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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比丘)와 필추(苾芻)는 음역어로서 구족계를 받은 승려를 지칭하

는 용어이다. 이 용어들은 각각 쁘라끄릿어 계열의 간다라어에서 

bhikhu, 빨리어에서 bhikkhu를 음역한 용어이며 범어에서 bhikṣu의 음

역한 용어이다. 장을 기 의 구역에서는 자가 신역에서는 후자가 

주로 나타난다. 일반 으로 보았을 때 불교 례의 기에 주로 쁘라끄

릿어 경 들이 국으로 해지다가, 차 으로 산스끄릿어 경 들로 

바 는 과정에서 음역어도 변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의문자에 고립어인 국어에서 비구와 필추는 더 이상의 변화형 

없이 고정되어 있지만, 표음문자에 굴 어인 빨리어, 불교혼성범어, 범

어에서 이 용어는 성 수 격에 따라 격변화를 한다. 따라서 범어원 이 

갖춰진 문헌의 경우 우리는 한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다양한 어미변화

와 여러 가지 형태의 언어들이 가지는 특징을 통해서 자의 숨겨진 의

도를 좀 더 용이하게 악할 수 있다.

Ⅰ. 서언

비구(比丘)와 필추(苾芻)는 음역어1)로서 걸사(乞士)로 번역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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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는 구족계(具足戒)를 받은 승려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 용

어들은 각각 쁘라끄릿어 계열의 간다라어(G ndh r ) bhikhu와 범

어 bhikṣu의 음역어로 보이며, 자는 장 이 의 구역에서 주로 

나타나고 후자는 장 이후의 신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 은 

불교 례 기에 주로 쁘라끄릿어 경 들이 국으로 해지다가, 

차 으로 산스끄릿어 경 들로 그 자리를 치했을 것이라는 

일반 인 추정과 일치하고 있다. 

표의문자에 고립어인 국어에서 비구(比丘)와 필추(苾芻)는 더 

이상의 변화형 없이 고정되어 있지만, 표음문자에 굴 어인 빨리

어, 불교혼성범어, 범어에서 이 용어는 성 수 격에 따라 격변화를 

한다. 불교 경 에서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 이 용어는 특히 붓다

가 설법할 때 자신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주 의 승려들을 지칭

하는 복수 호격으로 많이 나타난다. 쁘라끄릿어 계열의 빨리어, 

불교혼성범어, 범어의 복수 호격은 각각 bhikkhave, bhikṣo, 

bhikṣavaḥ로서 이 용어들이 사용된 용례와 용법을 살펴보면 한역 

음역어에서는 알 수 없는 다양한 뉘앙스를 알 수 있다.

Ⅱ. 불 의 언어

그 다면 인도불교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차 으로 쁘라끄

릿어, 불교혼성범어, 범어로 이행하게 되었을까?

1)  국어에서 比丘와 苾芻는 유사하게 발음된다.  국어 한자음은 

많은 단순화와 변형을 거쳐서 한문 경 들이 음역되던 당나라시  발음을 

상당부분 읽어버렸다. 오히려 한국의 한자음이 많은 부분에서 당나라 

시  한자음을 보존하고 있다. 따라서 장시 에 比丘와 苾芻는 다르게 

발음되었을 것이다. 그 지 않다면 장이 음역어를 바꿀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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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어는 크게 고 인도어, 기인도어, 인도로 나 어진

다.2) 고 인도어(old indo-aryan)은 ‘잘 다듬어진’(saṃskṛta) 이란 

의미를 지니는 범어(Sanskrit)를 지칭하고, 기인도어(middle indo

-aryan)는 ‘자연스러운’(pr kṛta) 이란 의미를 지니는 쁘라끄릿어

(Prakrit)를 지칭한다. 한편 인도어(contemporary indo-aryan)

는 지 재 인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들로서 힌디(Hindi) 뱅

갈리(Bengali) 마라티(Maraithi) 우르두(Urdu) 등을 통칭한다. 

일반 으로 범어(Sanskrit)가 문법 으로 올바르고 완 하며 순

수하고 완 한 언어를 의미한다면, 쁘라끄릿어(Prakrit)는 보통 사

람들의 언어로서 자연스럽고 꾸 없으며 일상 인 언어를 의미한

다. 기원  1500년경에 외부에서 인도로 들어온 아리얀들은 자신

들의 언어인 범어와 인드라를 비롯한 자신들의 신들에 한 자부

심이 단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언어는 웨다(Veda)의 문헌들

을 통해 구 으로 해졌으며, 기원  4세기경 빠니니(P ṇini)의 

아쉬따디야이(Aṣṭ dhy y )를 통해서 음운체계(phonology)와 어형

체계(morphology)가 고정되었다.3) 범어는 따라서 특정한 사람들

의 유물로서 변화에 항 인 인 이며 종교 이고 학술 인 

언어 다. 

한편 쁘라끄릿어는 보통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

로서 기인도어의 특징인 단순화가 음운체계와 어형체계에서 

범 하게 일어난 언어이다. 불교경 이 기에 범어가 아니라 쁘

Old Indo-Aryan

(Sanskrit)
 Vedic Sanskrit, Classical Sanskrit

Middle Indo-Aryan

(Prakrit)

 P li, M h r ṣṭr , Śaurasen , M gadh , 

Apabhraṃśa

Contemporary

Indo-Aryan

 Hindi, Bengali, Panjbi, Gujarti, Marthi , Urdu 

etc

2) 인도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oulson 2006 pp.  xvi-xvii):

3) 고 범어는 빠니니의 음운체계(phonology)와 어형체계(morphology)는 

받아들이지만, 다양한 구문(syntax)을 통해 자신들의 독특한 표 체계를 

형성한 언어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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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끄릿어로 구 되어 보존되었다는 것은 불교가 일반사람들 구

나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선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도라는 범 한 지역에서 각 지역 쁘라끄릿어의 독특

한 음운체계와 어형체계를 차 으로 받아들이면서 보존되었기 

때문에 기경 은 필연 으로 다양한 변화를 격어야만 했다.

우리는 붓다의 언어를 그가 주로 활동했던 마가다 지역의 이름

으로부터 마가다어(M gadh )라 칭하고 있다. 비록 남방 테라와다

(Therav da) 교단이 자신들의 삼장(tipitaka)의 언어인 빨리어(P li)

를 마가다어로 간주하면서 붓다의 언어라고 주장하지만, 빨리어는 

마가디가 속하는 동부 쁘라끄릿어의 특징 보다는 서부 쁘라끄릿

어의 특징을 더욱 많이 보여주고 있다. 즉 빨리어를 붓다의 언어

와 가까운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지만, 남방 테라와다 교단의 

물겨운 노력에도 불고하고 이를 붓다의 언어로 보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4)

한편 불교 례 기에 국으로 해진 경 들의 언어는 마가

디도 빨리도 아니었다. 불교의 국 례 심지는 북서인도의 간

다라 지역이었다. 이 지역의 기인도어를 우리는 간다라어(G ndh r

)라고 한다. 국어로 번역된 기경 의 음역어들로부터 국의 

번역자들이 범어로 기록된 불경이 아니라 간다라어로 기록된 불

경을 바탕으로 작업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5) 

기경 의 음역어인 비구(比丘)는 범어인 bhikṣu보다 쁘라끄릿

어인 bhikhu에 더욱 가깝다. 범어의 음운체계에서 허용되는 복자

음 kṣ는 인도 지역의 쁘라끄릿어에서 단순화되어 kkh가 되고 

장단음의 구분이 사라진 간다라 지역에서는 더욱 단순화되어 kh

가 된다. 이 용어는 인도 꼬삼비와 싼치 그리고 사르나트에서 

발견된 교단의 분열을 경고하는 아쇼카와 비문석주에서 빨리어의 

4) 물론 존하는 불교경 들 에서 빨리경 이 유일하게 단일하면서도 

통합 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경 들의 언어인 빨리어가 붓다의 

언어에 가장 근 해 있는 언어라는 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5) Hinuber (1991)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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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같이 bhikkhu로 일 되게 나타나고 있다.6) 한편 북서인도

의 간다라 지역에서 발견된 몇몇 증일아함경(Ekottarik gama)7)과 

코탄(Khotan)에서 발견된 다르마빠다(Dharmapada)8)에서 이 용

어는 bhikhu로 더욱 단순화 되어 나타난다. 

아마도 기경 의 음역어 비구(比丘)는 발음상으로 보아 간다

라어 bhikhu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간다라어는 카

로슈티(Kharoṣṭh )문자를 사용했으며 기원  3세기부터 기원후 3

세기까지 북서인도에서 사실상 국제 인 공용어(lingua franca)로 

사용되었다. 쿠샨(Kuṣ ṇa)왕조 치하에서 간다라어는 인도 아 카

이스탄 앙아시아 지역으로 퍼져 나갔고 불교문헌의 주요한 언

어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간다라 불교문헌들의 국 례에는 

북서인도지역에서 기원후 약 7세기경까지 활동했었던 법장부

(Dharmaguptakas)라는 부 의 향이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9)

Ⅲ. 빨리어어 다양한 뉘앙스

그 다면 비구(比丘)의 복수호격인 bhikkhave는 빨리경 에서 

어떤 뉘앙스를 가질까? 기본 으로 이 형태는 어형 으로 서부 

쁘라끄릿어의 특징을 지니는 빨리어에서 bhikkhavo로 나타나야만 

한다. 하지만 빨리경 을 CD-Rom으로 검색해보면 bhikkhave는 

26,000회 정도가 나타나며 bhikkhavo는 단지 160회 정도밖에 나

6) Bloch (1950) p. 152.

7) Allon (2001) p. 270.

8) Barua (1921).

9) Hinuber (1991) pp. 103-104. 간다라 지역에서 법장부의 상과 역할 

그리고 이들의 앙아시아와 국으로의 진출에 해서는 솔로몬 

(Salomon 1999 pp. 167-171) 이 자세하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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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는 자가 주로 산문 화체에서 나타

나고 후자가 거의 부분 운문에서 나타난다는 통계  특징이 있

다. 

빨리경 회 회장을 역임했던 노만은 이러한 상을 마가다어

의 향(M gadhism)으로 본다. 빨리경 에는 마가다어의 형태가 

몇몇 구 에서 고립 으로 나타나고 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빨

리의 -o 는 -aṃ이 와야 할 곳에 -e가 나타난다.10)

범어의 -as -ar은 빨리어에서 -o가 되어야 하지만, puras는 때

때로 pure로 나타나며 śvas는 sve 는 suve로 나타나기도 한

다.11) 디가니까야(D gha-nik ya)에서는 남성주격단수로서 바보와 

인이 'b lo ca paṇdito ca'가 아니라 'b le ca paṇdite ca'로 나

타나기도 하고12), 성주격단수로서 기쁨과 괴로움이 ‘sukhaṃ du

kkhaṃ’이 아니라 ‘sukhe dukkhe’로 나타나기도 한다.13) 

아마도 이러한 마가다어의 향(M gadhism)들 에서 가장 

표 인 것이 비구(比丘)의 복수호격인 bhikkhave일 것이다.14) 노

만에 의하면 bhikkhave는 붓다가 종종 자신을 둘러싼 승려들을 

지칭하는 일반 인 구어체 용어가 문어체 문헌에서 범 하게 

나타나는 표 인 로 볼 수 있다.15) 붓다 당시 bhikkhave란 

용어가 무 범 하게 사용되었고 잘 알려졌지 때문에 비록 빨

리어의 어형체계에 어 남에도 불구하고 비구(比丘)의 복수호격으

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곰 리치는16) 빨리경 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외 인 상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 즉 살아있는 언어에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음17)에 주목하고 있다. 아마도 붓다와 붓다의 기 제자들의 

10) Norman (1995) p. 73, 75, 92, 100, 105.

11) Norman (1995) p. 58.

12) DN I p. 55.

13) DN I 56.

14) Lamotte (1988) p. 559. 

15) Norman (1995) pp. 75-76,

16) Gombrich (1995) p. x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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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보존하려는 인 인 노력의 결과

로 보려한다. 즉 이를 통해 자신들이 보존하고 있는 빨리 경 이 

바로 붓다의 언어라는 을 강조하고 남방 테라와다(Therav da) 

교단의 정통성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남방 테라와다(Therav da) 교단의 빨리어에 한 자부

심은 라만 사제들이 범어에 해서 가지는 자부심만큼이나 

단한 것이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종교 통에서 자신들의 성스러

운 경 에 사용된 언어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고귀한 것으로 각

인되어 왔다. 기독교와 유 교에서 히 리어(Hebrew), 이슬람에

서 아랍어(Arabic)가 여러 가지 정황에도 불구하고 최 의 언어 

최고어의 언어로 간주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범어의 경우 빠딴잘리(Patañjali)는 자신의 유명한 서 마하

하샤(Mah bh ṣya)에서 범어 단어만을 올바른 단어로 규정하고18) 

올바른 단어를 사용해야만 덕(dharma)과 이익(abhyudaya)을 얻

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19) 즉 범어만이 올바른 언어이며 삼계를 

포함한 모든 우주의 언어이고 궁극 인 언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 불교의 라이벌 종교 던 자이나교 한 자신들의 기경 의 

언어인 아르다마가디어(Ardha-M gadh )을 마하비라(Mah v ra)

의 언어로서 아주 오래된 언어로 보려고 했다.20)

이러한 흐름에서 남방 테라와다 교단의 경우도 외는 아니었

다. 붓다고샤(Buddhaghosa)는 빨리 경 의 언어인 마가디(M gadh )

가 모든 생류들의 기원이 되는 언어(mūlabh s )이며 본래 인 표

17) 빨리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인 인 측면들은 오스카 본 히 버 

(Hinuber 1983) 에 의해서 자세하게 연구되었다.

18) 소의 경우 gauḥ만이 올바른 언어이고 나머지 g v , goṇ , got , 

gopotalik  등의 동의어들을 잘못된 것으로 본다 (Brankhorst 1993 p. 

397). 

19) Bronkhorst (1993) p. 397.

20) Bronkhorst (1993) pp. 398-399. 이들은 pr kṛta를 ‘이 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면서 가장 오래되고 모든 다른 언어들의 근원으로 보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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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라고 주장한다.21) 빨리 아비담마의 두 번째 문헌인 방가

(Vibhaṅga)의 주석서인 삼모하 노디니(Sammohavinodin )는 띳

사닷따(Tissadatta)의 견해로서 자신들의 언어가 모든 언어의 근

원임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22)

다 리(Damiḷ )인 어머니와 안다까(Andhaka)인 아버지 사이에서 새

로 태어난 아기가 먼  자신의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 그는 다 리어

를 할 것이고 먼  자신의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 그는 안다까어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듣지 못한다면 그는 마가

다어를 하게 될 것이다. 만일 군가가 마을이 없고 말하는 사람이 없

는 깊은 정 에서 태어난다면 그는 자연스럽게 이 마가다어를 시작하

게 될 것이다. … 다른 모든 언어들이 변함에도 불고하고, 성스러운 

언어이고 고귀한 언어인 마가다어 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더 발 하게 되면서 남방 테라와다(Thera

-v da) 교단은 다른 모든 다른 언어들이 마가디(M gadh )로부터 

발 되어 나왔다고 주장하게 된다.23) 따라서 빨리어 경  속에 나

타나는 bhikkhave와 같은 동부 쁘라끄릿어 즉 마가디(M gadh )

의 흔 들은 테라와다(Therav da) 교단에 있어서 일종의 고유마

크(identity badge)로서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는데 요한 역

할을 하게 된 것이다.

Ⅳ. 불 의 범어화

세일론섬의 남방 테라와다(Therav da) 교단이 자신들의 Pali 

21) Vism p. 373.

22) Bronkhorst (1993) pp. 397-398.

23) Bronkhorst (1993) p.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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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는 동안에, 북인도의 교단

들은 자신들의 경  언어에 해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라만 사제들의 언어로서 종교 인 범 에 한정되었던 범어가 

기원 후부터 차 으로 국가를 운 하는 공식 인 언어로서 

사용되면서 일종의 권 를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 인도의 

여러 지역에서 공통 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일종의 국제 인 공용

어(lingua franca)로서 출신지역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

하는 수단으로서 교양언어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24)

북인도에서 불교의 범어화는 기원후 2세기경에 활동했었던 

한 시인 아슈와고샤(Aśvaghoṣa)와 련해서 많이 설명된다. 그

의 불소행찬(Buddhacarita)은 빠니니(P ṇini)의 음운체계(phonology)

와 어형체계(morphology)를 완벽하게 따르는 최 의 불교문헌이

었다.25) 그 이  단계에 속하는 붓다의 기인 마하와스뚜(Mah vastu, 

大事)와 랄리따 스따라(Lalitavistara, 方廣大莊嚴經)는 각각 기

인도어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불교혼성범어(Buddhist Hybrid 

Sanskrit)로 써졌거나 기인도어에서 불완 하게 범어화(Sans

-kritization) 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근 솔로몬은 북서인도에서 기원후 2-3세기경부터 기인도어

로서 간다라어(G ndh r )가 가지는 음운의 단순화가 갑자기 사라

지고 범어의 철자체계로 복귀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을 지 하고 있다. 를 들어서 숫자 칠을 의미하는 간다라어 

sat[t]a가 이 시기에게 sapta로 범어화(Sanskritization)되는 것이

다.26) 그는 한 이 시기 이후에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카로슈티

(Karoṣṭ ) 문자로 써진 몇몇 문헌들 실제 으로 범어와 거의 구별

할 수 없음을 지 하면서,27) 인도북서 간다라지역의 불교문헌의 

범어화가 법장부(Dharmaguptakas)까지를 포함하여 범 하게 

24) Coulson (2006) p. xvii.

25) Coulson (2006) p. xvii.

26) Salomon (2001) p. 245.

27) Salomon (2001) p.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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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서인도의 간다라 지역에서 발 했던 주요한 불교교단으로 법

장부(Dharmaguptakas), 부(Mah s ṅghikas), 설일체유부

(Sarv stiv dins)가 있다.28) 이들 학 들 에서 범어를 극 으

로 받아들인 학 는 설일체유부(Sarv stiv dins)로 추정된다.29)

설일체유부는 경 (sūtra), 계율 목록(pr timokṣa) 등은 기인

도어에서 범어화(Sanskritization)하고, 율장(vinaya)과 아비다르마

(abhidharma) 문헌들은 범어로 직  작성했을 것으로 보인다.30)

설일체유부의 핵심 인 아비다르마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까띠

야니뿌뜨라(K ty n putra)의 발지론(Jñ naprasth na)이 이미 범어

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설일체유부의 범어 논서 통은 

아마도 기원후 2세기 이 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31)으로 

보인다. 그리고 와수반두의 구사론(Abhidharmakośabhaṣya)은 설

일체유부의 이러한 범어문헌 통을 충실하게 이어받은 작품으로 

보인다.

장이 번역한 설일체유부의 문헌들과 와수반두의 논서들은 거

의 부분이 범어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장은 bhikṣu의 음역어를 비구(比丘)에서 필추(苾芻)로 범어의 음운

체계에 맞게 바꾼 것으로 보인다.32)

28) 라못은 티벳 주석 통에서 8세기말부터 시작된 인도불교 사 부 의 

언어에 해 언 하고 있다. 여기에 의하면 설일체유부는 범어(Sanskrit), 

부는 쁘라끄릿어(Pr krit), 정량부는 아빠 람샤(Apabhraṃśa), 

상좌부는 빠이사 어(Paiś c )를 사용하는 것으로 소개된다 (Lamotte 

1988 pp. 546-547). 

29) Hinuber (1991) p. 104, Lamotte (1988) p. 584. 

30) Lamotte (1988) p. 587.

31) Lamotte (1988) pp. 592-593.

32) 진제역에서는 bhikṣu에 해서 구역인 비구(比丘)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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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구사론에 나타난 bhikṣavaḥ와 bhikṣo

와수반두의 구사론 마지막장에는 개인(pudgala)의 존재를 둘러

싼 독자부(V ts putr yas)와의 흥미로운 론이 나타나고 있다. 성

언량(sūtra)을 통한 개인(pudgala)의 존재논증이 진행되는 부분에

서 와수반두와 독자부는 각기 많은 양의 경 들을 인용하고 있다. 

이때 여섯 개 정도의 인용문에서 bhikṣu가 복수호격으로 나타나

는데, 네 번은 범어의 어형체계에 맞게 bhikṣavaḥ로 나타나지만 

두 번은 bhikṣo로 나타나고 있다.33) 물론 이들 모두에 해서 

장역은 필추(苾芻)를 진재역은 비구(比丘)를 일 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장역 한문본을 본으로 한 라발 뿌셍의 번역34)과 범

본을 본으로 한 듀링거의 번역35)에서 동일하게 ‘비구들이여’를 

의미하는 복수호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면 bhikṣu의 이러한 두 가지 복수호격은 어떤 뉘앙스를 

지니고 있을까? 아마도 bhikṣavaḥ가 사용된 경우는 인용된 경

이 완 하게 범어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인용경

들은 오래 부터 기인도어 경 을 범어화한 설일체유부(Sarv sti

-v da)에 속하는 경 일 확률이 높다. 한편 bhikṣo가 사용된 경우 

우리는 몇몇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해야 한다. Bhikṣo가 복수호

격으로 사용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36)

비구들이여, 시각기 은 원인이고 시각 상은 조건이다. 왜 그러한

가? 비구들이여, 모든 시각의식이 시각기 과 시각 상을 조건으로 하

33) Akb-p p. 464, 465.

34) La Vallée Poussin (1988) p. 1321, 1324.

35) Duerlinger (2003) p. 80, 83.

36) Akb-p p. 464,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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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cakṣur bhikṣo hetu rūp ṇi pratyayaś cakṣurvijñ nasyot

-p d ya. tat kasya hetoḥ? yat kiñcit bhikṣo cakṣurvijñ naṃ sarva 

tac cakṣuḥ prat tya rūp ṇi ca.)

비구들이여, 시각기 과 시각 상 등의 기 과 상이 있는 정도로 

따타가따는 모두가 있다고 가르친다. (y vat  bhikṣo cakṣur y vat  

rūp ṇi, vistareṇa et vat  bhikṣo Tath gataḥ sarvaṃ ca prajñ payati.)

자는 와수반두가 자신의 입장을 홍호하기 해서 인용한 경

이고, 후자는 독자부(V ts putr yas)의 입장에서 인용된 경 이

다. 

먼  여기에서 bhikṣo는 빠니니(P ṇini)의 음운체계(phonology)

와 어형체계(morphology)를 따르는 bhikṣu의 단수호격으로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인용된 경 으로 추정되는 잡아함의 

인연경(因緣經)37)에서 붓다의 화상 가 단수의 한 비구로 언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bhikṣo는 복수호격이 아니라 단수호

격이며, 와수반두는 기경 의 이러한 맥락을 살리기 해서 

와 같이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기경 에서 일반 으

로 붓다가 단수의 비구를 지칭할 때 주로 상 방의 이름이 호격

으로 나타난다는 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bhikṣo는 불교혼성범어(Buddhist Hybrid Sanskrit)로서 

bhikṣu의 복수호격으로도 볼 수 있다.38) 불교가 범어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경 을 쁘라끄릿어에서 범어로 변환하기 시작했을 때 

아무런 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몇몇 근 의 학자들은 불교혼

37) 인연경 (TD2) p. 57c: 如是我聞. 一時. 佛住 毘離獼猴池側重閣講 時. 

有異比丘往詣佛所. 稽首佛足. 坐一面. 白佛 . 世 . 何因何緣眼識生. 

何因何緣耳．鼻． ．身．意識生佛告比丘. 眼因緣色. 眼識生. 所以 何. 

若眼識生. 一切眼色因緣故. 耳聲因緣．鼻香因緣． 味因緣．意法因緣意識生. 

所以 何. 諸所有意識. 彼一切皆意法因緣生故. 是名比丘眼識因緣生. 

乃至意識因緣生時. 彼比丘聞佛所說. 歡喜隨喜. 作禮而去.

38) Edgerton (1953)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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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어가 범어를 제 로 구사할 수 없는 교육의 잘 받지 못한 승

려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 범어의 아류정도로 취 했다. 하지만 

불교혼성범어 문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문헌들의 자들이 

아주 세련되게 쁘라끄릿어와 범어 사이에서 스스로의 단으로 

취사선택 했을 것이란 을 알 수 있다.39)

불교혼성범어의 문법을 자세하게 연구한 에지튼은 이 언어를 

‘살아있는 언어이고 기록으로 남아있는 다른 방언의 변형이나 변

조로 볼 수 없으며 문법에서 나타나는 독자성만큼이나 그 어휘에 

있어서도 독창성을 보여 다’40)는 을 지 하고 있다. 따라서 마

치 빨리어가 마가다어의 몇몇 흔 을 보존하고 유지하면서 스스

로의 정통성을 공고히 했듯이, 범어경  속에서 나타나는 불교혼

성범어의 자취들은 그 경 의 정통성 는 지역성을 강조하기 

해서 다분히 의도 으로 보존되고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불교혼성범어가 불교경 의 범어화가 완 히 이행되기 이

단계의 언어라는 에서 인용된 경 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해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불교혼성범어가 북서인도나 남인

도가 아니라 인도(Madhyadeśa)에서 발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

므로41) 인용된 경 의 지역성을 강조하기 해서 사용되었을 가

능성도 있다.  단계에서 bhikṣo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에서 사용

되었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필추(苾芻)와 같은 음역어에서는 알 

수 없는 다양한 뉘앙스가 쁘라끄릿어와 범어 문헌들에 숨어있다

는 은 분명한 듯하다.

39) Lamotte (1988) p. 580.

40) Edgerton (1953) p. 14.

41) Lamotte (1988) p.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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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비구(比丘)와 필추(苾芻)는 범어 bhikṣu, 간다라어(G ndh r ) 

bhikhu, 빨리어 bhikkhu의 음역어이다. 물론 한역의 경우에 있어

서 이 용어들이 주로 장이 에는 자가 장이후에는 후자가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범어 간다라어 빨리어 등

에서 이 용어가 사용될 경우에 한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다양한 

어미변화와 여러 가지 간 형태를 통해서 다양한 뉘앙스를 풍기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범어원 이 갖춰진 문헌의 경우 우

리들은 자가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를 통해서 자의 다양한 의

도에 좀 더 용이하게 근할 수 있다. 

빨리어의 경우에 마가다어의 향(M gadhism)이란 이름으로 

bhikkhave란 동부방언의 복수호격을 유지하여 빨리어 경 이 붓

다의 언어임을 강조하려한 의도를 볼 수 있다. 한 구사론의 

자 와수반두는 비록 한문에서는 동일하게 필추(苾芻)로 번역되지

만 범어원 에서 다르게 표기된 복수호격 bhikṣavaḥ와 bhikṣo를 

통해서 쉽게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다양한 뉘앙스를 달하

려 했음을 알 수 있다.



比丘와 苾芻를 둘러싼 빨리어와 범어의 다양한 뉘앙스 ∙ 9 3

약호  참고문헌

Akb-p the Abhidharmakośabh ṣya, ed by P. Pradhan, Patna, 

1967.

DN the D gha-nik ya, PTS.

Vism the Visuddhimagga, ed by Henry Clarke Warren, 

Harvard Univ. Press, 1950.

Allon, Mark (2001), Three G ndh r  Ekottarik gama-Type Sūtras,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Barua, Benimadhab (1921), Prakrit Dhammapada, University of 

Calcutta.

Bloch, Jules (1950), Les Inscriptions d'Asoka, Paris.

Bronkhorst, Johannes (1993), 'Buddhist Hybrid Sanskrit: the 

Original Language', Conference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Language of Sanskrit 

Buddhist Texts, Samyak-v k series VI, Varanasi: Central 

Institute of Higher Tibetan Studies, pp. 396-423.

Coulson, Michael (2006), Sanskrit (revised by R. Gombrich and 

James Benson), Abington:Hodder Headline.

Duerlinger, James (2003), Indian Buddhist Theories of Persons, 

London:Routledge.

Edgerton, Franklin (1953), Buddhist Hybrid Sanskrit Grammar and 

Dictionary, London : Yale Univ. Press.

Gombrich, Richard (1994). 'Introduction: What is Pali?', A Pali 

Grammar by Wilhelm Geiger (tr by Batakrishna Ghosh), 

Oxford : PTS, pp. xxiii-xxix. 

Hinuber, Oskar Von (1983), 'P li as an artificial Language’, IT X, 

pp. 133-140.

Hinuber, Oskar Von (1991), 'Expansion to the North: Afghanistan 

and Central Asia', The World of Buddhism (ed by H. 



9 4  ∙ 印度哲學 제30집

Bechert and R. Combrich), London : Thames and Hudson, 

pp. 99-107.

Lamotte, Etienne (1988), History of Indian Buddhism, 

Louvain-La-Neuve.

La Vallée Poussin, Louid de (1988), Abhidharmakośabh ṣya (tr by 

Leo M. Pruden), Berkeley:Asian Humanities press.

Norman, K.R. (1994), A Pali Grammar by Wilhelm Geiger (tr by 

Batakrishna Ghosh), Oxford:PTS.

Pischel, R. (1981), A Grammar of the Pr krit Languages (tr by 

Subhadra Jh ), Delhi : Motilal Banarsidass.

Salomon, Richard (1999), Ancient Buddhist Scrolls from Gandh ra, 

London : The British Library.

Salomon, Richard (2001), ‘G ndh r  Hybrid Sanskrit: New Sources 

for the Study of the Sanskritization of Buddhist 

Literature’, Indo-Iranian Journal 44, pp. 241-252.



比丘와 苾芻를 둘러싼 빨리어와 범어의 다양한 뉘앙스 ∙ 9 5

Abstract

Various Nuance on the Word Bigu(比丘) and 

Pilchu(苾芻)

Hwang, Soonil

(Dongguk University)

Within the Chinese translation of the Indian Buddhist 

texts, there are two different sound readings of the word 

bhikhu in G ndh r , bhikkhu in Pali and bhikṣu in Sanskrit. 

They are bigu(比丘) and pilchu(苾芻) in Korean pronunciation. 

While the former was usually appeared in the old translation 

of the Buddhist texts, the letter was wide spread within the 

new translation after Xuanzang, one of the most famous 

translators in the history of Buddhism. 

This difference can be explained through the assumption 

that Buddhist texts written in Prakrit languages transmitted 

into China during the early period, while Buddhist texts 

written in Sanskrit transmitted into China later period. In 

terms of Korean pronunciation, the word bigu(比丘) sounds 

like bhikhu in G ndh r , whereas the word pilchu(苾芻) 

sounds like bhikṣu in Sanskrit. Thus the letter replaced the 

former during the time of Xuanzang in China.

While Chinese languages are known as ideograms and 

isolating language, Indic languages are known as phonograms 

and inflectional language. Which means there are inflections 

in the end of the words in Indic language. Through the 

delicate changes in inflections and word forms, we can 

access to the hidden nuances in the Indian Buddhist texts 

written in Indic languages. 

We can see some cases in the use of the plural voc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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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ali, it preserves the frozen phonetic of bhikkhave in the 

Eastern Prakrit in order to show the Pali canon is the word 

of the Buddha. In the Abhidharmakośabh ṣya, Vasuabandhu 

seems to have a fun to use both bhikṣavaḥ in Sanskrit and 

bhikṣo Buddhist Hybrid Sanskrit.

Key Words: Sanskrit, Prakrit, gAndhArI, Pali, Buddhist 

Hybrid Sanskrit, bhikkhu, bhikSu, nuance

투고 일자 : 2010년 7월 13일

심사 기간 : 2010년 12월 15일～12월 22일

게재 확정일 : 2010년 12월 28일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