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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황문헌의 편집 법식에 한 조사

원혜 *
1)

Ⅰ 들어가는 말. Ⅱ 소장처에 련한 돈황문헌의 특징. Ⅲ 나오는 말.

요약문 [주요어: 寫經의 공덕, 데이터베이스, 스타인본, 펠리오본, 

아장돈황문헌]

두루마리 형태로 각 나라로 유입된 돈황문헌은 그 가치가 입증되기 

시작하여 재는 데이터베이스화가 거의 웹상으로 진행되고 활용의 단

계로 어들어 다른 형태로 功德을 쌓고 있다. 돈황유서 목록편찬을 

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자료들에 련한 각국의 연구는 실용 인 

도구의 치로 확 되었다. 시 변화의 한 가운데서 돈황유서도 형식과 

기능의 계보를 바꾸었다. 다양하고 다채로운 회화와 조각들은 국 서

부 그리고 앙아시아 지역의 각 민족 고 사회의 정치·경제·문화생활 

등과 범 하게 련된다. 스타인은 체로 두루마리 문건 卷子과 幡

畵 에서 완 하고 렷한 것을 우선으로 취했다. 펠리오는 두루마리 

말미에 年月, 署名, 題記가 있는 두루마리 寫本만을 골라내었다. 국내

에서 돈황문헌에 한 심과 연구의 진척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돈황학은 세계 으로 그 상이 높아가고 있다. 과거에 學界에

서는 俄藏敦煌文獻은 늦게 수집되었고  殘片이 많아 반드시 精彩로운 

것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해 왔었다. 우리가 상했던 것과는 달리, 俄藏

文獻의 내용은 매우 풍부하다. 돈황유서가 발견되고 분류되는 과정은 

과거와 련되었지만, 의 소장자와 지역  차이에 의해 다시 재편

되었다. 

Ⅰ. 들어가는 말

敦煌文獻은 1900년에 세상의 빛을 보았다.1) 甘肅省 敦煌縣 鳴沙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인 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A00091-100032)

* 고려 장경 연구소 임연구원. tiben@hanmail.net

1) 맨 처음으로 敦煌石室을 발견한 사람은 王圓籙 道士이며, 때는 光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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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 莫高窟 第17號 동굴의 藏經室에서 발견된 수만 건의 손으로 필

사한 작품들은 한마디로 말 할 수 없을 만큼 놀랍다. 莫高窟의 敦

煌에 련된 역할은 그것이 인도에서 배의 장소인 Caitya와 Vi

h ra에서 유래된 것으로 앙아시아를 건 오면서 석굴은 편리한 

생활환경으로 변모한 것으로 보인다. 敦煌의 莫高窟은 Caitya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다 주거생활도 겸한 것으로서, 城郭都 로부

터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치하고 있다. 도시 불교의 

융성을 바탕으로 하여 窟寺를 佛徒들의 聖地 는 靈場으로 삼아

서 순례도 하고 수행도 겸하게 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2) 寫本이 

감추어져 있던 莫高窟 千佛洞은 龍 寺, 大震寺 淨土寺, 蓮臺寺 등 

돈황계에 있던 큰 들과 연계되어 있거나 官僚 는 富豪들이 각

각 자신의 願 으로 삼아 후원하 던 것이다. 어떤 경로로 그 사

원들의 記名이 있는 寫本들이 천불동으로 옮겨졌는지에 해서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는 형편이다.3) 다만 11세기 탕구트족인 서

하의 침입을 받자 승려들은 가까이에 있는 천동불의 한 굴인 16

굴의 한 副室인 17窟에 사본을 히 감추었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

하고 8백 여 년을 묻히게 되었으리라 추측만 할 뿐이다.

藏經室에서 발견된 4세기 엽에서 11세기까지 량으로 생산

된 漢文, 티베트문헌[藏文], 소그드문헌[粟特文], 구르문헌[回紇

文], 코탄문헌[于闐文]으로 된 寫卷과 刻印된 문서들,4) 다양하고 다

26년(1900년) 陰曆 4월 28일이다. 王道士는 국인들에게 經을 念誦해주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었는데 楊氏姓을 가진 조수를 맞아들여 경을 

베 다. 楊某는 담배를 즐겨하 는데 그 지역 토산의 草를 종이에 

말아 피우곤 했다. 하루는 楊某가 태우다 남은 草를 다시 사용하려고 

벽 틈에 꽂았는데 뜻밖에도 속이 비어있기라도 한 듯 풀 기가 벽 틈으로 

빠져 들어갔다. 楊, 王 두 사람은 마침내 그 안에 다른 공간이 있지 않나 

생각하여 밤을 틈타 벽을 뚫고 들어가 보니 흰 천으로 만든 통이 층층이 

쌓여 있었는데 통 하나 하나마다 經이 十 卷씩 포장되어 있었으며, 지면에 

려 있는 古畵들은 수량이 엄청났다. 이 게 하여 세계 으로 유명한 

石室의 藏書가 빛을 보게 된 것이다. 黃永武(1989).

2) 土肥義和(1980) 참조.

3) 曺明和(1989) pp.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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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로운 회화와 조각들은 국 서부 그리고 앙아시아 지역의 각 

민족 고 사회의 정치·경제·문화생활 등과 범 하게 련된다. 

그것이 제공하는 충실하고 독특한 자료는 이미 국과 앙아시

아 지역의 고 사회의 정치, 경제, 법률, 종교, 언어, 문학, 과학기

술, 술 그리고 풍속 등의 각 학문 분과의 연구를 개시하게 하고 

신속하게 발 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 에 잃어버렸던 학

술상의 결정  고리들을 보충해주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고무시키는 일은, 敦煌의 藏經室이 열려지

던 시기를 후하여 新疆의 투루  그리고 타림분지에 있는 꾸차, 

코탄, 니야, 란 등의 지역에서도 량의 고  遺書가 발견되었

다. 그 출토지역이 敦煌과 가깝고 문서들의 연 와 내용 그리고 

형태 역시 敦煌文書와 비슷하다. 학계에서 투루  문서 혹은 西域 

문헌이라 불리는 이 자료들은 敦煌文獻과 연 되어 서로를 인증해

다. 서로를 찬란하게 비추어주며 향을 주고 있어 그에 따라 

하나의 국제  성격의 학문, 곧 돈황 투루 학의 탄생과 발 을 

잉태하고 추동시킨 결과도 이끌어 내었다.5) 敦煌文獻처럼 문화사

상에 있어 더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은 드물다. 돈황문헌은 일

단 세상에 알려지자마자 곧장 흩어져 분산되었다. 운명과도 같은 

이 사건은 돈황문헌의 재단된 형식과 방법을 도출해 내게 되었다.

문헌들이 흩어져 분산된 상황은 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통탄

할 일이지만, 여러 본이 각 나라로 유입되어 돈황문헌의 가치가 

4) Menshikov(1992) p.1.

5) 투루 문헌의 연구자는 제한 이며 그 문헌의 상당부분이 정식 으로 

발표되지 않는 것도 많다. 돈황문헌과 결합되어 同類의 자료로 인식되어 

요한 문화유산으로 국과 앙아시아 지역 그리고 서역과의 교류사를 

재구성하는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다양한 정보를 소유한다. 王素(2002) 

pp.203-210. ; 유명한 4  소장처 이외에도, 국과 외국에 公的·私的인 

소장가의 수 에 얼마나 많은 양이 있는지는 여 히 모른다. 게다가 

의식  혹은 무의식 인 것에 의한 장애도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연구 

작업상에 어려움을 조성하고 이 진귀한 문헌에 한 학술  연구에도 

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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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되었고 각국의 심을 불러일으킨 결과가 되었다. 세계 각국

에서 돈황문헌에 련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힘을 쏟고 있는 

재 상황은 돈황 편찬이 거의 진행되고 활용의 단계로 어들었

음을 나타낸다. 돈황유서 목록편찬을 한 데이터베이스  데이

터 자료들에 련한 각국의 연구는 실용 인 도구의 치로 확

되었다. 시 변화의 한 가운데서 돈황유서도 형식과 기능의 계보

를 바꾸었다. 

고  돈황문헌은 寫經제작에 한 공덕의 심에서 시작되었다. 

그 공덕의 향으로 진행되었던 것이 승되면서 그 진 성 그리

고 구원론  효과 사이에서 한동안 잊어지는 듯했다. 돈황문헌의 

발견으로 인해 역사기록 등의 가치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돈황문

헌을 매개로 세계가 소통되는 을 톡톡히 치러내고 있다. 돈황

문헌은 월드 와이드 웹(Web)상에서 리 보 되고 공유되는 보편

인 공덕의 기록으로 필수불가결하게 변모를 꾀한다. 필자가 보

기에, 이러한 시 이고 시의 한 변모를 꾀한 돈황유서가 역

사 으로 흩어져 보 되게 된 것 자체가 연구하고자 하는 모든 

맥락을 포함하고 있다. 소장처의 분류로 인한 이해는 자연스러운 

비교를 통해 분석을 가능  한다. 본이 흩어져 소장된 것은 소

장처가 가진 심의 다양한 측면까지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헌

이 가진 특징은 연구의 시작이자 최종 목 이 될 수 있기에 각 

본이 가진 편집 법식의 역사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소장처에 련한 돈황문헌의 특징

1. 첫 탐사 인 스타인본

스타인(Mark Aurel Stein, 1862-1943)은 고  동서문화의 교류

와 교통로 구명에 공헌한 헝가리태생의 국 탐험가이다. 그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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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돈황유물을 소장했을까? 스타인은 역사  사건을 “寫本 등

을 가득 채운 상자를 우선 인도로 옮겨가 서장도서 을 세우고, 

후에 국으로 싣고 가서 박물 에 보 하 다.”라고 서술한

다. 스타인은 체로 두루마리 문건 卷子과 幡畵 에서 완 하고 

렷한 것을 우선으로 취했다.6) 스타인이 1907년에 획득한 돈황

유물은 ‘스타인 본’이라 칭하면서 진귀한 소장품으로 알려지게 되

었다. 

漢文卷子 7599號, 총수 24907장에 달하는 사진, 卷號와 복된 

것 외에 약 7만7천장의 사진, 그 밖에 木刻本 20卷  훼손된 자료

들을 은 약 800장의 사진, 그리고 약 21281장의 非漢文文獻 사

진, 기타 絹本·紙本·麻本의 幢幡과 刺繡 등이 약 300건이다.7) 

박물 에 소장된 돈황자료이다. 

최근 국내의 고려 장경 연구소에서도 돈황 사본에 한 연구

가 있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스타인본은 총 7651개이다. 그 에

서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부터 간단하게 통계 처리하기

로 하겠다. 법화부가 가장 많고 반야부가 그 뒤를 잇는다.8) 

6) 黃永武(1989). 第 1冊, 序  참조.

7) 같은 책 참조.

8) 이 통계는 고려 장경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직  사본을 검토하여 낸 

것을 근거로 한다. 총 7651개의 사본이 있다. 그 에서 고일부에 

해당하는 문헌이 224개, 의사부에 해당하는 문헌이 197개이다. 아함부에 

속하는 것이 49개, 본연부가 55개, 비담부가 28개, 반야부가 1817개, 

법화부가 1261개, 화엄부가 102개, 보 부가 171개, 열반부가 310개, 

집부가 48개, 경집부가 1163개, 교부가 521개, 제종부가 8개, 사 부가 

9개, 사휘부가 21개, 목록부가 1개, 소승율과 승율이 238개, 

童蒙識字讀物이 1개, 석경론부가 84개, 부가 5개, 유가부가 88개, 

논집부가 19개, 경소부가 15개, 율소부가 39개, 논소부가 4개, 

개별문자자료가 1개, 장외경 으로 의심되는 것이 16개, 장외 경 인 것이 

133개, 장외 율인 것이 99개, 장외 논인 것이 168개, 장외 선인 것이 26개, 

장외 교가 96개, 장외 의례가 167개, 장외 문찬이 68개, 장외 사 이 

48개이다. 불교문헌이 확실하지만 해당부분을 찾을 수 없는 문헌이 

47개이며, 장외경 에서 불교문헌으로 거론된 것은 21개이다. 그 외에 

기타분야에 속하는 것이 28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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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분야 283 4%

고일부 224 3%

의사부 197 3%

반야부 1817 24%

법화부 1261 16%

화엄부 102 1%

보 부 171 2%

열반부 310 4%

경집부 1163 15%

교부 521 7%

소승율과 승율 238 3%

장외_경 133 2%

장외_논 168 2%

장외_의례 167 2%

그 외 사본들 896 12%

스타인본 총합계 7651 100%

원래 촬 된 마이크로필름의 오른쪽 아래에는 페이지 번호가 

있다. 그러나 이 페이지 번호에는 간혹 락되거나 잘못된 것이 

있기도 한다.9) 卷子의 차례는 마이크로필름상의 모퉁이 번호를 기

9) 를 들면 S. 726號에는 24, 26은 있으나 25가 없다. S. 1319號 14 다음은 

바로 16이다.  S. 2490號의 제9 다음은 제20이다. 그러나 문자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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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지 않고 돈황보장 書의 페이지 차례를 기 으로 한 것이

다. 卷子의 抄寫는 종이와 비단이 正反 양면으로 되어 있다. 모퉁

이 번호 뒤에 ‘V’자를 붙인 것이 反面이다. 지  돈황보장은 標題

에서는 拜面으로 표시되어 있다. 卷子의 抄寫는 동일한 卷에 바

로 쓴 것과 거꾸로 쓴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있다. 재에 와서는 

편찬할 때 거꾸로 쓴 것도 그 로 어 원래 모습을 보존하고 있

다. 스타인본의 돈황보장의 고증과 교감은 敦煌遺書目 을 활용

해 初稿로 삼은 경우가 많다. 敦煌遺書 新目 가 갖는 의미는 

개척자로서의 공로가 크다는 이다.10) 스타인본의 돈황보장은 

많은 분량의 필사본을 돈황유서의 최신목록과 조하면서 정리되

었다. 

2. 주목받고 있는 펠리오본

펠리오(Paul Pelliot, 1878-1945)는 랑스의 동양학자로 베트남 

하노이의 랑스 극동학원 교수를 거쳐 1906-1909년에 앙아시

아 각지를 답사했다. 그가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국에 들어와서 

탐험한 목표는 꾸차 오아시스 지역에 있는 불교석굴이었다. 그는 

1907년 1월 2일에 도착한 다음, 같은 해 9월 3일까지 이곳에 머물

다. 꾸차 지역의 석굴은 몇 개월 에 독일, 일본, 러시아 등의 

국가 탐사 들이 탐사하 기에 펠리오는 그  ‘부차 인 유 지’

이어지므로, 編號에 오류가 있다.  S.110의 배열순서는 당연히 四, 三, 二, 

一이어야 하며 S. 1263호 原編 1, 2, 3, 4號는 古逸經의 究竟大悲經卷三에 

의하면 그 차례가 三, 四, 一, 二 임을 알 수 있어 교정되었다. 그 

사이사이에 서로 참고가 될 만 한 것( 를 들면 S. 3232호의 一) 외에 

복되는 사진은 모두 제거되는 수고스러운 노력이 가미되었다.

10) 다만 부주의했거나 락된 것이 꽤 많은 편이다. 이를 보완하고 

수정하는 노고는 그 가치에 있어서 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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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컨  Qoumtoura 부근의 Douldour-âquour, Soubachi의 사원

들, Saldirang의 유 지들을 한번 고찰해 보고자 했을 뿐이었다. 

상 밖으로 그는 그곳에서 재의 펠리오 꾸차 수집품, 그리고 

펠리오 산스끄리뜨어 수집품에 속해 있는 거의 모든 문헌 자료를 

발견했다. 

우루무치역에 도착한 후에 펠리오는 Aurel Stein이 앙아시아

에서 한창 제2차 탐사(1906-1908)를 진행 에 있으며 자신이 그

곳을 지나기 몇 달 에 이미 敦煌부근에 신비롭게 폐되어 있었

던 藏經洞에서 량의 筆寫本과 회화들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펠리오 탐사 는 2월 12일에 사막 오아시스 지역에 도착하자마

자, 먼  敦煌縣 성 동남쪽으로 25km 지역에 있는 莫高窟로 갔다. 

莫高窟 역시 佛像이 있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千佛洞’이라 불

렸다. 펠리오는 莫高窟 유 은 매우 한 미학  의의와 역사  

의의를 갖는다. 

펠리오는 지형학자 Vaillant 에게 지형도를 그리게 하고 사진사 

Charles Nouette에게는 사진을 도록 했다. 펠리오 자신은 연

를 단정하는 주요 근거가 되는 표식들을 록하고 石窟안의 벽화

들을 베 다. 1907년 3월 3일 펠리오는 藏經洞 내부로 들어갔다. 3

평방미터 넓이의 동굴 안에는 량의 문헌들이 아무 게나 어지

럽게 쌓여있었다. 펠리오는 이 문물들이 수량이 많을 뿐 아니라 

가치도 매우 높음을 알아차렸다.11) 

체  통일성을 유지하기 해, 매 文獻 종류의 앞에는 '펠리

오(Pelliot)'라는 성씨를 덧붙 다. 펠리오가 수집한 이 펠리오본은 

11) Cohen(1995). “敦煌石室은 甘肅省 莫高窟의 五百개의 佛像洞窟 의 한 

실이다. 이 실은 張大千이 編한 제151호 洞窟(펠리오가 編한 

석굴번호로는 163호 동굴)의 甬道곁의 複壁 속에 있는데 사방은 礫巖으로 

되어 있고, 동굴문은 벽돌로 쌓아 막고 횟가루를 발랐으며, 그 에다 

다시 壁畵를 그려 놓았다. 그 안에는 2만여 의 불교, 도교의 두루마리 

경 과 文史資料  공양에 사용했던 수백 건의 幢幡 등이 감추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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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부터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 그 이유는 스타인 본과는 

다른 펠리오의 남다른 수집방법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주

목할 은 스타인과 달리 펠리오는 두루마리 말미에 年月, 署名, 

題記가 있는 두루마리 寫本만을 골라내었다. 펠리오가 획득한 것

은 학술연구의 에서 보자면 스타인본과 비교해 더욱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12) 돈황유물  펠리오 본이 불교미술 련 자료와 

문헌들이 다양한 이유는 국학 문가로 섬세한 조사와 채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펠리오가 手稿와 畵卷에 해 한차례 선택 과정을 거친 후 3월 

26일 Emile Senart에게 보낸 유명한 편지에서 돈황유물을 발견하

고 흥분되고 도취되었던 심정을 자세히 서술하 다. 이 편지는 

 랑스 遠東學院通報第8輯에 수록되었고 이로 인해 학계는 이 

유 지와 유 지에서 발견된 것들의 요한 의의를 이해한다. 

펠리오 본의 소장 문헌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漢文卷子 5579

號, 총수량 24907장의 사진, 그 밖에 敦煌吐藩文卷子 혹은 貝葉式 

종이에 쓰여 진 寫本의 사진 21770장, 西域古語文獻으로는 산스끄

리뜨문헌 2685장, 소그드문헌 224장, 코탄문헌 760장, 헤 루문헌 

1장이다. 이 가운데 코탄문헌(于闐文)은 아마도 新疆에서 획득한 

것일 것이다.13) 于闐敎法史(P.t.960)는 요한 사료로 티베트

장경의 丹珠 爾部에 수록되어 있는 于闐國授記와 서로 비시

켜 보면 코탄문화와 서장문화의 긴 한 계를 알 수 있다.14) 이 

자료들은 랑스 리 국립 도서 에 소장된 펠리온본 돈황 자료

이다. 그르문헌으로 보이는 목  인쇄를 바탕으로 활자 인쇄술

은 펠리오 탐험 에 의해 북구 464국에서 발견된 후 리의 紀梅

12) 黃永武(1989) 第1冊, 序  참조.

13) 같은 책 참조.

14) 남권희(2009) p.33. 그르가 불교를 신 하면서 돈황 지역에서 통치자로 

군림한 이후, 불교 사업을 지속 으로 발 시켰다. 구르 귀족들은 

막고굴의 건설과 각종 불교 련 행사를 장려하고, 동굴의 개착과 수리, 

동굴 벽화의 복원을 극 지원하 으며 많은 불경을 구르어로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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博物館(Musée Guimet)에 소장되어 총 950개의 활자가 해진

다.15) 이외에 리 루 르 宮 그리고 紀梅博物館에는 많은 刺繡와 

繪畵 등의 미술품이 소장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리로 돌아온 후, 펠리오 탐험 는 그들이 가져온 

유물들을 몇 군데 기 에다 분산시켜 보내주었다. 역사박물 이 

“암석표본, 800종의 목표본, 200마리의 새, 그리고 포유동물과 

곤충”을 확보하 다. 고고학  문물과 탐험 의 노선을 따라 발견

되고 수집된 수천 매의 동 과 화폐들은 거의 부 루 르 박물

 측에 넘겨졌다. 꾸차 오아시스 지역인 Karich에서 발견된 100

매의 동 과 지폐들은 국가도서  錢幣, 紀念圖章, 고  玩物部에 

소장되었다. 抄本부서는 1910년 4월 26일에 동방에서 수집한 수장

품 에 가장 풍부한 기증품들을 획득한다.

펠리오는 2000號 이 은 藏文手稿本에 한 編號 작업을 해 

남겨둔 다음, 2001號부터 직  漢文文獻의 編號 작업을 시작하

다. 그는 문헌 부를 ‘敦煌抄本’이라 통칭했으며 재의 언어에 

따른 분류와는 달랐다. 사실상 藏文手稿은 2000號를 훨씬 넘어서

며, 그래서 抄本部에서 통행되는 원칙에 근거하여 소장품의 文獻

種類에 한 분류를 하 다.16) 문헌의 일부는 두 종류의 문자로 

書寫된다. 일반 으로 정면은 漢文이고 背面은 藏文이다. 펠리오가 

수집한 藏文의 목록을 편찬할 때, 漢文 수집품에 편입되어 있던 

藏文文獻의 원래 編號를 변경하여 이 문헌들을 藏文文獻에다 귀속 

편입시켰다. 

소그드문헌, 코탄문헌, 구르 문헌의 數量은 그리 많지 않다. 

오래 에 이미 3509號 이후에다 編目하 다. 펠리오는 1500개의 

編號 정도면 漢文文獻을 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인식

한 것 같았다. 이러한 종류의 문헌 가운데 일부는 이와 같은 번호

를 활용하여 정리·출 된다. 그 당시에는 編號를 바꾸지 않는 것

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 여겼다. 이 게 해서 編號 작업에 있어

15) 史金波·黃潤華(2002) p.17.

16) Cohen(1995)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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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불일치성’이 생겨나게 된다. 

펠리오가 2001號 이후에 編入한 문헌들은 원래 부 ‘敦煌抄本’

이라고 통칭되었으나 자연히 ‘펠리오 漢文文獻’으로 명칭을 바꾸었

다. 구르문헌, 소그드문헌, 코탄문헌은 여 히 원래의 치에 남

아있었기 때문에 사용된 漢文文獻의 編號는 編目의 원칙과는 서로 

확연히 부합하지 않았다. 꾸차 오아시스 지역에서 획득한 산스끄

리뜨 문헌의 경우는 編目작업과 鑑定 작업이 동시 으로 진행되었

다.17) 

국내 고려 장경 연구소에서는 한자를 주로 연구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펠리오본은 총 3070개이다. 이 통계는 고려 장경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직  사본을 검토하여 낸 것을 근거로 한

다. 18)

17) 어떤 경우에는 임시 編號를 부여하기도 하 다. 이처럼 복잡한 編號들은 

필요한 상세 설명을 부기하여, 叢書 의 상응하는 각 분권에다 

기록해두었다. 

18) 펠리오본 에서 고일부에 해당하는 문헌이 206개, 의사부에 해당하는 

문헌이 83개이다. 아함부에 속하는 것이 53개, 본연부가 27개, 비담부가 

18개, 반야부가 235개, 법화부가 179개, 화엄부가 23개, 보 부가 21개, 

열반부가 37개, 집부가 11개, 경집부가 160개, 교부가 138개, 

제종부가 18개, 사 부가 22개, 사휘부가 15개, 외교부가 4개, 목록부가 

3개, 소승율과 승율이 44개, 석경론부가 29개, 부가 2개, 유가부가 

17개, 논집부가 9개, 경소부가 18개, 율소부가 21개, 논소부가 2개, 

장외경 으로 의심되는 것이 27개, 장외 경 인 것이 45개, 장외 율인 

것이 36개, 장외 논인 것이 186개, 장외 선인 것이 25개, 장외 교가 

121개, 장외 의례가 187개, 장외 문찬이 137개, 장외 사 이 74개이다. 

불교문헌이 확실하지만 해당부분을 찾을 수 없는 문헌이 48개이며, 

장외경 에서 불교문헌으로 거론된 것은 22개이다. 그 외에 기타분야에 

속하는 것이 76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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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분야 767 39%

고일부 206 7%

반야부 235 8%

법화부 179 6%

경집부 160 5%

교부 138 4%

장외_논 186 6%

장외_ 교 121 4%

장외_의례 186 6%

장외_문찬 137 4%

그외 사본들 755 25%

펠리오본 총합계 3070 100%

펠리오가 일일이 기록한 목록은 매우 간단한데다가 목록 체

를 다 완성할 시간이 없었으므로 문헌편목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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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목록편찬 작업은 하나의 거 한 로젝트라 할 수 있다. 지

까지도 완 하게 완성되지 않고 있어 여 히 많은 지혜와 의지

력을 투입해야 한다. 이 작업은 한 원히 완성하기 힘든 작업

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떤 Brahmi 문서들의 殘片에 한 鑑定

은 가설을 근거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지만 앞으로 몇 

에 걸친 학자들과 연구인원들이 완성한 작업들, 그리고 미래의 작

업들은 여 히 그 가치가 무한하다.

펠리오가 앙아시아를 횡단하며 탐사를 한 시간은 2년이 넘는

다. 리로 다시 돌아오기 에, 그는 北京에서 몇 개월을 머무른 

이 있었다. 이 때 그는 가장 의의 있는 抄本을 가지고 와서 수

도에 있던 학자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일부분의 寫卷을 사람을 

불러 사진을 도록 했으며 이 복제본을 국에서 출 할 수 있

도록 해주었다. 

1923년부터 펠리오 원시목록의 록본이 羅福萇에 의해 번역되

어 國學季刊19)에 실렸으며, 그 후에 일부분이  陸翔에 의해 

국어로 번역되어 國立北平圖書館館刊20)에 게재되었다. 양국 

도서 의 교류 학자가 된 기회를 이용하여 王重民은 1934-1939년

까지 리에 거주하면서 漢文과 藏文 소장품의 목록을 抄 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 으며, 寫卷의 복원 작업에 한 의견을 

제시해 北平國家圖書館에서 사진 촬 과 마이크로필름 복제 작업

을 진행하도록 하 다. 摘 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그의 작업의 부

분  성과물인 巴黎敦煌臧卷叙 은 일 이 1936년에서 1941년까

지 北平에서 출 되었다. 하지만 그의 敦煌遺書總目索引은 1962

년이 되어서야 북경에서 비로소 세상에 나왔다. 

국 연구원들은 70년  말에 자주 활용되는 참고 문헌들을 보

존하고 원시 자료들을 조사하고 열람하는데 있어 편의를 제공받

기 해 랑스 국립도서 에 요청했다. 랑스 국립도서 은 소

장 문헌 모두를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문헌

19) 제1권, 제4호에 실렸다.

20) 1933년 제7권 제6호, 1934年 제8권 제1호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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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모두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문자로 된 문헌이든지 간에, 는 

간단한 목록에 등록되었던 그 지 않던 간에 상 없이 모두 일률

으로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제하 다. 마이크로필름의 한 세트는 

북경국가도서 에 보내졌으며 그리고 랑스국가도서 은 교환품

으로 북경소장품 마이크로필름 복제품을 제공 받았다.21)

펠리오는 국의 돈황유서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야만 하는 

보물임을 인식했고 국의 연구원들에게 제공하는 기회를 통해 

펠리오 돈황문헌의 오래된 휴식은 새로운 성기를 맞이했다. 펠

리오의 이와 같은 결정은 펠리오본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계기

가 되었다. 시기 으로 늦은 경향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으나 펠

리오 돈황유물의 보존과 승은 텍스트의 복원만큼이나 으

로 유용한 도구들을 통해 공유되어 연구 가능  되었다. 

3. 아쉬움에서 풍요로움으로 변화를 모색한 국 륙본

국 륙에 소장된 부분에 련한 자료들은 여러 돈황 련 

국학자들의 소개로 인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재 北平圖書館에 

소장된 敦煌卷子는 략 9871호이다. 이는 陳垣이 편한 8679號  

나 에 胡鳴勝이 殘葉을 增便한 1192號를 더한 것이다. 총 98000장

의 사진이 있다. 이외에도 上海文館 가 약 100號를 소장하고 있

다. 敦煌文物硏究所가 보존하고 있는 새로 발견된 卷子  敦煌壁

畵와 塑像 등도 지 않다.22) 국국가도서 , 다시 말해서 북경도

서 에 소장되어 있는 장경의 선후를 정리하면 5가지로 크게 분

류된다. 敦煌劫餘 부분, 1192호 부분, 殘片부분, 新字號부분(<敦煌

劫餘 續編>부분공포), 裱補紙부분이다.23) 

21) Cohen(1995) p.3. 

22) 黃永武(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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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학자 羅振玉은 펠리오가 제공해  사진 등사본만을 가지

고 鳴沙石室佚書와 貞松 西唾秘籍叢殘등을 엮었다. 기타 학자

로 陳垣은 敦煌劫餘 등을 편찬했다. 부분 複印하거나 跋文을 

붙이거나 상세한 목록을 편찬한 것들이었다. 1958년에 이르러 中

央硏究員史語所에서 국 런던에 소장된 敦煌 마이크로필름 상

본을 구매하 으나 字跡이 모호했다. 랑스 리의 소장품들은 1

982년에 中央圖書館이 처음으로 들여와 漢文부분을 정리하 다. 

국인들은 처음 돈황문헌이 국가 민족 공동의 문화재임을 인

식하지 못하다가 각 나라마다 돈황문헌을 소유함에 따라 늦게 서

야 돈황문헌을 챙기기 시작했다. 정보의 교류가 빈번해지고 마이

크로필름 사진의 유포로 인한 서 이 간행되고 고증과 교정을 가

하기 시작했다. 화문화를 부흥하고자 하는 국내의 소리가 높

아짐에 따라 큰 사업의 일환으로 문헌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돈황문헌에 한 심과 연구의 진척은 빠르게 진행되

고 있다. 국내의 돈황학은 세계 으로 그 상이 높아가고 있

다. 국인들이 돈황 련 서 을 발표할 때마다, 그들은 처음 돈

황문헌을 수롭지 않게 했을 때와는 다른 후회와 아쉬움을 감

추지 않고 있으며 이런 돈황문헌에 한 사랑은 풍성한 작물들

로 성과를 보고 있다. 국내에도 북본에 련된 사본 연구가 있었

으며 총 9160이다. 그 분류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의사부는 171

개로 2%, 반야부는 2548개로 28%, 법화부는 1798개로 20%, 보

부는 170개로 2%, 열반부는 341개로 4%, 경집부는 1844개로 2

0%, 교부는 779개로 8%, 소승율과 승율은 330개로 4%, 장외 

23) 方廣錩(2009). 3월의 자료에 따라 세계돈황유서총수를 거론하자면 다음과 

같다. 국국가도서 에서 소장된 것이 16578호, 국에 흩어져 소장된 

것이 략 3000호이다. 국국가도서 에 략 17000호, 

랑스국가도서 에서 소장된 것이 략 7000호, 러시아동방연구소에서 

소장된 것이 략 19000호, 일본에 산재되어 소장된 것이 2000호 가량 

된다. 기타지역에 수백호가 있다. 합치면 67000호 가량 된다. 국내에 

소장된 문헌은 통계처리하지 않았으며, 한문유서는 략 58000호이다. 

통계  자료는 각 나라 학자들 간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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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 118개로 1%, 장외 율은 162개로 2%, 장외 논은 126개로 1%, 

그 외의 사본들은 773개로 8%를 차지한다.24)

의사부 171 2%

반야부 2548 28%

법화부 1798 20%

보 부 170 2%

열반부 341 4%

경집부 1844 20%

교부 779 8%

소승율과 승율 330 4%

장외_경 118 1%

장외_율 162 2%

장외_논 126 1%

그외 사본들 773 8%

북본 총합계 9160 100%

24) 그 에서 고일부에 해당하는 문헌이 85개, 의사부에 해당하는 문헌이 

171개이다. 아함부에 속하는 것이 26개, 본연부가 55개, 비담부가 20개, 

반야부가 2548개, 법화부가 1798개, 화엄부가 83개, 보 부가 170개, 

열반부가 341개, 집부가 30개, 경집부가 1844개, 교부가 779개, 

제종부가 4개, 사휘부가 16개, 소승율과 승율이 330개, 석경론부가 

63개, 부가 2개, 유가부가 54개, 논집부가 4개, 경소부가 15개, 

율소부가 11개, 논소부가 43개, 장외경 으로 의심되는 것이 7개, 장외 

경 인 것이 118개, 장외 율인 것이 162개, 장외 논인 것이 126개, 장외 

선인 것이 6개, 장외 교가 47개, 장외 의례가 29개, 장외 문찬이 42개, 

장외 사 이 17개이다. 불교문헌이 확실하지만 해당부분을 찾을 수 없는 

문헌이 11개이며, 장외경 에서 불교문헌으로 거론된 것은 40개이다. 그 

외에 기타분야에 속하는 것이 63개이다. 이 통계는 고려 장경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직  사본을 검토하여 낸 것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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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러시아 올덴버그의 俄藏 

러시아의 올덴버그(S.F. Oldenburg 1863-1934) 고찰 가 수집

한 돈황 漢文 문헌은 亞洲박물  寫本 특장부의 보 원이었던 Flu

g(K.K.Flug1893-1942)에 의해 1차 인 정리가 이루졌다.25) 올덴

버그가 2차례에 걸친 탐험 시에 가지고 돌아간 敦煌卷子이다. 멘

시코 (Mensikov)가 편찬한 目 에 의하면 모두 2953號에 약 1만

장의 사진이 있고, Ermitazh 미술 에 敦煌壁畵와 塑像이 따로 보

존되었다.26) 이것들은 러시아 페테르부르그 동방연구소가 소장하

고 있는 자료이다. 

1942년 포 된 닌그라드 성에서 굶어죽기 까지 그 Φ 編戶3

07건과 Дx編戶2000건에 달하는 寫本의 목록을 완성하 다. 그리

고 소련과학원 동방연구소 소장 한문 寫本 非佛敎 부분 개황과 

25) 榮新江(2001) p.115.

26) 黃永武(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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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과학원 동방연구소 소장 한문 불경 古寫本 簡目을 발표하

다.27)

러시아 소장 돈황 한문 寫本의 編戶 'Φ'에는 모두 366개의 번호

가 있다. 이는 Flug가 정리한 비교  완 한 寫本으로, 그의 姓을 

따서 표시하 다. Дx는 러시아로 '돈황사본'을 나타내는 머리

자이다. 부분의 寫本은 모두 이것으로 館藏 번호를 표시하 다. 

Φ와 Дx는 각각 라틴모자 'F'와 'Dx'(혹은 'Dh')를 표시한다. 목

록에서 수록된 寫本  그 목록의 순서 번호에 ‘L’이나 ‘列’이 붙은 

것은 닌그라드 소장 寫卷이라는 표시이다. ‘M’이나 ‘孟’이 붙은 

것은 즉 멘시코 (L.M.Men'silov)가 주편한 敦煌漢文寫本注記目

에 수록된 藏卷이라는 뜻이다.

寫卷이 이처럼 사람들의 농후한 흥취와 심을 불러일으킨  

하나의 이유는 올덴버그가 스타인, 펠리오 그리고 국 탐사 를 

뒤이어 한 번 더 敦煌에 갔기 때문이었다. 스타인이 두 번씩이나 

敦煌에 갔었지만 수많은 寫卷이 부 다 수집될 수는 없었다. 올

덴버그는 敦煌 지의 거주민 속으로 깊이 들어가 寫卷을 찾아다

녔으며 결국 350건의 寫卷을 수집하 다. 이 밖에도, 石窟의 바닥

에서도 량의 殘卷들을 발굴해 내었다. 이 卷子들은 M.P. Volkov

a, L. I. Chuguevski 그리고 N.I. Nosova 등이 완성된 목록의 기

록 과정을 거쳐 지 은 이미 18000건에 달하게 되었다.28) 이와 같

은 수량은 문가들을 놀라게 했으며 鄭振鐸은 1958년에 으로 

직  이 목록들을 살펴보기도 했다. 

멘시코  지도하의 연구 은 1957년부터 Flug의 작업을 기 로 

하여 漢文 寫本에 한 재차 목록작업을 시작하 다. 그 성과는 1

963년과 1967년에 각각 소련과학원 亞洲民族硏究所藏 敦煌漢文寫

本 注記目 제1 책과 제 2책으로 출 되었다.29) 제1책에는 신편

27) Bibliografija Vostoka(1934) Ⅶ, 87-92항; Bibliografija Vostoka(1935) 

Ⅷ-Ⅸ, 99-115항.

28) Menshikov(1992) p.3.

29) 孟列夫 等(1963-1967) Ⅰ～Ⅱ ; 汉泽本(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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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30) 1부터 1707호까지이며 제 2책에는 1708호부터 2954호까지 

수록되어 있다. 

목록의 분류를 보면 먼  불교의 經, 律, 論, 未入藏 佛典  漢

文 술이 수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는 儒家와 道家의 著述, 지리, 

史籍, 律令, 각종문학작품, 辭書, 韻書, 字書, 술품, 의약문헌, 星

曆, 占卜, 習字, 각종 잡문서가 있으며 마지막에는 非漢文 문헌이 

있다. 매 건의 寫本에 하여 비교  상세하게 주석하 다. 즉 

번호, 名稱, 作 , 年代, 외 묘사, 내용의 提要, 起迄 字句 등이 수

록되어 있다. 題記 즉 抄 이 있는 것도 있고 참고문헌을 기록한 

것도 있다. 부록에는 新  번호 조표 등이 있다. 제 2책에는 멘

시코 가 엮은 論敦煌寫本的年代가 첨부되어 있다. 과거 학술계

는 소련 소장본 돈황 사본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 다. 俄藏 목록

의 출 은 사람들로 하여  俄藏 사본의 부분 인 내용을 간략하

게나마 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俄藏 목록은 世

俗 文書에 한 분류가 불완 하다. 이 책의 원본이 국에 소장

된 것은 많지 않다. 台北의 신문풍출 공사에서 출 한 돈황총간

집 제 11-12책에 인본이 있다. 황 무 박사가 이 목록의 題名

부분을 번역하여 돈황유서최신목록에 넣었다. 이 돈황유서최신목

록은 목록화 작업에 돈황 학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완

하지 못하다. 후속 학자들에게 교정, 삽입, 수정의 작업을 필요로 

하게 하 다. 국내 고려 장경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아장은 총 

3728개로 집계되었다. 100개 이상의 사본들만으로 우선 통계를 내

고 나머지는 그 외의 사본들로 묶었다.31)

30) ‘M’ ‘L’ 혹은 ‘孟’ ‘列’이라고 말한다.

31) 고일부에 해당하는 문헌이 65개, 의사부에 해당하는 문헌이 94개이다. 

아함부에 속하는 것이 33개, 본연부가 43개, 비담부가 20개, 반야부가 

720개, 법화부가 633개, 화엄부가 52개, 보 부가 60개, 열반부가 232개, 

집부가 27개, 경집부가 539개, 교부가 148개, 제종부가 7개, 사 부가 

3개, 사휘부가 15개, 목록부가 1개, 소승율과 승율이 116개, 석경론부가 

46개, 부가 2개, 유가부가 24개, 논집부가 11개, 경소부가 15개, 

율소부가 14개, 논소부가 2개, 장외경 으로 의심되는 것이 6개, 장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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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분야 370 10%

반야부 720 19%

법화부 633 17%

열반부 232 6%

경집부 539 15%

교부 148 4%

소승율과 승율 116 3%

그 외의 사본들 970 26%

러시아본 총합계 3728 100%

돈황학 연구자들에게 희소속은 1992년부터 러시아과학원 동방

학연구소 성 페테르부르크 분소와 러시아 과학출 사 동방문학부, 

경 인 것이 368개, 장외 율인 것이 33개, 장외 논인 것이 56개, 장외 

선인 것이 2개, 장외 교가 50개, 장외 의례가 51개, 장외 문찬이 68개, 

장외 사 이 12개이다. 불교문헌이 확실하지만 해당부분을 찾을 수 없는 

문헌이 8개이며, 장외경 에서 불교문헌으로 거론된 것은 78개이다. 그 

외에 기타분야에 속하는 것이 370개이다. 이 통계는 고려 장경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직  사본을 검토하여 낸 것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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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해고 출 사가 합작으로 아장 돈황문헌 형 도록을 

편집하여 출 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장 18,000여 건의 체 자료

를 인하여 이미 15권이 출 되었다. F.1-366호와 Dx.1-11,900호

까지 간행되었다.32) 

이와 동시에 上海古籍 出版社는 러시아 르미타주(冬官)박물

과 합작하여 俄藏敦煌藝術品을 펴내기도 하 다. 이미 俄藏敦煌

藝術品4책이 출 되었다.33) 제 2책은 러시아 소장 돈황 벽화, 장

경동에서 출토된 비단 회화, 刺繡과 직품 등이다. 올덴버그 고찰

가 촬 한 돈황 막고굴 사진은 펠리오의 사진과 마찬가지로 돈

황 석굴연구에 매우 요한 참고자료의 가치를 지닌다.34) 그 후에 

출간된 책은 러시아 고찰 가 측정하여 그린 洞窟圖와 고찰 일기 

등이며 이는 돈황 술품에 한 인식을 더욱 넓 주었다.

과거에 學界에서는 俄藏敦煌文獻은 늦게 수집되었고  殘片이 

많아 반드시 精彩로운 것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해 왔었다. 우리가 

상했던 것과는 달리, 俄藏文獻의 내용은 매우 풍부하다. 역  大

藏經에 수록되지 않은 불교의 산실된 들도 있었고, 국의 런

던 소장품과 서로 연결해 이어붙일 수 있는 유명한 變文도 있었

다. 變文의 시기에 련하여 미국의 變文 문가 Victor H. Mair가 

지 하고 있는 '敦煌 變文'의 최 의 창작시기와 그것이 필사된 

시기는 서로 무 하다. 變文이 최 로 창작된 시기가 필사된 시기

와 반드시 일치한 것이 아니라 變文이 필사되던 과정에서 첨가 내

지 삽입되어진 가능성을 제시한다.35) 이 과정에서 돈황변문의 특

성과 역사 연구를 통해 돈황 변문과 그 이 의 국 서사 문학 사

32) 俄國科學院东方學硏究室所圣彼得分所, 

俄國科學出版社东方文學部与上海古籍出版社合編 俄藏敦煌文獻 1-15 
上海古籍出版社, 1992-2000. 앞으로 세 권이 더 출간될 정이다. 이 

공정이 완성되면 학술계에 새로운 자료를 량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3) 上海古籍出版社(1997-2000).

34) 榮新江(2001) pp.115-117.

35) Mair(1988)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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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질  차이를 명확하게 감지할 수 있다.36) 變文은 연원은 인

도에 닿아 있으며 앙아시아를 경유하여 불교  성향이 강한 속

세의 인들에 의해 국에 래된 것으로 보인다. 變文은 공연시

에 시각  효과를 발휘하기 한 일종의 圖解와 같은 성격도 있음

을 추론할 수 있다. 두루마리 畵卷은 그 그림의 수 이나 기법, 고

사의 배치, 화면 구도 등에 있어 매우 졸렬하고 조악한 것들도 있

어서 문가들이 그린 것과 비교해 그 회화 수 이 떨어지는 것

도 보인다. 이런 을 볼 때 두루마리 그림은 문 화가에 의해 

그려진 것이 아니라 變文을 연행하는 技藝人이 공연할 때 사용하

기 해 직  자신의 손으로 창작한 것으로 생각된다.37) 돈황 문

헌에 미술사  치는 경 들의 이야기와 련되기도 하고 필사

한 사람이 공덕을 기리기 한 행 로도 보인다. 돈황문헌이 가진 

텍스트가 미술로 상된 된 것은 차별  요소를 통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한 태도로 보인다. 필사하고 그림을 그려낸 작가들

은 그들의 작품의 독자층이 세계 으로 확 되고 긴 시간 동안 

연구될 것이라는 사실은 몰랐을 것이다.

돈황 사본의 年代 고증을 해서는 題記자료를 검색해서 題年이 

있는 사본을 수집정리하고 그곳에서 언 된 사건과 인물을 고증

하여 상응하는 시간을 단해야 한다. 경  내용의 탄생과 시

기에 한 고증을 통해 사본의 서사시간의 상하한선도 별해야 

한다. 사본의 避諱나 특수한 字符를 통해 시 를 가름하고, 사본에 

서사부호를 통해 시 를 별하는 것도 요하다.38)

詩經, 禮記, 左傳, 論語, 老子, 史記, 唐律, 切韻
등 통 四部 의 古寫本들도 있었다. 공서  개인 인 사회

36) Mair(1983) pp.45-87 참조, 첫째는 허구  입장을 견지하 음을 

나타나는 고도의 상상력과 둘째, 부분 그림과 련 있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식화된 장치와 셋째, 길이를 지속 으로 확장할 수 있는 

삽화  구성과 넷째, 백화의 사용과 다섯째, 이 에 구연되었음을 

짐작하는 운문, 산문, 혹은 사화 복합 형식에서 드러난다.

37) 沙武田(2007) pp.128-129.

38) 黃征(2005) 前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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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들도 수백 건이 있었다. 그리고 王梵志의 詩 같은 경우에는 

唐 大歷6年(771년) 5월이라는 紀年이 있다. 이는 동일한 종류

의 寫本들 가운데서도 필사 연 가 가장 빠른 것에 해당한다. 文
選의 필사연 도 初唐이라고 확정할 수 있다. 그 주석은 六臣注 

이외의 것이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은 희귀 문헌들이라 할 수 밖

에 없어 놀랍다.39) 아장돈황문헌에 수록된 작은 단편은 돈황이 아

니라 투루 에서 출토된 것이 많다는 학설도 제기되고 있다.40) 이 

은 돈황문헌과 투루  문헌 사이의 활발한 연구로 진행된 결과

이다.

이 밖에도, 우리들은 도서 에 소장된 黑水城에서 출토된 西夏

의 문헌도 동시에 람할 수 있다. 여기에는 漢文과 西夏文이 포

되어 있었고 그 수량도 많고 卷帙이 완 하고 品位가 높아 역시 

세상에 드문 진귀한 보물이라 할 수 있다. 

5. 일본  기타 소장본

황 무 박사의 조사에 의하면, 日本 大谷大學圖書館에는 34號가 

소장되어 있다. 龍谷大學에 7號가 있으며 개인소장으로는 中村不

折, 濱田德海 등이 613號를 소장하고 있다. 여기에 기타 소장가들

까지 총 한다면 약 1000號가 있다.41) 

臺北 中央圖書館에 재 144號를 소장하고 있다. 개 李盛澤의 

구소장품이다. 1944년에 한 佛龕室에서 발견된 것은 國立敦煌藝術

硏究所에 소장되어 있다. 國立西北圖書館과 臺北歷史博物館에도 약

간 소장되어 있으며 기타 기  혹은 국인이 사 으로 소장하고 

39) 錢伯城1992) p.3.

40) 古田時雄(2009) p.126.

41) 黃永武(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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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과 歐美人 수 에 있는 자잘한 돈황자료는 정확한 수를 알 

수 없으나 어림하여 약 2千號 정도 될 것이다.42) 

이 밖에 인도의 뉴델리도서 도 소량을 보존하고 있다. 주로 幢

幡 등 美術品이다. 미국의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 에는 펠리오

가 가져가고 남은 부분의 殘葉이 있다. 독일의 Le Coq, Albert와 

Grunewedel 등의 Albert 투르  탐험 가 얻어 간 것이 있다. 들

리는 바에 의하면 수천 장의 사진으로 을 정도의 卷子가 있다고 

한다. 재 독일에 보존되어 있다.43) 돈황문헌의 수집 상은 

국․ 랑스․ 러시아 ․일본 등과 국의 북경․ 천진․ 상해․ 

감숙․ 항주 등에 소장된 한자 자료 이외에도 많은 지역으로 분

포되었다. 분포된 지역이 넓다는 것은 돈황문헌에 심이 지 한 

것을 의미한다. 그 문헌을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원들의 노력과 정

신이 문화와 문명을 교류하고자하는 요한 핵심이 된다. 불교의 

유입과 는 웹(Web) 문서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지 도 

 모습을 꾀하고 있다. 소장처가 어디냐에 따라 문헌을 분류하

게 된 것 자체가 순례하는 돈황문헌의 역사이자 운명이 되었다.

Ⅲ. 나오는 말

돈황석굴의 장경동에서 발견된 돈황유물은 재부터 지 까지 

110여년의 세월을 머 고 있다. 돈황문헌은 불교를 심으로 한 

종교문건과 經史子集에 해당되는 四部書가 있고 작성과 발 의 주

체의 으로 官文書와 私文書로 나뉘며 漢文文書와 非漢文文書 

등으로 문자나 언어 측면으로도 나  수 있다.44) 앞으로도 많은 

42) 黃永武(1989).

43) 黃永武(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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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은 이것들에 주목할 것이다. 세계를 범 로 하는 敦煌學 연

구의 규모는 나날이 거 해지고 있다. 존하는 敦煌의 原始文獻

을 완 한 형태로 출 하는 일은 실제로 필요한 일이었다. 존하

는 그와 같은 성격의 출 물로는 국과 일본이 합작해 출 한 
敦煌石窟, 국 만에서 출 된 敦煌寶藏, 敦煌吐魯番文獻그
리고 기타 시리즈 형태로 나온 局部的 성격의 자료들이다.45) 이러

한 모든 서 들은 이미 나온 敦煌文獻 자료들을 모두 수집하고 모

아야 한다. 한 지 까지 각국 학자들의 분산 이었던 연구 성과

들을 한데 모아 세상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 

자료를 취득해서 사용하고 연구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은 고  

문헌이지만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는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이것은 역사와 그 역사를 기 으로 순례되어온 돈황문헌이 

공존하면서 얻게 된 결과이다. 돈황학은 새로운 학문의 지류이며 

세 를 월한 연구와 심이 그곳에 담겨 있다. 돈황학은 장경굴

에서 발견된 필사본에서 인 서 의 형태를 통해 세계로 유

통하 다. 그리고 사진  웹상으로 각국의 도서 에 소장되면서 

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로 순례를 계속하고 있다. 

각국의 학자들은 돈황유물과의 소통을 원하고 있다. 고  장경

굴과 그것에 련된 문헌, 문물은 심오한 연구를 발하게 한다. 

일보 진하는 연구는 고 세계사이자 문화인 국문화, 인도문

화, 이란문화, 서역문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육 종교인 유교, 불

44) 돈황문헌은 국 사회, 정치, 역사, 종교, 문학, 술, 음악, 舞蹈, 언어, 

문자, 민족, 외 계, 서역 지방의 역사와 지리 등 량의 유물자료를 

제시했다.

45) Menshikov(1992) p.1. 敦煌學 연구자들은 그 내용이 범 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데, 경제, 회화와 문학, 음악과 무용, 술 등이 포함되고 

있다. 간단히 말해 敦煌의 文獻, 壁畵, 조각, 역사, 경제  敦煌藏品이 

발굴된 지역의 지리 등과 련된 모든 것이 연구범 에 속한다. 이러한 

연구는 계속해서 敦煌과 인 한 지역인 투루 과 黑水城 지역에까지 

확 된다. 역사 으로 敦煌과 련이 있었던 수많은 지역에 까지 미치고 

있고 심지어 唐代의 수도 던 長安까지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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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도교, 마니교, 景敎46) 祆敎47)를 어우르고 있다. 돈황학은 세계

성을 결정 으로 갖추고 있는 강력한 생명력을 드러낸다.

문헌의 가치를 따지자면 천문학 인 수치로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불교문헌과 비불교 문헌으로 이분할 때, 불교문헌의 략

 통계는 妙法蓮華經, 大般若波羅蜜多經, 金剛般若波羅蜜經, 
大般涅槃經, 金光明 勝王經, 無量壽宗要經, 維摩詰所說經, 
各類佛名經 등이 체 불교문헌의 52.2%를 차지한다. 이 7종을 

모두 합한 돈황유서는 28700호 정도다.48) 비불교문헌도 역사 인 

자료로 많은 학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특별한 성과를 보여주는 돈황학 분야로 서지 ․문헌학  연구 

분야는, 세계 여러 도서 과 문헌 보 소에서 있다. 경 들을 필

사한 정성과 노력의 숨결을 다시 찾아내고자 하는 각국의 문가

들의 사명감까지 감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학자들에게서 나

름의 암묵  가치 이 작용하면서 명실상부하게 돈황학은 그 문

제 들을 해결해 가면서 특수하면서도 보편 인 학문으로 깊고도 

넓게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다양한 본을 꼼꼼히 살피는 것은 

돈황학의 이론을 새롭게 되살려 내는 일일 뿐만 아니라 불교와 

비불교 문헌을 이론 으로 그리는 일이며 하게 활용할 수 있

게 한다. 우리는 돈황학의 정합성을 이어받음과 동시에 그러한 작

업이 갖는 의의를 되새김질해야 할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된 셈이

다.

이러한 입장과 분석 방법에서 여러 변화를 겪기는 했지만, 확실

한 사실은 랑스, 러시아, 국, 일본 등은 돈황연구에 이미 기

를 마련한 상태이며 연구 경향도 독특하다. 그들은 나름 로 계통

을 세워갔으며 이것이 각국의 연구 통이 되어 계보 으로 자리 

잡았다. 돈황유서가 발견되고 분류되는 과정은 과거와 련되었지

46) 서기 450년경 시리아 사람 네스토리우스가 主張한 수교의 한 黨派로 

唐나라 때 中國에 傳播되었다. Pel.chin 3847이 경교 경 으로 보인다. 

47) 배화교를 칭한다.

48) 方廣錩(2009) 3月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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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의 소장자와 지역  차이에 의해 다시 재편되었다. 이들

의 연구 입장과 성향은 이후 서구 학자들과 국학자들 간의 분

업 이고 폭이 좁은 연구와는 상당히 달랐다. 물론 이후 서구의 

국학 연구와 그 범 , 불교와 비불교 문헌의 연구 범 가 세분

화되고 업  한 방 해져서 한 연구단체가 모든 분야를 다 섭

렵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른 것도 사실이다. 돈황문헌의 이해는 이

을 인지해야하고 그것에서부터 연구가 시작됨을 간과할 수 없

다. 돈황문헌의 역사  시작에 련된 자료의 분석과 편집에 련

된 법식도 이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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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search in Dunhuang Manuscripts of Editorial 

Form

 
Won, Hye-Young

The Research Institute of Tripitaka Koreana

Dunhuang documents introduced into each country by 

the type of a role of paper have began to be appreciated in 

its value. The intention of creating these documents stems 

from copying classical texts to build up good deeds, yet 

today it is transformed into an effort to establish data base 

related with Dunhuang documents from every country in 

the world. Currently, archiving of Dunhuang is almost being 

processed on web site based so that it enters a new phase 

of its application to build up good deeds. Therefore, current 

status of each country's study on archiving lists and data 

of Dunhuang have been expanded as a practical instrument. 

In addition, Dunhuang documents changed in their form and 

function as they have experienced changes through a long 

history. Various and colorful paintings and sculptures have 

connection with each race's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of ancient society in western part of China and also in 

central Asia. A. Stein adopted complete and clear pieces of 

roll of paper first among rolls of others in general. Likewise, 

P. Pelliot selected copies of a roll of paper in which year, 

month, autography, and title were. Interests in studying 

Dunhuang literatures inside of China are greatly increased 

and its world status has been high. Scholars have 

mentioned that Dunhuang manuscripts in Russian collections 

were not necessarily colorful and lively as they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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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ed later and lost some bindings through long history. 

Yet, unlike our anticipation, Dunhuang manuscripts in 

Russian collections were abundant in its contents. Even 

though the process of being discovered and classified in 

Dunhuang documents was related with the past, it is 

revised based on current owners and geographical 

difference. 

Key Words: Dunhuang documents, web site based, Stein 

adopted complete, Pelliot selected, Russian 

col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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