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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玄奘)의 음역어, 마게타(摩揭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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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은 중국에 불교가 전해진 초기 시대부터 후대까지 번역 경전에

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었던 ‘magadha’에 대한 음역어들(摩竭提, 摩

伽陀 등)과 이 기존 음역어들을 와전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음역어인 摩

揭陀가 올바른 음역임을 주장하는 현장의 음역어를 비교하여 고찰한다.

구역 음역어의 사용 폭과 사용 시기, 사용자들의 특징들을 고찰하여

그 특징들을 파악한 후, 이들 구역 음역어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경상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구역 음역어들이

magadha에 대한 음역에서 신, 구역을 통틀어 가장 보편적으로 다수의

역경승들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구역 음역어의 영향력은 현장의

신역 음역어인 摩揭陀가 등장한 이후에도 현장과 그의 제자 그룹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역경가들에 의해 지속되었다. 그리고 현장의 신역 음

역어 사용자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과 현장 이후에 구역 음역어

인 摩竭提, 摩伽陀의 사용 용례를 통해 신, 구역 음역어의 역경상의 위

치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신역 음역어 사용과 관련해서는, 大唐西域記

와 續高僧傳을 통해 새로운 경전 번역과 음역어 사용에 대한 현장의 의

도를 파악할 수 있다.

Ⅰ. 서론

필자는 한역(漢譯) 불전의 음사어(이하 음역어로 통일)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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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면서 지명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헌인, 중국 승려들의 구

법 여행기를 집중적으로 다룬 적이 있었다. 이후 구법 여행기 이

외의 불교 문헌들을 다루면서 인도의 지명에 관해 눈여겨 보게

되었고, 한역 불교 경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명 중 하나인 ‘m

agadha’의 한역 음역어 사용과 관련하여 현장 이후에 현장과 그

제자 그룹에 의한 구역 음역어의 격하와 신역 음역어의 사용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모습은 ‘magadha’에 대한 신역 음역어를 제시한

현장이 번역한 경전과 현장을 삶의 롤모델(role model)로 삼은 현

장 직후의 인도 구법승인 의정의 번역 경전에서 두드러진다. 하지

만 의정뿐 아니라 현장의 제자 그룹들의 번역 경전에서도 신역

음역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동일한 원어에 대한 현장 이전의 대표적인 음역어인

마갈제(摩竭提)와 마가타(摩伽陀)와 현장의 음역어인, 마게타(摩揭

陀)를 사용하고 있는 번역 경전의 번역 시기, 번역자의 출신, 음역

어가 사용된 경전들의 폭, 사용 횟수, 신역 음역어 사용에 있어서

의 사제(師弟)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현장의 신역 음역어 사용과

관련된 의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은 중국에서 번역 또는 작성한 불전의 음역어를 주제로 고

찰하므로, 대정신수대장경을 자료로 채택하여 연구하였다. 그간

음역어를 전문적으로 고찰한 연구가 국내에는 거의 전무했으나,

최근에 괄목할 만한 연구가 몇 편 발표되었다. 본론의 연구 방법

은 이러한 선행 연구를 그대로 따르거나 참고하였다.1)

1) 본론의 연구 방법에 참조한 논문은 김미숙(2010), 정승석(2009),

정승석(2010)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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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Magadha의 한역 음역어

CBETA2)를 통해 검색되는 한역 경전에 나타나는 원어 magad

ha의 한역 음역어로, 나갈제(那竭提), 마가사(摩伽蛇), 마갈계(摩竭

界), 마가제(摩伽提), 마가타(摩伽他, 摩伽陀, 摩伽陁, 摩迦陀, 摩訶

陀), 마갈라(摩竭羅), 마갈량(摩竭量), 마갈제(摩竭提), 마갈지(摩喝

枳), 마갈타(摩竭陀, 摩羯陀, 磨竭陀), 마걸타(摩朅陀), 마게제(摩揭

提), 마게타(摩揭陀), 묵게타(默偈陀), 파가타(婆伽陀), 파기다(婆祇

多), 파기제(婆祇提), 파기타(婆祇陀, 婆岐陀, 婆耆陀)와 축역으로 갈

(竭), 마가(摩伽), 마갈(摩竭), 마게(摩揭), 마타(摩陀) 등이 사용되고

있다.3)

한역 대장경에서 이들 음역어가 사용된 경전과 그 언급 횟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나갈제(那竭提): 鼻奈耶에 2회4)
2. 마가사(摩伽蛇): 佛說羅摩伽經에 1회5)
3. 마갈계(摩竭界): 佛說太子瑞應本起經에 1회,6) 僧伽羅剎所集經에 1
회, 出曜經에 1회, 菩薩瓔珞經에 1회, 五分律에 1회, 四分律에

2) 이 연구의 중요한 도구로는 대만에서 전산화하여 공개한

CBETA(Chinese Buddhist Electronic Text Association) CD 2008년판이

사용되었다.

3) 이러한 음역어들의 원어가 모두 magadha라는 사실은 추후에 공개될

정승석 교수의 연구 성과에 위임한다. 정승석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진행중인 범어음역 한자어의 의미체계 심화연구 에 필자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이것들의 원어가 magadha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T. 24. p.873c. 那跋比丘 遊那竭提國迦羅園 ; 十日分衛 漸漸還過那竭提國.

5) T. 10. p.862b. 趣摩伽蛇國詣寂滅道場安住神所.

6) T. 3. p.476b太子自去 踰越名山 經摩竭界 瓶沙王出田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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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鼻奈耶에 1회, 총 9회 언급.
4. 마가제(摩伽提): 一切智光明仙人慈心因緣不食肉經에 1회,7) 佛說羅
摩伽經에 1회, 菩薩處胎經에 1회, 觀彌勒菩薩上兜率天經에 1회,

三彌勒經疏에 1회, 阿育王傳에 1회, 法苑珠林에 1회, 翻梵語
에 2회. 총 9회 언급.

5. 마가타(摩伽他): 觀虛空藏菩薩經에 1회,8) 三彌勒經疏에 1회, 阿
育王經에 1회, 翻梵語에 2회 언급.

6. 마가타(摩伽陀): 佛說人仙經에 10회,9) 佛本行集經에 15회, 佛說
未曾有正法經에 12회, 十誦律에 16회, 佛阿毘曇經出家相品에 26
회 등, 총 182종의 경전에서 총 576회 언급.

7. 마가타(摩伽陁): 續一切經音義에 1회 언급.10)
8. 마가타(摩迦陀):11) 佛說人仙經에 3회, 大般涅槃經後分에 1회, 大
方廣菩薩藏文殊師利根本儀軌經에 1회, 仁王般若經疏에 1회, 注維
摩詰經에 1회, 維摩經義에 1회, 傳法正宗記에 2회, 法苑珠林에
2회.

9. 마가타(摩訶陀): 維摩經義에 1회,12) 佛本行集經에 1회 등, 총 19
종의 경전에서 22회 언급.

10. 마갈라(摩竭羅): 續傳燈錄에 1회 언급.13)
11. 마갈량(摩竭量): 大乘入楞伽經에 1회 언급.14)
12. 마갈제(摩竭提): 雜阿含經에 36회,15) 過去現在因果經에 9회 등,
총 114종의 경전에서 362회 언급.

13. 마갈타(摩竭陀): 中阿含經에 20회,16) 十誦律에 13회 언급 등, 총

7) T. 53. p.777b. 佛住摩伽提國寂滅道場 등.

8) T. 13. p.679c. 第八分舍利在摩伽他國 등.

9) T. 3. p.716a. 爾時南方摩伽陀國 有一大王 등.

10) T. 54. p.964b. 摩伽陁(梵語也或云摩竭陀或云摩竭提或云墨竭提).

11) T. 38. p.936b. 舍利弗 王舍城摩迦陀國人也 등.

12) T. 38. p.938c. 是王舍城摩訶陀國婆羅門種 등.

13) T. 51. p.661b. 摩竭羅國親行此令.

14) T. 16. p.630c. 滿於摩竭量 隨鉢故聽畜. 다만 이 경우 摩竭量의 원어는

māgadha로서, 이는 관습이나 법도로 통용되는 물품을 가리킨 것으로

이해된다.

15) T. 2. p.126a. 尊者舍利弗亦在摩竭提國那羅.

16) T. 1. p.491a. 佛遊摩竭陀國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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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종의 경전에서 182회 언급.

14. 마갈타(摩羯陀):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藥事에 3회,17) 大乘二十二
問本에 1회 언급.

15. 마갈타(磨竭陀): 唐梵飜對字音般若波羅蜜多心經에 1회 언급,18) 北
山錄에 1회 언급.

16. 마게제(摩揭提): 佛說十力經大唐貞元新譯十地等經記에 1회,19) 仁
王護國般若波羅蜜多經疏에 1회, 金光明最勝王經疏에 1회, 阿毘達
磨俱舍論略釋記에 1회, 神僧傳에 1회 언급.

17. 마게타(摩揭陀):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에 23회,20) 大唐西域
記에 10회 등, 총 51종의 경전에 걸쳐 188회 언급.

18. 묵게타(默偈陀): 出曜經에 1회,21) 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經疏에 1
회, 一切經音義에 1회, 翻梵語에 1회 언급.

19. 파가타(婆伽陀): 四分律에서 2회,22) 經律異相에 1회 언급.
20. 파기다(婆祇多): 十誦律에 2회 언급.23)
21. 파기제(婆祇提): 四分律에 4회 언급.24)
22. 파기타(婆祇陀): 四分律에 2회,25) 十誦律에 1회 언급.
23. 파기타(婆岐陀): 十誦律에 1회 언급.26)
24. 파기타(婆耆陀): 薩婆多部毘尼摩得勒伽에 1회 언급.27)

원어 magadha에 대한 음역어 중 가장 광범위한 용례를 가지고

있는 음역어로는, 마가타(摩伽陀), 마갈제(摩竭提), 마게타(摩揭陀)

를 들 수 있으며, 앞에 언급된 2종의 음역어는 구역으로, 현장의

재세 시기 이후에도 사용되었던 음역어이며, 마지막에 언급된 마

17) T. 24. p.21b. 時都末羅即詣摩羯陀國韋提希 등.

18) T. 8. p.851a. 磨竭陀國那爛陀寺 등.

19) T. 17. p.716b. 次摩揭提國 菩提道場成佛處塔 등.

20) T. 24. p.132c.若摩揭陀國人來詣我處 등.

21) T. 33. p.438b. 舊云摩伽陀 摩揭提 默偈陀皆訛也 是其國號 등.

22) T. 22. p.851b. 於是即還歸婆伽陀城 등.

23) T. 23. p.309a. 佛在舍衛國 爾時諸比丘近婆祇多城 등.

24) T. 22. p.954b. 爾時世尊在婆祇提國 등.

25) T. 22. p.744a. 爾時婆伽婆 在婆祇陀國 등.

26) T. 23. p.152c‐153a. 唯有一賊逃走 至婆岐陀國 등.

27) T. 23. p.584c. 佛住婆耆陀國波羅給林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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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타(摩揭陀)는 현장의 음역어로 현장과 그 제자들에 의해 사용되

었던 음역어이다.

앞의 언급에서 보듯이, 이들 음역어들은 다른 음역어들에 비해,

광범위한 경전에서 많은 언급 횟수를 가지고 있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magadha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음역어로 기능했었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구역 음역어인 마가타(摩伽陀)의 사용 경전과

등장 횟수가 월등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III. 구역에서 摩伽陀와 摩竭提의 사용 시기와 역경가

⑴ 음역어 마가타(摩伽陀)가 사용된 시기

구역의 음역에서 마가타(摩伽陀)는 총 182종의 경전에서 총 576

번 사용되어 마가다에 관한 음역어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음역어

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음역어가 등장하는 번역 경전의 시대

별 분포도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초기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

여, 현장이 자신의 음역어인, 마게타(摩揭陀)를 사용하기 시작한

당나라와 그 이후 시대까지도 여전히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음역

어라 할 수 있다.

음역어 마가타(摩伽陀)는 중국에 불교가 처음 전래되었다고 전

해지는 후한 시대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번역자 불명의 大方
便佛報恩經28)에 등장하며, 남북조 시대, 수, 당, 유송 계빈삼장 담
마밀다(劉宋罽賓三藏, 曇摩蜜多)의 觀虛空藏菩薩經29)에 이르기까

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된 원어 magadha에 대한 한역 음역어이

다.

28) T. 3. No. 156. 失譯人名在後漢錄.

29) T. 13. No.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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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음역어 마갈제(摩竭提) 사용 시대

구역의 음역에서 마가타(摩伽陀)와 더불어 가장 널리 사용된 m

agadha에 대한 구역 음역어로 마갈제(摩竭提)가 있다. 마갈제는

총 114종의 경전에서 362번 언급되어 같은 구역인, 음역어 마가타

(摩伽陀) 다음으로 광범위한 용례를 보이는 구역 음역어이다. 이

음역어도 앞서 언급한 구역 음역어, 마가타(摩伽陀)와 마찬가지로

서역 삼장 축대력(竺大力)과 강맹상(康孟詳)을 번역자로 하는 修
行本起經30)이 등장하는 후한 시대부터 남북조, 당, 송31)에 이르

기까지 마가타(摩伽陀)와 더불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magadha

에 대한 음역어이다.

⑶ 마갈제(摩竭提), 마가타(摩伽陀), 그리고 그 역경가

자신이 번역한 경전에 음역어, 마갈제(摩竭提)를 사용하고 있는

주요한 역경승은 다음과 같다.

a. 후한 안식국 삼장 안세고(後漢安息三藏安世高, 佛說自誓三昧經)32)
b. 요진계빈삼장불타야사(姚秦罽賓三藏佛陀耶舍, 四分律)33)
c. 동진평양사문법현(東晉平陽沙門釋法顯, 大般涅槃經)34)
d. 동진천축삼장불타발타라(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大方廣佛華嚴經)35)
e. 송천축삼장구나발타라(宋天竺三藏求那跋陀羅, 雜阿含經)36)
f. 북량천축삼장담무참(北涼天竺三藏曇無讖, 佛所行讚)37)
g. 대당삼장보리류지(大唐三藏菩提流志, 大寶積經)38)

30) T. 3. No. 184. p.466b. 後漢西域三藏竺大力共康孟詳譯.

31) T. 49. No. 2035. p.146b. 佛祖統紀. 宋景定四明東湖沙門志磐撰.

32) T. 15. No. 622.

33) T. 22. No. 1428.

34) T. 1. No. 7.

35) T. 9. No. 278.

36) T. 2. No. 99.

37) T. 4. No. 192.

38) T. 11. No.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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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adha에 대한 음역어, 마갈제(摩竭提)를 사용한, 위에 언급

한 서역과 인도 출신의 주요한 역경승들 이외에 이 음역어를 자

신의 저술에 채용하고 있는 중국 주석가들로는 다음과 같은 인물

들을 들 수 있다.

a. 장자이통현(長者李通玄. 新華嚴經論)39)
b. 사문혜원(沙門慧遠, 維摩義記)40)
c. 당대천복사사문법장(唐大薦福寺沙門法藏, 華嚴一乘[2]教義分齊章)41)

위에 언급한 음역어, 마갈제(摩竭提)와 더불어 magadha에 대한

구역 음역어 가운데 중추적 역활을 한 음역어, 마가타(摩伽陀)를

사용한 서역과 인도 출신의 역경가들로는 다음과 같은 인물들을

들 수 있다.

a. 후진홍시년불타야사와축불염(後秦弘始年佛陀耶舍共竺佛念, 佛說長阿
含經)42)

b. 북량천축삼장담무참(北涼天竺三藏曇無讖, 大般涅槃經)43)
c. 후진구자국삼장구마라집(後秦龜茲國三藏鳩摩羅什, 小品般若波羅蜜經
, 大智度論)44)

d. 수천축삼장사나굴다(隋天竺三藏闍那崛多, 起世經)45)
e. 대흥선사삼장사문불공(大興善寺三藏沙門不空, 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
經)46)

f. 대당남인도삼장보리류지(大唐南印土三藏菩提流志, 金剛光焰止風雨陀
羅尼經)47)

39) T. 36. No. 1739.

40) T. 38. No. 1776.

41) T. 45. No. 1866.

42) T. 1. No. 1.

43) T. 12. No. 374.

44) T. 8. No. 227; T. 25. No. 1509.

45) T. 1. No. 24.

46) T. 8. No. 246.

47) T. 19. No.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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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한 서역과 인도 출신의 역경승 이외에 음역어, 마가타

(摩伽陀)를 자신의 저술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국 승려들로는

다음과 같은 인물들이 있다.

a. 법사 혜원(遠法師, 大乘義章)48)
b. 당대천복사사문법장(唐大薦福寺沙門法藏, 華嚴一乘教義分齊章)49)
c. 송동호사문지반(宋景定四明東湖沙門志磐, 佛祖統紀)50)

위에 언급한 구역 음역어, 마갈제(摩竭提)와 마가타(摩伽陀)를

사용하고 있는 서역이나 인도 출신의 역경승이나 중국 승려들을

비교해 보면,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구역 음역어들을 한 역경승이

동시에 자신의 다른 번역 경전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이들 두 가지 구역 음역어 사이에는 서로 상호 교차

하여 쓸 수 있을 만큼 친연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서역과 인도 출신의 역경승들이나(예: 담무참이

나 보리류지) 중국 승려들(예: 혜원이나 법장) 사이에서 공통적으

로 발견되는 점이다.51)

48) T. 44. No. 1851.

49) T. 45. No. 1866.

50) T. 49. No. 2035.

51) 摩竭提와 摩伽陀, 이 두 가지 구역 음역어를 검색하여 비교해 보면 더

많은 역경승과 중국 승려들이 이 두 음역어를 자신의 번역 경전이나

저술 속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이들 두 가지

음역어들이 흔히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각각의 예에서 두 명의

승려들만 비교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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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현장의 음역어, 摩揭陀와 그 역경승에 대한 분석

현장은 magadha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음역어를 사용하면서

기존의 구역 음역어인, 마갈제(摩竭提)와 마가타(摩伽陀)가 와전임

을 주장하고 있다.

남쪽으로 강가강을 건너면 마가다국에 이른다(구역에서는 마가타

혹은 마갈제라고 하는데 모두 와전이다.52)

이러한 시각은 그의 제자들의 저술 속에서도 계승되고 있다.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을 지은 현장의 제자 혜립(慧立)도 또한

스승의 시각을 계승하고 있다.53)

현장은 왜 이미 수백년간 역경의 고승들에 의해 사용되어 온 m

agadha에 대한 기존 음역어들, 특히 가장 광범위하고 영향력 있

는 음역어인, 마갈제(摩竭提)와 마가타(摩伽陀)를 특정하여 와전이

라고 한 것일까?

먼저 현장의 신 음역어, 마게타(摩揭陀)를 언급하고 있는 경전

과 그 관련 인물들에 대해 살펴보자.

신역 음역어인 마게타(摩揭陀)는 총 51종의 문헌에서 188회 언

급되고 있다. 해당 경전군에는 먼저 현장 자신이 번역한 경전들이

들어 있다.

a. 大般若波羅蜜多經
b. 顯無邊佛土功德經
c. 大寶積經

52) T. 51. p.910b. 南渡殑伽河，至摩揭陀國(舊曰摩伽陀 又曰摩竭提 皆訛也).

53) T. 50. p.236a. 又南渡殑伽河 至摩揭陀國(舊曰摩伽陀 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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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寂照神變三摩地經
e. 阿毘達磨發智論
f. 阿毘達磨大毘婆沙論
g. 阿毘達磨俱舍論
h. 阿毘達磨順正理論
i. 大唐西域記

현장보다 더 많은 수의 번역 경전에서 신역 음역어인 마게타

(摩揭陀)를 사용하고 있는 인물은 의정(義淨)이다. 그는 다음과 같

은 문헌에서 현장의 신역 음역어를 사용하고 있다.

a. 佛說大乘流轉諸有經
b. 金光明最勝王經
c.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
d. 根本說一切有部苾芻尼毘奈耶
e.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出家事
f.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藥事
g.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
h.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
i. 根本說一切有部尼陀那
j. 根本說一切有部百一羯磨
k. 根本薩婆多部律攝
l.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頌
m. 南海寄歸內法傳

신역 음역어인 마게타(摩揭陀)가 언급된 51종의 불교 문헌 중

이 두 역경승의 번역 경전이 22종을 차지하고 있다.

의정은 구법승으로 법현, 현장 다음으로 흔히 열거되는 인물이

다. 현장이 중국으로 귀국했을 때(645년) 의정(635～713)은 10살의

소년이었다. 송고승전(宋高僧傳)에서는 의정이 어린 시절부터 법

현과 현장을 존경하고 그들의 족적을 흠모하고 있었음을 서술하

고 있다.54) 따라서 의정의 삶에 있어, 현장이 일종의 롤모델(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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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로 그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의정 이외에 현장의 신역 음역어를 사용한 인물들의 면모를 살

펴보자. 마가다에 대한 신역 음역어, 마게타(摩揭陀)를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일군의 인물들은 현장의 제자 그룹으로, 현장의 직

제자인 규기는 그의 저술, 觀彌勒菩薩上兜率天經贊55), 因明入正
理論疏56), 大乘法苑義林章57) 등에서 스승인 현장의 신역 음역

어를 사용하고 있다.

현장의 신역 음역어를 사용하는 또 다른 그룹은 현장의 역경

작업에 참여했던 제자들이다. 현장의 홍복사 번경원의 역경에 참

여한 제자들인 정매(静邁), 혜립(彗立), 도선(道宣)은 자신들이 저

술한 문헌에서 현장의 magadha에 대한 신역 음역어, 마게타(摩揭

陀)를 사용하고 있다.

a. 菩薩戒羯磨文(静邁)58)
b.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彗立)59)
c.. 續高僧傳(道宣)60)

또한 현장과 관계깊은 서명사(西明寺) 출신의 사문 도세(道世)

와 원소(圓照)도 그들의 저술에서 현장의 마가다에 대한 신역 음

역어를 사용하고 있다.

a. 法苑珠林(西明寺沙門釋道世)61)

54) T. 50. p.710b. 年十有五便萌其志 欲遊西域 仰法顯之雅操 慕玄奘之高風.

55) T. 38, p.281b. 佛在摩揭陀未遊舍衛 給孤獨長者為兒取婦遂詣王舍城.

56) T44. p.91c. 後於中印度境摩揭陀國 復遇尸羅跋陀菩薩等.

57) T. 45. p.268a. 西域記云 摩揭陀國正中 古先君王所都之處.

58) T.24. p.1106c. 故以所旌戒標洪譽 遂於摩揭陀國 欽承函杖.

59) T. 50. p.236a.又南渡殑伽河 至摩揭陀國(舊曰摩伽陀 訛).

60) T. 50. p.450c. 其城即摩揭陀之正中 經本所謂王舍城者是矣.

61) T. 53. p.502a. 從南行百五十里度殑伽河至摩揭陀國 屬中印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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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貞元新定釋教目錄(西京西明寺沙門圓照)62)

현장의 신역 음역어인 마게타(摩揭陀)의 사용과 관련한 또 하나

의 특징은 서역이나 인도 출신 승려들 중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현장의 신역 음역어를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서역과

인도 출신 승려에 의한 신역 음역어 마게타(摩揭陀)의 사용은 다

음의 세 종류의 문헌에서만 그 예가 보이고 있다.

a. 大方廣佛華嚴經不思議佛境界分(唐于闐三藏提雲般若)63)
b. 守護國界主陀羅尼經(罽賓國三藏沙門般若共牟尼室利)64)
c. 佛說大乘聖吉祥持世陀羅尼經(西天中印度摩揭陀國那爛陀寺傳教大師三
藏賜紫沙門臣法天)65)

인도나 서역 출신의 역경승들에 의해 magadha에 대한 현장의

신역 음역어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음에 반해 구역 음역어인,

마가타(摩伽陀)는 당(唐) 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걸출한 역경승들

에 의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당나라승 의정과 동시대의 인물인 우전국 출신 실차난타(實叉難

陀, 652년～710년)는 그의 번역 佛說救面然餓鬼陀羅尼神呪經66)에
서 음역어, 마가타(摩伽陀)를 사용하고 있으며, 남인도 출신의 보

리류지(菩提流志, 693년 장안 도착, 727년 입적)도 자신의 번역인

金剛光焰止風雨陀羅尼經67)에서 음역어 마가타(摩伽陀)를 사용하

고 있다.

또한 당나라 시대에 현장과 더불어 밀교계 경전의 역경에 있어

큰 획을 그은 불공(不空, 705～774)도 자신의 번역 경전인 瑜伽集

62) T. 55. p.858bc. 摩揭陀國鷲峯山說法華等經像金佛像一軀通光座高三尺五寸.

63) T. 10. p.905a. 一時薄伽梵在摩揭陀國.

64) T. 19. p.571c. 爾時釋迦如來說此語已 摩揭陀國主阿闍世.

65) T. 20. p.669c. 西天中印度摩揭陀國那爛陀寺..

66) T. 21. p.465c. 以摩伽陀國斗 各施一斗飲食.

67) T. 19. p.728a. 一時薄伽梵與其大眾前後圍遶 遊摩伽陀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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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救阿難陀羅尼焰口軌儀經68)에서 음역어 마가타(摩伽陀)를 사용하
고 있으며, 또 다른 북인도 카슈미르 출신의 승려 보사유(寶思惟,

693년 장안 도착, 721년 입적)도 그의 佛說隨求即得大自在陀羅尼
神呪經69)에서 음역어 마가타(摩伽陀)를 사용하고 있다.
현장은 자신이 저술한 大唐西域記에서 magadha에 대한 구역

음역어인, 마갈제(摩竭提)와 마가타(摩伽陀)뿐만 아니라 다른 광범

위한 구역 음역어들을 와전이라 규정하고 자신의 번역어인 신역

음역어로 대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大唐西
域記 곳곳에 볼 수 있다.

覩史多天(舊曰兜率他也 又曰兜術他 訛也)70)

至迦濕彌羅國(舊曰罽賓 訛也 北印度境)71)

沒特伽羅子(舊曰目乾連 訛也)72)

曼殊室利(唐言妙吉祥 舊曰濡首 又曰文殊師利 或言曼殊尸利 譯曰妙德

訛也)73)

是伐蘇畔度菩薩(唐言世親 舊曰婆藪盤豆 譯曰天親 訛謬也)74)

至吠舍釐國(舊曰毘舍離國 訛也 中印度境)75)

壽數千歲 更名波吒釐子城(舊曰巴連弗邑 訛也)76)

捺地迦葉波(舊曰那提迦葉 訛也 洎諸迦葉 例無波字 略也)77)

鄔波索迦(唐言近事男 舊曰伊蒱塞 又曰優波塞 又曰優婆塞 皆訛也)78)

현장은 大唐西域記에서 단지 magadha에 대한 구역 음역어만
68) T. 21. p.469a. 先亡久遠等所食飲食 如摩伽陀國所用之斛 各施七七斛飲食

69) T. 20. p.641a. 大梵當知於此摩伽陀國 有王名慈愍手

70) T.51. p.884.

71) T. 51. p.886.

72) T. 51. p.890.

73) T. 51. p.890.

74) T. 51. p.896.

75) T. 51. p.908a.

76) T. 51. p.910c.

77) T. 51. p.915a.

78) T. 51. p.91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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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음역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

는 지명, 인명, 보살명 등 광범위한 음역어에 대해 기존 구역 음역

어가 와전임을 주장하며 자신의 신역 음역어를 제시하고 있다.

현장이 국가적 지원 하에서 역경 작업을 하면서 단지 새로운

경전들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유통시킨다는 역경의 기본적인 취지

이외에 자신이 번역한 경전이나 개별 번역어들을 새로운 불교 경

전 번역어의 중심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모

습이 magadha에 대한 신역 음역어 사용에서 보여지며, 續高僧傳
의 언급을 통해 현장이 의도하는 바가 단지 개별 음역어뿐만 아
니라 구역 경전 전체를 자신이 번역한 신역 경전으로 대체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장은 655년 제자들에게 명하여 구

역 경전의 강경(講經)을 금지시키려다 다른 승려들의 반발로 철회

하였다.79)

위에 언급한 개별 음역어나 구역 경전에 대한 현장의 태도들을

보았을때, 현장은 자신이 번역한 신역 음역어인, 마게타(摩揭陀)로

구역 음역어, 마갈제(摩竭提)와 마가타(摩伽陀)를 대체하려는 의도

가 있었음은 문헌들이 증명하고 있듯,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현장이 의도한 바는 단일 음역어 각각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역 경전 전체를 자신이 번역한 신역 경전들도 대체하려 했었다

고 말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V. 결어

불교 경전에서 지명인 magadha에 대한 많은 음역어 가운데 구

79) T. 50. p.666c. 又三藏玄奘不許講舊所翻經 沖曰 君依舊經出家

若不許弘舊經者 君可還俗更依新翻經出家 方許君 此意奘聞遂止.



146 ∙ 印度哲學 제31집

역 음역어인, 마갈제(摩竭提)와 마가타(摩伽陀)가 보편적으로 사용

되어 왔다. 현장은 구역 음역어 중 가장 빈번한 사용 빈도를 가진

이들 두 음역어를 자신의 저술 속에서 와전으로 격하시키면서 자

신의 새로운 음역어, 마게타(摩揭陀)가 지명, magadha에 대한 바

른 음역어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장의 음역어는 그 사용 범위

에 있어 현장 자신과 그 제자 그룹들의 번역 경전에서만 주로 사

용되었고 보편적인 음역어로서 지위를 얻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

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

반면 구역 음역어들인, 마갈제(摩竭提)와 마가타(摩伽陀)는 이들

음역어들이 등장한 이래, 현장의 새로운 번역어가 등장한 이후 시

대에도 뛰어난 역경승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현장이

자신과 그 제자들의 번역 경전들을 통해 구역 음역어의 잘못을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역 음역어들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

다는 사실, 특히나 서역과 인도 출신의 번역승들이 여전히 구역을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장 번역의 타당성과 현장의 구역 경전

과 구역 음역어에 대한 태도에 대해 재고해 볼 여지를 주고 있다

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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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Mo jie tuo(摩揭陀) Transliterated into

Chinese by Xuan Zang

Kong, Man Shik

(Dongguk University)

The present essay is aimed at exploring the word,

Magadha, transliterated from Sanskrit and Pali into Chinese

by Xuan Zang. This translated word started to be used by

Chinese monks, Xuan Zang, who intended to circulate his

own Chinese transliteration for 'magadha' for which there

were the words which have already been universally used

to translate Buddhist canon.

The words translated from before Xuan Zang have been

called as the Old Translation, and among a lot of translated

words for Magadha, the most significant words are Mo jie

ti(摩竭提) and Mo jie tuo(摩伽陀).

These two words have been used from Hou Han period

and they were used even in the period of Tang dynasty

after Xuan Zang's pass away.

The words are Mo jie ti(摩竭提) and Mo jie tuo(摩伽陀).

And these words were comprehensively used for translating

Buddhist canon which were introduced from India. On the

other hands, new transliterated word which started to be

circulated from Tang dynasty by Xuan Zang. Xuan Zang

looked down upon the words under the influence of the Old

transliteration, and he tried to prohibit reading Buddhist

canon which belonged to the tradition of the Old translation

of Buddhist literature.

The intention of Xuan Zang who tried to circulate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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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 translated Buddhist canon and words failed in two

aspects. One is that even his times, the word of

transliteration by him was used by solely himself and his

disciples and the two words of Old Translation had

continued to be used even in Tang dynasty.

Key Words: magadha, Xuan zang(玄奘), Transliteration,
New Translation, Old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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