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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지경 ｢서품｣에는 다른 대승경전과 동일하게, 스스로에게 불설(佛說)
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무대장치가 존재한다. 이 장치는 다른 대승경전들
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다중의 ‘범천권청’과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데, 특히 핵심이 되는 부분은 다양한 운율을 사용하여 아름다운 게송으로 
노래하고 있다. 라더(Rahlder)와 콘도(Kondō)는 18세기 이후의 후대 네팔 
사본을 기반으로 1926년과 1936년 각각 십지경 산스크리트 편집본을 출
판하였는데, 이 편집본의 서품에는 관련 게송이 총 33개가 있다. 이 게송들
은 불교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아누쉬뚭 운율 이외에도 아리야 
군(群)의 운율과 라또드핫타 운율을 비롯한 매우 다양한 운율로 이루어져 
있다. 

본 논문은 1996년 마쓰다 카즈노부(松田 和信)가 전 세계 학회에 보고
한, 산스크리트 자료로는 가장 빠른 시기인 7세기에 후기 굽타 문자로 필사
된 사본을 기반으로 이 게송들을 연구한 결과이다. 이 사본은 다른 자료들
과는 달리 각 단계(地)가 시작 게송과 산문의 요약 게송 없이 산문으로만 
구성된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서품에서는 기존 편집본들과 동일하게 33게
송이 존재한다. 논문에서 필자는 이 오래된 산스크리트 사본의 읽기를 통해 
기존 편집본을 개선하거나 더 나은 읽기를 제안하는 몇몇 예들을 제시하였
다. 이를 통하여 7세기 북부 인도에서 전승되던 십지경의 이해를 재구성
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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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십지경(十地經 Daśabhūmikasūtra)의 서품(序品 nidānapariv-
arta)이라 불리는 장에는 ‘범천권청’(梵天勸請)을 연상시키는 내용

이 있다. 이 부분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⑴ 바즈라가르바(Vajraga
-rbha)가 보살 수행 열 단계(菩薩十地)의 명칭만을 언급함, ⑵ 비
묵띠짠드라(Vimukticandra)가 보살의 무리(pariṣat)를 대신하여 

이 십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요청함, ⑶ 바즈라가르바가 첫 번

째로 거절함, ⑷ 비묵띠짠드라가 두 번째로 요청함, ⑸ 바즈라가

르바가 두 번째로 거절함, ⑹ 비묵띠짠드라가 세 번째로 요청함, 
⑺ 보살 무리가 한 목소리로 요청함, ⑻ 붓다들이 바즈라가르바에

게 십지경 법문을 설하는데 있어서 가피(加被 adhiṣṭhāna)가 주

어졌음을 밝히고 설법을 허락함, ⑼ 바즈라가르바가 붓다들의 무

량한 권능(anubhava)에 입각하여 십지를 설할 것이라고 선언함이

라는 9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핵심이 되는 것은 네 번에 걸친 십지의 자세한 분석에 

대한 요청(勸請)이 아닐 것이다. 핵심은 ⑻ 석가모니 세존과 다른 

무량세계의 붓다들의 권능(anubhāva)에 의해 만들어진 ‘빛줄기 

구름들이 그물처럼 촘촘하게 엮인 커다란 전각’(mahāraśmigh-
anābbhrajālakūṭāgāra)으로부터 나온 소리가 바르자가르바에게 

십지의 가르침에 대한 가피(加被 즉 권능)가 주어졌음을 밝히고 

법문을 설할 것을 명령하는 장면과 ⑼ 바즈라가르바가 자신의 능

력으로는 설할 수 없는 법문을 붓다들의 권위를 승계[anubhāva]
하여 설할 것이라고 밝히는 곳에 있다. 이것은 설법자 혹은 주된 

설법자가 붓다가 아닌 대승경전에 불설(佛說 buddhavacana)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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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를 부여하는, 대승경전의 서두에 항상 등장하는 중요한 무대

장치이다. 대승경전 중 가장 빠르게 성립하였다고 추정되는 팔천

송반야경 첫 번째 장에서 이러한 권위 부여의 장면은 매우 간략

한 형태의 짧은 분량인 반면,1) 십지경에서는 앞서와 같은 아홉 

단계를 거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더욱이 핵심이 되는 

곳은 산문이 아니라 게송들로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어, 이러한 장

면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고 있다. 
18세기 이후의 후대 네팔 사본을 기반으로 산스크리트 십지경

을 편집한2) 라더(ER)와 콘도(EK)의 편집본에는3)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총 33게송, 분류하자면 ⑵와 ⑶에 11게송,4) ⑺에 5게송, 

1) 미트라의 산스크리트 편집본(AṣṭaM: 3.21-4.14)을 참조; 팔천송반야경 제 

1장을 대승경전의 가장 오래된 층으로 분류한 것에 관해서는 

Zacchetti(2015:177) 참조. Orsbon(2012:87-102)에는 이를 주장한 

슈미트하우젠 설을 비롯한 각 학자들의 설이 가장 잘 정리되어 있다. 최근에 

가라시마 세이시(辛嶋静志)는 철학적으로 발전된 1장의 경우 

팔천송반야경의 편찬의 가장 마지막에 작성되었을 것이라는 정반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가라시마 세이시(2014: 15) 참조.
2) 캠브리지 대학 도서관 소장 (Add. 867.2) 사본은 라더와 콘도 모두가 사용한 

사본으로, 콜로폰에 그 연대(samvat 872 =1752 CE)를 밝히고 있는데, 적어도 

콜로폰에 연대가 명시된 사본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3) 이 이외에도 바이드야(Vaidya)의 편집본이 있다. 이 편집본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는 Yuyama(1996:269-270)와 이영진(2014a:10-11)을 참조. 
4) 십지경에 대한 다르마락샤(ChDh)와 꾸마라지바(ChK)와 실라다르마(ChŚdh)가 

번역한 3종의 한역과 십지경 ｢십지품｣에 대한 붓다바드라(ChB)와 

식샤난다(ChŚn)의 2종의 한역과 티벳역(TibPhal)에는 ⑷ 비묵띠짠드라가 두 

번째로 요청한 산문 내용의 요약 게송과 ⑸ 바즈라가르바가 두 번째로 거절한 

요약 게송과 ⑹ 비묵띠짠드라가 세 번째로 요청한 요약 게송이 첨가되어 

있다. 게송의 숫자는 후대의 자료인 ChŚn, ChŚdh, TibPhal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각각 2게송씩 총 6게송이 부가되어 있다; 5종의 한역과 ｢십지품｣ 티벳역의 

서지 정보에 관해서는 이영진(2014a: 14n19와 15n20)을 참조하시오. 다만 

｢십지품｣ 티벳역의 경우는 ‘e-text’ 검색이 가능한 ‘라싸’(Lha sa) 버전을 

사용하였다; 부가된 게송의 위치 정보는 다음과 같다. ChDh 459b21-28, 
459c12-19, 460a06-13 (각각 8 句로 이루어짐: 4게송?); ChK 499a18-21=ChB 
543b15-18, ChK 499a27-b03=ChB 543b24-29, ChK 499b15-23= ChB 543c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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⑻에 7게송, ⑼에 10게송이 있다. 이 두 편집자에 따르면, 게송들

을 이루는 운율 또한 아누쉬뚭, 라토드핫따, 샬리니, 아리야, 우빠

기띠, 기띠, 우뻰드라바즈라･인드라바즈라･방샤타빌라=방샤스타･
인드라방샤의 혼합으로 이루어져 매우 다양하다.5)

우리는 이미 마쓰다 카즈노부(松田 和信)가 1996년에 전 세계 

학회에 보고한 늦어도 7세기에 후기 굽타 문자로 쓰인 사본(MS 
A)과 13세기경에 ‘바르뚜라 네바리’(Vartula Nevārī 혹은 Nepale-
se hooked script)로 쓰인 사본(MS B)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

다.6) 이 두 사본은 각 단계[地]가 ‘시작 게송-산문-산문의 요약 게

송’으로 이루어진 다른 자료들과는 달리7) 시작과 요약 게송이 존

재하지 않는 산문으로만 구성된 리센션(recension)이다. 
이영진은 2014년 십지경의 여섯 번째 단계인 ‘현전지(現前地)’

의 A 사본과 B 사본의 전사(轉寫)를 다룬 두 논문에서 이 두 사본

에 대한 진척된 연구를 발표하였다. 그 중 하나는 화엄부(Phal 
chen)에 속한 ｢십지품｣ 티벳역이 아닌 독립 경전으로서 유포된 
십지경 티벳역은 A와 B 사본과 동일하게 산문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십지경론의 티벳역은 독립 경전 티벳역과 <거의 대부분> 
일치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는 이를 통해 십지경 산문 리센션

(각각 8句, 12 句, 18 句로 이루어짐); ChŚn 180a8-11, 180a18-21, 180b04-08; 
ChŚdh 536c21-24, 537a05-8, 537a21-24 (각각 2 게송. 처음 2게송은 각 句가 

5단어로 이루어진 ‘아누쉬뚭’로 추정되며 나머지 4게송은 각 句가 7단어로 

이루어짐); TibPhal (Lha sa), phal chen, kha 74b7-75a3, 75b2-b4, 76a6-76b2 
(각각 2게송. 처음 4게송은 각 句가 9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머지 

2게송은 각 句가 13단어로 이루어짐)
5) 언급한 운율에 관해서는 찰스 필립 브라운(2014)을 참조할 것. 본문에서 

운율을 설명하는 한글 표기 역시 이를 따랐다.
6) 이 두 사본에 대한 정보에 관해서는 Matsuda(1996: xv-xviii) 참조; 이 내용의 

간략한 정리에 관해서는 이영진(2014a: 11-14) 참조할 것.
7) 단 가장 빠른 자료인 297년에 번역된 다르마락샤의 한역은 시작 게송이 없이 

산문의 요약 게송만 존재한다. 이영진(2014a)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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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MS A, MS B, 십지경 티벳역, 십지경론<의 십지경 인용 

부분>으로 규정하였다.8) 
이러한 ‘시작 게송과 요약 게송이 없다’는 의미의 산문 리센션 

중 A 사본에는 기존의 산스크리트 편집본들과 동일한 숫자의 게

송이 존재한다.9) 그렇지만 총 33게송 중 두 번째, 일곱 번째, 열 

번째의 단 세 게송만이 기존 편집본과 정확히 일치한다. 더욱이 

스물 네 개의 게송은 두 편집본 뿐만이 아니라 필자가 참조한 네 

종류의10) 후대 산스크리트 사본에는 보이지 않는 다른 읽기

(reading 異體字)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산스크리트 자료로는 현존하는 가장 빠른 시기에 필사

된 A 사본을 통하여 기존의 편집본을 교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적어도 7세기 북부 인도에서 전승되던 십지경의 

해당부분에 대한 이해를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체 게송을 내용상 ⑵와 ⑶의 ‘비묵띠짠드라의 권청과 바즈라가

르바의 거절’, ⑺의 ‘보살 무리의 권청’, ⑻의 ‘붓다들의 권능 부

여’, ⑼ ‘바즈라가르바의 선언’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기존의 편집

본을 교정하거나 보다 나은 읽기를 제안할 수 있는 몇몇 예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8) 이영진(2014a) pp. 15-16; <>안의 내용은 필자에 의해 부가된 것이다.
9) MS B는 15번째 폴리오까지 없어져 이 게송들이 손실되었다. 
10) 이 사본들을 각각 C, D, F, L이라는 약호를 통해 지칭할 것이다. 이 사본들은 

모두 종이에 네와리 문자로 쓰인 사본으로 전자의 셋은 콜로폰에 필사 

연대가 각각 ‘saṃvat 960’(=1840 CE), ‘saṃvat 967’(=1847 CE), ‘saṃvat 
972’(=1852 CE)로 적혀있는 19세기 사본들이다. L은 콜로폰에 필사 연대가 

없지만 나머지 사본들과 동일하게 19세기에 필사된 사본으로 추정된다. 네 

사본은 모두 동일한 ‘가계도’[family tree]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네 사본 모두가 아리야 운율로 이루어진 ⑺의 두 번째, 전체로는 열세 번째 

게송의 두 번째 줄의 첫 절반(즉 1~3 운각)을 빼먹고 필사하고 있는 

사실로부터 확정할 수 있다. 이 중 D 사본은 라더가 사용한 네팔 카트만두의 

왕궁 도서관 사본과 동일하며, L은 라더와 콘도 모두가 사용한 런던의 Royal 
Asiatic Society가 소장한 Hodson Collection No. 3과 동일한 사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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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묵띠짠드라의 권청과 바즈라가르바의 거절에 관한

게송

이 게송들은 비묵띠짠드라의 권청을 노래하는 다섯 게송과 ‘바
즈라가르바가 비묵띠짠드라에게 대답한다’는 상황을 설명하는 하

나의 게송11) 그리고 바즈라가르바가 거절하는 내용을 노래하는 

다섯 게송으로 이루어져 있다.12) 이중 전자의 두 부분 즉 여섯 번

째 게송까지는 ‘아누쉬뚭’13) 운율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 부분

은 7･8･10･11번째 게송들이 ‘라토드핫따’14) 운율로 이루어져 있

다. 나머지 하나인 아홉 번째 게송에 관해서 라더는 침묵하며,15) 
콘도는 이 게송의 네 번째 句가 ‘샬리니’임을 지적하며 세 번째 句
의 운율에 맞지 않는 ‘anātmānaṃ’을 ‘ānātmānaṃ’으로 교정해야 

11) ChB와 ChŚn에서는 이 아누쉬뚭 게송을 산문으로 번역하였으며, 최근의 한글 

번역인 전재성(2013: 299)도 이를 산문으로 번역하였다. 
12) 편집을 위해 사용한 십지경 자료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산스크리트: A 

4v2-5r1, C 8r2-8v5, D 9v4-10v4, F 5r4-5v3, L 9r1-9v4, EK 8.04-9.09, ER 
5.32-6.30; 티벳역: Cz 39a6-40a1, Dk 45a7-46a4, Np 41a1-41b4, S 
37b1-38a3, Z 38a3-38b6; 한역: ChDh 459a15-b07, ChK 498c15-499a09, ChB 
543a12-b06, ChŚn 179c07-c28, ChṠdh 536b20-c12.

13) 아누쉬뚭(anuṣṭup)에 관해서는 찰스 필립 브라운(2014: 18-25) 참조; 또한 

중론의 기존 산스크리트 편집본을 이 운율에 기반하여 교정한 

MacDonald(2007) 또한 이 운율을 숙지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특히 

52페이지에는 아누쉬뚭 운율에 관한 법칙이 간략히 정리되어 있어 

유용하다. 
14) 라토드핫따(Rathoddhatā)는 각 구가 11음절로 이루어진 뜨리쉬뚭(triṣṭup)의 

일종으로 라-운각(ragaṇa: —∪—), 나-운각(nagaṇa: ∪∪∪), 라-운각, 
가벼운 음절(laghu: L), 무거운 음절(guru: G)로 구성된다. 찰스 필립 

브라운(2014 p. 82와 p. 178. 
15) ER 5n1 “Mètre: rathoddhatā, à l'exception de la stance ≪vajropa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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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가 제안하고 있다.16) 그렇지만 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句의 운율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는다. 우선 두 편집본을 

살펴보자면,17)

vajropamahṛdayaṃ※ sthāpayitvā buddhajñānaparamaṃ cādhi-
mucya / anātmānaṃ cittabhūmiṃ viditvā śakyaṃ śrotuṃ jñānam 
etat susūkṣmam //

<※ vajropamahṛdayaṃ ER, vajropama hṛdayaṃ EK>

라더와 콘도의 읽기는 기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콘도

는 “vajropama hṛdayaṃ”으로 띄어 읽어 원래 “vajropamaṃ”이 

되어야만 하는 데 운율 상의 이유로 ‘아누스바라’(ṃ)가 탈락되는 

혼성범어문법의 용례를 보여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18) 양자 어

느 것일 지라도 운율은 동일한데 첫 번째 구는 ‘따-운각, 나-운각, 
라-운각, 무거움, 무거움’으로, 두 번째 구는 ‘마-운각, 나-운각, 
라-운각, 무거움, 무거움19)’로, 세 번째 구는 ‘야-운각, 따-운각, 
따-운각, 무거움, 무거움’으로, 네 번째 구는 ‘샬리니’ 운율로 ‘마-
운각, 따-운각, 따-운각, 무거움, 무거움’으로 구성되어 있다. 콘도

의 추정과 동일하게 세 번째와 네 번째 구는 ‘샬리니’이지만 마-운
각(−−−)이 되어야 하는 “a nā tmā”가 야-운각(∪−−)이 되어 

운율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렇지만 다른 모든 자료들이 

“anātmānaṃ”을 지지하기에 운율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쉽

16) EK 9n15, 9n17; 샬리니(śālinī)도 역시 뜨리쉬뚭의 일종으로 마-운각(magaṇa: 
−−−), 따-운각(tagaṇa: −−∪), 따-운각, G, G로 구성된다.

17) 이 논문에서 두 편집본의 인용은 라더(ER)를 제시한 뒤, 이와 차이가 나는 

콘도(EK)의 읽기를 라더의 읽기와 함께 제시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차이에는 ~m과 ~ṃ등의 호환할 수 있는 읽기는 생략한다. 
18) 이 용례에 관해서는 BHSG § 8.31-34 참조할 것.
19) 마지막 음절의 경우 가벼울지라도 무거운 것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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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 이를 교정할 수는 없다. 
A 사본의 경우 세 번째와 네 번째 구에서는 동일한 읽기를 보여

주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구에서는 다른 읽기를 보여주고 있다. 

MS A: bajropamaṃ hṛ≪da≫yaṃ sthāpayitvā buddhajñānam 
para[ma]ṃ + + + + 20)

이 경우 두 번째 구의 결락된 네 음절을 편집본에 따라 “cādhi-
mucya”로 보충한다면,21) 이 구는 ‘마-운각, 브하-운각, 따-운각, 
무거움, 무거움’으로 구성된 ‘바또르미’22) 운율로 이루어졌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첫 번째 구는 마-운각(−−−)이 와야 하는 

“ba jro pa”에 따-운각(−−∪)이 있는 운율에 벗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A 사본에 따르면 아홉 번째 게송의 운율은 바

로뜨미와 샬리니가 결합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첫 번째와 세 번

째 구의 첫 번째 운각들이 운율과 맞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A 사본에 근거한 게송은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다.

[9] 금강(金剛)과 같이 마음을 세우고서, 붓다들의 지혜를 최고라고 

20) 굵은 글씨는 양 편집본과 다른 읽기를 보여주는 부분, ‘+’는 결락된 한 

음절(akṣara)을, ‘≪≫’은 사본의 행간에 첨가된 읽기(interlinear 
insertion)>을 나타낸다.

21) 다만 후대 산스크리트 사본들은 다른 읽기를 보여주고 있다. C D F가 

“vādhimucya”로 읽고 있으며, L은 “bodhim ucya”로 읽고 있다. 티벳역 

“lhag mos shing”이 보여주듯이, L의 읽기는 필사자의 오류라고 판단할 수 

있다. “vādhimucya”의 경우 vā 또한 ca의 의미로 종종 사용되기에, ER과 

EK의 읽기인 “cādhimucya”와 동일한 위상을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사본들이 필사한 대상이 되는 사본들이 만약 네와리로 쓰였다면 이 경우 

‘c’와 ‘v’는 조금 더 날카로운 각도를 지니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결정되기에, 그리고 의미상 ‘ca’가 좀 더 적절하기에 ER과 EK의 읽기를 

채택하였다.
22) Vātormī −−− −;∪∪ −−∪ −− <;는 휴지기>



십지경 ｢서품｣의 게송: 7세기 산스크리트 사본을 통한 교정과 제안 ∙ 283

확신하고서, 마음의 대상을 무아(無我)라고 알고 나서[야 비로소] 이 

매우 미세한 지혜를 들을 수 있습니다.

Ⅲ. 보살 무리의 권청에 관한 게송

보살의 무리가 한 목소리로 바즈라가르바에게 설법을 청하는 

이 부분은 총 다섯 게송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게송들은 음절

(akṣara)의 숫자가 아니라 음절의 길이[mātrā]가 단위가 되는 아

리야 운율 군으로 작성되었는데.23) 라더와 콘도 모두 운율에 맞지 

않게 게송을 편집하였다. 라더의 경우 두 게송이 운율에서 벗어나

지만, 콘도는 이 두 게송 이외에도 또 다른 두 게송이 운율에 맞지 

않는다.24) 이중 두 편집본 모두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첫 번째 게

23) 편집을 위해 사용한 자료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산스크리트: A: 5v3-4, C 
10r5-10v3, D 12v4-13r4, F 6v1-4, L 11r6-11v4, ER 8.04-8.13, EK 
11.07-12.01; 티벳역: Cz 41a4-41b2; Dk 47b2-7, Np 42b7-43a5, S 
39a6-39b4, Z 39b7-40a5; 한역: ChDh 460a12-b01, ChK 499b26-c08, ChB 
543c23-544a04, ChŚn 180b10-20, ChŚdh 537a27-b08. .

24) EK의 경우 두 번째(=전체 13번째) 게송의 “daśabalalābham”과 다섯 

번째(=전체 16번째) 게송의 “daśabalayuktān asaṃgāṃ”은 운율에 맞지 않는 

부분이다. 첫 번째에 관해서는 MS A와 ER 모두 운율에 들어맞는 

“daśabalabalalābham”으로 읽고 있으며, 다른 후대 사본들도 이 읽기를 

지지하고 있다. 콘도의 경우는 운율에 맞추어 “bala”가 두 번 반복된 것을 

필사자들의 중복오사(重複誤寫 dittography)라고 생각하여 탈락시키는 

중자(重字) 탈락(haplography)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게송을 

“upagīti”(12+15, 12+15: 하지만 콘도의 편집본에 따르자면 12+16, 12+15가 

된다)로 보고 있는 EK 8n19는 ‘아리야 운율 기본형’으로 수정해야 한다. 두 

번째에 관해서 MS A는 “daśabalayutām asaṃgāṃ”으로, ER은 

“daśabalayuktāsaṃgāṃ”으로 서로 다르게 읽고 있지만, 양자 모두 운율에 

들어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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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체 12번째)과 네 번째 게송(=전체 15번째)을 살펴보자. 

pravara vara vimalabuddhe※1 svabhidhānānantaghaṭita pratibha※2 
/ pravyāhara madhuravarāṃ vācaṃ paramārthasaṃyuktām //

< ※1 pravara vara vimalabuddhe ER, pravaravaravimalabuddhe EK; ※2 

°ghaṭita pratibha ER, °ghaṭitapratibha>

라더와 콘도의 편집본은 두 곳에서 띄어쓰기의 차이가 있지

만25) 운율 상으로는 차이가 없다. 아리야 운율의 기본형(pathyā)
에서 첫 절반의 여섯 번째 운각은 자-운각(∪−∪)이 되거나, 첫 

번째 가벼운 음절 뒤에 휴지기가 오는 카-운각(∪¦∪∪∪)이 되어

야만 한다. 그렇지만 편집본에서 여섯 번째 운각인 “ta gha ṭi”는 

가벼운 음절 셋인 나-운각(∪∪∪)으로 이루어져 운율에서 벗어난

다. 때문에 자-운각으로 교정하거나, “˚ānanta ghaṭita ca”와 같은 

방식으로 가벼운 한 음절을 첨가해야 할 것이다. A 사본은,

pravara vara vimalabuddhe svabhidhānānaṃtaghaṭṭitapratibhaṃ
⦁ pravyāhara madhuragirāṃ vācaṃ paramārthasaṃyuktāṃ⦁

으로 “ghaṭita”대신 “ghaṭṭita”를 사용하여, 여섯 번째 운각 “ta 
gha ṭṭi”는 자-운각이 되어 운율에 들어맞는다. 또한 필자가 참조

한 4종의 후대 사본(C･D･F･L) 또한 “ghaṭṭita”를 지지한다. 라더가 

이 사본 중 ‘D’ 사본을, 콘도와 라더가 동일하게 ‘L’ 사본을 참조

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26) “ghaṭita”는 그들이 동일한 의미의 

25) 첫 번째 경우는 vṛṇe tasmād aham imaṃ devānāṃ pravaraṃ varam // 
Jātakamālā 7.14cd // 등의 복합어로 처리하지 않은 용례를 지닌 게송을 

통해 볼 때 라더의 읽기가 지지된다. 두 번째 경우는 십지경론의 주석이 

콘도의 띄어쓰기를 지지한다. 이에 관해서는 각주 28 참조.
26) 각주 10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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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혼성범어 단어인 “ghaṭṭita”27)를 산스크리트로 일반화한 것이

다. 그리고 이 잘못된 혹은 성급한 산스크리트화로 인하여 이 게

송은 운율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또한 A 사본에는 “girāṃ”이라는 다른 후대 산스크리트 사본과 

편집본에는 보이지 않는 읽기가 있다. 티벳역과 5종의 한역 모두 

라더와 콘도의 읽기인 “°varāṃ”(달콤함과 뛰어남을 가진 혹은 최

고로 달콤한)을 지지하고 있다. A 사본에 근거한 번역은 다음과 

같다.

최고의 분이시여! 뛰어난 분이시여! 더러움이 없는 견해의 소유자시

여! 좋은 말로써 끊임없이 [질문에] 대답하는 지성의 소유자시여!28) 궁
극적 의미에 상응하는 말을 달콤한 음성으로 말해주시오!

네 번째 게송의 두 편집본의 읽기는 다음과 같다.

tṛṣita iva śītam udakaṃ bubhukṣito 'nnaṃ subheṣajam※1 ivārtaḥ 
/ kṣaudram iva sa madhukaragaṇas※2 tava vācam udīkṣate parṣat 
// 

<※1 subheṣajam ER, subhaiṣajam EK; ※2 sa madhukaragaṇas ER, sa-
madhukaragaṇas EK>

첫 번째 이체자(異體字)의 경우 양자 모두가 “좋은 약[良藥]”이
라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가능하지만, 두 번째 경우의 이해는 명백

27) BHSD p. 220의 “ghaṭṭita” 항목을 참조.
28) 이러한 번역은 십지경론 티벳역 “[삼종의 변재 중 두 번째인] 자성은 

질문에 대한 대답에 있어서 이치에 맞고 다함이 없이 말하는 변재라는 

것이다”(rang bzhin ni dris pa lung bstan pa la rigs pa'i spobs pa nyid 
zad mi shes pa'o || DBhVyTib 119a2)에 바탕을 두었다. 십지경론의 이해에 

따르자면 ‘pratibha’(현자)를 ‘pratibhāna’(辯才)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십지경의 다섯 한역과 티벳역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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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엇갈린다. 그렇지만 그 의미를 논하기에 앞서 양자의 읽기 모

두 운율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교정이 필요하다. 이 운율은 첫 절

반이 ‘12+18’ 마뜨라(mātrā)로, 후절반이 ‘12+15’ 마뜨라로 이루어

진 아리야 기본형 운율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지만 양 편집본 모

두 후절반에서 휴지기 바로 이전에 위치하는 세 번째 운각까지 12 
마뜨라가 아닌 13마뜨라(−∪∪ ∪∪∪∪ ∪∪∪−)29)로 구성되어 

있어 명백히 운율에서 벗어난다. A 사본에서는

tṛṣita iva śītam udakaṃ bubhukṣito nnaṃ subhaiṣajam ivārttaḥ 
kṣaudram iva madhukaragaṇas tava vācam udīkṣate pariṣat* ⦁

로 읽어, 양 편집본에 있는 “sa”가 없다. 이 경우 세 번째 운각까

지는 12 마뜨라(−∪∪ ∪∪∪∪ ∪∪−)로 구성되어 운율에 맞는

다. 후대 네팔사본들의 경우 세 사본(C･D･F)이30) “samadhukaṃ 
bhramaras”(검은 벌이 달콤한 맛을 지닌 것을)로 읽고 있는데, 이 

경우는 세 번째 운각까지 14 마뜨라가 된다. 따라서 어느 시기에 

이 게송의 전와(轉訛 corruption)가 일어났으며, 아마도 참조한 모

든 사본들이 “sa”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편집자들에게 영향을 

끼쳐, 운율에 벗어난 게송을 편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A 사본은 앞서 편집본의 읽기인 “parṣat”와 달리 동일한 

의미의 다른 형태를 취한 “pariṣat”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7번째 

8번째 운각이 ‘−− −’(te pa rṣat)에서 ‘−∪∪ −’(te pa ri ṣat)로 

변화하는 것이지만 운율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A 사본의 읽기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마치 목이 마른 자가 시원한 물을, 배고픈 자가 음식을, 아픈 자가 

29) 무거운 음절(—)은 2 마뜨라이고, 가벼운 음절(∪)은 1 마뜨라이다.
30) L 사본은 “samadhukasamaṇabhramaras”로 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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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약을 찾듯이, [그리고] 마치 벌들의 무리가 꿀을 찾듯이, [이 보살

의] 무리는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Ⅳ. 붓다들의 권능 부여에 관한 게송

붓다들이 바즈라가르바에게 십지경 법문을 설할 수 있는 권

능을 부여하는 서품의 하이라이트는 총 일곱 게송으로 구성되어 

있다.31) 라더는 처음의 두 게송을 아리야 운율로, 나머지 다섯 게

송을 쉴로까(śloka)로 작성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32) 콘도는 

첫 번째 게송을 아리야 운율 중 기띠(12+18, 12+18)로, 두 번째 게

송을 아리야로, 나머지를 쉴로까로 이루어졌다고 규정하고 있

다.33) 첫 번째 게송의 운율은 콘도가 언급하듯이 아리야 군 중

‘12+18, 12+18’의 ‘기띠’가 아니라 ‘12+18, 12+20’으로 이루어진 

‘가히니’(gāhinī)34)라는 점을 제외하고라도, 쉴로까 즉 아누쉬뚭35) 
운율로 이루어진 게송들은 양 편집본 그리고 A 사본 모두에 다음

과 같은 심각한 운율 상의 오류를 가지고 있다.

31) 편집을 위해 사용한 자료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산스크리트: A 6r4-6v1, C 
11v6 -12r5, D 14v5-15v1, F 7r6-7v3; 티벳역: Cz 42b1-6, Dk 49a2-49b1, 
Np 44a5-44b3, S 40b4-41a2, Z 41a4-41b2; 한역: ChDh 460b20-c10, ChK 
499c22-500a07, ChB 544a17-b02, ChŚn 180c03-12, ChṠdh 537c03-14. 

32) ER 9n1: “les deux premi￨res stances en āryā; le reste en ślokas.”
33) 순서대로 EK 13n18: Metre: gīti (12, 18, 12, 18); EK 13n25: Metre: āryā (12, 

18, 12, 15); EK 13n30. Metre: śloka.
34) 이 운율에 이름에 관해서는 Ollet(2013: 353)를 참조하였다.
35) 일반적으로 쉴로까라고 한다면 ‘박뜨라’로 규정되는 아누쉬뚭 혹은 

아누쉬뚜브후-쉴로까(anuṣṭubh-śloka)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찰스 필립 브라운(2014: vi)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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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오직 마지막 7번째(=전체 23번째) 게송만이 아누쉬뚭 운
율에 들어맞는다.36)

둘째, 3번째37), 4번째38), 5번째39)(=전체 19･20･21번째) 게송은 

두 번째 구와 네 번째 구의 5~7번째 음절이 반드시 자-운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칙을 위반하고 있다.40) 
셋째, 다섯 번째(=전체 21번째) 게송의 첫 구인 “sāgarajale ni-

magnāḥ”는 ‘모든 구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음절이 ’가벼운 음절

의 연속‘(∪∪)이 될 수 없다’는 법칙을 위반하고 있다.
넷째, 여섯 번째 게송은 콘도의 편집본을 제한 필자가 확인한 

36) 사용할 기호는 다음과 같다 ‘[]’ = 사본의 글자(들)가 부분적으로 

손상되었지만 읽을 수 있음, ‘()’ = 결락을 복원된 음절(들), ‘.’ = 손상되어 

읽을 수 없는 한 음절의 부분, ‘..’ = 손상되어 읽을 수 없는 한 음절, ‘+’ = 한 

음절이 결락됨, ‘음절(의 부분)’ = 필사자 혹은 교정자에 의해 지워짐, ‘*’ = 
음절 아래가 아니라 위에 위치한 비라마(virāma), , ‘///’ = 이 부분에서 

사본이 파손됨을 나타내며 어느 정도의 음절이 결락되었는지를 모를 때 

사용; bhūmijñānapathaṃ śreṣṭhaṃ praveśasthānasaṃkramam※1 / 
anupūrveṇa bhāṣasva caryāviṣayam※2 eva ca // <※1 °saṃkramam ER, 
°saṃgamāt EK; ※2 caryāviṣayam ER, caryāṃ viṣayam EK]; .ū .. jñ. 
napathaṃ śreṣṭhaṃ praveśasthāna[sa]ṃ[k]r[am]āt* | anupūrvveṇa 
bhāṣasva ca .yy. .. [ṣa]yam eva ca || MS A. 

37) adhiṣṭhitās te sugatair dhāritā bodhisatvaiś ca / yeṣāṃ śrotrapathāgataḥ 
śreṣṭho yo dharmaparyāyaḥ // ER EK; adhiṣṭhitās te sugatair ddhāritā 
bodhisatvaiś ca | yeṣāṃ śrotrapathaṃ gantā śreṣṭho yaṃ dharmm[a] .. 
/// || MS A. 

38) daśa bhūmīr virajasaḥ pūrayitvānupūrveṇa / balāni daśa ca prāpya 
jinatām arpayiṣyanti // ER EK; [sa]rvvā virajaso bhūmī 
pūrayit[v]ān[u]pūrveṇa | balāni daśa ca prāpya jinatām arppayiṣyaṃti || 
MS A.

39) sāgarajale nimagnāḥ kalpoddāheṣu prakṣiptāḥ※ / bhavyās te 
dharmaparyāyam imaṃ śrotum asaṃdigdhāḥ // <※ prakṣiptāḥ ER, vā 
kṣiptāḥ EK>; sāgarajale nimagnāḥ kalpoddāheṣu vā kṣiptāḥ bhavyās te 
dharmmaparyyāyam imaṃ śrotuṃ na saṃdigdhā .. MS A.

40) 아누쉬뚭 기본형(pathyā)에서 첫 번째 구와 세 번째 구의 5~7번째 음절에 

적용해야 하는 ‘야-운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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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스크리트 자료에서 각 구가 일곱 음절(akṣara)로 이루어진 형식

을 취한다.41) 콘도의 경우 각 구가 여덟 음절로 이루어진 게송이 

있는 사본들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데42) 이는 운율과 전혀 맞지 

않는다.43) 

이러한 운율 상 문제는 산스크리트 이외의 자료들을 참조할 때, 
우리를 더욱 더 미궁(迷宮)속에 빠져들게 한다. 

첫째, 붓다들의 권능 부여에 관한 내용에 관하여 7세기 말의 식

샤난다의 한역은 다섯 개의 게송으로, 8세기 후분의 쉴라다르마의 

한역은 여섯 개의 게송으로 파악하고 있다. 더욱이 이 두 한역에

는 산스크리트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게송에 해당하는 내용이 두 

게송이 아닌 하나의 게송을 이루고 있다.44) 또한 양 한역자는 아

누쉬뚭 운율을 번역할 때는 각 句를 다섯 단어로 번역하였지만, 
이 게송들의 경우 각 句를 일곱 단어로 번역하고 있다. 이는 그들

이 번역했던 산스크리트 게송들이 아누쉬뚭 운율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41) ye tu vimatisaktāḥ saṃśayaiś cātyupetāḥ || sarvaśo na hi teṣāṃ 
prāpsyati śrotram etat* || C D F L; ye tu vimatisaktāḥ saṃśayaiś 
cābhyupetāḥ / sarvaśo na hi teṣāṃ prāpsyate śrotram etat // ER; ye tu 
vimatisaktāḥ saṃśayaṃ cābhy(u)petāḥ sarvvaśo n[a] hi .e ..ṃ .. /// MS 
A. 

42) EK 14n4: m api-All MSS. 즉 모든 사본이 “teṣāṃ”이 아니라 “teṣām 
api”라고 읽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앞선 각주에서 

보았듯이 콘도도 참조한 L은 이와 같은 읽기가 없기에 콘도의 critical 
apparatus의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

43) ye tu vimatisaṃyuktāḥ saṃśayaiś cābhyupagatāḥ | sarvaśo na hi teṣām 
api prāpsyati śrotram etat ||(밑줄은 운율에서 어긋난 부분)

44) ChŚn: “雖住海水劫火中 堪受此法必得聞 其有生疑不信者　永不得聞如是義; 
ChŚdh: 雖住海水劫火中　無疑堪聞此法門 其有疑惑不信者 永復不聞如是義” 
(굵은 글씨가 산스크리트 6번째 게송에 해당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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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화엄경 ｢십지품｣ 티벳역의 경우, 이 내용을 식샤난다의 

한역과 동일하게 총 다섯 개의 게송으로 번역하고 있다.45) 모든 

게송의 경우 각 구가 열한 단어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번역 대상

이 되었던 게송들이 일곱 단어로 번역되는 아누쉬뚭 운율이 아니

었음을 알려 준다. 
마지막으로, 십지경 티벳역, 십지경론의 티벳과 한역에는 

산스크리트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게송이 아예 빠져있어, 붓다들

의 권능 부여에 관한 내용은 총 여섯 게송으로 이루어져 있다.46) 
더욱이 양 티벳역의 경우 첫 번째 게송은 각 구가 아홉 단어로 이

루어진 반면, 나머지 다섯 게송은 일곱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따
라서 양 티벳역이 참조한 산스크리트 게송의 경우, 첫 번째는 아

누쉬뚭 운율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47) 나머지 다섯 게송(=산

45) TibPhal (Lha sa), phal chen, kha 77b6-78a6. 이중 네 번째 게송은 앞선 

한역들과 동일하게 산스크리트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게송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니고 있다: rgya mtsho'i chu byung gyur cing bskal pa'i mes 
gdungs kyang ||gal te snod gyur sems can de dag 'di la nyan || gang 
rnams the tshom za zhing yid gnyis byed pa ni | | de dag rna bas rnam 
pa kun tu thos mi 'gyur | (굵은 글씨가 산스크리트 6번째 게송에 해당하는 

내용)
46) 이는 산스크리트의 마지막 일곱 번째 게송에 대한 십지경론의 주석에서 이 

게송을 여섯 번째라고 부르고 있는 다음과 같은 인용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게송(=전체 18번째)의 두 번째 구의] “지혜의 단계를 

나누어서 [말하라!]”라고 설한 것은 인식 대상의 

차제(*ālambanānukrama)와 증득의 차제(*adhigamānukrama)와 수행의 

차제(*pratipattyanukrama)[로 나누어서 말하라는 것인데,] 여섯 번째 

게송에서 세 종류의 차제를 가지고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다, (ye shes sa 
rab phye ste zhes gang gsungs pa de dmigs pa'i go rims dang | rtogs 
pa'i go rims dang | sgrub pa'i go rims dang | go rims rnam pa gsum 
gyis tshigs su bcad pa drug pa las lung stsal bar mdzad do || DBhVyTib 
123a4-5; cf. 上言分別智地義者。此所説法有三種漸次。 
第六偈教分別此事。十地經論 132a21-22. 

47) 십지경 티벳역의 경우 아누쉬뚭에 해당하는 게송만을 각 구에 일곱 단어로 

배치하여 번역하는 반면, 아리야 운율을 포함한 라토닷타, 인드라바즈라, 
인드라방샤, 우뻰드라바즈라, 방샤스타 등의 운율은 각 구를 아홉 단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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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리트 게송의 2~5번째와 7번째)은 아누쉬뚭 운율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알려준다. 

필자는 이러한 모든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왜 산스크

리트 게송들이 운율에 벗어난 것인가?”에 관해 아직까지는 대답

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거친 추정을 할 뿐이다. 
 

첫째, 본래 붓다들의 권능 부여에 관한 내용은 식샤난다의 한역과 ｢
십지품｣의 티벳역이 암시하듯이, ‘아누쉬뚭’이외의 운율로 작성된 다

섯 게송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48) 
둘째, 이러한 운율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아누쉬뚭’ 운율

로 취급되어 바뀌어 갔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게송의 숫자는 늘어났을 

것이다. 
셋째, 그 결과로 산스크리트 여섯 번째 게송은 일곱 음절로 이루어

진 독립된 게송으로 남아있거나, 십지경의 티벳역과 십지경론이 

보여주듯이 탈락되었을 것이다.49)

사용하여 번역하고 있다.
48) 산스크리트 게송의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아리야 군의 운율임을 감안한다면 

아리아 운율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49) 구마라집의 한역은 5세기 초(402-412 CE)에 이루어졌는데, 산스크리트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若人堪任聞　雖在於大海 

及劫盡火中　必得聞此經 若人癡疑悔　終不能得聞”(굵은 글씨가 산스크리트 

여섯 번째 게송에 해당하는 내용). 반면 6세기 초에 번역된 十地經論의 

경우는 “雖在於大海　及劫盡火中 決定信無疑　必得聞此經”로 산스크리트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어졌을 뿐 아니라, ‘若人堪任聞’(“이 법문을 
듣기에 적합한 사람은”)의 내용이 산스크리트의 “의심하지 않는 

자들은”(na saṃdigdhā .. A, asaṃdigdhāḥ EK ER)에 해당하는 “決定信無疑” 
(“믿음이 확고하고 의심이 없는 자는”)으로 대치되고 있다. 그리고 아누쉬뚭 
이외의 운율로 구성된 게송들을 번역한 것으로 추정되는 식샤난다의 
한역에서는 전자가 “堪受此法”으로 계승되고, 쉴라다르마의 한역에서는 
후자가 “無疑”로 계승되고 있다. 따라서 산스크리트에서 여섯 번째 게송의 
“의심하지 않는 자들은”에 해당하는 읽기(na saṃdigdhā .. A, asaṃdigdhāḥ 
ER EK)는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운율의 변형과 어떤 

연관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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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정확한 운율을 적용하고 있는 산스크리트 자료가 없다

는 현실을 고려하여, 운율에 어긋난 게송들을 교정하지 않기로 하

였다. 다만 여섯 번째 게송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음절이 모두 가

벼워 운율에 어긋난 “sāgarajale nimagnāḥ”의 순서를 바꾸어 읽

자는 제안을 해본다. 이 경우 순서가 바뀐 “nimagnāḥ sāgarajale”
는 아누쉬뚭의 확장형 중 나-비뿔라(Na-vipulā)50)로 구성되기 때

문에 적어도 이 구의 운율을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Ⅴ. 바즈라가르바의 선언에 관한 게송

바즈라가르바가 붓다들의 권능을 계승하여 보살 십지의 가르침

을 설하겠다고 선언하는 이 내용은 총 열 개51)의 게송으로 이루어

져있다.52) 이 게송들은 각 구가 11 음절로 구성된 운율 중 ‘인드라

50) x◦◦− ∪∪∪x |; ‘x’는 어떠한 음절이 와도 상관없으며, ‘◦◦’은 가벼운 

음절이 연속되는 경우(∪∪)를 제한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의미이다. 
51) 라더의 편집본(ER)의 경우는, 필자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단다’(|)와 중복 

단다(||)의 위치로 보아 네 구로 이루어진(catuṣpadī) 10 게송이 아니라, 두 

구로 이루어진(dvipadī) 20게송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이 

부분의 아홉 번째(=전체로는 게송의 세 번째와 네 번째 句, 혹은 필자가 

파악한 ER의 18번째 게송에 대한 십지경론의 다음과 같은 주석은 적어도 

십지경론의 저자가 ⑼의 게송들을 사구(四句)로 이루어진 게송 10개라고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절반의 게송 이후에 "비유와 상응하고 

연결되며 동일한 음절로써"라고 한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라고 할 

때(tshigs su bcad pa'i phyed 'og ma | dpe ldan 'thad la yi ge mnyam pa 
yis || chos kyi dam pa sgras ni bshad par bya || zhes bya bas ci ston 
zhe na | DBhVyTib 126b6); cf. 下半偈 "説上法妙音 喩相應善字 十地經論 
134b14-15)

52) 편집을 위해 사용한 자료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산스크리트: A 6v1-6, C 
12r6-13r6, D 15v2-16v3, F 7v4-8r4, L 13r6-14r5; 티벳역: Cz 42b7-43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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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즈라’ 혹은 ‘우뻰드라바즈라’, 12음절로 구성된 ‘인드라방샤’ 혹
은 ‘방샤스타’중의 어느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53) 따라서 이 게송

들의 운율은 이 네 가지 운율들을 자유스럽게 섞은 혼합 운율이라

고 할 수 있다.54) 
A 사본에는 라더와 콘도의 편집본에 없는 읽기가 게송의 의미

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들이 있다. 이 중, 여덟 번째(=전체로는 31
번째)와 아홉 번째(=전체로는 32번째) 게송의 편집본을 살펴보면,

jñānapraveśaḥ※1 sa hi tādṛśo 'sya vaktuṃ na kalpair api śakyate 
yat※2 / samāsatas tac chṛṇuta bravīmy aham / dharmārthatatvaṃ 
nikhilaṃ yathā sthitam※3 //

sagauravāḥ santa[ḥ]※4 sajjā bhavantaḥ /vakṣyāmy ahaṃ sādhu 
jinānubhāvataḥ // udīrayiṣye varadharmaghoṣam /dṛṣṭāntayuktaṃ 
sahitaṃ samākṣaram //

<※1 jñānapraveśaḥ ER, jñāne praveśaḥ EK; ※2 śakyate yat ER, śakyam 
etat EK; ※3 yathā sthitam ER, yathāsthitaṃ EK; ※4 santa[ḥ] ER, santa EK>

여덟 번째 게송은 비록 라더와 콘도가 서로 다른 읽기를 가지고 

Dk 49b2-50a6, Np 44b4-45a7, S 41a3-41b5, Z 41b3-42a6; 한역: ChDh 
460c14-461a24, ChK 500a10-b07, ChB 544b05-c02, ChŚn 180c15-181a09, 
ChṠdh 537c17-538a07. 

53) ER 9n3 Mètre: mèlange de vaṃśastha (upajāti), indravaṃśā, indravajrā et 
upendravajrā; 인드라바즈라(indravajrā)와 우뻰드라바즈라(upendravajrā)는 

11 음절로 이루어진 뜨리쉬뚭(triṣṭup) 가운데 가장 유명한 운율이다. 
인드라바즈라는 ‘Ta, Ta, Ja, G, G’(−−∪ −−∪ ∪−∪ −−)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뻰드라바즈라는 ‘Ja, Ta, Ja, G, G’(∪−∪ −−∪ ∪−∪ −−)로 

이루어져 있다. 인드라방샤(indravaṃśa)와 방샤스타(vaṃśastha) 는 각각 

인드라바즈라와 우뻰드라바즈라의 마지막 ‘G, G’ 사이에 가벼운 음절을 

삽입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54) EK 15n32를 참조하면 콘도는 세 번째와 네 번째 구 모두 ‘방샤스타’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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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그 운율은 동일하다. 즉 게송의 네 구가 순서대로 ‘인드라

바즈라-인드라바즈라-방샤스타-인드라방샤’로 이루어져 있다. 
아홉 번째 게송의 경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구는 ‘인드라

방샤-우뻰드라바즈라-인드라방샤’의 운율로 이루어지지만, 첫 번

째 구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구의 운율은 첫 번째 운각

에 해당하는 ‘sa gau ra’가 자-운각(∪−∪)이고 전체가 11음절로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자면, ‘우뻰드라바즈라’임이 틀림없다. 라더

는 ‘santa’에서 비사르가 ‘ḥ’를 추가함으로써 따-운각(−∪∪)이 

되어야 할 “vāḥ sa nta”가 마-운각(−−−)이 되기에 운율에서 벗

어난다. 따라서 마지막 ‘ta’가 가벼운 음절인 ‘santa’의 읽기가 운

율로는 적합하다. 그렇지만 양 편집본 모두 ‘자-운각’(∪−∪)이 

되어야 할 ‘sa jjā bha’가 ‘따-운각’이 되었다. 이 점으로부터 보자

면, 9 번째 게송의 첫 번째 구는 운율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제 필

자가 편집한 A 사본과 이에 대한 번역을 살펴보자. 

jñānapraveśaḥ sa c(a) [t](ād)[ṛ](śo 'sya) vaktuṃ na kalpair api 
śakyate (')yam* | samāsatas tac chṛṇu tad bravīmy ahaṃ 
dharmmārtha tatvaṃ55) nikhilaṃ yathāsthitaṃ ||

55) “dharmmārtha tatvaṃ”으로 띄어 쓴 것은 (이 혼성범어의 문법에 관해서는 

각주 18의 자료 참조) 다음과 같은 십지경론 티벳역을 따랐다. “그 [게송 

중에서] ”들어가야만 할 지혜“라는 것은 이 설해진 단계로써 지혜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진실 되고 남김 없는"이라고 말함으로써 그 광대한 

것의 있는 그대로(*yathā)와 존재하는 한에 있어 모든 (*yāvadbhāvikatā) 
내용을 요약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있는 대로”라는 것은 여래께서 분류하신 

방식(*vyavasthānanaya)에 따라 적절하게 머무른다는 것이다(*yathāvad 
avatiṣṭhati). (de la 'jug par bya ba'i ye shes ni sa bstan pa 'dis ye shes 
la 'jug pa gang yin pa'o || yang dag ma lus zhes bya ba smos pas ni 
rgya chen po de'i don ji lta ba dang ji snyed yong (→yod) pa bsdus par 
ston to || ji bzhin gnas zhes bya ba ni de bzhin gshegs pas rnam par 
gzhag pa'i tshul gyis ji lta ba bzhin du gnas pa'o || DBhVyTib 127b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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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auravāḥ saṃtu sajjā bhavaṃto vakṣyāmy ahaṃ sādhu 
jinānubhāvataḥ | udīrayiṣye varadharmmaghoṣaṃ dṛṣṭāṃtayuktaṃ 
sahitaṃ samākṣaraṃ || 

<굵은 글씨는 양 편집본과 다른 읽기와 띄어쓰기. 사용된 기호에 관해서는 

각주 36 참조>

그렇지만(ca) 이 사람이(=내가, 즉 바즈라가르바가) 그러한 지혜에 

들어감을 [전부] 설하는 것은 비록 겁(劫)들이 지날지라도 불가능합니

다. 때문에(tad) 저는 간략한 방식으로 가르침의 진실 되고 남김 없는 

내용을 있는 대로 말할 것입니다. 그것(tac)을 들어 주십시오!

당신들께서는 공경심을 가지고 준비하십시오!(=대기하십시오!) 제가 

승리자의 권능에 힘입어 잘 말하겠습니다. 저는 비유와 연결되고 [단
어들이 끊어지지 않고] 연속되고(sahita)56) 동일한 음절로 구성된 지고

(至高)한 가르침의 소리를 내겠습니다.

가장 큰 의미의 변화는 여덟 번째 게송에서는 편집본들의 ‘yat’ 
혹은 ‘etat’ 대신 ‘ayam’으로 읽는 것이고, 아홉 번째에서는 

‘santa’ 대신 ‘santu’57)로 읽는 것이다. 

56) ‘sahita’를 ‘saṃhita’의 의미로 풀었다. 십지경론 티벳역에서는 이를 

불교논리학의 ‘논리적 이유’(hetu 因)‘로 풀고 있다. “그 [게송] 중에서 

'연결된(*sahita)'이라는 것은 논리적 이유와 연결된 것이라고 알아야만 

한다. '동일한 음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인데, ①누구의 어떠한 

언어일지라도(한역:方言音) 그것과 동일한 음절이라는 것과 ②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절한 한에 있어서 단어(*pada)와 음절(*vyañjana)들로써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de la 'thad pa zhes bya ba ni gtan tshigs dang ldan 
par rig par bya'o || yi ge mnyam ni rnam pa gnyis kyis te | su'i skad ci 
'dra ba des yi ge mnyam pa dang | tshig dang yi ge mang nyung med 
par ran pa ji snyed dag gis don go ba'o || DBhVyTib 126b7-128a1)

57) 비음 대신 아누스바라 ‘ṃ’를 쓰는 것은 프라크리티의 전형적인 특성이며, 이 

영향이 많이 남나있는 혼성 범어가 두드러진 A 사본에서는 이러한 

아누스바라의 사용이 빈번하다. 이어지는 ‘bhavaṃtas’ 역시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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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 경우 ‘yat’ 혹은 ‘etat’는 세 번째 구의 ‘tat’와 연결되는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하며, “내(=바즈라가르바)가 간략하게 설할 

‘가르침의 진실한 의미’58)”를 지칭할 것이다. 반대로 A사본에서 

바즈라가르바가 스스로를 지칭하는 ‘ayam’(=this person)은 

‘vaktum’의 행위 주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읽기는 티벳역의 ‘'di 
yis’에 의해 지지되며,59) 이를 포함한 것이 문맥 상 훨씬 매끄럽다

고 생각한다.
아홉 번째 게송에서 편집본들은 ‘sat’ 어간의 남성 복수 호격인 

‘santas’를 그대로 혹은 운율에 맞게 탈락시킨 형을 가지고 있으

며, 최근의 한글 번역에서는 이를 “참사람들이여”라고 해석하고 

있다.60) A 사본에서는 어근 ‘as’의 명령법 복수 3인칭인 ‘santu’가 

2인칭 복수 지시대명사 ‘yūvam’의 존칭 형태인 ‘bhavantas’와 더

불어 “당신들께서는 공경심을 가지고 준비하십시오!”라는 공손의 

3인칭 명령법 문장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읽기 또한 티벳역 “gus 
dang bcas par sta gon gyis shig”의 명령법 문장과 한역들(ChK･
ChB･ChŚn･ChŚdh)의 ‘待’(기다리시오!), 그리고 십지경론 티벳역의 

주석을 통해서도 지지 받는다.61) 

58) 이 번역은 전재성(2013: 317)을 참조하였다. 전재성의 번역은 그가 인용한 

각주로 보았을 때 라더의 편집본(ER)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59) 'di yis 'jug bya ye shes de 'dra ba | de ni bskal par brjod par mi nus te 

| Tib
60) 전재성(2013) p. 318.
61)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공경심을 가지고 

준비하시오!”라고 설한다. 그 [게송] 중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두 종류라고 

알아야 한다. 몸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좋은 행동 양식[威儀 
*īryāpatha]인데, 이것에 의해 머물러 들어야만(=배워야만) 한다는 것이다. 
마음으로 준비해야하는 것은 마음을 분산하지 않는 것(*avikṣipta)인데 

이것에 의해 [들은=배운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게송]으로써 

‘공경심을 가지고 몸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과 ‘공경심을 가지고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는 두 종류의 준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ji ltar 
gus pa dang bcas par bya ba ma bshad pas de'i phyir de ston te | 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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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참조한 네 종류(C･D･F･L)의 후대 사본 모두 라더와 동

일하게 “santaḥ”로 읽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복수 명령법 3인칭

인 ‘santu’를 ‘santa(s)’의 불교혼성범어의 형태라고 생각하여 이를 

교정한, 정확히는 잘못 산스크리트화한 필사자[들]의 오류로 보인

다. 그리고 콘도와 라더는 이 잘못 산스크리트화된 단어를 채택한 

사본들을 기반으로 편집하여 의미의 변화 혹은 왜곡을 가져온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후기: 이 논문은 본래 ‘소개 – A 사본의 전사(傳寫) - 비판적 교정 - 십지경론의 

주석을 참조한 번역 – 해당 폴리오의 팩시밀리 에디션’의 여섯 단계로 

구성한 부분 중 첫 번째 ‘소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나머지 다섯 단계에 

관한 논문은 분량상 다른 지면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논문에 해당하는 부분의 A 사본은 원과 스님, 진석 스님, 류현정 박사, 
방정란 선생님과 함께 강독하였는데, 그 분들의 수정과 제안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A 사본 중 NGMPP A 38/5에 속한 12폴리오는 

2017년 3월 심재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그 컬러 사진본을 입수할 수 

있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dang bcas par sta gon gyis shig dang || zhes bya ba'o || de la sta gon 
bya ba ni rnam pa gnyis su rig par bya'o || lus kyis sta gon bya ba ni 
spyod lam gang gis gnas te | nyan pa'i 'os su gyur pa yin no || sems 
kyis sta gon bya ba ni sems rnam par mi g-yeng ba gang gis 'dzin pa'i 
'os su 'gyur ba yin no || 'dis ni lus kyis sta gon bya ba gus pa dang 
bcas par bya ba dang | sems kyis sta gon bya ba gus pa dang bcas pa 
dang | sta gon bya ba rnam pa gnyis la 'dzud do || DBhVyTib 127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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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n Early Mahāyāna Sūtra,” diss., The University of 
Hon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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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Verses in the Nidānaparivarta of the 
Daśabhūmikasūtra: 

their corrections and suggestions based on the seventh 
century Sanskrit manuscript

Lee, Youngjin
(Geumgang Center for Buddhist Studies, Geumgang University)

In the first section, or so called “nidānaparivarta,” of 
the daśabhūmikasūtra, like other Mahāyānic scriptures, 
there is a story that gives authority to the scripture itself as 
the word of the Buddha (buddhavacana). This story is made 
up of repeated requests for Vajragarbha to explain the ten 
stages of Bodhisattvas in detail, which remind us of the 
“encouragement from Brahmā” (梵天勸請), and his final ac-
ceptance of the requests after having been empowered by 
Buddhas to teach the stages. The story is featured in the 
fact that the highlights are sang in verses. 

Rahder and Kondō published Sanskrit editions of the 
text in 1926 and 1936, respectively, based on later Nepalese 
manuscripts from the 18th century onwards. Both of the edi-
tions include all the thirty three verses composed in various 
metres such as anuṣṭubh, āryā, rathoddhatā, indravajrā, in-
dravaṃśa and so on.

We have known that there remains a Sanskrit manu-
script written in the post-Gupta script in no later than the 
seventh century. This manuscript, which is yet to be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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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earliest available Sanskrit material up to now, has 
same number of stanzas as the former editions. Even though 
some parts of the verses are damaged or missing, consulting 
the manuscript, we can correct readings of the former edi-
tions, or suggest to read differently than the former editors 
did.

In this paper, consulting the manuscript, I have shown 
some examples that can correct words of former editions 
that are not written in metre and caused by wrong 
Sanskritization such as ‘santu’ to ‘santa(s).’ In addition to 
this, I, adopting readings of the manuscript, suggest to read 
some verses differently. Some of these cases are supported 
by the Tibetan translation, Chinese translations, and/or the 
commentary on the daśabhūmikasūtra, titled daśabhūmi-
kavyākhyāna. But in other cases, the manuscript has its 
unique readings that would be hardly attested in other 
materials. I believe this unique readings can show the un-
derstanding of the verses circulated in norther India in the 
seventh century.

Keywords: Daśabhūmikasūtra, Nidānaparivarta, the seventh
century Sanskrit manuscript, verses, metre,
e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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