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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30년간 인도불교 사본의 연구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으며 불교학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는 주로 파

키스탄-아프카니스탄 접경지역에서 발견된 간다리어(Gāndhārī) 사본의

발견과 티벳자치구에 보관된 티벳 사본이 수면위로 떠오름에 기인한다.

그렇지만 한국불교학이라는 토양에는 아직까지 이 사본연구라는 씨앗이

충분히 뿌려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인도불교 사본에 대한 연

구동향을 소개함과 동시에 한국에서 이러한 사본연구의 중요성을 피력

하고 고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작성하였다.

본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편집본을 읽는다는 것은 편집자의 시각으로 편집자가 이해한 문헌을

읽는다’는 점과 인도사본연구가 최근 불교학의 지도를 빠르게 변화시키

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인도사본은 네팔 중앙아시아 길기트 티벳 간다리사본과 바미얀 브라

흐미사본의 5범주로 나누어서 사본연구의 간략한 역사와 최근 연구동향

을 소개하였다. 비록 분량상의 이유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했지만, 각주

에 관련 문헌들과 웹사이트 등의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

였다.

한국불교학의 토양에 어떻게 사본연구의 씨앗을 뿌려야만 하는가에

관한 필자의 견해를 밝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어렵다고 생각하

는 사본의 확보보다 시스템을 정착하여 사본을 연구할 수 있는 후속세

대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일이다. 이러한 과정은 한국에 시스템의 결

여로 인해 산스끄리뜨 문헌 연구가 60년이 지나서 정착하게 된 뼈아픈

과거를 교훈으로 삼아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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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M0046)

**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tatpum@gmail.com



320 ∙ 印度哲學 제42집

Ⅰ. 시작하며

불교학의 역사에서 글로 쓰여진 문헌에1) 대한 연구가 중요하고

불교학을 이끌어 왔다는 것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불교 문헌을 이루고 있는 주요한 언어로는 산스끄리뜨어 고전 중

국어(한문) 빨리어(Pāli) 티벳어 등이 있다. 이 언어 중 산스끄리

뜨는 인도 내에서 발생한 언어체계라는 점과 빨리어는 인도 방언

을 총칭하는 쁘라끄리뜨의 한 종류로 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2)

인도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학자들은 이 두 인도어로 이루어진 문헌, 즉 빨리 삼장

(三藏)과 산스끄리뜨 문헌을 원문헌[Original text 혹은 Urtext] 혹

은 [한역과 티벳역 보다는] 원문헌에 가까운 형태를 지니고 있다

고 생각하여 중시해 왔다. 한국에서도 최근 220～30년 동안 ‘산스

끄리뜨와 빨리어가 불교학 연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언어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정착되었고 이들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학

자들 역시 점차 늘어가고 있다.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산스끄리뜨와 빨리어 출판본은 대부

분 인쇄본을 바탕으로 하는 한역과 티벳역과는 달리, 필사본을 바

탕으로 현대에 편집한 문헌이다. 빨리어의 경우 국내외를 막론하

고 빨리성전협회(Pāli Text Society 이하 PTS)에서 나온 편집본

1) 이 경우 문헌은 단지 책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필자는 이 단어를 사본, 명문(銘文) 등을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2) 상좌부 전통에서는 붓다와 자이나의 시조인 마하비라가 사용했을 언어로

추정되는 Ardhamāgadhī가 Pāli와 동일한 언어라고 주장하면서 밀접한

유사성을 강조해왔다. 그렇지만 고전 산스끄리뜨 문법가들은Pāli를

Prakrit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는 언어적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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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는데,3) PTS의 편집본이 기반하고 있는 사본은 상당히

늦은 18세기와 19세기에 야자나무잎(Palm leaf)에 필사되었다. 가

장 빠른 빨리어 문헌은 시암(Siam)과 미얀마에서 발견된 명문[ins

cription]들로서 대략 5세기에서 8세기 경에 새겨진 것이다.4) 그리

고 가장 빠른 사본은 스리랑카 태국 등의 남아시아가 아닌 네팔

의 카트만두에서 발견된 대략 9세기의 사본으로 네 폴리오(folio)

만이 남아있다.5)

산스끄리뜨 문헌의 경우 현재까지 출판된 다수의 편집본은 네

팔 카트만두 유역에서 발견된 산스끄리뜨 사본에 기반한 것인데,

대부분 14세기 이후에 필사되었다. 가장 빠른 네팔 불교사본은 콜

로폰에 그 연대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캠브리지대학 도서관에 소

장되어 있는 팔천송 반야(Aṣṭasāhasrikā Prajñāpāramitā)6)로 10
15 년에 필사되었다.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국립 문서보관소(Nati

onal Archives Kathmandu, 이하 NAK)에 보관되어 있는 십지경
(Daśabhūmikasūtram)사본의 경우는 비록 그 연도가 나타나지

않지만 서체로 보아 6세기 후반에서 7세기초로 추정되는7) 가장

오래된 네팔 사본(사진 1)이라고 할 수 있다.8)

사진 1: Daśabhūmikasūtra in Nepal(NAK 3/737 1 verso ; Post-Gupta script)

3) PTS edition이외에 데와나가리로 쓰여져 있는 통칭Nālandā

edition(Nālandā-Devanāgarī-Pāli-ganthamālā)을 사용하는 학자도 종종

볼 수 있다.

4) Skilling(1997) pp. 94-98. 특히 98을 보시오.

5) 이 사본에 관해서는 Von Hinüber(1999)를 참조.

6) Cambridge Add. 1643 : 이 사본에 관해서는 Bendall(1883) pp. 151-152.

7) 연대 추정에 관해서는 이영진(2014) pp. 12-13.을 보시오.

8) Harimoto(2011) pp.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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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은 인도불교 연구사에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어왔

던 빨리어와 네팔 사본에 기반한 산스끄리뜨 텍스트가 ‘원문헌’일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를 배신한다. 더욱이 인쇄술이 일찍 도입되

지 못했던 인도의 경우, 그 기후로 인해 야자나무잎이든 자작나무

껍질(birch bark)이든 간에 사본의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간

을 두고 반복적으로 필사해야만 했다. 이러한 필사의 반복은 작게

는 오자(誤字)로부터 시작하여 크게는 정확한 내용의 전달까지 위

험하게 했을 것이다.9)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그 내용을 첨가하거

나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실례로 네팔 불교사본 중 가장 빠

른 시기에 필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Daśabhūmikasūtra(NAK

3/737=NGMPP A 39/13)의 경우, 다섯 종의 한역10) 중 가장 후대

인 8세기 중후반(753～790년)에 번역된 실라다르마(Śīladharma 尸

羅達摩)의 번역과 가장 유사하다. 따라서 ‘원문헌’이 만약 존재했

다면, 네팔 사본이 아니라 5종의 한역 중 가장 빠른(297 년) 다르

마락샤((Dharmarakṣa 竺法護)의 번역과 좀 더 유사했을 것이다.11)

9) 산스끄리뜨 불교 경전의 경우 최초기에는 중세 인도어인 프라끄리뜨로

쓰여졌다가 점차 산스끄리뜨화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변용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실례로 가라시마 세이시의 다음과 같은

주장을 들 수 있다: 大乘의 산스끄리뜨어 mahāyāna중 yāna는

산스끄리뜨어 jñāna(지혜)와 yāna(승) 양자로 바뀔 수 있는 중세인도어

jāna/jāṇa로부터 변한 것이다. 프라끄리뜨 mahājāna는 본래 ‘커다란 지혜’

혹은 ‘붓다의 지혜’를 의미하였지만 mahāyāna로 산스끄리뜨화 되면서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커다란 수레’로 그 의미가 변화했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辛嶋静志(1993) pp. 137-198. 참조.

10) 그 연대와 번역자 그리고 경전명에 관해서는 이영진(2014) p. 14를

참조하시오.

11) 물론 한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번역의 년도가 그 문헌이 만들어진 혹은

인쇄된 년도를 지칭하지는 않는다. 다만 19세기까지 지속적으로 필사해

온 인도어 문헌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활자화되어 그 내용이

고정되었다. 실제로 한역의 경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대정신수대장경은

20세기 초(1924～1934)에 활자판으로 간행된 대장경이다. 이 대장경이

저본으로 삼은 것은 고려대장경인데 1236년 완성되었다. 티벳역의 경우

한국에서는 Derge와 Peking edition의 목판 인쇄본이

Kangyur/Kanjur(경전부)와 Tengyur/Tanjur(논서부)에 관계없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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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는 불교문헌학에 있어서 인도어로 쓰여진 문헌,

더 나아가 사본을 보는 것이 왜 중요할까? 첫째, 인도어 특히 산

스끄리뜨 문헌은 언어의 특성상 한역과 티벳역보다 정확한 의미

와 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12) 둘째, 비록 편집본이 있다고 할지

라도 그 편집본은 편집자의 생각과 의도가 개입한 것이다. 특히

하나의 텍스트에 참조해야 할 여러 사본에서 다양한 읽기(variant

reading) 혹은 서로 다른 문장이 존재할 때, 특정한 단어나 문장

을 선택하는 것은 편집자의 이해가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다. 따라

서 나가르주나(Nāgārjuna 龍樹)의 저작을 편집본에 기반하여 읽

는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편집자가 이해한 나가르주나의 저

작을 읽는 것이다. 셋째, 비록 하나의 사본만이 존재하고 훌륭한

학자가 이를 편집했다고 할 지라도, 적지 않은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과거의 마이크로필름이나 흑백 사진본을 통해 편집한

경우와 달리, 최근에 찍은 새로운 컬러 사진본을 활용한다면, 사

본의 가장자리에 쓰여진 교정과 주석을 포함하여 좀 더 풍부한

내용에 접근할 수 있다.13) 넷째, 최근의 20～30년동안 새로이 발

견된 사본들은 한역과 티벳역 등 다른 언어에 없는 문헌들과 비

록 다른 언어에 있을 지라도 [불교]산스끄리뜨가 없는 문헌을 포

함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사본학이 불교학 전체에서 여전히 변방

에 머물고 있다고 할 지라도, 사본 연구는 불교문헌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으며 어떤 경우(특히 간다리어 사본: 후술)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Kangyur의 경우 Derge edition은 1733년에 Peking

edition은 1692년에 완성되었고, Tengyur의 경우 Derge edition은

1744년에 Peking edition은 1724년에 완성되었다. 따라서 모든 불교

문헌들은 언어를 막론하고 ‘원문헌(Original text)’일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12) 동일한 텍스트에 대해 빨리어 산스끄리뜨 한역 티벳역이 있다고 할 때

각 언어별로 차이가 있으며, 동일한 언어로 쓰여졌다고 할 지라도

시대별로 그 내용은 증광되거나 축소되기도 한다. 따라서 불교문헌학의

경우, 하나의 텍스트를 그리고 그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모든 버전을 참고해야만 할 것이다.

13) 실례에 관해서는 LEE(2013) pp. 7-62를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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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불교학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Ⅱ. 인도 필사본 연구의 역사

1. 네팔 사본

최근 20～30년 전까지 인도불교 문헌학의 연구는 대부분 스리

랑카 등의 빨리어 문헌과 네팔의 산스끄리뜨 문헌에 의지해왔다.

이 중 네팔 카트만두 계곡에서 발견된 문헌은 현재까지도 가장

많은 수의 불교 산스끄리뜨 사본을 포함하고 있다.

이 네팔 문헌은 인도와 티벳으로부터 건너오거나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불교(티벳 인도)와 힌두교 그리고 일반문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언어(산스끄리뜨 티벳어 네와리 네팔리 다른 인도

어)를 다양한 문자(데와나가리 네와리 벵갈리 마이틸리 티벳)로

필사한 것이다. 오래된 사본들은 대개 11～2세기에 야자나무잎에

쓰였는데, 불교문헌은 아니지만 스칸다푸라나(Skandhapurāṇa)는

810년에 필사된 연도가 명시된 가장 오래된 사본이다. 불교 산스

끄리뜨 사본의 경우, 대다수 사본이 탄트라 불교와 관련이 있는

문헌들이다. 아주 작은 예외를 제한다면 주류불교의14) 경전 혹은

율장은 보이지 않으며, 상당수의 대승문헌이 남아있다. 그중 주를

이루는 것은 ‘아홉 가르침(nava dharmāḥ)’15)이라고 불리는 경전

14) 본 논문에서는 비록 국내에서는 정착되지 않았지만 세계 학계에서 점차

많이 쓰이고 있는 “주류불교(main stream)”를 “소승불교” 대신 사용할

것이다.

15) 네팔에서는 8월과 거의 일치하는 Guṃlā(month of virtue)에 승가의

구성원들이 아홉 경전들, 즉 Prajñāpāramitā, Gaṇḍavyūha, Daśabhūmi,

Samādhirāja, Laṅkāvatāra, Saddharmapuṇḍarīka, Lalitavistara,

Suvarṇaprabhāsa, Tathagūhya를 매일 암송하는 관습이 있었다.



최근의 불교학 연구동향으로 본 인도 필사본 연구의 중요성 ∙ 325

들이다.16) 이 이외에도 설화문학(Jātaka, Avadāna), 시(Bauddhak

āvya), 불교산스끄리뜨 문법서(Vyākaraṇa)도 포함되어 있다.

네팔이 불교 사본을 비롯한 인도문헌의 보고(寶庫)가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째, 북인도 평야와 티벳 고원

사이에 자리잡은 두 지역의 중간자 역할을 했던, 따라서 인도에서

불교의 멸망 후 그 구성원과 그들이 지니고 있던 문헌들을 받아

들일 수 있었던 지정학적 위치일 것이다. 둘째, 사본을 보관하기

에 적합한 온화한 기후에서 기인했을 것이다.

영국의 외교관이자 인도학자인 호지슨(Brian Houghton Hodgs

on)은 1824년 네팔 카트만두에서 불교 산스끄리뜨를 포함한 사본

들을 발견 수집하고 유럽에 그들의 존재를 보고했다.17) 이 사본들

은 이후 유럽 학자들이 불교를 포함한 인도학을 이해하는데 혁명

적 성과를 가져왔다.

1970년에 시작된 네팔-독일 사본보존 프로젝트(Nepal-German

Manuscript Preservation Project, 이하NGMPP)는 이러한 네팔

사본연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NGMPP는 2001년까지 개인과

공공 켈렉션에 있는18) 180,000개 이상의 사본을 마이크로필름에

찍었다. 이 마이크로필름 원본과 복사본 하나는 현재 네팔 카트만

두에 보관중이다. 또 다른 복사본은 베를린에 있는 도서관에서 보

관되어 있다.19) 마이크로필름에 찍어야 할 수천 개의 사본이 여전

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NGMPP는 독일에서 2002년에 끝나게

Lewis(1993) p. 327.

16) Harrison etc.(2014) pp. XV-XVI.

17) 호지슨이 수집한 불교 사본들은 벵갈의 Asiatic Society와 런던의Royal

Asiatic Society등을 비롯한 여러 곳에 나누어져 있다. 이에 관해서는

Hunter(1881)을 참조하시오.

18) 가령 마이크로필름 시리즈 중 A와 B는 NAK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들을, C는 카트만두의 Keshar Library의 문서들을, E G H는 개인

혹은 개별적인 불교 사원에서 보관중인 문서를 지칭한다.

19) 자세한 내용은

http://www.uni-hamburg.de/ngmcp/ngmpp_top_e.html(검색일자: 2014년

10월 12일)을 참조.



326 ∙ 印度哲學 제42집

되었다. 그 후속으로 같은 해에 네팔-독일 사본 카탈로그 프로젝

트(Nepalese-German Manuscript Cataloguing Project, 이하 NG

MCP)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1970년부터 2001년까지

NGMPP가 마이크로필름으로 찍은 네팔 사본들에 대해서 자세하

면서 광범위하게 기술하는 카탈로그(a detailed and comprehensiv

e descriptive catalogue) 작성을 목표로 하여 출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 30,000개가 넘는 사본들에 대한 카탈로그를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20) 그 동안 NGMCP를 통해 카트만두와 베

를린에 있는 마이크로필름의 새로운 복사본과 NAK에서 사본의

새로운 컬러사진본을 주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NGMCP가 끝

난 2014년 현재 이러한 주문은 적어도 잠시동안은 불가능하다.21)

2. 중앙아시아 사본

1890～910년대에 동투르키스탄(현재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에서 발견된 중앙아시아 사본과 1930년대에 길기트(Gilgit) 근처

나푸르(Naupur)에서(현재 파키스탄령) 발견된 길기트 사본은 빨

리어 문헌과 네팔의 산스끄리뜨 문헌에 의지해왔던 인도불교 연

구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다.

20) http://catalogue.ngmcp.uni-hamburg.de(검색일자: 2014년 10월 12일) 그

이외에도 NGMCP에서 발간한 Newsletter는

http://www.uni-hamburg.de/ngmcp/newsletter_e.html(검색일자: 2014년

10월 12일)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NGMPP와 NGMCP에 의해

이용 가능했던 자료들에 기반한 출판물은

http://www.uni-hamburg.de/ngmcp/publications_e.html(검색일자:

2014년 10월 12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21)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NGMCP의 후속 프로젝트로 ‘Cataloguing the

Buddhist Manuscripts of Nepal’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자세한 진척 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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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중앙아시아 사본은 서쪽으로는 틈슉(Tumshuk, 圖木舒克),

동쪽으로는 돈황(Dunhuang), 북쪽으로는 투르판(Turfan), 남쪽으

로는 코탄(Khotan) 등의 실크로드를 따라 번성했던 여러 지역에

서 발견되었다. 그렇지만 이를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중앙아시아 불교라는 동일한 문화적 환경에 속하기 때문이

다. 또 다른 공통점은, 단 하나의 예외인 간다리어(Gāndhārī)를 카

로슈티(Kharoṣṭhī) 문자로 적은 코탄의 법구경(Dharmapada) 사
본을22) 제외하고는, 모두 불교 산스끄리뜨를 인도와 중앙아시아

의 브라흐미(Brahmī) 문자로 적은 사본이라는 점이다.23) 반면, 이

들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투르판24)과 같은 실크로

드 북부지역에서25) 발견된 문헌들은 거의 모두 주류불교([근본]설

일체유부?)에 속하는 반면, 코탄과 같은 남부지역에서26) 발견된

문헌은 대부분 대승에 속한다.

중앙아시아 사본은 2세기부터 11세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에 걸

쳐 필사되었는데, 그 보존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대부분 단편

(fragment)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가장 오래된 사본은 중앙 아시

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야자나무잎에 쓰여졌기 때문에 인

도로부터 건너온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코탄의 법구경과 같

이 자작나무 껍질에 쓰여진 사본도 있는데, 그 중 일부는 후기 브

라흐미 문자의 중앙아시아 변형으로 필사되었기 때문에 중앙아시

아에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95%가 넘는 사본은

중국에서 발명된 종이에 필사되었다. 왜냐하면 종이는 그 당시의

동투르키스탄에서도 매우 대중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27)

22) Brough(1962).

23) Harrison, etc.(2014) p. ⅹ.

24) Sanskrithandschriften aus den Turfanfunden(SHT)의 문헌 목록에

관해서는 Wille 2014a, 193-209를 참조.

25) 투르판 이외의 북부지역에서 발견된 문헌의 목록에 관해서는 Wille

2014b, 230-237 참조.

26) Wille 2014b, 226-230.

27) Harrison etc.(2014) pp. ⅹ-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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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사본은 약 20컬렉션과 개별사본으로, 세계 각지(독

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 일본 핀란드 터키)에 흩어져 있다.28)

이 컬렉션 중 독일 베를린의 투리판 컬렉션(Turfan collection)과

영국 국립도서관의 호넬(Hoernle) 스타인(Stein) 스크라인(Skrine)

컬렉션은 최근의 연구성과와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투르판 컬렉션은 1902년과 1914년 사이에 독일 탐험대가 동투르

키스탄에 원정을 떠나 획득한 사본의 단편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 이 사본의 단편들은 7,100이 넘는 카탈로그 숫자가 부여되어

있다. 1965년부터 2012년까지 출판된 ‘투르판에서 발견된 산스크

리트사본’(Sanskrithandschriften aus den Turfan-funden, 이하SH

T) 시리즈(1～2권)에는 이중 5,799까지의 숫자에 대응하는 산스끄

리뜨 단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비록 모두는 아니지만

이 단편들의 전사(轉寫 transliteration)도 실려 있다. 이 시리즈는

마지막 1권(Vol 13: 2016?)만을 남기고 있어 머지 않아 모든 사본

이 기술될 예정이다.29) 또한 괴팅겐에서 2014년 현재 총 26권이

나온, 투르판에서 발견된 불교사본에 대한 산스끄리뜨 사전(Sa
nskrit-Wörterbuch der buddhistischen Texte aus den Turfan-F

unden) 또한 투르판 컬렉션의 소중한 결과물이다.

영국 국립도서관에 보관된 사본의 경우 일본 소카대학의 국제

불교고등연구소(The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Advanc

ed Buddhology, 이하 IRIAB)와 협력 아래 모든 사본의 단편을 디

지털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 단편의 일부에 대한 전사

와 사본의 팩시밀리 에디션이 포함된 영국 도서관 소장 산스크
리트 사본단편(British Library Sanskrit Fragments, 이하 BLSF)
를 2006(vol.Ⅰ)년과 2009년(vol.Ⅱ-1,Ⅱ-2)에 걸쳐 총 3권을 출판

하였다.30) 투르판 컬렉션과 영국 국립도서관의 사본의 상당수는

28) 컬렉션과 개별 사본에 관해서는 Hartmann, etc.(2014) pp. 247-252.

29) Wille(2014a) pp. 190-192.

30) 이중 Ⅰ권(문헌+사진본)과 Ⅱ-1(문헌)은

http://iriab.soka.ac.jp/orc/Publications/BLSF/index_BLSF.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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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돈황프로젝트(The International Dunhuang Project, 이하 ID

P)의 사이트를 통해 상세한 정보와 단편의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

을 수 있다.31)

사진 2: Daśabhūmikasūtra in Central Asia(Šorčuq); SHT 414a 
Nordturkistanische Brāhmī, Typ a)32)

3. 길기트 사본

1931년과 1938년 그리고 1987년에 발견된 길기트 사본은 중앙

아시아 사본과는 확연히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나우푸르

(Naupur)의 불교사원도 아니고 스투파도 아닌 특정한 건물에서

발견되었고, 그 보존상태가 중앙아시아보다 훨씬 양호하다. 사본

이 발견된 건물은 그 지역의 불교공동체에 일종의 사제 역할을

하였던 승려집단에 의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길기트 사본은 일종의 종교의례의 목적을 위해 필사되었을 것

(검색일자: 2014년 10월 13일)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만 팩시밀리

에디션인 Ⅱ-2는 이용불가하다.

31) http://idp.bl.uk/(검색일자: 2014년 10월 13일) ; 또한 프랑스의

펠리오(Pelliot) 컬렉션에 보관된 사본의 이미지는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참조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gallica.bnf.fr/Search?ArianeWireIndex=index&p=1&lang=FR&f_ty

pedoc=manuscrits&q=Pelliot+sanscrit (검색일자: 2014년 11월 5일)

32) 검색일자 2014년 10월 16일.

http://idp.bl.uk/database/oo_scroll_h.a4d?uid=38602756810;recnum=98733;i

ndex=1



330 ∙ 印度哲學 제42집

이다. 이것은 “saṃghaṭasūtra”에 잘못 삽입된 다라니(dhārāṇī)의

한 폴리오(folio 10)의 ‘나 ❲빈공간❳를 보호해주십시요! 모든 중
생들을 보호해주십시요! (rakṣa rakṣa mama❲blank❳sarvasatvā
nāṃ …)’라는 보호의 대상자를 아직 써넣지 않은 구절에 의해 증

명할 수 있다.33) 길기트 사본은 자작나무 껍질의 폴리오에 불교

산스끄리뜨를 브라흐미 계열의 문자들(대부분 Proto-Śāradā 문

자)로 쓴 대략 6～8세기에 해당하는 문헌이다. 이 문헌들은 근본

설일체유부(Mūlasarvastivādin)라는 특정한 부파에 속하는 문헌들

과 다량의 대승경전들로 구성되어 있다.34) 길기트 사본은 동일한

문헌에 대한 서로 다른 리센션 (recension)을 보여주는 필사본들

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불교문헌이 어떻게 성장 혹은 발전했는

지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길기트 사본은 현재 세 컬렉션(Delhi Srinagar Ujjain collectio

n)으로 나누어져 있다. 아마도 우리에게 이 사본은 길기트 불교
사본(The Gilgit Buddhist Manuscripts)라는 샤타삐타까(Śatapiṭ
aka)의 시리즈 중 10권(다시 10부분으로 나누어짐)에 의해 알려졌

을 것이다.35) 실제적인 길기트 사본에 대한 연구는 이 팩시밀리에

디션의 출판 이후에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폴리오는 그 글자 혹은 때때로 한

줄 전체가 흐릿하거나 전혀 읽을 수 없을 정도의 매우 열악한 환

경으로 복사되었다. 따라서 이후의 후속연구를 위해서 해상도가

높은 새로운 컬러사진본이 요구되었다. 다행히 최근에 소카대학의

IRIAB가 인도의 국립문서보관서(National Archives)와 협력하여

모든 컬렉션의 사본을 6파트로 이루어진 총 4권의 팩시밀리 에디

션으로 출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로 제1권 율장문헌에 대한

팩시밀리 에디션이 출판되었다(사진 3 참조)36) 제2권은 대승경전

33) Von Hinüber(2014) pp. 80-81.

34) Harrison, etc.(2014) p. ⅻ.

35)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동국대학교 불교학자료실에 10-1에서 10-4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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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서 그 중 첫 번째 파트가 이만 오천송 반야바라밀(Pañcavi
ṃśatikā Prajñāpāramitā) 문헌이여서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

다.

사진 3: Poṣadhavastu in Gilgit ; 66 verso from Clarke(2014:22)

4. 티벳 사본 

최근 20～30년간 인도사본의 연구는 또 한 차례 획기적인 전기

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전기는 1990년대에 간다라와 그 주변지역

(Greater Gandhāra), 그리고 바미얀(Bamiyan)에서 발견된 간다리

어(Gāndhārī)와 카로슈티(Kharoṣṭhī)문자로 쓰인 사본의 발견으로

부터 촉발되었다. 또한 1990년대 중반의 일본학자들 그리고 2000

년대 초반 유럽학자들의 근 30년의 노력을 통해37) 수면 위로 떠

오른, 티벳자치구에 보관되어 있는 산스끄리뜨 사본도 중요한 역

할을 하였을 것이다.

이 중 후자인 티벳사본의 연구 역사는 길기트 사본과 동일한 1

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도 승려인 상끄리뜨야야나(Rāhula

Sāṅkṛtyāyana)는 티벳사원에 보관되어 있던 산스끄리뜨 사본 조

사를 위해 1934년부터 1938년에 걸쳐 네 번 남부 티벳을 방문하

였다. 이 과정에서 그가 본 363 야자나무잎 사본에 대한 카탈로그

를 만들었고38) 사진을 찍거나 손으로 직접 필사하기도 하였다. 그

36) Clarke(2014).

37) 이에 관해서는 Steinkellner(2004) pp. 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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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대부분의 사본은 보존상태가 아주 양호하며, 인도에서 불교

의 마지막 단계인 11세기～4세기에 필사된 것이었다. 따라서 사본

의 대부분은 아직 인도와 티벳불교도 사이의 상호교류가 있었을

때, 혹은 인도로부터 피난온 승려와 학자들에 의해 티벳으로 전해

진 것으로 생각된다.39)

이탈리아 학자 뚜찌(Giuseppe Tucci)는 1930년대와 40년대에

티벳 여행을 통하여 상끄리뜨야야나가 보었던 사본 중 많은 부분

을 보거나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40) 그렇지만 이 두 학자가 찍은

사진본은 일부의 경우 전사(轉寫)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

1950년 중국의 티벳점령과 1960～70년대의 문화혁명을 겪으며

모든 사본들이 파괴되지 않았을까는 걱정이 지배적이었다. 그렇지

만 1961년 259(실제로는 29541)) 사본들은 베이징에 있는 한 장소

인 중국민족도서관(中国民族图书馆)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1962년

에 나머지 사본들은 라사(Lhasa)로 모이게 되었다. 베이징으로 옮

겨진 사본들은 중국학자인 왕센(王林)에 의해 그 목록이 작성되었

다. 이 목록은 1980년대에 서구학자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유통되

고 있었고,42) 2006년에 논문의 부록으로 출판되어 현재 이용가능

하다.43) 1984년과 1985년 루자오(罗炤)는 잠시 동안 라사로 송환

된 259사본을 포함한 라사에 모인 사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목

록을 작성하였다. 이 목록은 서구와 일본 학자들 사이에 유통되고

38) Saerji에 따르면 180에서 184가 반복되기 때문에 기록된 사본의 숫자는

총 368이라고 한다. Saerji 2014, 291; Saṃkṛtyāyana의 카탈로그에

관해서는 Sāṅkṛtyāyana(1935) pp. 21-43; Sāṅkṛtyāyana(1937) pp. 1-57;

Sāṅkṛtyāyana(1938) pp. 137-163. 참조.

39) Harrison, etc.(2014) p. XV.

40) 아직 완전하지 않은 준비단계의 목록은 비교적 최근에 출판되었다.

Sferra(2008) pp. 41-52.

41) Saerji(2014) p. 295.

42) Harrison(2014) p. 279.

43) 이 목록은 Hu-von Hinüber의 논문에 부록(民族圖書館藏 梵文貝葉經)으로

실려있다. Hu-von Hinüber(2006) pp. 29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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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014년 현재까지 출판이 허락되지 않았

다.44) 1987년에는 현재의 중국장학연구중심(China Tibetology Re

search Centre, 이하 CTRC)에서 루자오가 목록을 작성한 사본을

촬영하였는데, 그 복사본이 현재 CTRC에 보관되어 있다.45) 베이

징에 보관되어 있던 259 사본은 1978년 일본의 학자들을 비롯해

많은 학자들이 사진을 찍어 팩시밀리에디션을 출판하거나 연구하

였다. 그리고 1988년 북경대에서 마이크로필름에 찍은 후 1993년

티벳자치지구로 돌아가게 되었다.

중국정부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티벳자치구에 보존되어 있던

사본들의 영인(影印) 작업과 카탈로그 작업을 모두 마쳤다고 한

다. 그 결과로 야자나무잎에 쓰여진 사본들의 영인본(西藏自治区
珍藏贝叶经影印大全) 61권, 이 사본들의 완전한 카탈로그(西藏自
治区珍藏贝叶经写本总目录) 4권, 간략한 카탈로그(西藏自治区珍藏
贝叶经影印大全简目) 1권을 출판하였다. 그렇지만 소수의 중국학

자들을 제외하고는 불행하게도 이 출판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

고 있지 않는다.46) 따라서 이 출판물이 완전히 공개되기 전까지는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목록들과 사진본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티벳사본이 어떤 문헌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인지

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북경대 사본의 경우 산스끄리뜨 사본

을 여러 문자(Nepalese hook Śāradā Proto-Bengalī Nāgarī Rañja

nā)로 쓴 11～13세기에 걸친 불교사본들과 당시 승려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불교 이외의 사본(힌두 탄트라 문법서 시 등의 고전 산

스끄리뜨 문학작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47)

티벳사본에 대한 연구는 최근 10년간 중국학자들과 유럽학자들

44) Sāṅkṛtyāyana와 Wang sen, 그리고 Tucci 컬렉션을 포함한 리스트에

관해서는 Harrison(2014) pp. 281-290 참조하시오.

45) 문화혁명 이후의 사본의 상황에 대해서는 Steinkellner(2004) pp.

20-23.을 참조하였다.

46) Saerji(2014) p. 294.

47) Saerji(2014) p.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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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동작업, 더 정확히는 중국학자가 사본의 흑백사진본 혹은 그

자신이 사본을 전사(轉寫)한 것을 가지고 유럽의 대학을 방문하여

그곳 학자들과 공동으로 편집하는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중 불교논리학은 주로 비엔나대학의 학자들과, 불교탄트라는 함

부르크대학의 학자들과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다. 비엔나에 위치한

오스트리아 과학아카데미(Austrian Academy of Science, AAS)는

베이징의 CTRC와 연계하여 티벳자치구로의 산스끄리뜨 문헌
(Sanskrit Texts from the Tibetan Autonomous Region, 이하 ST

AAR) 시리즈를 출판하고 있다.48) 이 시리즈는 한역과 티벳역이

없거나, 한역과 티벳역만 남아있는 문헌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산스끄리뜨본이 없이 한역과 티벳역만 남아있는49) 세친(Vas

ubandhu)의 오온론(Pañcaskandhaka)와 이 오온론에 대한 안
혜(Sthiramati)의 주석( Pañcaskandhavibhāṣa)의 사본들이 각각

스타인켈너 등과 크라머에 의해 편집되어 출판되었다.50) 또한 세

친의 아비달마구사론(Abhidharmakośabhāṣya)에 대한 한역과

티벳역이 남아있지 않은 안혜의 주석서(Abhidharmakośavyākhyā

Tattvārthā)가 현재 오다니 마쯔다에 의해 편집 중이다. 중국은

최근 이러한 협력과정을 통해 사본연구에 상당한 실력을 갖춘 예

샤용(叶少勇)51)과 루홍(罗鸿)52) 등의 젊은 학자들을 배출하고 있

다. 그리고 머지않아 독자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수

의 인재들을 배출할 것이다.

48) 이미 편집되어 출판된 책과 편집이 진행 중인 사본에 관해서는

Krasser(2014) pp. 302-303. 참조.

49) 한역본과 티벳본의 정보는 각각 다음과 같다: 大乘五蘊論(T. 31, pp.
848b01-850c10), Derge. sems tsam, shi 11b-17a ; 大乘廣五蘊論(T. 31,
pp. 850c13-855b16), Derge. sems tsam, shi 195b-250a.

50) Li, etc.(2008) ; Kramer(2014).

51) 나가르주나의 중론(Mūamadhyamakakārikā)과 이에 대한

Buddhapālita의 주석 단편을 발견하고 편집하였다. Ye(2006) pp.

117-147. ; Ye(2008) pp. 105-152 ; 叶少勇 2010 ; 叶少勇(2011).

52) 율장의 전문가이나 최근에는 불교탄트라 사본들을 편집하고 있다. Luo

Hong(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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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샤용을 통해 필자는 아리야 비묵띠세나(Ārya Vimuktiṣe

ṇa)가 쓴 현관장엄론에 대한 주석(Abhisamayālaṅkāravṛtti)의

티벳사본(마이크로필름 사진본: 사진 4 참조)을 입수할 수 있었

다.53) 필자는 이 입수 이전에 네팔사본(12세기)의 컬러사진본(NA

K 5/55)과 뚜찌(Giuseppe Tucci)의 전사(轉寫)에 바탕을 두어 첫

번째 현관(혹은 章, Abhisamaya)에 대한 편집을 마쳤었다. 현재는

티벳 사본을 포함하여 첫 번째 현관에 대한 재편집을 진행하고

있고, 빠른 시기에 이탈리아에서 출판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사진 4: Abhisamayālaṅkāravṛtti ms in Tibet (1 verso ; Proto-Bengalī: 11～12 
세기)

5. 간다리(Gāndhārī) 사본, 바미얀 브라흐미(Brāhmī) 사본

영국 박물관은1995년 소문에 의하면 아프카니스탄 동쪽에서 발

견되었다고 하는 29단편(fragment)으로 구성된 자작나무껍질 두

루마리를 입수하였다. 이 두루마리는 생소한 간다리어(Gāndhārī)

가 카로쉬티(Kharoṣṭhī) 문자로 쓰여진 문헌으로 이루어져 있다.

뉴욕타임즈 등의 미디어는 이 사본을 “불교 사해(死海)문서(Dead

Sea Scrolls of Buddhism)”라 부르며, 아마도 불교학역사에서 최

초로 대중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이후도 정확한 발굴장소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 파키스탄-아프카니스탄의 접경지역에서 발

53) 이 사본의 사진본은 북경대의 Duan Qing교수의 호의아래 입수할 수

있었다. 이 사본은 북경대 박사과정생인 Guan Di 부부에 의해

확인되었는데, Wang Sen의 목록 14번째

Abhisamayālaṃkāraprajñāpāramitopadeśaśāstra의 사본(=Hu-von

Hinüber(2006) p. 300.)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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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되었거나 발굴되었으리라 추정되는 사본들과, 바미얀에서 발견

된 사본 중 일부의 간다리 사본을 포함하여, 총 77 두루마리가 알

려졌다.54)

최근 학자들은 이러한 사본이 발견된 지역을 간다라와 간다라

의 근접지역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대(大)간다라(Greater Gandh

āra)’라고 부른다. 그리고 대간다라 에서 발견된 문헌은 현재까지

보존된 불교사본들 중 가장 오래된 불교사본이자 인도사본이다.

더욱이 시기적으로 최초의 한역(148 년: 安世高) 보다 빠른 문헌도

존재한다. 물론 현재까지 발견된 사본은 과거에 대간다라에서 존

재했던 문헌들 중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발견은 ‘대간다라 지역에서 그 지방언어로 번역한 불교문헌들

과 그 지역에서 창작한 문헌들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

명해 준다. 또한 간다리어는 빨리어 불교산스끄리뜨어 등과 마찬

가지로 인도불교문헌에 있어서 주요한 언어였다는 점이 분명해진

다.55)

간다리 사본들은 현재 아프카나스탄 파키스탄 접경지역에서 발

견된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 시니어(Senior) 바주르(Baj

aur) 스플릿(Split) 카불의 개인 소장 컬렉션, 바미얀 지역의 스코

엔(Schøyen) 하야시데라(Hayashidera) 히라야마(Hirayama) 컬렉

션, 중앙아시아의 펠리오(Pelliot) 컬렉션(+코탄 법구경) 등의 총 9

개의 컬렉션으로 나누어져 있다.56) 이 켈렉션 중 규모가 큰 영국

국립도서관 컬렉션과 시니어 컬렉션은 스투파나 사원의 땅에 묻

힌 명문이 새겨진 진흙 항아리에서 발견되었다. 영국국립도서관에

있는 사본들은 매우 낡은 반면, 시니어 컬렉션의 사본은 사용된

흔적이 없는 새것이다. 또한 바주르 컬렉션은 “석실(stone chamb

er)”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석실은 스투파안에 있었던 유물실(relic

54) Harrison, etc.(2014) pp. XV-XVI .

55) Salomon(2014) p. 1.

56) 이 이외에도 워싱턴 대학과 워싱턴 DC에 있는 국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에는 각각 하나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 Salomon(2014)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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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ber)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57) 이러한 사실은 사용을 하여

낡았던 그렇지 않았던 간에 이 사본들이 종교의례로서 묻혔다는

점과 법을 본질로 하는[dharmakāya法身] 붓다와 동등하거나,58)

적어도 붓다의 유골과 같이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의미한

다.

간다리 사본은 대략 1세기～2세기에 걸쳐있는데, 바미얀 간다

리 사본은 가장 늦은 2세기 후반～3(4?)세기에 걸쳐있다.59) 가장

빠른 사본은 기원전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플릿 컬렉션의

한 사본은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에 의하면 기원전 184년～46년(9

5%의 가능성)에, 워싱턴 DC에 있는 국회 도서관에 보관된 한 사

본은 기원전 206년～59년(97.5%의 가능성)에 걸쳐있다.

간다리 문헌을 전체적으로 볼 때, 다수의 주류불교 문헌과 소수

의 대승문헌들로 이루어져 있다. 영국국립도서관과 시니어 컬렉션

(+ 펠리오)의 경우에는 주류불교의 문헌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영

국국립도서관 컬렉셕은 불교정전(正典) 중 아함(Āgama)와 주석서

형태로 정전에 속하지 않는 문헌들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시니

어 컬렉션은 율(Vinaya)과 관련된 산문과 다수의 잡아함(Saṃy
uktāgama)을 포함하고 있는 아함 정전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

승경전은 바미얀 간다리 사본에 셋60), 바주르 컬렉션에 하나(+주

57) Strauch(2008) pp. 104-105.; 다른 간다리 사본은 모두 자작나무껍질에

필사된 반면 바미얀 사본은 유일하게 야자나무잎에 쓰여졌다.

58) 이러한 관념은 아마도 붓다 자신의 말인 “누구일지라도 다르마를 본

사람은 나(붓다)를 보는 것이다{yo … dhammaṃ passati so maṃ

passati; yo maṃ passati so dhammaṃ passati (SN Ⅲ 120.28

31등)}로부터 나왔을 것이다. 사본을 항아리 혹은 석실에 넣어 스투파에

안치하는 것은 붓다를 현전하게 만드는 것이고 스투파를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59) 바미얀 간다리 사본 중 하나인 Bhadrakalpikasūtra(현겁경)은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에 의하면, 210-417 년이다. 또한 비교적 발달된

산스끄리뜨화와 문자는 3세기 혹은 4세기 초반에 필사되었을 것을

지지한다. Allon et al.(2006), 290.

60) Bhadrakalpika(현겁경), Bodhisattvapiṭaka(보살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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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서 3), 스플릿 컬렉션에 하나, 카불의 개인 소장컬렉션에 하나가

있으며,61) 최근에는 두 사본이 대승경전임이 추가로 밝혀졌다.62)

이들 컬렉션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개인소장 컬렉

션을 제외한 나머지 컬렉션은 주류불교의 문헌들도 섞여있다. 특

히 바주르 컬렉션은 독립적인 문헌으로서 율장의 범주에 들어가

는 계경(戒經)(Prātitmokṣasūtra)과 ‘Karmavācanā’(1～2세기)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율장이라는 장르가 불교가 성립되

고 한참 후인 4세기 이후부터 글로 쓰여지기 시작했다”는 과거의

정설(定說)을 새로 바꾸게 만들었다.63)

이와 같이 간다리 사본은 대승 문헌이 소수이고 그 역시 많은

수의 “주류불교” 문헌들과 함께 발견된다. 이는 “대승이 독립된

교단으로서 성립했다기보다는 주류불교 사원에서 그 구성원이 주

류불교 문헌과 함께 대승문헌을 학습하였을 것이다.”는 대승기원

에 관한 최근의 연구가 간다라에서도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준

다.64)

이 간다리 문헌이 어떤 부파에 속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완전

히 확정할 수 없다. 영국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사본은 그

사본이 담겨있는 항아리의 안쪽에 명문(銘文)이 새겨져 있다. 이

Sarvapuṇyasamuccayasamādhi(T. 381 等集衆徳三昧經)

61) Bamiyan(3): Bhadrakalpika (賢劫經: 대승경전에 포함되는지 이론의

여지가 있음), Bodhisattvapiṭaka(보살장경),

Sarvapuṇyasamuccayasamādhi(T.381 等集衆徳三昧經에 해당).

Split: Aṣṭaprajñāpāramitā

Bajaur: 산스끄리뜨, 한역, 티벳역 모두에 알려지지 않은 확인 불가능한

경전. 길이가 2m이상에 달하며 앞면과 뒷면 각각에 600줄로 이루어져

있다. 개인소장 컬렉션: Sucitti (T. 479 善思童子經 의 선사(sucitta)에

대응하는 sucitti가 주인공인 1세기 혹은 2세기 초반의 대승경전).

62) Pratyutpannabuddhasaṃmukhāvasthitasamādhi(반주삼매)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대승경전으로 어떤 컬렉션에 속해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없다. 이에 관해서는Harrison, etc(2014) pp. XVI, n. 19. 참조.

63) 각 컬렉션의 문헌분포에 관해서는Falk etc.(2014) pp. 57-71.

64) Salomon(2014)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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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은 항아리가 ‘dhamaüteaṇa’(Skt. Dharmaguptaka, Ch. 法藏部)

에게 보시되었음을 알려준다. 영국국립도서관 컬렉션과 유사하게

주류불교의 정전(正典)을 포함하고 있는 시니어 컬렉션도 또한 법

장부와 연관지을 수 있을 것이다.65) 그리고 바주르와 스플릿 컬렉

션도 동일하게 파키스탄-아프카니스탄 접경지역에서 발견되었다

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 역시 법장부와 관련시킬 수도 있을 것

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비문과 관련지어서는, 대간다라 지역에는

법장부 뿐만이 아니라 설일체유부도 강력한 부파였다. 때문에 이

간다리 사본이 법장부에 속한다고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66) 바미

얀 간다리 사본은 조금 후대의 [불교]산스끄리뜨어를 브라흐미문

자로 기록한 문헌들을 살펴본다면, 다양한 학파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주류불교의 율장 중 대중부-설출세부

(Mahāsaṃghika-Lokottaravādin)의 율장이 우세한 점을 고려하

고, 현장의 대당서역기에 ‘바미얀 지역의 승려가 설출세부의 문
헌을 학습하고 있었다’는 기술을 참고하자면, 바미얀의 간다리 사

본 역시 대중부와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67)

간다리 사본의 연구는 워싱턴 대학과 영국도서관 사이에 체결

된 협약에 의해, ‘초기불교 사본 프로젝트(Early Buddhist Manusc

ripts Project, EBMP)’가 주도해왔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간

다라 불교문헌(Gandhāran Buddhist Texts, GBT)’라는 시리즈로

출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총 7권(British Library 컬렉션의 사

본6 + Senior 컬렉션 1)이 출판되었다.68) 바주르 컬렉션에 관해서

는 사본 샘플과 전사 그리고 이에 대한 번역을 담은 예비 카탈로

65) Allon(2014) p. 22.

66) Falk and Strauch 2014, p. 58.

67) 최근에 Karahima Seishi는 금강대학교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방등(vaitulya)’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대승의 기원을 대중부와

연결시키고 있다. Karashima(forthcoming).

68) 자세한 정보에 관해서는

http://www.washington.edu/uwpress/books/series/Seriesbuddhist.html(검

색일자: 2014년 10월 15일) 참조.



340 ∙ 印度哲學 제42집

그가 완성되어 2007년에 그 개정판이 2008년에 역시 온라인으로

출판되었다.69) 현재는 주류불교의 경장 혹은 경장에 소속되지 않

은 네 종류의 사본들(BajC 1 3 5 13)을 에디션하는 것과 콜렉션

에서 가장 중요한 대승 경전(BajC 2: 각주 61참조)를 연구하는 것

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언급한 주요한 컬렉션과 그 이외

의 간다리 사본의 완전한 목록, 그리고 일부 사본 단편에 전사(轉

寫)를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70)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불교문헌학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

온 간다리 사본은 스플릿 컬렉션의 대승경전일 것이다(SplitC 5).

이 사본은 두루마리를 폈을 때 앞부분만이 남아있는데, 폭이 15c

m와 길이가 약 80cm길이로 이루어져 있다.(사진 5 참조).

이 사본은 앞면(recto)에는 텍스트의 마지막과 더불어 콜로폰이

있다. 이 콜로폰에는 “paḍhamage postage prañaparamidae …”

(Skt. prathame pustake prajñāpāramitāyām … ; 번역. 반야바라
밀의 첫 번째 책에 …)”라고 쓰여 있어71) 이 사본이 반야계 문헌
임을 알려준다. 실제로 이 사본의 뒷면(verso)은 팔천송반야(Aṣ
ṭasāhasrikā Prajñāpāramitā)의 첫 번째 장(parivarta)의 앞쪽 부분

에, 앞면은 다섯 번째 장의 뒷 부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72) 이

69) 이 온라인 출판물은

http://www.geschkult.fu-berlin.de/e/indologie/bajaur/publication/index.h

tml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70) http://gandhari.org/a_manuscripts.php 검색일자: 2014년 10월 15일) ;

또한 http://gandhari.org/a_dictionary.php(검색일자: 2014년 10월

15일)에서는 간다리어 이외에도 6종류의 사전[A Sanskrit-English

Dictionary(Monier), Buddhist Hybrid Sanskrit Dictionary(Edgerton),

Materials for the Lexicography of Buddhist Sanskrit(Oguibénine),

Sanskrit-Wörterbuch der buddhistischen Texte aus den

Turfan-Funden(Bechert et al), The Pali Text Society’s Pali-English

Dictionary(Rhys Davids)]을 제공한다. 이 경우 하나의 단어를 다시

타이핑하지 않고 다른 모든 사전에서 찾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71) Falk(2011) p. 23.

72) Falk(2011)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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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은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에 의하면 81.1%의 가능성으로 47～4

7년에 해당한다. 또한 179년 지루가참(Lokakṣema)의 번역인 도
행반야경과 비교했을 때 이 간다리 사본이 좀 더 오래된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73)

사진 5: Prajñāpāramitā from Split collection(Gāndhārī/Kharoṣṭhī)74) 

따라서 우리는 이 사본을 무리없이 1세기에 위치시킬 수 있다.

73) Falk(2011) pp. 20-21. ; Falk와 Karashima는 공동작업으로 간다리

사본의 전사(Falk)와 이 부분에 해당하는 도행반야경의 영역을 싣고

있다. Falk, etc(2011) pp. 19-61. ; Falk, etc(2012) pp. 97-169.

74) 화살표는 자작나무껍질을 서로 이은 결합선을 표시한다Falk etc.(2014)

p. 53.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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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은 이 팔천송반야 사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승문헌

중 가장 빠른 문헌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카라시마는 이 간다리

사본의 용어와 도행반야경의 용어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도행
반야경이 간다리어로 쓰여진 사본을 번역한 것임을 입증하였

다.75) 또한 도행반야경의 1권(卷)의 분량이 간다리 사본의 첫

번째 책(prathamam pustakam)에 해당함을 찾아내었다.76) 이것은

2세기에 중국에서 번역되기 시작한 대승경전이 간다리어를 번역

했다는 사실과 한역경전의 구성 역시 간다리 문헌의 영향을 직접

적으로 받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팔천송반야 사본과 바주르
컬렉션의 산스끄리뜨 한역 티벳역이 없는 간다리어 대승경전은

최근까지 가장 뜨거운 이슈인 “대승기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77)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것은 바미얀에서 발견된 [불교]산스끄

리뜨가 카로슈티 문자로 쓰여진 사본들이다. 노르웨이의 사본 수

집가 스코엔(Schøyen)은 1996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바미얀

동굴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108 사본의 단편들을 입수하였다. 이후

스코엔 컬렉션은 점점 늘어나 상당히 큰 수천점의 단편과 더 많

은 수의 아주 작은 크기의 단편을 포함하게 되었다. 이 중에는 불

교사본도 포함되는데 앞서 언급한 간다리어/카로슈티문자 사본과

불교산스끄리뜨/브라흐미 문자 사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본

은 대략 2세기 후반부터 8세기 혹은 9세기에 걸쳐 야자나무잎에

필사된 문헌이다.78) 앞서 간다리어/카로슈티문자 사본이 2세기 후

반～3(4?)세기임을 고려하자면, 불교산스끄리뜨/브라흐미 문자 사

본은 3(4?)세기부터 8 혹은 9세기에 걸쳐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75) Karashima(2012) pp. 174-179.

76) 가라시마 선생님과의 개인적인 대화.

77) Bronkhorst는 Prajñāpāramitā 사본을 기반하여 “간다라에서 대승이

기원했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자료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Bronkhorst(2012) pp. 279-306.

78) Harrison, etc(2014) p. 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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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것은 3세기 이후 바미얀 지역에서 간다리어라는 프라끄리

띠어가 점차 산스끄리뜨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카로슈티 문자가

사라져 브라흐미로부터 기원한 문자들에 합병되었다는 사실을 의

미한다.79)

바미얀 사본은 현재 4컬렉션(Schøyen Hirayama Hayashidera

개인소장 콜렉션)으로 나누어져 있다.80) 이 바미얀 사본은 주류불

교와 대승불교 문헌을 포함한 다양한 장르로 이루어져 있다. 바미

얀에서 발견된 사본연구를 주도하는 것은 오슬로 대학의브라빅(B

raarvig)을 위시한 유럽과 일본 학자들이다. 이들은 ‘스코엔 컬렉

션에 있는 불교사본’(Buddhist Manuscripts in Schøyen Collectio

n, BMSC)이라는 시리즈에 그 결과물을 발표하고 있다.81) 이 시

리즈는 스코엔 이외의 컬렉션의 문헌들도 다루고 있으며, 또한 불

교산스끄리뜨/브라흐미 바미얀 사본 뿐만이 아니라 간다리/카로

슈티 사본도 포함하고 있다. 오슬로 대학의 사이트에서는82) 스코

엔 컬렉션이 소장하고 있는 카로슈티 사본의 단편과 브라흐미 사

본의 단편, 그리고 이미 편집이 끝난 금강경(Vajracchedikā)의
컬러사진본을 올려 여러 학자들로 하여금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사진 6 7 8 참조)

사진 6 : Kharoṣṭhī script(Schøyen Collection MS 2179)

79) Salomon(2014) p. 7.

80) Schøyen 컬렉션에는 129 단편들이, Hirayama에는 27, Hayashidera에는

18, 개인소장에는 6단편들이 포함되어 있다.

81) 이 시리즈는 현재까지 3권이 나왔는데(2000, 2002, 2006) 곧 4권이 나올

예정이다. 4권까지 출판된 문헌들의 리스트에 관해서는 Braarvig(2014)

pp. 163-164. 참조.

82) 검색일자: 2014년 10월 16일.

https://www2.hf.uio.no/polyglotta/index.php?page=library&bi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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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Brāhmī script(Schøyen Collection MS 2373.001-1a)

사진 8: Vajracchedikā from Schøyen Collection(MS 2385/1 26 recto; Gilgit/Bamyan 
Type I script 6~7 century)

Ⅲ. 나가며

불교문헌학은 불교연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며, 사본연구는 이

러한 문헌학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앞서 서술한 대로 최근 간다

리어(+ 바미얀 카로슈티 문헌) 사본과 티벳 사본에 대한 연구는

불교학의 지도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 그렇지만 간다리어의 경우

는 완벽한 혹은 적어도 참조할 만한 문법책이나 사전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티벳사본은 아직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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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어떤 문헌을 포함하고 있는지 공개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전

체 문헌의 양에 비해 그 진행이 미비하다. 네팔, 중앙아시아, 길기

트 사본은 100년이 넘는 시간동안 불교문헌학을 이끌어 왔지만,

비판교정본(critical edition)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구가 끝나기 위

해서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본을 연구하는 학

자들이 다루어야 할 문헌과 해야할 일은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최근 한국에는 효용성이라

는 문제와 관련하여 응용불교 등의 분야가 각광받고 있다.83) 상대

적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문헌학은 더 이상 새로울 것

이 없는 과거의 답습이라는 비판아래 그 설자리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불교의 응용은 엄밀한 문헌학과 병행하거나 그러

한 문헌학의 기초아래에서 그 문헌을 작성했거나 편집했던 시대

적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만 할 것이다.84)

물론 불교문헌학의 경우 과거와 비교하자면 산스끄리뜨, 빨리

어, 티벳어를 읽고 이해하는 학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

다. 그렇지만 이 점이 불교문헌학의 종언을 의미하거나 등한시하

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다. 문헌학의 시작이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본학의 경우는 아직 한국불교학이라는 토양에 씨앗

을 내리고 있지 않다.85) 필자가 알고 있는 한, 현재 국내에서 인

도사본을 다룰 수 있는 학자는 다섯 손가락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은 더 이상 사본을 다룬 성과를 내고 있지

않다.

다행히 뭔헨대 혹은 함부르크 대학 등에 유학하여 사본을 다루

83) 특히 이 문제는 학생의 취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에

관해서는 김성철(2006b)을 참조하시오. 김성철은 불교대학졸업생의

취업문제에 대하여 대학에서 1. 응용불교학의 개발과 교육 2. 진로

지도와 취업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84) 이러한 모범적 사례로서Schmithausen(2005)을 비롯한 슈미트하우젠의

불교와 자연에 관한 일련의 저술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85) 심재관(2013)은 한글로 쓰여진 유일한 인도사본학에 관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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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연구자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렇지만 사

람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무엇보다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

다. 사본을 다루는 전문적인 학문센터가 생기고 경험이 풍부하고

실력있는 학자들을 초청하여 그 기틀을 마련하여 후속 세대를 계

속 배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중국 일본

유럽의 학자들과 연계하여 사본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

다. 물론 사본을 확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중국의 경우

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본연구는 폐쇄적인 면모가 있다. 하지만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티벳사본을 입수할 수 있었

던 필자의 경험을 보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인류의 소중

한 문화유산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학

자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네팔, 중앙아시아, 길

기트 사본의 경우 해상도가 높은 컬러 사진본을 주문하거나 인터

넷 혹은 팩시밀리 에디션을 통해 사본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본 연구의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는다면, 1930년대

에 이미 산스끄리뜨 문헌을 전공했던 학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86) 시스템이 없어 반세기가 넘은 1990년대에 비로서 산스끄리

뜨 문헌연구가 정착되기 시작했던 불교학의 불운한 역사를 반복

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87)

86) 김성철(2006) pp. 15-16.

87) 필자는 최근 논문의 심사서에서 다음과 같은 애정어린 조언을 들었다.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현상의 문제와 관련이 없지만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본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가져올지도 모를

오해이다. 사본연구의 기초성에 대한 논자의 강조는 공감하지만 어떤

점에서 비판적 편집본 또는 diplomatic edition이 사본연구의

최종산출물이라면 논자가 기존의 편집본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도 동일한 운명에 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적어도 그것도

인간의 이해가 첨가되었다는 점에서 말이다. 나아가 사본의 정확한

교정은 교학의 이해를 요구하며 그 역도 마찬가지라는 해석학적 순환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참으로 온당한 지적이고 사본학이 가지고

있는 맹점을 지적한 날카로운 통찰로 마음깊이 새겨야 할 조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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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Ⅱ 인도 사본 연구의 역사”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가장 기본적인

개요를 정리한 것이다. 물론 한 종류의 사본 더 나아가 하나의 컬렉션을

기술한다고 할 지라도 이 분량의 몇 배는 필요할 것이다. 또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빨리어 사본연구도 분량 상의 이유로 생략하였다. 비록

필자의 능력이 닿는 한 많은 정보를 각주에 담고자 노력하였지만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을 듯 하다. 더 상세한 정보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필자가 논문을 쓰면서 가장 많이 참조한 “From Birch Bark to Digital

Data: Recent Advances in Buddhist Manuscript Research”라는 책을

일독하기를 권한다. 총 21명의 학자가 400 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저술한

이 책은 2013년까지의 인도 사본연구의 역사와 현황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아직 열악한 혹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사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 만약 이 글을 읽는 독자가 있다면

필자의 주장이 ‘사본 지상주의’로 들려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글에서 “모든 불교학자가 사본을 연구해야 한다”거나 “사본에

대한 연구만이 불교학에서 진정 가치가 있거나 중요하다”를 주장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필자가 사본을 연구하면서 느낀 가장 커다란 점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텍스트를 읽으면서 텍스트로부터

자유로와 지기’이다. 사본을 다루기 이전에 필자는 편집본에서 해석이

안되거나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불교의 가르침은

어려우니까라는 생각아래 그 틀에 억지로 맞추어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렇지만 사본을 참고하여 이러한 경우가 편집자 혹은

필사자의 오류임을 발견했을 때, 텍스트가 짓누르는 무게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본래는 필자가 사본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이러한

사례들을 부록으로 다루려 했지만 분량상의 이유로 생략하였다. 기회가

있다면 이 논문의 후속편으로 이러한 사례들만을 모아서 ‘텍스트를

읽으면서 텍스트로부터 자유로와 지기’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



348 ∙ 印度哲學 제42집

참고 문헌

김성철

2006a 한국유식학연구사 , 불교학리뷰 1. 논산: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pp. 13-54.

2006b 불교대학 졸업생의 사회진출 현황과 개선방안 ,

불교문화연구 Vol. 7 pp. 147-184.
심재관(2013). 인도사본학개론. 서울: 씨아이알.
이영진(2014). 십지경의 가장 오래된 두 네팔 산스끄리뜨

사본의 전사(轉寫)— 현전지 (Ⅰ) , 불교학연구
제39호. 서울: 불교학연구회, pp. 7-55.

辛嶋静志(1993). 法華経における乗(yāna)と智慧(jñāna):

大乗仏教におけるyāna概念の起源について , 法華経の
受容と展開：法華経研究. 京都, pp. 137-198.

叶少勇

2010 新发现的梵文贝叶写本《中论颂》与《佛护释, 北京:
北京大学学报.

2011 中论讼:梵藏汉合校 导读 译注, 北京: 中西書局.

Allon, Mark(2014). “The Senior Kharoṣṭhī Manuscripts,” in From

Birch Bark to Digital Data: Recent Advances in

Buddhist Manuscript Research, Edited by Paul

Harrison and Jens-Uwe Hartmann. Wien: ÖAW.

19-33.

Allon, Mark; Richard Salomon; Geraldine Jacobsen; Ugo

Zoppi(2006). “Radiocarbon Dating of Kharoṣṭhī

Fragments from the Schøyen and Senior Manuscript

Collections,” in Buddhist Manuscripts in the Schøyen

Collection Volume Ill. Edited by Jens Braarvig. Oslo:

Hermes Publishing. 279-291.

Braarvig, Jens.(2014). “The Schøyen Collection,” in From Birch



최근의 불교학 연구동향으로 본 인도 필사본 연구의 중요성 ∙ 349

Bark to Digital Data: Recent Advances in Buddhist

Manuscript Research, Edited by Paul Harrison and

Jens-Uwe Hartmann. Wien: ÖAW. 157-164.

Bronkhorst, Johannes.(2012). “Abhidharma in early Mahāyāna”

Buddhist thought and Culture(불교사상과 문화) 4:
279-306.

Brough, John.(1962). The Gāndhārī Dharmapada.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Bendall, Cecil.(1883). Catalogue of the Buddhist Sanskrit

manuscripts in the University Librar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Clarke, Shayne ed.(2014). Gilgit Manuscripts in the National

Archives of India Facsimile Edition VolumeⅠVinaya

Texts. Delhi/Tokyo; The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Advanced Buddhology.

Falk, Harry(2011). “The ‘Split’ Collection of Kharoṣṭhī Texts.”

Annua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Advanced Buddhology 14: 13-23.

Falk, Harry; Ingo Strauch.(2014). “The Bajaur and Split

Collections of Kharoṣṭhī Manuscripts within the

Context of Buddhist Gāndhārī Literature,” in From

Birch Bark to Digital Data: Recent Advances in

Buddhist Manuscript Research, Edited by Paul

Harrison and Jens-Uwe Hartmann. Wien: ÖAW,

51-78.

Falk, Harry; Karashima Seishi.

2011 “A first-century Prajñāpāramitā manuscript from

Gandhāra: parivarta 1(Texts from the Split

Collection 1),” Annua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Advanced Buddhology 15:

19-61.

2012 “A first-century Prajñāpāramitā manuscript from



350 ∙ 印度哲學 제42집

Gandhāra: parivarta 5 (Texts from the Split

Collection 2),” Annua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Advanced Buddhology 16:

97-169.

Harrison, Paul.(2014). “Earlier Inventories of Sanskrit

Manuscripts in Tibet A Synotic List of Titles” in

From Birch Bark to Digital Data: Recent Advances

in Buddhist Manuscript Research, Edited by Paul

Harrison and Jens-Uwe Hartmann. Wien: ÖAW,

279-290.

Harrison, Paul.; Jens-Uwe Hartmann.(2014). “Introduction,” in

From Birch Bark to Digital Data: Recent Advances

in Buddhist Manuscript Research, Edited by Paul

Harrison and Jens-Uwe Hartmann. Wien: ÖAW,

VII～XXII.

Hartmann, Jens-Uwe; Klaus Wille.(2014). “Further Collections of

Sanskrit Manuscripts from Central Asia” in From

Birch Bark to Digital Data: Recent Advances in

Buddhist Manuscript Research, Edited by Paul

Harrison and Jens-Uwe Hartmann. Wien: ÖAW,

247-256.

Hu-von Hinüber, Haiyan.(2006) “Some Remarks on the Sanskrit

Manuscript of the Mūlasarvāstivāda-Prātimokṣasūtra

found in Tibet,” in Jaina-Itihāsa-Ratna: Festschrift

für Gustav Roth zum 90. Geburtstag, Edited by Ute

Hüsken, Petra Kieffer-Pülz and Anne Peters.

Marburg: Indica et Tibetica Verlag, 295-335.

Hunter, William Wilson.(1881). Catalogue of Sanskrit

manuscripts, collected in Nepal and presented to

various libraries and learned societies by Brian

Houghton Hodgson. Trübner & co.

Karashima Seishi.



최근의 불교학 연구동향으로 본 인도 필사본 연구의 중요성 ∙ 351

2012 “Was the Aṣṭasāhasrikā Prajñāpāramitā Compiled in

Gandhāra in Gāndhāri?” Annua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Advanced

Buddhology 16: 171-188.

Forthcoming “Who Composed the Mahāyāna Scriptures?:

The Mahāsāṃghikas and Vaitulya Scriptures”.

Kengo Harimoto.(2011). “In Search of the Oldest Nepalese

Manuscript,” Rivista degli studi orientali 84.1-4:

85-106.

Kramer, Jowita.(2014). Sthiramati’s Pañcaskandhakavibhāṣā

STTAR 16. Beijing/Vienna.

Krasser, Helmut.(2014). “Indic Buddhist Manuscripts in Vienna:

A Sino-Austrian Co-operative Project, with

Methodological Remarks on Śāstic Urtexts” in From

Birch Bark to Digital Data: Recent Advances in

Buddhist Manuscript Research, Edited by Paul

Harrison and Jens-Uwe Hartmann. Wien: ÖAW,

301-314.

LEE Youngjin.(2013). “Reconstruction of damaged parts of a

Sanskrit Manuscript—focusing on the first

Abhisamaya of Abhisamayālaṅkāravivṛti by

Haribhadra,” Journal of Buddhist

Studies(佛敎學硏究) Vol 37, pp. 7-62.
Lewis, Todd T.(1993) “Contributions to the Study of Popular

Buddhism: The Newar Buddhist Festival of Guṃlā

Dharma.”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16.2: 309-354.

LI Xuezhu and Ernst Steinkellner.(2008). Vasubandhu's

Pañcaskandhaka. Critical edition with a contribution

by Toru Tomabechi. STTAR 4. Beijing/Vienna.

Luo Hong.(2007). “A Study of Pravrajyāvastu Vinayasūtra,”

Ph.D. dissertation, Peking University.



352 ∙ 印度哲學 제42집

Salomon, Richard.(2014). “Gāndhārī Manuscripts in the British

Library, Schøyen and Other Collections,” in From

Birch Bark to Digital Data: Recent Advances in

Buddhist Manuscript Research, Edited by Paul

Harrison and Jens-Uwe Hartmann. Wien: ÖAW,

1-18.

Skilling, Peter.(1997). “The Advent of Theravāda Buddhism to

Mainland South-east Asia,”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20.1:

93-107.

Saerji.(2014). “Indic Buddhist Manuscript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Peking University Project” in

From Birch Bark to Digital Data: Recent Advances

in Buddhist Manuscript Research, Edited by Paul

Harrison and Jens-Uwe Hartmann. Wien: ÖAW,

291-300.

Sāṅkṛtyāyana, Rāhula.

1935 “Sanskrit Palm-leaf Mss. in Tibet,” Journal of the

Bihar and Orissa Research Society 21.1: 21-43.

1937 “Second Search of Sanskrit Palm-leaf Mss. in Tibet,”

Journal of the Bihar and Orissa Research Society

23.1: 1-57.

1938 “Search for Sanskrit Mss. in Tibet,” Journal of the

Bihar and Orissa Research Society 24.4: 137-163.

Schmithausen, Lambert(2005) “Meat-eating and nature: Buddhist

perspectives.” in Buddhism and Nature (Bukkyōto

Shizen), Kyoto:183-201.

Sferra, Francesco.(2008). “Sanskrit Manuscripts and Photographs

of Sanskrit Manuscripts in Giuseppe Tucci's

Collection,” in Manuscripta Buddhica 1: Sanskrit

Texts from Giuseppe Tucci's Collection Part 1,

Edited by Francesco Sferra. Roma: Istituto Italiano



최근의 불교학 연구동향으로 본 인도 필사본 연구의 중요성 ∙ 353

per l'Africa e l'Oriente, 15-78.

Steinkellner, Ernst.(2004). A tale of leaves: On Sanskrit

manuscripts in Tibet, their past and their future.

Amsterdam: Royal Netherland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Strauch, Ingo.(2008). “The Bajaur Collection of Manuscripts A

Preliminary Survey,” Studien zur Indologie und

lranistik 25, 103-136.

Von Hinüber, Oskar.

1999 The oldest Pāli manuscript. Four folios of the

Vinaya-piṭaka from the National Archives,

Kathmandu. Stuttgart: Franz Steiner Verlag.

2014 “The Gilgit Manuscripts An Ancient Buddhist Library

in Modern Research,” in From Birch Bark to

Digital Data: Recent Advances in Buddhist

Manuscript Research, Edited by Paul Harrison and

Jens-Uwe Hartmann. Wien: ÖAW, 79-136.

Wille, Klaus.

2014a “Sanskrit Manuscipts in the Turfan

Collection(Berlin),” in From Birch Bark to Digital

Data: Recent Advances in Buddhist Manuscript

Research, Edited by Paul Harrison and Jens-Uwe

Hartmann Wien: ÖAW, 187-212.

2014b “Survey of the Identified Sanskrit Manuscripts in the

Hoernle, Stein, and Skrine Collections of the British

Library(London),” in From Birch Bark to Digital

Data: Recent Advances in Buddhist Manuscript

Research, Edited by Paul Harrison and Jens-Uwe

Hartmann. Wien: ÖAW, 223-246.

Ye Shaoyong.

2006 “The Mūlamadhyamakakārikā and Buddhapālita’s

commentary (1): Romanized text based on the



354 ∙ 印度哲學 제42집

newly identified Sanskrit manuscripts from Tibet,”

Annua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Advanced Buddhology 10: 117-147.

2008 “The Mūlamadhyamakakārikā and Buddhapālita’s

Commentary (2): Romanized Texts Based on the

Newly Identified Sanskrit Manuscripts from Tibet,”

Annua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Advanced Buddhology 10: 105-152.



최근의 불교학 연구동향으로 본 인도 필사본 연구의 중요성 ∙ 355

Abstract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Indic 
Manuscripts in the field of Buddhist Studies

LEE, YOUNGJIN

HK Research Professor, Geumgang Ceter for Buddhist

Studies, Geumgang Uinv.

During the last two decades the studies of Indic manu-

scripts has been more active than ever before and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overall Buddhism. This is mainly

because of the finds of the Gāndhārī manuscripts in the

Pakistan-Afghanistan border and the rediscovery of the

Sanskrit manuscripts in Tibet, now preserved in the Tibet

Autonomous Region of China, which needed longstanding

efforts to gain access to. In the land of Buddhism in Korea,

however, the seeds of the research on the Indic manuscripts

are not being fully sown yet. This paper which introduces

the state of art in the studies of Indic manuscripts was

written with the intent to express the importance of the

studies to the Korean scholars and, if possible, to intrigue

them to study, rather at least consult the manuscripts for

their research.

A summary of my arguments is as follows: 1. What we

read or consult an edition is reading and understanding a

tex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ditor, not the author of the

text. 2. There remain a bunch of Indian manuscripts, which

had not been edited or consulted by other scholars and are

relatively easy to access to. 3. Therefore, the most im-

portant thing is to continue to foster the younger generation

by establishing the system for the studies of Indic ma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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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s, instead of obtaining the newly discovered manu-

scripts, which is, at least for the time being, too difficult for

us. 4. For this establishment, we need to take a lesson from

the our poignant experience: even there had been a few but

distinguished Buddhist scholars who had studied the

Sanskrit abroad, the trend of studying Buddhism on the ba-

sis of the Sanskrit, because of the defect in the system of

the Buddhist studies, got settled after half a century.

Keywords: Indian Buddhist manuscript, Nepalese

manuscript, manuscripts from Central Asia,

Gilgit manuscript, Sanskrit manuscripts in Tibet,

Gāndhārī manuscript, Bamiyan manu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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