu

-u
 gu gu  tu śu du mu tu

-u
 gu tu dhru dhu pu mu su

-ū  kū pū pū bhū bhū bhrū rū

e
     

 k-
  k ka ka

 k-
 ku ku ku ku kū ku kuṃ

 k-
 kla kra k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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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ṛ       

  kh- kya kya kha

kt-
 kta kta kti ktṛ ktv ktyai

kṣa
         

kṣ-
 kṣu kṣe kṣya kṣya

g-
 gaṃ gu gu gu gṛ

g-
  gde gdhaṃ  gyaṃ

c-, ch  cca cha ccha

j-
  ja jra

jj-   ja jja  jja  jju  jji jj

j-
  jñ  jñ  jñe

t-  tsṛ tsṛ tv  tsu tsu to

tu      

tṛ
  rtṛ  rtṛ t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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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
 tma tma tma tma tm

nn-  nna nni

ty-
 tya tya tyu tyu tyu tyu tyu

tr-  tra tr  try

ts-
 tsa tsu tsu tsṛ 

d-
 da d  d  di di dṛ

d-
 dgu  -dbhū

du
 du du du du du du

ddh-
 ddha ddha dbhū ddho

dbh-
  dbha dbha

dya-
   

dra-
dra dr  dra

dh-
 dha dha dhu dhu dhru

-dh-  gdhaṃ

ḍ-
 ḍa ḍa ḍa ḍa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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śu
 śu śu śu  

 ṇ-  ṇḍa ṇa

p-   pu  pu pu  pū  pū pū

p-
  pṛ pṛ  psi  psi

pr-
  pra  pra  pr  

ph-  pha pha phu

bh-  bha bha bha bhū bhū bhu

bh-  bhya bhrū  -dbhū

m-
 m  mṛ mu smṛ mṇ  

r-
 ra ri ruṃ rū rū rū rū rū

-ya  tya tya tya tyu

l-
 la la la la la lu

vi  

ś-
 śa śo  śca śi

śru
 śru śru śru  ś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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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ṣṇa  kṛṣṇa kṛṣṇa kṛṣṇa kṛṣṇa

-ṣṇa  kṛṣṇa kṛṣṇa

-ṣṇa  tṛṣṇ   śr viśṇo ...r viṣnu

ṣ-, 

ṣṭ-  ṣkri ṣu  ṣṭa ṣṭi

ṣṭha
  ṣṭha  ṣṭha

s-  sa sa su  su su su sū

s-  sū  sū sū sṛ smṛ 

-s-
 tsa tsu tsu tsṛ  psi  psi

st-
 stu stu stu stu stra stra 

sth-
 stha stha sth  sth  sthū

h-
  ha  ha hi  he hṛ

h-
 hla hva hv

hm
 hma ham ham hma hami

hy-
 hya hya hyu hyu hye 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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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근래, 울  컬 션의 9,000여 사본을 통해 국내의 학자들이 직

 사본을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고무 이다. 아직

은 울  컬 션에 한 황 악, 촬  등 기 인 작업에 머물

고 있지만 머지않아 국내의 학자들이 울  사본을 통해 원 의 

에디션에 직  참여하고  련 문헌학  성과물이 쏟아지기를 

희망한다.

사본 연구에서 일차 인 것은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사본의 

기호와 문자를 독하는 것이다. 다양한 사본들 특히 제목이나 원

문이 알려지지 않은 미공개의 사본을 다룰 경우, 서체 등으로 인

해 독에 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본고에서 다룬 서체 목

록, 오류 수정법은 다양한 사본에 새겨진 여러 정보를 독하기 

해 활용된 자료이다. 사본은 재질이나 필사자 등등에 따라 편차

가 많고 따라서 사본 분석 역시 case by case일 수밖에 없지만 다

양한 여러 사본에서 오류 수정법에 한 유형을 발견할 수 있고 

 특이한 서체들에서도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

다. 다종다양한 사본을 할 기회가 흔치 않은 실에서, <15～19

세기에 필사된 200여 사본의 필사체>는 범 가 넓은 목록이므로 

다른 사본을 독하는데도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목록에서 다룬 사본은 키스탄 라호르의 펀잡 학교에 소장

된 울  컬 션  종이재질의 데와나가리 사본 200여개인데, 필

사 시기는 15～19세기( 부분 17～19세기)이다. 부언하자면, 재

까지 울  컬 션의 연구를 한 기  작업이 진행되었으므로 향

후 9천여 사본 체 촬 을 비롯해서, 확보한 이미지들이 국내의 

학자들에게 자유롭게 제공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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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와 약호

[ ] Restored letter

< > Cancelled letter

{ } Superfluous letter

(!) sic.

MS. Manuscript

F. Folio

P. Paper

PL. Palm Leaf

r. Recto

v. Verso

l.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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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cript Table and the Types of Error 

Correction for Sanskrit Manuscripts: 

based on 15th-19th c. paper manuscripts of the Woolner 

Collection

Park, Young Gil

(Geumgang University)

In contrast to the long-established tradition of 

philological studies in Europe, the study of Sanskrit 

manuscripts in Korea is still in an early stage. In this 

respect, the over 9,000 manuscripts of the Woolner collection 

have been made available for direct scrutiny by scholars in 

Korea is an encouraging step.

Although basic tasks concerning these manuscripts, 

such as status identification and digitalization, have only 

been rudimentarily completed, it is hoped that scholars in 

Korea will be able to consult directly the editions of 

primary sources and thereby produce new philological 

results. 

However, philological studies -including the study of 

manuscripts- not only presupposes a special education, but 

extensive training and experience as well. What is needed 

primarily is a folio of the text containing unlimited 

information and the training to read and decipher signs. 

Such a list can be employed for personal use, 

regardless of one's specific academic speciality, to read 

variations and multiple copies of a manuscript. 

Analysis of manuscripts still necessarily occurs o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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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by case basis. However, as the opportunities to access 

various manuscripts remains a rare occurrence, the “General 

List of Manuscripts Compiled Based Upon more than 200 

manuscripts extant from the 15th to the 19th centuries”, 

which is a fairly broad catalogue, can be useful to read 

other reference material. 

Key Words: Sanskrit Manuscripts, Philology, Script Table, 

Woolner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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