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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불교사본 자료의 무대가 되는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을

위주로 한 서북인도지역, 티벳을 위시한 서역지방에 더하여 오늘날 조

금씩 관심대상이 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필사본의 지역적인, 혹은 동남

아 고대문자들로 쓰여진 자료들은 불교문헌을 연구하는데 반드시 추가

되어야 할 영역이다. 또한 동남아 고형의 문자들은 대부분 브라흐미

(Brahmī)의 자형과 남인도 지역으로부터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흐

미 문자의 발전상에서 나머지 가려진 지도를 이어줄 수 있는 주요한 대

조 자료이기도 하다.

기존에 빨리어는 특별한 문자가 없다는 사실과 남방의 각국들이 자

국의 문자로 빨리경전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너무 다양한 문

자들로 기록되었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19세기 태국에서는 이와 같이 많은 문자를 통일하고 또한 인쇄하기

위해 새로운 아리야까(Ariyaka)문자가 등장하기도 했는데, 이런 사실은

빨리경전의 문헌적 원형, 혹은 빨리문헌들에 좀 더 객관적으로 접근하

기 위해서는 동남아의 필사본과 고형문자들에 대한 선행연구가 이루어

져야 함을 시사한다.

최근 이 필사본들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동남아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네팔과 태국의 한 연구소의

경우 협력으로 현재 필사본들의 번역 출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경전군의 필사본 목록이 이미 출판된 사례가 있다.

이런 작업들을 통해 기존의 PTS판본이나 CSCD와 같은 빨리경전의

표준 에디션과의 비교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빨리문헌의 원형 혹은 다양

성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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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불교 경전 전통에서 문자

불교 경전에서 합송(saṃgīti) 전통은 언어가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기에 오히려 암송-암기를 통해 잘 전승되었고 경전에서의 개

념들에 대한 체계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자연스레 논

모(論母, maṭṛka) 혹은 법수(法數, dharma-paryāya)등과 같은 불

교문헌 자체에서 발생한 새로운 장르와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불

교문헌에서 문자 역시 인도의 타 학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발전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CE.5세기 무렵에야 본격

적으로 인도철학 문헌들이 기록으로 이루어졌다1)면 불교에서 최

초의 기록은 남북전 양 전승에서 각각 제3 혹은 제4차 결집의 시

기로 불리는 때를 기준으로 BCE.1세기에서 CE.1세기경으로 보기

때문2)에 이에 따른다면 서력기원 전후 200년 사이에 문자로 기록

이 시작된 것이다. 빨리(Pali)삼장은 이 시기에 스리랑카에서 문자

로 기록되면서 불교 문헌의 시초로 알려졌지만 한편 인도대륙에

서 불교교단은 기존에 고수하던 입장으로부터 과감히 벗어나서

당시 일종의 주류언어였던 산스끄릿으로 경전들을 번역했다. 이는

곧 대승문헌의 발전과 맞물려서 더 이상 승려라는 어떤 전문집단

이외에도 경전을 베껴쓰는 서사(書寫)전통의 장려로 이어졌으며

여기에 대승 문헌과 함께 종교적 목표가 더해지면서 이 전통은

매우 활발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인도 서북부와 서역을 중

심으로 발견되는 불교 필사본의 상당 수는 그 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후대로 오면서 경전 필사에 대한 장려는 비단 대승에

서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물론 상당히 뒤늦은 15세기 이후에 주

1) 안성두(2003) p. 8

2) 심재관(2010)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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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록된 것들이지만 현재 발견되는 동남아 필사본 가운데 버미

(Burmese)문자로 기록된 필사본들의 끝에는 경전필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보통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3)

모든 하나의 문자로 표현된 다르마는 한분의 붓다를 표시하는 것과

같아서

현명한 이는 그와 같은 이유로 삼장을 기록해야 한다.

붓다의 다르마에는 8만 4천의 가르침이 존재하니

그러므로 삼장은 곧 8만 4천의 붓다인 것이다.

가장 먼저 삼장의 기록을 이루어 낸 스리랑카는 당시의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지만4) 오늘날 우리가 패엽경이라고 부르는 바나

나 잎과 같은 나뭇잎에 새긴 필사본들을 제작했고 이 전통은 동

남아 지역으로도 전해졌다. 그러나 16세기 초부터 포르투갈(Portu

gal)의 침략으로부터 네덜란드(Netherlands), 영국 등의 연이은 침

략과 식민통치로 스리랑카에서 15세기 이전의 필사본들은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동남아로 전해졌던 오래

된 필사본들은 다시 스리랑카로 역수입되었고, 그 직후 동남아에

서도 또한 혼란스러웠던 국제정세에서 많은 필사본들이 유실되어

버렸지만 상당한 양의 필사본이 스리랑카로 다시 수출되었기 때

문에 많은 양의 경전들은 다시 전해졌다.

스리랑카에는 1세기란 이른시기에 경전을 최초로 기록했다는

자부심이 있었겠지만 남인도 따밀과의 관계가 극에 달한 10세기

무렵을 시작으로 16세기 서구열강의 앞다툰 식민 통치란 긴 혼란

3) Nyunt(2014) p. x. “akkharam ekamekaṃ ca buddharūpasamaṃ siyā,

tasmā hi paṇḍito poso likheyya tipiṭakaṃ trayaṃ. / caturāsītisahassāni

paramāṇa tathāgatā, ṭhitā nāma bhavissanti tiṭṭhante piṭakattaye. //” ;

네팔이나 티벳에서 발견되는 필사본들의 마지막에 ‘ye dhamma’게송이

일반적으로 온다면 동남아의 필사본에는 바로 이 게송이 대신한다.

Skilling(2009) p. 61.

4) 심재관(2010) p. 44.



360 ∙ 印度哲學 제42집

의 역사에서 필사본들은 필연적으로 사라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

나 스리랑카와 동남아의 불교교단이 서로 경전을 전해주는 교류

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문헌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는 위기를

모면했고 빨리경전들이 오늘날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동남아의 여러 국가들은 원래 경전의 언어인 빨리어의 기록을

목적으로 본격적인 문자체계가 시작되었고 그 기원은 대부분 남

인도의 왕조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문자들은 필사본의 전통과 함

께 캄보디아의 크메르(Khmer) 문자와 라오(Laos), 버미(Burmese)

문자 등으로 오늘날 모두 자국의 문자로 쓰이고 있지만 모두 빨

리어의 표기를 위한 것이 최초의 목표였다. 따라서 동남아의 문자

들은 최근까지도 경전기록을 위한 문자를 일반적 용도의 문자와

다르게 썼다. 크메르는 보통 문자인 끄리엥(Crien)과 빨리어를 위

한 뮬(Mul)형으로 구분했으며 라오스는 1930년대 이전에는 보통

의 라오문자와 불교경전을 기록하는 라오스형 탐(Lao-Tham)형으

로 구분했다. 오늘날에 와서는 거의 이런 구분이 사라졌다. 대신

각국의 문자들은 빨리어 표기를 위한 다른 형태의 문자를 자국어

문자에 통합시켜서 쓰기 위해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글자들을 알

파벳에 포함시킨다. 캄보디아 필사본이나 비문을 중심으로 동남아

의 문자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공통된 경우도 많지만 가장 많

은 발전의 양상을 보이는 것은 타이(Thai)의 경우인데 타이는 원

래 크메르 문자를 사용했지만 빨리어 필사본을 위해 상당히 다양

한 문자를 사용했다.

스리랑카와 동남아의 불교교단이 삼장을 서로 전해줄 때 타이

는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 오랜 관계속에서 양국의 승단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타이의 불교를

재건한 인물로 알려진 라마4세인 몽쿳왕은 선교사들에게 서구문

명과 언어를 배우면서 활자체에 자극을 받아서 경전을 인쇄하기

위한 인쇄소를 직접 사원에 설치하고 로마자(Romanletter)에서 브

라흐미 문자에 기반한 유사한 글자를 추출하여 빨리어 활자를 고

안하는 등 19세기 초 필사본들을 근대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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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스리랑카 승단과의 빈번한 교류를 활성화

시켰다. 스리랑카의 승단에서는 타이의 이 빨리어 활자를 배우기

위해 승려들을 타이로 유학시킨 기록이 있으며 또한 양국이 새로

운 활자로 써서 교환했던 서신들도 상당수 남아있다.

Ⅱ. 빨리어 표기를 위한 문자의 역사

1. 동남아 문자의 원형

동남아의 많은 문자들은 일반적으로 모두 남인도의 빨라바(Pall

ava) 혹은 그란타(Grantha)문자로부터 기원했다고 하지만 남인도

문자의 역사 역시 동남아 만큼이나 복잡하며 간명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다양함은 남인도를 지배했던 세력들의 흥망

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 오늘날의 인도문자들도 매우 다양하지

만 동남아 문자의 직접적 기원이 되는 남인도 문자들은 그 역사

속에서 여러 형태로의 발전과 통합이 이루어졌다. 다만 동남아시

아 문자의 원형은 오늘날의 따밀(Tamil)문자와 깊은 연관이 있다.

동남아 문자의 기원을 빨라바(Pallava)문자라는 것으로부터 찾게

되는 것은 빨라바왕조의 명칭으로 부터 기인한다. 남쪽의 대표적

인 문자는 빨라바 문자 이외에 그란타(Grantha), 따밀(Tamil), 벳

테룻투(Vaṭṭeruttu)등5)인데 여기서 말하는 따밀의 경우 오늘날의

따밀문자형과 일치하는지 분명치 않다. 벳테룻투(Veṭṭeḷutthu)라고

불렸던 문자의 경우 벳테룻투란 ‘둥근형의 글자’란 의미로 당시

지배층의 이름을 따서 빤디얀(Pāṇḍiyan)으로도 불렸다. 빤댜(Pāṇ

ḍya)왕조는 빨라바와 찰루키야(Chalukhya)와 함께 남인도의 3국

5) Salomon(1998)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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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6세기를 기점으로 팽팽한 세력다툼에 놓여 있었던 왕조이다.

이 문자의 기원에 대해서 브라흐미에서 찾으려는 뷜러(Buhler)같

은 경우와 버넬(Burnell)과 같이 셈문자(Semitic)6)에서 찾으려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다. 싱가라벨루(Singaravelu)는 그란타(Grant

ha)문자가 Grantha-Tamil과 같이 불렸던 것처럼 11세기경에는

남인도에서 그란타 문자가 벳테룻투 문자를 대체7)한 것으로 보지

만 깐냐얀(Kannaiyan)8)은 사실 벳테룻투가 빨라바문자로 불렸던

것이고 이에 대비되는 ‘선의 문자’란 의미의 꼴레룻투(Koleluttu)

가 빤디얀문자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문자는 쫄라(Coḷ

a)에 의해 하나로 통합되었는데 이 통합된 형태가 바로 그란타이

고 오늘날의 따밀문자도 이 그란타의 연속일 것으로 추측한다. 쫄

라왕조는 남인도에서 또 하나의 강력한 세력으로 9세기에는 빨라

바와 빤드야왕조를, 10세기에는 찰루키야 왕조를 정복하고 한 때

남인도의 최고 맹주가 되었다는 정세를 본다면 단순히 정확한 자

형을 알 수 없는 벳투룻투란 문자가 그란타에 밀려 없어진 것처

럼 설명되고 빨라바나 그란타가 남인도의 어떤 문자였다는 단순

한 이야기에 비해 더 설득력이 있으며 이 특히 이 남인도 계통의

문자들은 다른 브라흐미 계열 문자들에 비해 유달리 직선이 강조

되고 이 선들을 이어주는 둥근 부분들이 있는 글꼴의 특징들은

깐나얀의 추측에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패엽 필사본의 경우

재질이 약하기 때문에 글자가 선과 선으로 이어지면 각이 되는

부분이 철필에 의해서 상하게 된다. 이후 동남아시아의 경우는 글

자의 둥근 모양이 많이 나타날 때 필사본과 연관 있는 경우가 상

당하므로 선과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글자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

6) 그러나 사실 이 문제는 브라흐미의 기원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브라흐미의 기원 자체가 셈족의 어떤 문자, 더 자세히는

아람어(Aramic)문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논의가 있기 때문이다.

심재관(2010) p. 28.

7) Singaravelu(1969) p. 3.

8) Kannaiyan(1960)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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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여겨진다. 14-15세기 경 이 문자들은 인접한 주변의 문자들

로 계속 발전했고 말라얄람 문자와 같은 경우도 그 무렵 파생되

었다9).

스리랑카의 싱할리문자 역시 석굴사원 등의 비문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봤을 때 브라흐미 문자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발전된 것 같

지만 이후 다양한 인도 자형들의 영향을 받았고 특히 그란타로부

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다.10) 피터 스킬링(P. Skilli

ng)이나 리차드 솔로몬(R. Salomon)의 말처럼 남쪽의 모든 문자

는 4-5세기 부터 7세기 까지 쓰였던 팔라바(Pallava)문자로 부터

시작11)되었고 비문이나 문서들을 통해서도 동남아시아의 문자들

이 인도남부의 이 문자들로부터 강력한 영향아래서 생긴 것은 분

명하지만 브라흐미로부터 초기 동남아시아 문자의 모든 기원들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12) 따라서 동남아 문자들의 원형을

남인도의 문자들에서 찾는 것은 당연하지만 흔히 빨라바나 그란

타 등은 따밀계 문자들 중 대표적인 명칭으로 불릴 때가 있기 때

문에 왕조들의 복잡한 변화 위에 놓여있던 문자들 중에서 하나의

형태를 원형인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2. 몬(Mon), 탐(Tham)과 콤(Khom)문자

오늘날 타이 북부의 치앙마이(Chiang Mai)가 위치한 란나(Lān

nā)지역에서 Thai-Yuan으로 불리던 타이(Thai)의 한 종족은 동

일한 지역에서 문자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했다. 일반적으로

타이(Thai)문자의 기초가 되는 고형 타이문자(Old-Thai 또는 pro

9) Salomon(1998) p.41.

10) Salomon(1998) p. 42.

11) Skilling(2009) p. 1.

12) Salomon(1998)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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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hai script)는 일반적인 용도로 쓰던 것인데 이 문자는 아마

도 가장 고형의 몬문자(Old-Mon)로부터 발전되었을 것이다.13) 몬

문자가 쓰이던 타이북부는 버마와 다투어 차지 하였던 란나 지역

으로 몬 문자는 오늘날의 버마문자(Burmese script)의 원형이기도

한 것으로 버마문자와 매우 유사한 형태이다. 우리에게 타이를 비

롯해서 크메르나 미얀마 등은 동남아불교를 대표하는 주체로 인

식되지만 사실 그 과정은 동남아에 산재한 여러 소수민족들의 주

체적인 영향에 의한 것이다.14) 대표적으로 타이나 버마에 전해진

스리랑카의 불교는 이 중 하나인 몬족에 의해서 전해진 것이다.

타이문자의 원형인 고대 타이문자 역시 몬문자(Mon script)로부

터 기원했고 타이가 이후 몬문자로 된 필사본들을 크메르 고대문

자로 고치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봐서도 남인도의 문자의 영향으

로 만들어진 최초의 동남아 문자가 아마도 몬문자였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의 이후 타이가 취했던 크메르 문자인 콤문자나 오늘

날의 타이문자는 몬 문자에 비해서는 각이 좀더 분명하고 버마문

자는 몬 문자의 원형과 상당히 닮아 있어서 매우 동그란 모양이

두드러진다.

타이위엔은 경전을 표기 하는데는 좀 더 발전한 형태의 몬 문

자(modern-Mon)를 사용했는데 이 문자를 탐(Tham)문자라고 불

렀다.15) Tham은 빨리어 dhamma의 태국식 발음으로, 그래서 이

문자는 보통 담마문자(Dhamma script)라고도 부른다. 이 문자에

서 탐이란 어휘는 대체로 “빨리어”, “불교”, “소승 혹은 테라와다”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16)되었다. 타이 북부에서 이 문자는 지역문

자(local letter)란 의미에서 뚜아무앙(tua muang), 혹은 란나(Lan

na)문자, tua Tham, 혹은 따이족에 의해 사용된 탐문자란 의미로

Tai-Tham으로도 불린다. 이 문자는 라오스(Laos)에서도 삼장의

13) Penth(2004) p. 110.

14) 황순일(2011)

15) Penth(2004) p. 110.

16) McDaniel(2008),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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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문자로 이용된 적이 있고 원래의 목적대로 경전언어인 빨리

어를 문자로 표기하는데 주로 쓰였지만 이후에는 란나 지역을 중

심으로 점차 확대되어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반적인 문자-빨리어

기록이 아닌-로도 통용17)되었다. 이 문자의 가장 오래된 자료는

란나의 중심지역인 치앙마이(Chiang Mai)와 치앙라이(Chiang Ra

i)에 비해 좀 더 남단인 수코타이(Sukhothai)에서 발견되었다. 본

격적으로 오늘날 현존하는 대개의 필사본들의 문자는 오래된 크

메르(Khmer)문자인 콤(Khom)문자이다. 그러나 깜보자(Kamboja),

혹은 콤이란 명칭이 타이 사람들에게 결코 가깝지 않은 이웃인

캄보디아(Cambodia), 혹은 크메르(Khmer)를 의미 하는 것은 아

니었다.18) 타이의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몬(Mon)으로 쓰여졌던

필사본들은 타이에서 거의 대부분이 콤 문자로 다시 쓰여짐19)에

따라 문자 크메르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사실로서 오늘날 태국

에서 19세기 이전의 저작들은 거의 모두 콤문자로 쓰여진 것20)이

다. 동남아에서 빨리어 필사본들은 이렇게 지금의 문자들로 쓰여

지기 전에 상당히 후대까지 이전의 고대 문자들로 계속 기록되었

다. 태국의 경우 경전 문자의 통일을 시도했던 19세기 몽쿳(Mong

kut)왕에 이르러서야 현대의 문자로 기록될 수 있게 된다.

3. 통일문자로서의 아리야까(Ariyaka)

태국의 라마4세 왕인 몽쿳(Mongkut, 1804-1868)은 근대에 태국

불교 교단을 정비한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특히 그에 의해서 빨리

어 표기를 위한 통일문자인 아리야까(Ariyaka)문자가 고안되었다.

17) Ongsakul(2005) p. 5.

18) Penth(2004) p. 72.

19) Penth(2004) p. 72.

20) McDaniel(2008)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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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자에 대해서는 아닐사꺄(Anil Sakya)가 몽쿳왕의 마흔 일곱

번 째 왕자였던 바지라냐나(Patriarch Vajirañāṇavarorasa)의 기록

을 중심으로 아리야까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21)하였다.

아리야까 문자는 인쇄체와 필기체의 두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

으며 경전을 대조하기 위해 콤(Khom)문자와 비교해서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오늘날 많은 아리야까 필기체본, 이를테면

스리랑카에서 시암(Siam)으로 보낸 서한의 모양을 보면 로마자

필기체와 아주 유사한데 아리야까의 문자는 활자나 필기체 모두

브라흐미에서 각각에 해당하는 자형과 유사한 로마자를 뽑아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자 창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역시 활자 인쇄였다. 몽쿳왕은 프랑스나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에

게 영어와 서구문화를 공부하면서 그들의 로마자 활자조판을 보

고 착안했다. 그래서 그 활자역시 로마자 알파벳이나 현대의 인도

-아라비아 숫자와 유사하다.

당시 타이에서 인쇄출판기술은 널리 보급된 것은 아니었다. 서

구의 선교사들이 소유한 몇몇 개의 인쇄소가 그들의 종교서적을

출판했는데 몽쿳왕은 출가하여 당신이 주지로 있는 동안 왓 보완

(Wat Bowonniwet)에 직접 인쇄소를 설치하고 아리야까 문자로 
율장(Pātimokkha)이나 법구경(Dhammapada), Parita22)같은 책
을 출판하기도 했다. 이 문자로 간행된 책은 사원에서 널리 이용

되어 패엽경 필사본들을 대체하였다. 또한 당시 스리랑카의 승단

에서도 이 문자의 사용은 제법 활성화 되었다. 1885년 경에 쓰여

진 것으로 보이는 많은 편지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스리랑카에

서 온 승려들과 왓 보원의 몇몇 주지승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

이다. 스리랑카 승려들이 어떻게 이 문자를 익혔는지는 정확히 알

려지지 않았다고 하는데23) 일부의 스리랑카 승려들이 왓 보원에

21) Sakya(2012) p.402.

22) Parita는 의미는 빨리어로 ‘보호’란 의미로 호신주(護身呪),

보호경(保護經)과 같이 번역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경이 함께

들어있는 일상 의례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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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 이 문자를 배웠고 몽쿳은 왓 보원 내에 그들이 머무를 수 있

는 칸나랑까(Khana Lanka)라고 불리는 레지던스를 제공했다. 186

2년에는 서구의 선교사들의 기술로만 거의 유일하게 가능했던 인

쇄술에 맞서서 아리야까 활자판을 제작하여 스리랑카 승단에 보

시함으로서 불교경전의 간행24)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도

했다.

타이의 경우 문자의 창안이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졌지만 경전

을 기록하는데 콤문자를 19세기 까지도 사용했던 것은 아마도 경

전을 기록하는 문자와 일반문자를 구분해서 쓰려는 오랜 전통 때

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전통은 태국 내부만 아니라 동남아

불교국가들이 경전기록에 있어서 공유했던 방식이므로 쉽게 바꿀

수 없었던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리야까문자의 고안

에 있어서 표면적인 첫 번째 이유는 ‘빨리어 경전을 기록하는 통

일문자’였다. 당시의 스리랑카나 주변국의 불교교단과의 관계에서

빨리어는 일종의 국제언어(language)로 쓰였지만 특정한 문자(sca

ript)가 없는 빨리어였기에 기록에 있어서는 쉽지 않았던 것 같다.

몽쿳왕이 스리랑카나 아라칸, 캄보디아 등 다른 나라에 서한을 보

낼 때 언어는 빨리어를 사용했지만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내용의 편지를 여러 개의 문자로 중복해서 보내고는 했다. 즉 빨

리어를 사용하는 주변국끼리의 소통과 경전의 필사에 있어서 빨

리어를 기록하는 일종의 ‘불교문자’를 목적으로 내세운 것이다. 그

래서 이 문자의 명칭도 시암의 문자(Siames alphabet)가 아니라

‘성스러운 문자(Ariyaka)’, 즉 그들에게 아리야란 ‘불교’, 혹은 ‘붓

다’를 의미한 것이라고 사꺄25)는 몇몇 인용을 통해 설명하고 있

다.

아리야까는 몽쿳이 왓 보원의 주지로 있던 14년간 가장 활발하

게 인쇄가 이루어졌고 스리랑카를 대표로 국제적인 호응도 얻었

23) Sakya(2012) p. 408.

24) Sakya(2012) p. 408.

25) Sakya(2012) p.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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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타이가 주도적으로 불교국가들 사이에서 중심적인 역

할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지만 결국 대중화와 존속은 실패했

다. 그러나 유일한 빨리어 통일문자란 역사적인 의미를 남기게 되

었고 짧지만 근대기술로 이루어졌던 작업이기에 오늘날 빨리어

원본 보존의 가이드 역할도 가능했다. 타이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콤 문자나 몬 문자로 쓰여지던 방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무엇보다 현대의 타이문자로 빨리어를 쓰게 된 결정적인 전환점

이 되어주었다. 이후 몽쿳왕은 다시 타이문자를 적용시켜 빨리어

를 기록하는 Kan-yut이란 체계를 고안했다.

동남아 문자들은 스리랑카와 함께 빨리어를 문자로 기록했고

문자 자체도 빨리어 경전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했지만 동

남아 각국들의 문자역시 빨리어를 완벽하게 표기할 수 있었던 것

은 아니었다. 이는 경전과 일반문자를 구분해서 썼던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고 이후 지금과 같이 경전과 일반문자를 구분하지 않

고 쓸 때 빨리어를 표기하는데는 추가로 필요한 문자들이 더해져

야 했던 것이다.

Ⅲ. 불교사본연구에서 동남아시아 필사본

2012년 2학기에 한국을 방문하여 동국대학교에서 이루어진 특

강에서 피터 스킬링(P. Skilling)교수는 “PTS판본에 들어있지 않

은 빨리경전들의 다양한 판본들이 태국의 오래된 사원에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은 하나씩 찾아내는 것 말고는 일괄적

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소개했다. 또한 그는 “목록

으로 작성되지 못하고 있는 필사본들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으며

아직 연구되지 않은 필사본들의 수는 수천 개에 이를 것”26)이라

고 지적한다. Hunius 역시 PTS저널에서 “동남아 불교사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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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해 있을 사원들은 3천 개 이상”이라고 말한다. 그는 타이 북

부에서 발견된 30여개의 필사본들에 대해 “당시 란나 지역에서

오늘날 빨리 필사본 연대를 15～16세기로 돌려놓을 수 있는 것은

당시 독립왕국 아래서 문화의 절정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었기에

가능했고 이는 빨리문헌에 있어서 황금시대이다”라고 평가한다.

루이 피노(Louis Pinot), 힌위버(Hinuber)등에 의해 당시 타이 북

부에서 발견되었던 30여개의 필사본들에 대한 발표는 근래 동남

아 필사본 연구에 대한 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러나 동남아의 필사본이 아직 불교사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게 친숙한 자료는 아니다. 이는 불교사본연구 대상이 주로 인도를

중심으로 서북쪽으로는 간다라, 파키스탄, 아프칸 등지에서, 동북

쪽으로는 네팔(Nepal)로부터 주로 과거에 ‘서역(西域)’으로 통칭

되었던 카슈가르, 투르판 등의 중국과 인도사이의 광범위한 지역

을 무대로 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지역까지 포함하기 어려운 문

제에서 기인한다. 현재 동남아시아의 필사본들은 본격적인 연구대

상으로 삼기에는 기존의 사본들에 비해 시기도 오래되지 않으며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연구자료로 쓸 수 없는 상황도 상

당하며 대개 빨리어 혹은 동남아의 언어에 한정 되어 있다는 몇

가지 문제점27)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언어와 문자가 교차하는

문제도 매우 복잡하게 작용한다. 산스끄릿이라 하더라도 크메르

문자로 표기된다든지, 몬(Mon) 문자나 란나문자(Lanna-Thai)문

자로 기록된 빨리어 등28)이다. 필사본과 함게 대표적인 문자 기록

26) Skilling(2009) p. 6.

27) 이는 반드시 동남아 필사본들이 대부분 빨리어이고 동남아의 고문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실제로 사본연구는 문자의 해독으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선행지식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심재관박사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대해 토로한다. “… 어떤 학자가 카로슈티 문자로 쓴 초기

간다리 사본을 연구하다가 동시에 따밀어나 오리야로 쓴, 또는 그

문자로 쓴 산스크리트 사본을 연구할 여력은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문자나 언어 자체에 능숙하다고 하더라도 특정 분야의 주제에 익숙하지

않으면 사본 해독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 심재관(2013)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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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문인데 19세기 후반의 왕실의 비문들 중에는 로마자(Roma

n)로 쓰여진 것도 있지만 심지어 무슬림에서 기록한 아랍문자까

지 발견된다.29)

Ⅳ. 연구사례와 위경(僞經)

현재 태국(Thai)의 FPL(Fragile Palm Leaves Foundation)이나

네팔(Nepal)의 ‘룸비니 국제학술연구소(Lumbini International Res

earch Institute, LIRI)’가 중심이 되어 ‘삼장연구자료(Materials for

the Study of the Tripiṭaka, MST)’라는 이름으로 일련의 작업(로

마자화, 편집, 번역, 출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30) 현재 이 시리

즈의 출판된 결과물은 10여권으로 이 가운데 주목할만 한 2개의

텍스트를 소개하자면 잠부빠띠경(Jambupati-sutra, 잠부31)의 왕)
과 붓다빠다망갈라(Buddhapadamaṅgala, 불족적의 108길상)이
있다. 잠부빠띠경은 붓다가 왕의 모습으로, 당신의 제자들을 대
신의 모습으로 변하게 하여 속세의 가장 강력한 왕도 굴복하게

하는 스토리를 담은 이야기로 MST 시리즈 4로 2009년에 출판되

었다. 이 판본은 빨리어에 콤(Khom)문자로 된 판본이 방콕(Bang

kok)의 왓 보원(Wat Bovoranives)과 왓 프라 체뚜폰(Wat phra C

hetuphon)에 각각 한 개씩, 그리고 프랑스 국립도서관(BNF) 판본

이 2개 있으며, 태국어와 Khom-Thai문자로 된 판본이 역시 BNF

28) Skilling(2009) p. 2.

29) Skilling(2009) p. 2.

30) 두 연구소는 현재 동남아 필사본 연구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인

LIRI-FPL Project를 운영하고 있다.

31) Jambu는 Jambudvīpa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대개 그 음사인

‘[남]염부제’나 ‘[남]섬부주’로 흔히 쓰였으나 여기서는 원어에 가까운

잠부주로 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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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1부 보존되어 있다. 또한 1921년에 타이문자로 인쇄된 판본이

하나로 총 6개를 대조하여 이를 편집한 것이다. 이 문헌은 한역의

본연부(本緣部) 찬집백연경(撰集百緣經)에 계빈영왕연(罽賓寧王
緣)에 대응하는 경전임이 알려졌다. 빨리문헌에는 Dhammapadāṭ
ṭhakathā(법구경 주석)에 나오는 Mahākappinna-vatthu(깝삔나이

야기, 혹은 Mahāapphiṇadhaja-sūtra)와 연관된 문헌이다.32) 오늘

날 동남아시아의 불상들 중 육계(uṣnisa)가 큰 보관을 쓴 것처럼

표현되거나 특히 태국의 경우 상당히 높고 뾰족한 왕관처럼 표현

되어 있는데 이를 ‘왕관을 쓴 붓다(Krown Buddha)’라고 부른다

바로 이 이미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문헌으로 중국

의 왕즉불(王卽佛) 사상과 유사한 형태로 당시 동남아시아의 불교

에서 붓다라는 존재와 왕의 이미지에 관한 관계33)를 보여주는 문

헌이다. 불족적의 108길상은 동남아시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

나는 불족적에 나타난 문양(길상)에 대한 의미를 다룬 경전이다.

판본은 6개로 모두 Khom문자로 쓰여져 있는 패엽 필사본이다.

그 중 한 개의 판본은 방콕의 왓 보원(Wat Boworanniwet)에 보

관되어 있고 나머지 5개는 방콕의 국립박물관(Bankok National

Museum) 판본이다. 2011년 MST시리즈의 6번째로 출판되었다.

Claudio Ciccuzza에 의해 로마자화 편집과 교감, 영역이 이루어졌

다. 부분적으로는 빨리어의 여러 경전들로부터 많은 인용이 이루

어지고 있지만 아직 빨리어나 다른 언어로 된 대응경전은 알려지

지 않고 있다. 이 경전은 불족(Buddhapāda) 혹은 불족적(Buddhap

ada)에 법륜이나 연꽃무늬를 중심으로 갖가지 다양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으며 이 숫자는 모두 108개까지 발전되는데 이 불족적

들에 새겨진 길상들은 108이란 수에 정확히 맞는 것도 있고 미치

지 못하거나 혹은 길상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

에 여러 개의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기도 하다. 각각의 문양들 중

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32) Skilling(2009) pp. 30~31.

33) 황순일(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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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데-이를테면 거울이라든지, 연못 같은-이 경전은 이들 각각

의 문양들이 어떤 교리적 배경에서 그려진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

다. 이 두 경전은 오늘날 동남아에 존재하는 붓다의 형태(image)

에 대해 경전적인 증거의 역할을 해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 경전들은 삼장에 포함되는 경전, 즉 한역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입장경(入藏經)이 아닌 위경에 속하는데 이런 류의 경전들은 동남

아 필사본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중국이란 배경에서 인왕경이나 부모은중경같은 비중있는

경전들이 후대에 만들어지면서 과거 역사적인 시각에서 생겨났던

‘대승불교비판’과 같은 사건도 있었다. 그러나 대승문헌들의 가치

에 대해서 오늘날 대부분 의심하지 않지만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취급을 받았던 후대의 편찬 경전들에는 위경(僞經)이란 이름이 붙

여졌다. 사실 단계라는 것도 그 편찬 시기가 상대적으로 후대라는

것과 지역 혹은 문화적인 배경이 인도에 비해 이질적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후대의 불교도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에서는 위경

들은 대승경전의 성격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위경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써의 진경들이 주로 교리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면

위경은 그 문헌의 편찬당시 불교의 입장에서 바라보았거나 혹은

불교교단에 요구되었을 사회상과 가치관을 반영한다. 그런 측면에

서 오늘날 위경이란 문헌들의 존재는 근대의 방식으로 불교를 연

구하는 학자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자료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전의 내용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

며 마치 문학작품처럼 불교의 역사적 인물들이 등장하거나 혹은

불교의 교리를 골자로 하여 확장된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

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필사본의 작업 중에 발견되는 이 같은 성격의 문헌들은 때로는

교리적 내용으로 채워진 경전들보다 현실적인 의미가 담긴 새로

운 경전들로서 때로는 더 가치있는 존재로 부각되기도 한다. 실제

로 동남아시아 불교 역시 당시의 교단에서 필요에 따라 경전의

구성체계 뿐 아니라 실제 경전들을 제외시켰을 가능성도 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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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반대로 교단의 상황에 따라 새롭게 만들거나 혹은 기존의

경전을 바탕으로 하여 특정한 의도가 담긴 경전편집에 대한 노력

은 중국 위경의 예에서 불 수 있는 것과 같이 가능성이 충분했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진 경전들은 교단의 독자적 성향을 표방하

고 의례나 승가교육 혹은 사원의 벽화나 네러티브의 구성에까지

중요한 전거의 역할들34)을 해 주었다.

V. 결론: 동남아 불교사본 연구의 의미

동남아시아 불교권에서 빨리어 경전을 필사하기 위해 동원된

문자의 다양함의 역사는 상상을 초월한다. 오늘날 쓰이는 각국의

문자인 Khmer, Lao, Burmese는 물론 남인도에서 대표적인 문자

로 쓰이다가 동남아에서 나타나는 Pallava혹은 Grantha를 비롯해

서 ‘Tai’에 속하는 일련의 문자들- Thai, Lanna Thai, Tai Khun,

Tai Lue등35)과 동남아 고대문자들인 Mon, khom, Tham, Fak Kh

am, Yuan, Lanna, Isan, Shan에, 각 문자의 시대적-지역적 변형

인 경우, 이를테면 Khom의 Sukhothai형, Ayutthaya형, Ratanako

sin형, 그리고 통일문자로 고안되었던 Ariyaka가 존재하며 빨리어

나 산스끄릿를 포함한 몇 종의 언어를 다른 몇 가지 문자로 교차

해서 쓰는 것(bilnguals)은 물론 하나의 필사본에 다른 문자들을

병기하거나 한 글자 자체에 특수문자 표기를 다른 문자의 것(bisc

ripts)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거의 대부분 빨리어 경전필사에 이

용되었다. 이런 사례들은 다양한 문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음도

시사하지만 또한 이 문자들의 자형이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고,

34) Bernon(2012) p. 371.

35) Skilling(2009)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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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기원을 갖고 있었음을 말해주기도 하며 동시에 문자가 확

정적으로 자리잡지 못했다는 점 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동

남아의 문자는 인도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대부분 불

교경전의 필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남아에서 불

교사본이란 존재의 의미는 불교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스리

랑카의 역사서들의 불교적 성격이 보여주듯 동남아 불교의 필사

본과 그 글자들은 그 자체로서 동남아의 역사, 문화와 맞물려 있

으며 동남아 국가들간의 상호교류의 역사와도 연결되어 있다. 인

도에서 반세기 혹은 1세기 가량의 시간차로 변하는 문자의 자형

변화가 특정한 경전이 필사된 시기를 가늠하는 주요한 열쇠가 되

는 것과 같이 동남아에서의 복잡한 자형의 발전은 불교는 물론,

그들의 사회, 문화, 정치, 역사 등의 다양한 변화와 교류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므로 본문에서 언급했던 붓다빠다망갈라나 잠부
빠띠의 예와 같이 동남아에서 하나의 경전 필사본을 찾아내고

연구하는 것의 의미는 ‘고대 문헌의 발견’이라는데 결코 머무르지

않는다.

근래 국제정세에서 오래된 문화재를 두고 강대국의 구제논리에

맞서 문화재 탄생국의 보존논리가 힘을 얻고 있지만 사실 아직

어느 쪽도 명확한 이론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유사하

게도,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언어로 된 많은 양의 필사본들은 여전

히 오래된 사원들에 보관되어 있지만 그 내용의 정체는 감추어져

있고 또한 묵혀져서 부식되고 있는 경우도 일부 있다. 동남아 사

원들에 산재해 있는 미지의 많은 불교문헌들에 대해서 경전의 종

교적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여 존재의 환경과 상관없이 사원

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다가 자연스레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도록

둘 것인지, 경전이 가진 고유의 가치인 글자를 읽어낼 수 있도록

학계에 개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그 경전이 가진 참 의

미를 두고 보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과제는 아니다. 다만

교리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불교에 접근하는 학자들은 그런 현

실과 무관하게 새로운 경전과 새로운 내용들을 발견하고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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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아내는 입장에서 동남아시아의 필사본을 다룰 수 있는 학자

들의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록] 문자 샘플 및 참고사항*36)

아리야까(Ariyaka) 폰트는 유니코드에서 아직 지원되지 않고

* I would like to thanks prof. Justin McDaniel of the Univ. of Penn who

gave me his Published book when I asked about Thai ancient scripts.

And thank you to my friend Ph.D. Arthid Sheravanichkul of

Chulalongkorn Univ. for advising me on Thai script and ancient scri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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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Ian James에 의해 다음의 웹문서에서 제공되고 있다.

http://www.skyknowledge.com/ariyaka.htm (검색일: 2014년 11월

9일)

Wood’s Unicode resources에서는 다수의 관련 유니코드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http://www.alanwood.net/unicode/index.html (검색일: 2014년 11월

12일)

브라흐미 등 유니코드에서 제공되는 문자라도 해당 컴퓨터에

글꼴이 함께 제공되지 않으면 컴퓨터에서 구현되지 않는다. 브라

흐미 글꼴은 몇 가지의 폰트들이 제공되고 있다. 이 표에 제공된

문자들은 가능하면 그림이 아닌 폰트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지

만 편집상 한글문서 파일에서 표기할 수 없으므로 그림으로 제시

하였다. 동남아 문자들의 글꼴이나 도표의 원본은 필자가 웹페이

지(http://www.soo-soo.net)에 모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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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rious Pali scripts and Buddhist 
manuscripts in Southeast Asia

Kang, Daegong(Beobjin)

Chulalongkorn University

Important Buddhist manuscripts of Southeast Asia dat-

ed between 16～19th centuries were transcribed from Pali in

a variety of ancient scripts. This makes it difficult for

Buddhist scholars wishing to study their contents. However,

there are other obstacles facing today's researchers.

majority of ancient manuscripts have been lost and de-

stroyed due to successive wars, chaos and upheaval that

occurred in Sri Lanka in the 15th century. This is also true

in Southeast Asia, and many manuscripts dating from after

the 15th century are actually reconstructions of earlier texts.

Tipitaka, published in late 19th century by PTS (Pali

Text Society), is a significant collection of works, taken

from the manuscripts. However the work is far from com-

plete, many of the texts are only partial, their sources scat-

tered, and a lot of canons still need to be compared with

other versions of the manuscripts. Furthermore some texts

of the manuscripts are unique - sort of non-canonical texts

and are not included in Tipitaka. This can be regarded as a

kind of pseudepigrapha.

access to the manuscripts is generally a difficult

undertaking. To the monasteries where the manuscripts are

kept, their religious worth is deemed to be more important

than their academic value. When allowed access to the

manuscripts, without a deep knowledge of local cultu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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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ssues of the time scholars can't grasp a lot of the

texts' contents.

recently, study of Buddhist manuscripts has been typi-

cally limited to areas around Northwest India such as

Afghanistan, Pakistan and Tibet. The Southeast Asia region

should be regarded as significant to the 'realm of Buddhist

manuscript study'. Original forms of almost all ancient

scripts of Southeast Asia are closely connected with Brahmī

script. For this reason they are important pieces of the

Indian scripts map.translation remains a key obstacle. The

manuscripts are written in a wide range of ancient lan-

guages, a problem which lead to the invention of Ariyaka

script by King Mongkut in 19th century Thailand. If we are

to objectively assess the original form of Pali Text, we

should study the ancient scripts of Southeast Asia firs-

t.study of these manuscripts and the ancient scripts of

Southeast Asia is nowadays being undertaken by scholars

specializing in Southeast Asian Buddhism. One such case is

the FPL (Fragile Palm Leaves)-LIRI (Lumbini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a joint research project which has al-

ready published a few manuscripts, including editing and

translation and published a list of manuscripts about a

group of texts. We can gain more authenticity and mul-

ti-formity of Pali Texts through comparing manuscripts of

Southeast Asia with as like PTS and CSCD etc. other

standard Pali versions.

Keywords: Brahmī, Pali, Ariyaka, script, manuscript,

Southeast Asia, T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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