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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大藏經에 나타난 悉曇梵字에 하여

이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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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Ⅱ 고려 장경의 실담범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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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요어: 실담범자, 범자, 실담자기, 진언집, 고려 장경]

동아시아에 해진 불교경 은 인도의 언어인 범어를 표기한 문자 

즉 범자로 기록되어 해졌다. 이 게 해진 범자는 일반 으로 실담

범자라 불리고 있으며, 이것은 동아시아 실담학에 큰 향을 끼친 국

의 지 이 술한 실담자기에 의거한 것이라 생각된다. 즉 실담자기
는 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일본에 승되어 많은 주석서가 술되는 등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향을 끼치고 있다. 이 게 동아시아에서

는 일본 등을 심으로 실담범자의 연구 통이 승되는 가운데 우리나

라에서도 실담범자의 통이 계승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곧 

조선시 에 각되어 유통된 진언집에 나타난 실담범자의 통은 우

리나라에서도 실담범자에 한 연구가 꾸 히 계속되고 있던 것을 보여

다. 조선시  진언집이 시 에 따라 각되어 승되는 까닭에 조

선시 의 실담범자 모습은 잘 확인된다. 이 게 확인된 조선시  실담

범자를 고려 장경에 나타나는 실담범자와 비교 조해 으로써 한국

의 실담범자 통을 재확인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 이다.

Ⅰ. 서언

범자(梵字)란 인도의 언어인 산스크리트(Sanskrit) 즉 범어(梵

語)를 표기한 문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실담범자(悉曇梵字)는 이러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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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범자 가운데 동아시아에 래된 표 인 범자를 가리킨다. 주

지하는 바와 같이 동아시아에서의 불 의 번역 즉 한역(漢譯)은 

인도의 불교경 을 가져와 그것을 국어 즉 한문으로 번역한 것

이다. 이 번역의 상이 된 인도의 불경(佛經)은 본래 인도의 문자

로 쓰여 있던 것으로, 이 게 인도의 불경을 기록한 표 인 범

자가 실담범자인 것이다. 인도에서는 시 에 따라 각기 다른 범자

가 통용되었으며, 그 범자의 원형 인 역할을 한 것은 아쇼카왕 

시 의 라흐미(Br hm ) 문자로 간주되고 있다. 물론 아쇼카왕 

시 의 문자로서 라흐미 문자 외에 카로슈티(Kharoṣṭh ) 문자가 

있어 그것으로 쓰인 여러 유 들이 남아있지만, 후  인도범자의 

근원 인 역할을 한 것은 라흐미 문자로서 이 라흐미문자로

부터 인도의 부분의 문자가 생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실담문자 역시 라흐미 문자에 기원을 둔 굽타시 의 범자에서 

개된 것으로, 이 실담범자의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기

원후 7세기 국에서 일본에 래되어 재 일본 법륭사(法隆寺)

에 보 된 반야심경(般若心經)과 불정존승다라니(佛 勝陀羅

尼)의 패엽본(貝葉本)에 나타나는 범자이다. 

국에서는 기원 후부터 불교가 래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불교경 이 번역되었다. 그러나 번역된 불교경 의 원본으로서 인

도의 범어 사본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신 그 불경에 쓰여진 

문자는 후  실담범자로 리 알려졌다. 물론 국에서 불교가 꽃

피던 당 (唐代)에도 범자로 쓰여진 술, 를 들어 범어천자문

(梵語千字文), 당범문자(唐梵文字), 당범양어 집(唐梵兩語雙

集) 등과 같은 술이 남아있어 인도의 문자가 범어 는 범자

로 불 던 것을 알 수 있지만, 특별히 실담범자를 불경문자의 

표로 사용하게 된 것은 당  술된 실담자기(悉曇字記)의 향

이라고 생각된다. 곧 당의 선림사(禪林寺) 지 (智廣, 760-830?)에 

의해 술된 실담자기는 남인도 출신으로 국에 온 반야보리

(般若菩提) 삼장의 범자에 한 구술을 기록한 책으로, 범자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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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결합법 등을 간결하면서도 구체 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책

은 특히 국에 구법, 유학한 일본의 공해(空海)가 일본에 귀국하

며 가지고 가, 이후 일본의 실담학의 석을 닦는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책은 천태종의 최징( 澄)도 공해로부터 빌려보았

다고 하고 있는 만큼,1) 일본에서는 진언종과 천태종을 심으

로 이후 많은 주석서와 연구서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 기록된 

실담범자를 다양한 서체와 서법으로 오늘날까지 승시키고 있다. 

이 실담자기에 해서는 국이나 한국에서는 그 연구서나 주

석서 등이 발견되지 않아 실제 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

러한 일본에서의 통이 국의 불경언어를 실담범자로 각인시키

는데 요한 역할을 하 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본에서의 승

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  진언집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담범자에 한 연구 통이 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  문헌 가운데 실담범자에 한 술은 그

다지 명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조선시  불교의례의식에 쓰이던 

다양한 진언다라니를 기록한 표 인 문헌인 진언집(眞 集)에 

이 실담문자에 한 해석과 설명이 등장한다. 조선시 는 이 의 

신라나 고려시 와는 달리 독자 인 표기법으로서 한 이 창제되

어 한 과 범자 그리고 통 인 한문의 독음(讀音)등이 병기된 

다양한 문헌이 만들어졌으며, 그러한 문헌 가운데 실담범자에 

한 연구가 나타나는 표 인 것이 진언집이다. 이 진언집은 

1569년 안심사(安心寺)에서 은 간본(重刊本)이래 1800년 망월

사(望月寺)의 진언집에 이르기까지 각 시 에 걸쳐 간행되었으

며, 이 진언집에서 실담범자에 한 설명과 해석을 <실담장(悉

曇章)>이라 이름하여 하고 있다. 최 의 진언집인 안심사본에

서 <실담장>으로 표기되어 나타난 이래, 후  만연사본(萬淵寺本)

에서는 이것을 <범본오십자모실담장(梵本五十字母悉曇章)>이란 

1) 이태승 역(2000)[제2장 범자의 성립과 역사(원 자 : 宮坂宥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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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바 어 설명하며, 망월사본에서는 <범본오십자모실담장>의 

내용은 그 로 두고 <실담장해의총론(悉曇章解義總論)>이라는 내

용을 새로이 추가하여 실담범자에 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

다.2) 이러한 실담범자에 한 설명은 우리나라에서도 실담범자 

즉 인도의 범자 내지는 범어에 한 연구 통이 살아있었던 것

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비록 조선시  이 의 신라나 고려

시 의 범자에 한 연구 통을 알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하

더라도 범자에 한 연구역사는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이  실담자기를 비롯해 진언집에서의 범자 등에 

해 살펴본 이 있다.3) 당시 필자는 실담자기의 내용을 살펴

보고  진언집에 나타나는 조선시  범자의 서체 등도 복원시

켜 보았지만, 조선시  범자를 좀 더 세 히 알기 해서는 고려시

 범자 서체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한국에서의 실담범자의 역사  통을 되살려보고

자 하는 목 의 일환으로 고려시  범자를 온 히 알기 해 고

려 장경 속에 실려 있는 실담범자를 연구,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

다. 고려시 의 범자에 해서는 각종 유 이나 유물 등에 새겨진 

범자 등이 존재하지만, 당시 국가 인 사업으로 거행된 장경 

속에 각된 실담범자는 범자에 한 국가  공인의 성격을 가지

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따라서 고려 장경에 각된 실담범자

를 확인하고, 그 게 확인된 실담범자를 고려시  다른 유물 등에 

나타나는 범자  조선시 의 실담범자와 비교해 으로써 한국의 

통 인 범자의 형태를 재확인하여 되살려 보고자 한다. 

2) 이태승(2003).

3) 필자의 그간의 연구 이태승 외(2004) 이태승 외(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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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려 장경의 실담범자 고찰

1. 실담자기의 범자

실담범자(悉曇梵字)란 인도의 범자 역사 가운데 굽타형 문자에 

이어 등장하는 것으로서 인도의 문자인 싯다마트리카(Siddham tṛ

k ) 문자를 가리킨다. 싯다마트리카란 완성된(siddha) 문자(m tṛk

)라는 의미로, 실담이란 이 싯다가 격변화한 Siddham을 음역한 

말이다. 이 실담범자는 인도의 불교경 을 통해 국에 래되어 

동아시아에서 범자를 지칭하는 표 인 범자로 사용된 것으로, 

인도에서는 서력 6-9세기에 걸쳐 북인도를 심으로 유행, 발달한 

문자이다. 특히 이 실담범자로 쓰여진 표 인 자료로써 일본 법

륭사의 패엽본이 존재하는 까닭에 더욱 실담범자는 인도의 범자

를 표하는 말로서 정착하게 되었다. 한 이러한 실담범자에 

한 연구의 기 자료로써 동아시아의 실담학 형성에 요한 역할

을 한 것은 당(唐)의 지 (智廣)이 쓴 실담자기(悉曇字記, 大正藏 

No.2132)로서, 이것은 남인도 출신으로 당시 국에 온 반야보리

(般若菩提) 삼장(三藏)의 구술을 기록 정리한 것이다. 이 책에 의

하면 반야보리 삼장은 그 스승이 반야구사(般若瞿沙)로서, 반야구

사는 남인도 실담의 조인 마혜수라(摩醯首羅)로부터 해진 실

담의 통을 이어받았다고 한다.4) 이 책에서는 실담문자에 해,

 

실담은 천축의 문자이다. 서역기에서 말하기를, 범왕이 지은 것으

로, 본래 처음에 수칙하여 47자로 하 다. 사물을 만나 합성하고, 사물

에 따라 용되는 사이에 흐름이 뻗고 가지가 생하여 그 역은 차

츰 넓어졌다. 지역과 사람에 따라 다소 개변이 있지만, 그러나 인도

4) 이태승 외(2004) pp.28-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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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히 상세 정확하고 변경지역은 속하여 겸해 그릇된 을 배운

다. 그 지만 그 말을 비교해보면 본원은 다르지 않다.5) 

라고 말해 실담이란 천축의 문자로서, 범왕이 만들었으며, 처음의 

47의 문자가 지역과 사람에 따라 다양해져, 특히 인도의 문자가 

상세 정확하지만, 변방의 자도 그 근본은 모두 같다고 말하고 

있다. 

이 실담자기에서 인용하는 서역기는 장(玄奘)의  당서역

기(大唐西域記)를 가리키는 것으로 장이 하는 말에 권 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6) 그리고 이 실담자기의 범자

통은 남천축 즉 남인도에서 사용하던 범자 학습의 통을 이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 이 책의 간 부분에 실담범자로 

“나마 사르바 즈냐야 실담(Nama Sarva jn ya Siddhaṁ, 娜麽 娑

囉嚩 社若也 悉曇; 一 知 에게 歸依합니다, 완성을)”이란 문장이 

삽입되어, 이 실담자기가 범자의 학습을 완성하는 학습서로서의 

역할을 하 던 것을 알려주고 있다.

실담자기는 체 으로 범자의 발음과 결합법에 해 상세하

게 밝히고 있다. 범자의 결합법에 해서는 체 18장의 내용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18장을 앞과 뒤의 두 부분으로 나 어 밝히고 

있다. 

이 실담자기에 의하면 실담문자는 모음인 마다(摩多) 16자와 

자음인 체문(體文)의 35로서 체 51자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다. 

모임인 마다는 모두 16자로, 이  모음 12자를 통마다(通摩多), 나

머지 4자를 별마다(別摩多)로 부른다. 그리고 통마다  마지막의 

aṁ과 aḥ는 논과 밭의 경계인 계반(界畔)에 비유해 계반자라 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자음과 모음의 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5) 悉曇天竺文字也 西域記云 梵王所製 原始垂則四十七  寓物合成隨事轉用 

流演支派其源浸廣 因地隨人微有改變 而中天竺特爲詳正 邊裔殊俗兼習訛文 

語其大 本源莫異(T. 54, p.1186) 

6) 이태승 외(2004) pp.22-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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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인 체문에는 35자가 있으며, 이  25자를 아음(牙音), 치음

(齒音), 설음( 音), 후음(喉音), 순음(脣音)의 5종으로 나 어 오류

성(五類聲)이라 부르고 있다. 이 오류성은 오오성(五五聲), 상수성

(相隨聲), 오구(五句)라고도 하며, 목과 입에서 나오는 소리의 출처

에 따라 이 게 나  것이다. 그리고 자음의 나머지 10자는 편구성

(遍口聲)이라 불린다. 곧 소리가 입안 체에 두루 퍼진다는 의미

이다. 이 편구성은 만구성(滿口聲)이라고도 하며,  소리를 한 곳

으로 모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超聲)이라고도 한다.

실담자기에 나타나는 편구성의 열 개의 자음가운데 llaṁ, 과 

kṣa는 자(重字) 즉 합성된 자로서 본래의 자음은 아니다. 이 
실담자기에 나타나는 자모음에 한 명칭은 상당수 우리나라의 

진언집에도 계승되고 있다. 특히 자음의 25자를 표 하는 오류

성의 구체 인 표기인 아음․설음․순음․치음․후음의 명칭은 

그 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진언집에서는 실담자기의 통마

다의 12모음을 12 성(轉聲)으로, 별마다의 4음을 4조음(助音), 10

개의 편구성을 음(超音) 는 화회성(和 聲)이라 부르며, 음

으로서는 실담자기의 llaṁ을 제외하고 kṣa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상의 실담자기에 나타나는 실담범자에 한 설명은 일반

인 범어문법의 설명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문자의 결합법 

등은 범어문법의 설명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즉 자모음에 한 

설명이나 발음법 혹은 자모음 는 자음간의 결합법 등은 범어문

법의 설명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담자기는 동아시아 불교계에 실담범자의 다양한 결

합법칙이나 결합에 따른 갖가지 발음의 표기 등에 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실담자기에 나타나는 

범자의 체계는 다음 에서 살펴볼 고려 장경의 실담범자의 결합

법이나 발음표기의 체계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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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려 장경의 실담범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존 고려 장경은 고려시 에 두 번째로 

만들어진 재조 장경(再雕大藏經)으로, 그 조성연 는 1236년(高宗

23년)에서 1251년(高宗38년)에 걸쳐 만들어졌다. 처음 만들어졌던 

조 장경(初雕大藏經, 1011-1087)은 몽고의 병화에 불타 없어지

지만, 이 조 장경에 실담범자의 문헌이 실려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 지만 조 장경이 만들어지고 재조 장경의 제작이 

이루어지던 연간에 고려에서는 이미 범자로 기록된 다수의 진언

다라니가 존하고 있어,7) 실담범자가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었

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범자의 사용은 재조 장경의 각에

도 향을 끼쳤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먼  존하는 재조 장경 

즉 팔만 장경 안에서 실담범자가 쓰여진 문헌들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 방 총지보 명경권제2(寶光明惣持陀羅尼 제33권, p.818)

(2) 불설 강향보살 명성취의궤(佛說金剛香菩薩大明成就 軌; 제34

권, K.1207, pp.320-322)

(3) 방 불화엄경입법계품 사십이자 문(大方廣佛華嚴經入法界品

四十二字觀門; 제36권, K.1329, pp.1077-1078)

(4) 칠구지불모소설 제다라니경(七俱胝佛母所說准提陀羅尼經;제36

권, K.1338, pp.1121-1122)

(5) 락 강불공진실삼매야경 반야바라 다이취석(大樂金剛不空眞

實三昧耶經般若波羅蜜多理趣釋; 제36권, K.1333, pp1089-1091)

(6) 불설우보다라니경(佛說雨寶陀羅尼經; 제36권, K.1295, pp.922-92

3)

(7) 유가 강정경 석자모품(瑜伽金剛 經釋字母品; 제37권, K.N.1370, 

pp.286-287)

(8) 불설불모반야바라 다 명 상의궤(佛說佛母般若波羅蜜多大明

7) 南權熙(2002) pp.28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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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想 軌; 제40권, K.1436, pp.428-429)

고려 장경을 본으로 새롭게 간행한 일본의 정신수 장경

(大正新修大藏經)에는 범자가 실려 있는 문헌들이 상당수 보이지

만, 상기의 것들은 필자가 고려 장경에서 찾아 확인한 것들이다. 

이 문헌 가운데 실담범자의 체제를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

주는 것이 (7)<유가석>이다([표1]). 범자 각각에 한 불교사상  

의미를 밝히고 있는 <유가석>은 고려시  실담범자의 온 한 모

습을 가장 잘 보이는 문헌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실담문자로서 

경론의 내용을 온 하게 각하여 나타낸 문헌이 (6)에 나타나는 

<우보다라니>이다([표2]).  실담범자의 해석과 련해 로마자의 

분명한 해독과 그 성격이 밝 져 있는 문헌으로서 (3)의 <42자

문>을 들 수 있다([표3]).

 [표1] <유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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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우보다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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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42자문>

[표3]의 42자문에 해서는 실담범자와 로마자 표기가 분명하게 

응되어 나타나는 까닭에8), 그것에 따라 고려 장경의 실담범자

를 로마자와 응시키면 다음의 [표4]와 같다.

[표4] <42자문> 조표

8) 弘法院(1988) p.934, '실담'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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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고려 장경 속에 실담범자가 나타나는 표 인 문헌을 

바탕으로 다음 에서 고려 장경의 실담범자의 체제를 복원해 보

기로 한다. 

3. 고려 장경의 실담범자 복원

앞서 거론한 문헌들이 존 고려 장경의 실담문자를 알 수 있

는 요한 자료들로서, 그 외에 다른 문헌들에서도 실담범자가 나

타나지만 온 한 자를 확인하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문헌들에 나타나는 실담범자를 범자 자

모표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여 상호 조해 보면 다음의 [표5]와 

같다. 그리고 ‘기타’의 항에 실린 범자는 상기 고려 장경 문헌 가

운데 (5)<반야이취석>에 나타나는 범자로 확인 가능한 것만을 올

린 것이다. 그리고 실담범자의 자모분류의 방식은 조선시  진언

집의 분류방식에 의거하여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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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고려 장경 문헌의 실담범자 조>

이상의 조표를 바탕으로 고려 장경의 실담범자로 복원한 것

이 다음의 [표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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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복원 고려 장경 실담범자>

이상의 것이 복원해 본 고려 장경의 실담범자이지만, 실제 필

자로서는 상기 문자  특히 자음 가운데 jha, ña, ṇa, pha에 해

서는 확신할 수 있는 자료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네 

자에 해서는 향후 새로운 자료 내지는 문제의식의 집 을 통

해 고려시  실담범자로서 보다 확실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

만,  달리 보면 이 네 자는 재로서 고려 장경 실담범자의 

특색을 보이는 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Ⅲ. 고려 장경 실담범자의 비교고찰

1. 고려시  사용된 실담범자와 비교

여기에서는 앞서의 고려 장경에 나타나는 실담범자가 실제 고

려시  사용된 실담범자와 어떠한 련을 갖는지를 알아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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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곧 고려시  사용된 실담범자와 어떠한 련을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해 존하는 유물에 나타나는 실담범자와 비교를 시

도한다. 여기에서 사용한 자료로서는 13세기 후반~14세기 에 

은 것으로 해지는 < 신사리보 인다라니(全身 利寶篋印陀羅

尼)>9)([표7])와 14세기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십이진언(二十

二眞 )>10)([표8])의 실담문자를 확인하고11), 이를 바탕으로 고려

시 의 일반 인 범자의 체계를 재구성하 다([표9]).

[표7] < 신사리 보 인다라니>

9) <보 인다라니>의 로마자 표기는 다음의 술 참조. 坂內龍雄(1981) 

pp.98-99

10) <이십이진언>에 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이은한(2009) pp.227-244

11) [표7]과 [표8]의 자료그림은 덕 학교에서 간행한 다음의 

圖 資料(2004) p.8에서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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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8] <이십이진언>

[표9]<고려시  일반 인 실담범자>(*빈 란은 확인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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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표9]에 나타나는 실담범자는 고려시  일반 으로 사용

된 실담범자의 형태라 생각되지만, 여기에서도 보듯 필자가 확인

할 수 없는 자가 다수 나타난다. 재의 한정된 자료와 시간  

여건상 체 인 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러나 확인된 

자 가운데는 ṇa의 범자 이외에는 앞의 고려 장경의 실담범자와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된다. 이 ṇa의 표기방도는 상기 [표2]<우보

다라니>에서 사용되는 실담범자와 일치하여 고려시 에 쓰인 범

자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상기 [표6]<복원 고려 장경 실담범자>

는 당시 일반 으로 사용되던 실담범자 일반의 문자 형태를 나타

내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2. 조선시  진언집의 범자와 비교

조선시  진언집은 1569년 안심사(安心寺)에서 각 인쇄된 

이래 신흥사본(神 寺本, 1658년), 보 사본(普賢寺本, 1688년), 

산사본(金山寺本, 1694년), 만연사본(萬淵寺本, 1777년), 망월사본

(望月寺本, 1800년)에 이르기 까지 시 에 걸쳐 다수 각되었다. 

최 의 안심사본의 내용은 후  거의 그 로 승되었지만, 만연

사본에 이르러 확실하게 다른 체제로 그 내용이 바 다.12) 그 지

만 만연사본이 화재로 소실된 까닭에 그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각된 것이 망월사본이다. 필자는 이 망월사본 진언집에 나타나

는 실담범자에 해 고찰하여 거기에 나타나는 범자를 복원해 본

이 있다13)([표11]).

12) 이태승 외(2004) pp.134-136 

13) 이태승 외(2008)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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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진언집 복원 실담범자표>

이 망월사본 진언집의 문자표를 고려 장경의 그것과 비교하

면 부분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에 띄는 차이로는 j

ha와 ña를 들 수 있지만, 이것은 복원 당시 진언집의 자를 도

히 알 수 없어 일본의 여러 자료와 조해 복원을 한 것이다. 

그 지만 jha와 ña의 두 자는 망월사본 진언집([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아 이것은 고려 장경의 실담범자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래도 필자로서는 정확한 자형태를 구 하기는 어

렵다고 생각된다. 한 진언집의 ḑha의 자형태도 일본의 자

료를 참조하여 복원하 지만, 실제 망월사본의 ḍha를 보면([표1

3]) 고려 장경의 자와 동일한 것으로 단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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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표13]

3. 일본의 범자와 비교

이상의 고려 장경에 나타나는 실담범자를 여기에서는 일본의 

실담범자와 비교해 보기로 한다. 일본의 실담범자 연구의 역사는 

오래되고 다양하여 여기에서 본격 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

다.14) 단지 그러한 연구의 통을 승하고 있는 표 인 술에 

나타나는 실담범자를 우리의 것과 비교 조하는 것에 그친다. 다

음의 비교표에 나타난 고다마(兒玉)는 고다마 기류(兒玉義隆)의 

술 범자필휴(梵字必攜)(朱鷺書房, 2000, 9[1 16쇄, 1 1쇄는 199

1,9])에 나오는 실담범자이며, 시즈카(靜)는 시즈카 지엔(靜 慈圓)

의 범자실담(梵字悉曇)(朱鷺書房2001,10[제1 4쇄, 1 1쇄는 1997, 

11]), 도쿠야마(德山)는 도쿠야마 기 (德山暉純)의 범자수첩(梵字

手帖)(木耳社, 1989,3[제1 16쇄, 제1 1쇄는 1976, 5])에 나타나는 

범자이다. 이들 세 사람의 술은 각기 독자 인 특성이 있으며, 

그 범자의 서체에도 일본의 연구 통이 계승되고 있다고 생각된

다. 일본의 범자 통에 해서는 향후 좀 더 세 한 연구, 조사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일본의 범자를 아는 하나의 시도 인 작업으

로 앞의 술에 나타나는 범자를 각각 비교, 조해 보기로 한다. 

14) 필자도 일본의 실담연구에 해서는 간략하게 논의 한 바 있다. 이태승 

외(2008) pp.41-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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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한․일 실담범자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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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교를 통해보면 체 으로 같은 형태의 자가 많이 

나타나더라도 고려 장경의 범자와 일본의 범자가 뚜렷하게 다른 

이 에 띈다. 특히 가장 독특한 은 고려 장경 모음의 o, au, 

ṛ, ṝ, ḷ, ḹ 와 자음의 cha, jha, ña, ḑha, ṇa, pha에 해당하는 실담범

자로서, 오히려 이 형태는 고려 장경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자음의 cha는 고려시 이후 일 되게 우리 범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일본의 범자와도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 지만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자 가운데 일본의 도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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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의 범자 ḍha와 ṇa의 형태는 고려 장경의 그것과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일본의 범자 통상 그러한 자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향후 좀 더 연구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ṇa에 해서는 고다마와 시즈카의 범자도 조선

시  진언집의 형태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ṇa의 범자는 한

일 양국에서 모두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체

으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실담범자는 한일 

양국의 실담범자 통의 차이를 반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Ⅳ. 결어 

본고는 고려 장경에 나타나는 실담범자를 고찰하여 한국의 

통범자가 어떠한 것인가를 밝 보고자 한 것이다. 비록 고려 장

경 속에는 많은 자료가 실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존하는 자료

를 통해 보면 몇 가지 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1) 고려 장경의 실담범자는 고

려시 의 다양한 유물들에 보이는 실담범자와 거의 동일한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곧 이는 고려 장경의 범자체

계가 당시 실담범자로 기록된 다수 문헌이나 유물의 범자체계

의 기 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고려 장경에 나타나

는 실담범자의 체계는 고려시 는 물론 조선시  범자체계와 거

의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조선시 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범자체계가 일 된 문자 체계를 바탕으로 개된 것을 의미할 것

이다. (3) 고려와 조선시 에 이르는 소  한국의 범자체계는 일

본의 범자체계와는 다른 독자 인 통을 유지 보존했다고 생각

된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범자형태의 차이는 실담범자와 련된 

통상 양국의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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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실담범자와 련해 기장 큰 향

을 끼친 것은 지 의 실담자기라 생각되며, 특히 일본의 실담학

은 이 실담자기를 바탕으로 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실담자기와 련된 자료나 연구서가 

거의 없어 실담연구의 통을 분명히 하기는 어려운 사정이다. 하

지만 조선시  진언집등에 나타나는 실담범자에 한 해석이나 

설명은 우리나라에서도 독자 으로 실담범자를 연구하고 이해하

고 있었던 것을 반증한다. 더욱이 1800년 조선시  마지막으로 

각된 망월사본 진언집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실담범자에 한 

해석이 존재한 것을 고려하면, 조선시  이 부터 실담범자에 

한 연구 통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고려 장경의 실담

범자체계가 조선시 에도 그 로 동일한 체계로 계승되고 있어 

범자의 연구 통이 큰 변화 없이 승, 계승되고 있었다고 생각된

다. 향후 좀 더 다양한 자료의 검토를 통한 보완과 세 한 연구로

써 한국의 실담범자 통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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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il-dam-bum-ja Represented in the 

Tripiṭka Koreana

 
Lee, Tae-Seung

(Uiduk University)

Among the Bum-ja(梵字, Sanskrit letter), letters for 

writing Sanskrit language, especially Sil-dam-bum-ja 

(Siddham letter) is the representative one which has 

introduced to East Asia. The texts of Buddhist canons from 

India are translated into Chinese characters in East Asia. 

Sil-dam-bum-ja, namely, is the presentative letter which 

writes those Indian Buddhist canons written in Indian 

scripts. From the Common Era, the introduction of 

Buddhism made translations of Buddhist canons over the 

years. Though Sanskrit manuscripts as the original 

canonical text were not known, the scripts written in those 

canons have become known later as Sil-dam-bum-ja. I 

think that the reason to be known as Sil-dam-bum-ja is an 

influence of Sil-dam-ja-gi(悉曇字記) written by Chinese 

monk Ji-kwang(智廣) in Tang dynasty. Especially this book 

played a significant role on establishing the basis of the 

studies on Sil-dam-bum-ja. Though it is hard to make 

certain that the book has really introduced in Korea or 

China because there are not any commentaries or researches 

left, but the tradition in japan played a huge role on making 

canonical languages as Sil-dam-bum-ja. Compared to 

Japanese tradition, in Korea there were also a tradition of 

studies an Sil-dam-bum-ja as we can find in Jin-eon-jip

(眞 集) etc. in Chosun dynasty. The explanatio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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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dam-bum-ja in Jin-eon-jip  indicate that there were 

some traditions of studies on Sanskrit letter or Sanskrit 

language in Korea. Based on the restored Sanskrit letters in 

Jin-eon-jip  which I tried to do it previously, I will restore 

the traditional figure of Sanskrit letters used in Korea by 

confirming the Sil-dam-bum-ja engraved in the Tripiṭka 

Koreana  at first, and comparing the Sil-dam-bum-ja with 

other Sanskrit letter in Koryo and Chosun dynasty and 

Japanese Tradition. According to my inspection, we can find 

some significant points as following, (1) Both of the 

Sil-dam-bum-ja represented in the Tripiṭaka Koreana  and 

in relics have almost same writing system. It can be 

regarded that the writing system of Sanskrit letter in the 

Tripiṭka Koreana  was a standard of the most texts of relics 

which were written in Sil-dam-bum-ja at that period. (2) 

The System of Sil-dam-bum-ja in the Tripiṭaka Koreana  is 

almost same as the system of Sanskrit letter in Chosun 

dynasty as well as in Koryo dynasty. It means that the 

system of Sanskrit letter of Korea was developed and had 

been based on coherent writing system until Chosun 

dynasty. (3) System of Sanskrit letter of Korea throughout 

Koryo and Chosun period maintained and preserved their 

own tradition which are distinguished from Japanese one. 

Especially the difference of the figure of Sanskrit letters 

between Korea and Japan show their own characteristics 

related with the tradition of Sil-dam-bum-ja.

Key Words: Sil-dam-bum-ja(Siddham letter), Bum-ja(梵字, 

Sanskrit letter), Sil-dam-ja-gi, Jin-eon-jip, the 

Tripiṭaka Kore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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