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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수경 한글번역의 제문제
                                     한태식(보광),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교수

1. 서론

2. 무량수경 번역사

3. 제18원 “信樂”의 번역문제

4. 乃至十念의 번역문제

5. 결론

1. 서론

  우리나라의 정토염불수행자들에게 가장 많이 애송되는 경전이 정토삼부경이다. 특히 무량수

경과 아미타경은 조석으로나 영가천도의식 등에서 장엄염불로도 독경되고 있다. 그런데 칭명

염불의 교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미타불의 48대원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

시되는 것이 제18十念往生願이다. 그러나 이 원을 우리말로 번역함에 분명하지 못하고 번역자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토삼부경 중에서도 康僧鎧 역의 무량수경을 중심으로 한글 번역상의 문

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무량수경의 역경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인도, 중국, 한

국, 일본, 티벳, 영역에 이르기까지 개략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18원 중에서도 信樂의 번역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우리나라에

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으며, 일본의 정토학자들과 주석서에 대한 연구성과와 산스크트 본의 

비교대조연구도 소개하고자 한다.

  끝으로 제18원의 乃至十念의 문제를 제기코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연구없

이 단순히 乃至十念으로만 번역하든지 아니면 열 번 염불로 해석하여 왔다. 그러나 논자는 무
량수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한 바가 있었다. 

따라서 이 번 논문을 통해서 이 부분의 분명한 번역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무량수경 번역사

  1) 한역 본 

  無量壽經은 상하 2권으로 되어 있어서 大經, 雙卷經, 兩卷이라고도 한다. 경토계 경전을 대

표하는 것으로는 무량수경 2권, 관무량수경 1권, 아미타경 1권 있으며, 이를 淨土三部經이

라고 한다. 그러나 정토계 경전 중에 가장 먼저 한역으로 된 것은 반주삼매경이 있으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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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경 중에는 빠졌다. 정토삼부경이라고 명명한 것은 일본 정토종을 개창한 法然으로부터 시작

되었으나1) 사실은 般舟三昧經까지 포함하여 淨土四部經이라고 해야 정토관련 중요 경전이 망

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無量壽經의 漢譯 역경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唐의 智昇에 의해 開元 18년(730)에 편찬

된 開元釋敎錄에 의하면 十一譯으로 나와 있다.

① 無量壽經 2권, 後漢 建和2년(148)에 安世高가 번역하였으나 현재는 缺失임. 

② 無量淸淨平等覺經 2권, 曹魏 甘靈3년(258)에 白延이 번역하였으나 현재는 缺失임.

③ 無量壽經 2권, 西晉 永嘉2년(308)에 竺法護가 번역하였으나 현재는 缺失임.

  ④ 無量壽至眞等正覺經 2권, 東晋 元熙1년(419)에 竺法力이 번역하였으나 현재는 缺失임.

⑤ 新無量壽經 2권, 東晋 永初2년(421)에 覺賢이 번역하였으나 현재는 缺失임.

⑥ 新無量壽經 2권, 東晋 永初2년(421)에 寶雲이 번역하였으나 현재는 缺失임.

⑦ 新無量壽經 2권, 劉宋시대에 曇摩密多(424-441)가 번역하였으나 현재는 缺失임.

  이상은 散失되어 현재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현존하는 것으로는,

① 無量淸淨平等覺經 2권, 後漢 支婁迦讖(147-186)이 번역하였으며 현존 함.

  ② 佛說阿彌陀三耶三佛薩樓佛檀過度人道經(略名으로 大阿彌陀經이라고도 함) 2권, 吳 黃武年

中(223-228)에 支謙이 번역하였으며 현존함.2)

  ③ 無量壽經｣ 2권, 曹魏 嘉平4년(252)에 康僧鎧가 번역하였고 현존하며 가장 많이 애송되고 

있음.

  ④ 無量壽如來會(大寶積經 49會) 2권, 唐 開元1년(713)에 菩提流志가 번역하였으며 현존함.

  ⑤ 大乘無量壽莊嚴經 3권, 趙宋 淳化2년(991)에 法賢이 번역하였으며 현존 하지만, 개원석

교록 편찬 이후이므로 목록에는 실려 있지 않음.

  개원석교록 편찬 이후에 宋의 法賢이 991년에 역출한 大乘無量壽莊嚴經 2권까지 합하면 

十二譯이 된다. 이 밖에도 宋의 王日休가 紹興32년(1162)에 편찬한 大阿彌陀經 2권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다. 이는 康僧鎧의 無量壽經을 저본으로 하여 無量淸淨平等覺經
과 佛說阿彌陀三耶三佛薩樓佛檀過度人道經 및 大乘無量莊嚴經의 3본을 비교대조하고 합철하

여 56항목으로 요지를 모아서 설하고 있으므로 강독에 편리하다.3) 그러나 香川孝雄의 淨土敎の

成立史的硏究에 의하면, 百濟康義氏는 터키 이스탐불대학 도서관에서 중앙아시아출토 불전자료 

중 지금까지 漢譯된 無量壽經과 일치하지 않는 단편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는 ｢漢譯<無量壽

經>の新異本斷片｣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4) 만약 이것이 王日休에 의해 편집된 것이 아닌가

라고 한다면, 현존 無量壽經은 五存이 아니라 六存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5) 따라서 일반적

으로는 無量壽經의 漢譯은 十二譯七缺五存이라고 하지만, 왕일휴의 번역까지 합하면, 十三譯七

缺六存이 된다.

  2) 티벳 본, 산스크리트 본, 영역 본

  이 밖에 8세기 경 루이 갸르쟌에 의해 티벳어로 번역 된 것으로는 聖無量光莊嚴大乘經
1) 저, 한보광 역 정토교개론 (홍법원, 1981) P.53 

2) 坪井俊映 저, 한보광 역 정토교개론 (홍법원, 1981) P.54에 223-282년은 오류이다. 원본인 淨土敎凡論에
서부터 잘 못 되었음.

3) 상 동 P.54

4) 百濟康義 漢譯<無量壽經>の新異本斷片｣ 藤田宏達博士還曆記念論集 インド哲學と佛敎 PP.373-394 재인용

5) 香川孝雄 淨土敎の成立史的硏究 (山喜房佛書林, 1993) P.12 註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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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Āryaamitābhā vyūha nāma mahāyāna sūtra)라고 한다.

  산스크리본 무량수경은 19세기에 영국의 네팔 주제공사 홋드숀(Hodgeson)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 되었다. 그는 네팔에 주재하는 사이에 여러 곳의 사원을 탐방하여 많은 산스크리트어의 불

교경전을 발견했다. 그 중에 산스크리트본 무량수경이 있었다. 그 후 일본의 大谷光瑞, 河口慧海, 

榊量三郞 등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네팔, 티벳 등에서 잇달아 산스크리트본 무량수경이 발견되

어 현재는 약 20여부가 있다. 이러한 경전은 모두 슈쿠하바티-브하(Sukhā vati-vyūha)(樂有莊

嚴)이라고 하므로 동일 계통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부분 14·5세기 이후의 사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많은 산스크리트본 무량수경이 발견되었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존하는 5종의 한역본 무량수

경의 원본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6)

  영역으로는 1883년 F. Max Műller and Bunyin Nanjio(南條文雄)의 共著로서 Anecdota 

Oxoniensia Aran Series. Vol. Ⅰ-Part Ⅱ에서 Sukhāvatī-Vyūha로 출판 되었다7).

  3) 한글 본

  한글본의 무량수경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① 운허스님이 단기 4291년 서기로는 1958년 8월 10일 통도사에서 간행한 정토삼부경이 한

글로는 최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는 번역자를 ｢이용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운허스님

의 속명이다. 아미타경은 이전에도 한글로 번역되었지만, 무량수경과 관무량수경은 최초이

며, 여기에 아미타경까지 합본하여 정토삼부경이라는 제명으로 출판하였다. 특징은 원문에 충

실한 직역으로 번역하였으며, 한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완전히 한글로 번역하면서 내용의 전

달에 막힘이 없다. 또한 각 경전의 말미에 부록으로 ｢이 경의 낱말풀이｣를 달고 있다. 이것을 불

기 2535년 서기 1992년 9월 1일에 봉선사에서 재출판하였다.8)

  ② 법정스님이 1971년 8월 15일에 자운스님의 원력으로 번역하여 보국사에서 법보시판으로 

간행한 정토삼부경이다. 그는 무량수경은 康僧鎧 한역본을 사용하면서 범어본은 일본의 岩波

文庫본을 참고로 하였고, 게송은 운허스님의 번역본에 약간의 손을 대었다고 한다. 그리고 장엄

에 대한 중복된 부분이나 긴요하지 않은 몇 군데를 생략하면서 의역하였다고 한다.9) 이 번역서

를 1995년 10월 30일 민족사에서는 불교경전 7 시리즈로 출판하였다.10) 이와 같은 시리즈를 

2002년에는 한보광 옮김으로 교체하였다.

  ③ 청하스님이 1980년 부처님 오신날 머리말을 쓴 정토삼부경은 문도들에 의해 여러 번 출

판되었다. 청하스님은 실상염불을 염불선으로 주창하면서 무량수경·관무량수경·아미타경을 

번역하였고, 많은 수행자들에게 정토염불과 선수행을 겸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한자 원전과 용어

해설을 싣고 있다.11)

  ④ 안경우 편역으로 1994년 4월 25일에 이화문화사에서 한글말씀 淨土三部經 현토역주를 

출판하였다. 원문에 한글음을 달고 현토를 붙였으며, 한글로 번역하였다.12)

  ⑤ 이태원스님이 1995년에 일본 坪井俊映의 淨土三部經槪說을 번역하여 출판하였다.13)

6)  저, 한보광 역 정토교개론 (홍법원, 1981) PP.54-55

7) 高畠寬我 梵藏和英合璧淨土三部經 解說｣ Ⅰ (淨土宗全書 23, 8) 

8) 이용하 역 정토삼부경 (통도사, 단기 4291(1958) 초판, 봉선사, 불기2535(1992) 재판)

9) 법정 역 정토삼부경 (보국사, 1971) P.17

10) 법정 역 불교경전 7 정토삼부경 (민족사, 1995)

11) 청하 역 정토삼부경 (한진출판사, 1980), (성륜사, 1990), (불기4541(1997), 정중선원)

12) 안경우 편역 한글 淨土三部經 (이화문화출판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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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김명은 편저로 1997년 5월 5일에 아미타경·무량수경·관무량수경이 한영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그러나 엄연히 편저라는 말은 맞지 않으며, 번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대

전시 보문산 덕수암 주지로 되어 있으며, 법보시판으로 유통시킨 것 같다. 제목은 무량수경으
로만 되어 있다.14)

  ⑦ 공파스님은 1997년부터 1998년 사이에 극락세계 1·2·3의 시리즈로 불설무량수경·불설

관무량수경·불설아미타경을 불괄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15)

  ⑧ 최봉수는 2000년 2월 25일에 도서출판 동산법문에서 兩本 極樂莊嚴經 이라는 제목으로 

아미타경과 무량수경을 梵漢 대조와 한글 번역 및 한글 음사를 하여 출판하였다.16)

  ⑨ 김영미는 2000년 3월 30일에 아미타경·무량수경·관무량수경을 번역하여 시공사에서 출

판하였다.17)

  ⑩ 한보광이 2000년 7월 25일에 정토삼부경을 번역하면서 부록으로 임종염불법과 장엄염불

을 싣고 있다. 특히 독송용으로 가능하도록 직접 법구를 사용하면서 독경리듬에 맞추어 번역하

여 독송용으로 널리 애송되고 있다.18) 이는 민족사에서 불교경전 시리즈로 발간되기도 하였

다.19)

  ⑪ 석효란은 2001년 11월 25일에 경서원에서 淨土三部經槪說을 편찬하였다. 먼저 삼부경의 

개설을 설명하고, 경전의 원문을 인용하고 한글음을 달았으며, ｢글의 뜻｣을 풀이하고, ｢의역독경

｣과 ｢어구설명｣ 및 ｢강설｣을 하였다.20) 

  ⑫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에서는 1995년 6월까지 나온 한글대장경 목록에는 원본인 해인

사 고려대장경에는 수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량수경·관무량수경·아미타경이 번역되

지 않았고, 실려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신판번호나 구판번호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다.21) 

그러나 최근 인터넷판에서는 불설무량수경은 최봉수 번역이고, 불설관무량수불경과 불설아

미타경은 최윤옥 번역으로 제공되고 있다.22) 

  4) 일어 본

  ① 일본에서는 國譯一切經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번역 되었다. 

  ② 中村 元· 早島鏡正· 紀野一義 譯註로 岩波文庫 33-306-1·2로 초판은 1963년에 출판되었

다. 그 후 수십회에 걸쳐서 인쇄를 거듭하다가 1991년 12월 5일에 淨土三部經 2권이 改訂版

으로 출판 되었다. 여기에는 한역 및 산스크리트 본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도 싣고 있다.23)  

  ③ 山口 益·桜部 建·森三樹三郞 공역으로 中央公論社에서는 大乘佛典 시리즈 중 6권으로 정
토삼부경을 출판하였다. 이 책은 昭和51(1976)년2월 20일에 초판을 낸 후 新訂版을 거듭 내었

13) 역 坪井俊映 저 정토삼부경개설 (운주사, 1995)

14) 김명은 편저 무량수경 (한영출판사, 1997)

15) 공파 번역 극락세계 1 불설무량수경 (불광출판부,1997)· 극락세계 2 관무량수경 (불광출판부, 1998)· 극  

 락세계 3 불설아미타경 (불광출판부, 1998)

16) 최봉수 편찬 兩本 極樂莊嚴經 (도서출판 동산법문, 2000)

17) 김영미 역 아미타경·무량수경·관무량수경 (시공사, 2000)

18) 한보광 역 정토삼부경 (여래장, 2000)

19) 한보광 옮김 불교경전 7 정토삼부경 (민족사, 2002)

20) 석효란 저 淨土三部經槪說 (경서원, 2001)

21) 동국대학교 역경원 한글대장경 목록 (동국대학교 역경원, 1995?)

22) http://ebti.dongguk.ac.kr/h_tripitaka/v1/search.asp

23) 中村 元· 早島鏡正· 紀野一義 譯註 淨土三部經 岩波書店,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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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4)

  ④ 坪井俊映은 昭和31(1956)년 8월에 法然上人 입적 750주기를 맞이하여 淨土三部經槪說을 

출판하였다. 그 뒤 수차에 걸쳐 수정 보완하여 판을 거듭 출판하였다. 한문 원문과 번역 및 강설

을 하였으며, 중요한 단어는 주석을 달고 있다.25)  

  ⑤ 高木昭良은 昭和45(1970)년 11월 20일에 淨土三部經の意譯と解說을 永田文昌堂에서 출

판하였다. 이 책의 특색은 위의 각 번역서들을 참고로 하여 원문과 文意을 밝히고, 일본식의 읽

는 법인 ｢讀み方｣을 넣고, 뜻의 意譯과 語句를 설하고 끝으로 해설을 하고 있다.26) 

  ⑥ 香川孝雄은 昭和59(1984)년 2월 25일에 無量壽經の諸本對照硏究를 永田文昌堂에서 출판

하였다. 그는 오랜 연구 성과물로 제1장은 ｢無量壽經諸本の漢譯考｣에서 중국 한역 현존 5역본

을 하나하나 번역하였다. 제2장은 ｢形態より見た無量壽經諸本の成立次第｣를 밝히고 있다.27)

  ⑦ 藤田宏達은 2007년 3월 28일에 淨土三部經の硏究를 岩波書店에서 출판하였다. 그는 전

체를 3장으로 나누어 제1장은 ｢淨土三部經の資料と形態｣에 대하여 전개하고 있다. 산스크리트 

본과 漢譯 및 티벳 본에 대해서 언급하고 각 경전을 비교 대조하여 연구하였다. 제2장의 ｢淨土

三部經の思想と解釋｣에서는 아미타불의 사상과 본원사상, 정토사상, 왕생사상, 염불사상을 규명

하였다. 제3장의 ｢淨土三部經の流轉と受容｣에서는 인도, 티벳, 중앙아시아, 중국, 조선의 정토신

앙과 연구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또한 부록으로 淨土三部經の諸本對照表를 달고 있다.28)

  ⑧ 이 밖에도 일본에서는 淨土三部經의 번역과 연구서적이 수없이 많다. 이에 대해서는 高木

昭良의 淨土三部經の意譯と解說의 참고문헌에 자세히 소개 되어 있다. 淨土三部經에 관한 것

으로는 中村 元 등의 昭和38(1963)년 岩波文庫의 淨土三部經 譯註 상, 하 권을 비롯하여 무려 

45종이 소개 되었으며, 無量壽經 단행본으로는 足利惇氏의 昭和 40(1965)년 大無量壽經梵本

이 法藏館에서 출판된 것을 비롯하여 무려 100종이 소개되어 있다.29) 이는 그가 출판한 昭和

45(1970)년 이전까지 출판된 것만을 소개하였으므로 현재는 수백종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3. 제18원 “信樂”의 번역문제

  필자는 무량수경을 번역하면서 많은 고민을 한 부분이 바로 제18원이다. 흔히 十念往生願이

라고 하는데, 이를 바르게 번역하기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 원에 대해서 염불수행의 문제로 

다룬 적이 있다.30) 이를 참고로 보완하고자 한다.

  먼저 康僧鎧 譯의 無量壽經의 제18十念往生願을 보면,

設我得佛。十方衆生至心信樂。欲生我國乃至十念。若不生者不取正覺。唯除五逆誹謗正法。

라고 한다.31) 여기서 信樂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樂｣字에 

24) 益· 部 建·森三樹三郞 공역 大乘佛典6 淨土三部經(中央公論社, 昭和51)

25) 坪井俊映 저 淨土三部經槪說 (隆文館, 昭和56(1981), 5, 29, 復刻)

26) 高木昭良 저 淨土三部經の意譯と解說 (永田文昌堂, 昭和45)

27) 香川孝雄 저 無量壽經の諸本對照硏究 (永田文昌堂, 昭和59) 

28) 藤田宏達 저 淨土三部經の硏究 (岩波書店, 2007) 

29) 高木昭良 저 淨土三部經の意譯と解說 (永田文昌堂, 昭和45) PP. 587-602

30) 한태식 ｢정토교의 수행방법론 정토학 연구 11집 (한국정토학회, 2008) PP.54-62

31) 康僧鎧 譯 無量壽經 卷上 (大正藏, 12, 268,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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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해석인데, 사전적으로 볼 때 이 글자의 뜻과 음은 ㉠풍류 악 ㉡즐길 락(喜也) ㉢좋아할 요

(好也) ㉣하고자할 요(欲也) 등으로 표기 된다. 불교에서는 믿고 기원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즉 

樂을 “요”라고 읽을 때는 "기원하다"의 뜻이 있다고 한다.32)

  제18십념왕생원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한글번역

으로 최초라고 볼 수 있는 운허스님은,

어떤 중생이나 지극한 마음으로 내국토를 믿고 좋아하여 가서 나려는 이는 열 번만 내 이름을

불러도 반드시 가서 나게 될 것. 다만 오역죄를 지었거나 옳은 법을 비방한 이는 그렇지 못함.

이라고 한다.33) 운허스님은 여기서 앞뒤를 생략하고 뜻풀이만 간단하게 하였다. 특히 信樂를 

“믿고 좋아하여”라고 하였으므로 好也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법정스님의 번역본을 보면,

어떤 중생이든지 지극한 마음으로 내 불국토를 믿고 좋아하여 와서 태어나려는 이는 내 이름을

열 번만 불러도 반드시 왕생하게 될 것. 다만 오역죄를 지었거나 바른 법을 비방한 중생은 예외

일 것.

라고 한다.34) 법정스님은 “아미타불의 불국토를 믿고 좋아하여 와서 태어나려는 이”라고 하였

다. 이는 어디까지나 극락국이 우선이고, 믿는 것도 극락국이며, 아미타불이 중심이 되어 “와서 

태어나려는 이”라고 하였다. 이는 아미타불을 중시한 해석으로 보인다. 즉 아미타불이 주관적인 

입장에서 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信樂를 “믿고 좋아하여”라고 하므로 好也로 번역하였다.

  최봉수역 한글대장경의 무량수경권상에서는,

만일 제가 부처가 될 때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좋아하여[信樂] 저의 국토

에 태어나고자 하여 10념(念)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다만 5역죄(逆罪)와 정법을 비방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라고 한다.35) 여기서는 信樂를 “믿고 좋아하여”라고 하였다. 그래서 信樂를 “좋아할 요” 즉 好

也로 새기고 있다. 그러나 최봉수는 兩本 極樂莊嚴經의 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만일 제가 부처님을 이루었을 때, 시방의 중생으로서 지극한 마음으로 즐거이 믿되 저의 국토에

태어나기를 욕구하여 내지 열 번의 념(念)이라도 하는데 만약 태어나지 못한다면 저는 그러한

정각은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오역죄와 정법을 비방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라고 한다.36) 이를 볼 때 앞의 ｢한글대장경｣의 번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른 부분의 

상이점은 말할 것도 없고, 信樂를 “즐거이 믿되”라고 하여 喜也의 의미로 번역하였다. 즉 

“신요”로 본 것이 아니라 “신락”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왜 같은 경전을 번역함에 있어서 이

와 같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을까? 또한 제18원의 다른 부분의 번역도 문맥상으로 어색한 

점이 보인다.

32)   상권 (홍법원, 1998) P.1522

33) 이용하 역 정토삼부경 (통도사, 단기 4291(1958) 초판, 봉선사, 불기2535(1992) 재판) P.21

34) 법정 역 정토삼부경 (보국사, 1971) P.37

35) http://ebti.dongguk.ac.kr 최봉수 역 P,14

36) 최봉수 편찬 兩本 極樂莊嚴經 (도서출판 동산법문, 2000) 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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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미는 아미타경·무량수경·관무량수경에서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제가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때,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즐거워하며 저의

나라에 태어나고자하거나, 내지 십념(十念)만으로도 태어나지 못한다면 저는 깨달음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역죄를 지은 사람과 바른 법을 비방하는 사람은 제외하겠습니다.

라고 한다.37) 그도 信樂를 “믿고 즐거워하며”라고 번역하여 “신요”가 아니라 “신락”으로 이해하

고 있다. 따라서 喜也라고하므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또한 그는 “태어나고자 하는 것”과 “내

지십념”을 분리하여 번역하고 있다. 이를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 두 문장의 사이에 쉼표까지 삽

입하고 있다. 따라서 극락왕생하는데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즐거워하며 저의 나라에 태어나고

자 하거나” 혹은 “내지십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지 못한다면 깨달음을 이루지 않겠다고 

한 서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번역자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자하며 그 나라에 

태어나고자하여 내지십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지 못한다면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로 

이해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는 어디까지나 乃至十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無量壽經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다음과 

같이 하였다.

만약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至心)으로 믿고 좋아해서(信樂)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여(欲生我國) 십념 정도를(乃至十念)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지 못하

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역죄를 지었거나 정법을 비방

한 자는 제외하겠습니다(唯除五逆誹謗正法).

라고 하였다.38) 필자는 信樂를 믿고 좋아해서라고 번역하여 “좋아할 요” 好也로 판단하였

다. 그러나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 후반부에서 수정 보완하고자 한다. 이 부분을 淸華스

님은 淨土三部經에서,

제가 부처가 될 적에 十방세계의 중생들이 저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신심과 환희심을 내어 제

이름(아미타불)을 다만 열 번만 불러도 제 나라에 태어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였다.39) 淸華스님은 信樂를 “信心과 歡喜心을 내어”라고 하여 “즐길 락”(喜也)로 번

역하였다. 

  그리고 효란스님은 淨土三部經 講說에서 한자원문에 덧말로 한글음을 표기하고 글의 

뜻풀이와 의역 독경 및 강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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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의 사람들이 진심에서 믿고 원하며 틀림없이 정토에 왕생한

37) 역 아미타경·무량수경·관무량수경 (시공사, 2000) P.57

38) 한보광 역 淨土三部經 (如來藏, 2000) P,48

39) 淸華 譯 淨土三部經 (聖輪寺, 1990)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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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편한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의 칭명염불을 열 번만하여도 정토에 태어나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역죄를 범한 자와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한다.

라고 한다.40) 효란스님은 信樂를 “믿고 원하며”라고 번역하여 “하고자할 요” 欲也로 판단하

였다. 따라서 효란스님은 信樂에 대해서는 정확히 번역하였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欲生我

國에 대해서 “틀림없이 왕생한다는 편한 마음”이라는 해석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데 효란

스님의 淨土三部經 講說의 대부분은 高木昭良의 淨土三部經の意譯と解說41)를 그대로 

번역하였으면서도 자신의 저술로 하였다. 단지 그는 ｢범례｣에서 高木昭良의 저술의 체제를 

모방하여 저술하였다라고만 밝히고 있다. 高木昭良의 淨土三部經の意譯と解說의 ｢語句｣해

석에서는,

心を至し信樂して-至心Adhyāśayaと信樂
しんぎよう

Prasādaと欲生Cittaṁ Utpādaynitは第十八願に誓われた
往生の因の三信で, 至心とは,いつわりをはなれた至誠の眞實心をいい, 信樂とはこのもしく疑のは

れた無疑愛樂
むぎあいぎよう

のこころをいい, 欲生とは,淨土に往生したい願うここをいう.

라고 한다.42) 信樂는 Prasāda라고 한다. 즉 Prasāda란 淨信을 말한다. 청정한 마음으로 믿

는 것, 믿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심없이 믿는 마음, 조금도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정말

일까, 참으로 극락이 있을까 등의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坪井俊映 교수는 淨土三部經槪說에서,

もしわれ佛を得たらに, 十方の衆生, 至心に信樂(ぎょぅ)して, わが國に生ぜんと欲して乃至十念せ

んに,もし生ぜずんば、正覺をとらじ。ただ五逆と正法を誹謗するとを除く。

라고 번역하면서, 講說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十方世界にいる一切の善人も, 惡人も, いかなるものでも, 眞實の心をこめて(至心) 深い信心

(深信)をおこして,　 わたくしの淨土に往生したいと念願(欲生我國)して, 南無阿彌陀佛の名號を稱

えて一生涯のあいだ繼續するなれば,(乃至十念)必ず往生をとげさすであろう.

라고 한다.43) 坪井俊映 교수의 淨土三部經槪說을 태원스님은 한글로 번역하면서44) 信樂

를 “믿고 원해”하면서 ｢강설｣에서는 “深信을 일으켜서”라고 번역하여 善導大師의 三心釋으

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坪井俊映 교수는 信樂를 “하고자할 요” 欲也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藤田宏達 교수는 淨土三部經の硏究에서 다음과 같이 산스크트본을 일어로 

대조하고 번역하였다.

もしも、世尊よ、わたくしが覺りを得たときに、他のもろもろの世界における衆生たちが(sacen

40) 著 淨土三部經 講說 (경서원, 2001) P,121

41) 高木昭良 著 淨土三部經の意譯과 解說 (永田文昌堂, 昭和 45) P,198

42) 상 동 P.199

43) 坪井俊映 著 淨土三部經 槪說 (法藏館, 1996) P,196

44) 坪井俊映 著 李太元 譯 淨土三部經 槪說 (운주사, 1992) PP,1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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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bodhipraptasya ye sattva a⃐nyesu lokadhat⃐usu)、無上なる等正覺に對して心を起こし、わ

たくしの名を聞いて、淨信の心をもってわたくしを隨念するとして(prasannacittā mam

anusmareyus)、もしかれらの臨終の時が到來したのときに、かれらの心が散亂しないために、わた

くしが比丘僧團によってとりまかれ恭敬されて、かれらの前に立たないようであるならば、その限

り、わたくしは無上なる正等覺をさとりません(mā tavadaham anuttaram̟ samyaksamboddhim
abhisambudhyeyam)。

라고 한다.45) 여기서는 信樂를 “명호를 듣고 淨信心을 내어”라고 하므로 “하고자할 요” 欲也로 

판단하여, 願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 香川孝雄 교수의 無量壽經の諸本對照硏究의 산스크리트 원문을 모두 게재해 보면 

다음과 같다.

sacen me bhagavan bodhipraptasya, ye sattva a⃐nyesu lokadhat⃐usv

anuttarayah̟ samyaksambodheś cittam utpadya, mama namadheyaṁ 
srutva, prasannacittā mam anusmareyus, tesam̍ ced aham̍ maranakalasamaye pratyupasthite
bhiksusaṁ ghaparivrtah̗ puraskrto na puratas
tistheyam, yad idaṁ cittaviksepatayai, mā tavadaham anuttaram̟ samyaksamboddhim abhisam
budhyeyam.

라고 한다.46) “만약 제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다른 여러 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위없는 等正覺에 

대한 마음을 일으켜 나의 이름을 듣고, 淨信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隨念함에, 만약 그들의 臨終

時가 도래하였을 때 그들의 마음이 散亂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比丘僧團에 둘러싸여 恭

敬받으며 그들의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한 저는 無上의 正等覺을 깨닫지 않겠습니다.” 라

는 번역이 될 것이다. 이는 앞의 藤田宏達의 일어 번역과 다름이 없다.

  이에 대해 태원스님은 支婁迦讖 번역의 般舟三昧經을 예로 제시하고 있다. “聞是經信樂者 

當作是知 離佛不遠”47)와 “一心信樂佛法敎遠離一切八難處”48)를 예로 들면서 법이나 경전을 “신

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Prasāda를 信樂나 혹은 歡喜踊躍과 같이 번역한 것으로 보고 있

다.49) 

  이상의 각 설을 정리하면 信樂에 대한 한글 표현으로는 즐거워하다(喜也), 좋아하다(好也), 하

고자 하다(欲也) 등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信樂를 범어원전에서는 Prasāda로 표현되어 있으므

로 淨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우리말로 발음한다면, “신요”라고 하여야 하며, 번역한다면, 

“하고자 할 요”로 보아 “믿고자 하며”로 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信樂는 淨信心, 深

信, 참으로 왕생극락하여 깨달음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믿음의 마음이므로 信心인 동시에 發

願心이기도 하다. 따라서 信
신

樂
요

를 淨信과 願心으로 볼 수 있다. 

4. 乃至十念의 번역문제

45) 著 淨土三部經の硏究 (岩波書店, 2007) P,331

46) 香川孝雄 著 無量壽經,の諸本對照硏究 (永田文昌堂, 昭和 59) P,120

47) 支婁迦讖 역 般舟三昧經 (大正藏13, 907 c)

48) 支婁迦讖 역 般舟三昧經 (大正藏13, 912 b)

49) 이태원 저 念佛의 源流와 展開史 (운주사, 1998) PP.29-33



제14회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학술세미나 (2012.10.25)

- 10 -

  일본 정토종의 개창조인 法然이나 그의 제자로서 정토진종을 개창한 親鸞은 무량수경에서 

가장 중요시한 부분이 제18원이며, 이 가운데서도 핵심이 되는 것은 乃至十念이라고 하여 本願

이라고 하였다. 제18원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히 비교 대조하였으나 여기서는 乃至十念을 중심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도 이미 ｢정토교의 수행방법론｣에서 밝힌 바가 있으나50) 지난 

논문은 염불수행방법론에 관한 문제였고, 이번에는 번역상의 표현법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제18원의 번역을 소개하면,

 

만약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자 하며, 나의 나라에 태

어나고자 하여 乃至十念을 하였으나 그 사람이 극락국에 태어날 수 없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단지 오역자와 정법을 비방한자는 제외하고.(設我得佛。十方衆生至心信樂。欲生我國

乃至十念。若不生者不取正覺。唯除五逆誹謗正法)

라고 한다.51) 제18원에서는 칭명염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乃至十念”이다. 이에 대해서는 信

樂를 설명하면서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해

당 되는 부분만을 다시 한 번 소개하고자 한다.

  운허스님은 “열 번만 내 이름을 불러도”라고 하여 열 번으로 한정시키고 있다.52) 그런데 법정

스님도 이 부분의 번역은 운허스님과 같은 내용인 “내 이름을 열 번만 불러도”라고 표현하고 있

다.53) 단지 두 번역가의 차이는 운허스님은 아미타불의 이름을 열 번의 숫자 뒤에 배치한데 반

해서 법정스님은 명호를 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운허스님은 열 번의 염불을 강조하였고, 

법정스님은 아미타불의 명호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최봉수는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의 무량수경에서 “10념(念)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라고 

번역하여54) 앞의 두 분이 “내 이름”을 넣었으나 그는 이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그는 내지는 생

략하고, 단순히 十念이라고만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최봉수는 兩本 極樂莊嚴經의 번역에서는 

“내지 열 번의 념(念)이라도”라고 하여 내지를 추가하고 있다.55) 그는 왜 같은 문장을 다르게 

번역하고 있을까? 아마도 그가 번역 텍스트로 사용한 모본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한

다.

  김영미는 “내지 십념(十念)만으로도”라고 하였다.56)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欲

生我國과 乃至十念을 분리하여 이것이거나 혹은 저것으로 이해하여 이중구조로 보고 있다.

  청화스님은 “다만 열 번만 불러도”라고 하여 다만 열 번이라고 번역하였다.57) 열 번이라는 점

에서는 운허스님이나 법정스님과 다를 바가 없다.

  필자는 정토삼부경에서 “십념 정도를(乃至十念)”라고 하였다.58) 내지십념의 우리말 번역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乃至라는 말의 의미는 중간에 생략할 때 

사용되는 말이다. 여기서 내지 열 번이라고 하므로 두 번일까 세 번일까 가름하기 어려운 일이

50) 정토교의 수행방법론 정토학 연구 11집 (한국정토학회, 2008) PP.72-74

51) 無量壽經 卷上 (大正藏, 12, 268, 上)

52) 이용하 역 정토삼부경 (통도사, 단기 4291(1958) 초판, 봉선사, 불기2535(1992) 재판) P.21

53) 법정 역 정토삼부경 (보국사, 1971) P.37

54) http://ebti.dongguk.ac.kr 최봉수 역 P,14

55) 최봉수 편찬 兩本 極樂莊嚴經 (도서출판 동산법문, 2000) P.193

56) 김영미 역 아미타경·무량수경·관무량수경 (시공사, 2000) P.57

57) 淸華 譯 淨土三部經 (聖輪寺, 1990) P,92

58) 한보광 역 淨土三部經 (如來藏, 2000)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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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한 번 내지 열 번으로 보아서 열 번 정도라고 하였다. 열 번 정도이면, 반드시 열 번

이 아니라 일곱 번도 좋고, 여덟 번도 좋으며, 아홉 번도 좋다는 이야기이다. 더 나아가서는 한 

번만이라도 가능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일본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乃至十念”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坪井俊映 교

수의 淨土三部經槪說의 講說에서는 “南無阿彌陀佛の名號を稱えて一生涯のあいだ繼續するなれ

ば,(乃至十念)”라고 하여 내지십념을 평생염불로 해석하고 있다.59) 단순히 칭염염불의 열 번이 

아니라 평생토록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生涯念佛의 한 방법이라고 한다.

  藤田宏達 교수는 淨土三部經の硏究에서 산스크리트 원문을 대조하면서 직접적인 내지

십념은 보이지 않으나 번역한다면 “わたくしを隨念するとして”라고 번역하였다.60) 즉 “아미

타불을 隨念한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이다. 

  따라서 이를 정리하면, ①십념정도, ②열 번만하여도, ③십념을 해도 ④나를 隨念함 ⑤평생염

불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산스크리트 원문에는 “乃至十念”이라고 할 만한 어구가 보이지 않고 

단지 “淨信心으로 나를 隨念함에(prasannacittamam anusmareyus)”로 되어 있다. 

  그러나 康僧鎧의 한역 無量壽經에서는 乃至十念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그러면 이를 우리말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이 될 수 있을까? 

사전적인 해석으로는 “乃至”라는 의미는 “순서나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 중간을 줄일 적에 쓰는 

접속조사”라고 한다. 그러므로 乃至十念이라고 할 때는 乃至 앞에 어떠한 숫자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줄이고, 뒤에 十念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한다면, “一念乃至十念”으로 표기해

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乃至十念의 번역은 “一念에서 十念”사이가 된다. 즉 한 번에서 

열 번 사이의 염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열 번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원효는 乃至十念은 隱密十念이라고 하여 불보살만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61) 일

반 범부중생들은 모든 십념을 구족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十念은 一念내지 十

念이므로 한 번만 하여도 왕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십념은 단순한 칭명염불의 십념이 

아니라 불보살만이 실천이 가능한 彌勒發問經의 십념이라고 한다.62) 이는 실천이 대단히 어려

운 문제이므로 한 가지만 하여도 왕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원효의 해석으로 본다면 乃

至十念은 한 번 내지 열 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열 번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분명히 할 수 있는 經文이 無量壽經 하권 ｢下輩往生｣에서도 보인다. 

하배자(下輩者)란----마땅히 위없는 보리심을 내어 오로지 한결같은 뜻으로 십념정도라도 무량

수불을 염하면서(一向專意 乃至十念 念無量壽佛) 그 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하느니라. 또는

심오한 법을 듣고 환희심으로 믿기를 원하며 의혹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한 번이라도 저 무량수

불을 생각하여(若聞深法歡喜信樂不生疑惑 乃至一念 念於彼佛) 지극한 마음으로 그 나라에 태어

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니라.

라고 한다.63) 여기서 乃至十念과 乃至一念이 나온다. 乃至十念은 “한 번에서 열 번 사이인 열 

번 정도”를 말한다면, 그보다도 못한 사람을 위해서는 乃至一念으로 표현하여 한 번도 할 수 없

59) 著 淨土三部經 槪說 (法藏館, 1996) P,196

60) 藤田宏達 著 淨土三部經の硏究 (岩波書店, 2007) P,331

61) 원효 저 無量壽經宗要 (大正藏37, 129, 上)

62) 한보광 저 新羅淨土思想の硏究 (일본 大阪 東方出版, 1991) P.379

63) 無量壽經 卷上 (大正藏12, 272,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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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은 “심오한 법을 듣고 환희심으로 믿기를 원하며 의혹을 일으키지 아니하거나 또는 한 

번”이라도 염불을 한다면, 임종시에 꿈에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염불하도록 권유하는 

간절한 표현이다. 중생을 위해 간절히 염불을 권유함이 저절로 느껴진다.   

  또한 無量壽經 권하의 ｢流通分｣에서도 乃至一念이 보인다.

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뛸 듯이 기뻐하거나 내지는 한 번이라도 염(念)한다면(歡喜踊躍乃至一

念), 이 사람은 큰 이익을 얻고 위없는 공덕을 구족하게 됨을 마땅히 알아라. --- 이 경의 법문

을 듣고 환희심을 내어 믿기를 원하며(歡喜信樂), 받아 지니고 독송하며, 그와 같이 수행해야 하

느니라.

라고 한다.64) 여기서는 열 번이 불가능한 중생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간절히 권유하고 있다. 

만약 업장이 두터워 도저히 아미타불을 믿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환희용약하거나 아니면 한 번이라도 나무아미타불의 염불을 한다면, 큰 이익과 공

덕을 구족하게 된다고 한다. 이 얼마나 간곡한 부탁인가. 이와 같이 乃至十念은 어리석은 중생에

게 간곡히 염불을 권유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觀無量壽經의 ｢下品下生｣에서는 具足十念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하품하생(下品下生)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와 같이 지극한 마음으로 소리가 끊어지지 않

게 하여 구족하게 열 번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되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공덕으로 80억겁의

생사의 죄가 소멸되느니라(如是至心令聲不絶具足十念稱南無阿彌陀佛稱佛名故於念念中除八十億劫

生死之罪).

라고 한다.65) 여기서는 악을 많이 지은 사람이 임종할 때에 선지식을 만나 임종염불을 하게 되

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은 죽음에 임박하여 아무런 생각도 없고 경황이 없으므로 

스스로 염불을 할 수 없다. 이 때 옆에서 하도록 권유하여 具足十念을 하라고 한다. 그러면 그 

공덕으로 80억겁의 죄가 소멸되어 下品下生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具足十念이다. 이는 앞의 乃至十念과는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無
量壽經의 乃至十念은 “열 번 정도의 염불”로 해석하였지만, 觀無量壽經의 具足十念은 “반드

시 열 번의 염불”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구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갖추었을 때를 말하기 때

문이다. 

  이상으로 제18원의 번역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信樂와 乃至十念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필자는 무량수경의 여러 번역가들에 의해서 언급한 문제를 정리하였다. 산스크트 본을 참고로

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康僧鎧의 無量壽經 대한 번역의 문제이다. 이를 수정 보완하여 번역

한다면,

만약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至心)으로 믿고자 하며(信樂)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여(欲生我國) 십념 정도를(乃至十念)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지 못하

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역죄를 지었거나 정법을 비방

한 자는 제외하겠습니다(唯除五逆誹謗正法).

64) 同 (279, 上)

65) 觀無量壽經 (大正藏, 12, 346,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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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번역함이 합당할 것 같다. 즉 信樂를 믿고자 하는 信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신심은 淨心이

다. 그리고 乃至十念은 “열 번 정도”로 번역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5. 결론

  이상으로 康僧鎧 역 무량수경｣의 한글 번역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무량

수경의 역경사를 각 나라와 언어별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방대한 경전의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

하지는 못하고 필자가 평소 무량수경을 번역하면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무량수경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제18十念往生願을 중심으로 하였다. 특히 이 중에

서도 信樂와 乃至十念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信樂는 樂에 대한 한자상의 해석법이 다양하므로 인해서 생기는 혼돈이다. 이 글자는 우

리말 발음도 “악” “락” “요” 등으로 다양하다. 필자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석하기 위해 산스크

트 본을 대조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결과 信樂는 Prasāda를 의미함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Prasāda는 淨信을 말한다. 청정한 마음으로 믿는 것, 믿고자 하는 것, 의심 없이 믿는 마음을 의

미한다. 따라서 이 부분의 번역은 “믿고자 하며”라고 번역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이라고 생각한

다. 이렇게 번역할 경우 발음을 “신락”이나 “신악”이 아니라 “신요”로 훈독해야 하며, 그 뜻은 

하고자 하는 欲也로 해석해야 한다.

  둘째 乃至十念의 문제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 인데 하나는 乃至이고 하나는 

十念이다. 그러나 十念의 念을 십염으로 보느냐 아니면 생각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

되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열 번이라고 하는데는 다른 의견이 없다. 그러나 乃至에 대한 

문제는 十念과 합쳐졌을 때 번역상의 문제가 달라진다. 대부분의 번역가들은 열 번이라고 단정

하고 있다. 그러나 내지는 단순히 열 번의 숫자가 아니라 상당한 폭을 두고 하는 의미이다. 이는 

한 번에서 열 번의 사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부분을 “열 번 정도”

라고 번역함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경전의 한글번역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

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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藤田宏達 저 淨土三部經の硏究 (岩波書店, 2007) 

香川孝雄 저 無量壽經の諸本對照硏究 (永田文昌堂, 昭和59) 

香川孝雄 淨土敎の成立史的硏究 (山喜房佛書林, 1993) 

百濟康義 ｢漢譯<無量壽經>の新異本斷片｣ 藤田宏達博士還曆記念論集 インド哲學と佛敎
이용하 역 정토삼부경 (통도사, 단기 4291(1958) 초판, 봉선사, 불기2535(1992) 재판)

법정 역 정토삼부경 (보국사, 1971)

법정 역 불교경전 7 정토삼부경 (민족사, 1995)

청하 역 정토삼부경 (한진출판사, 1980), (성륜사, 1990), (불기4541(1997), 정중선원)

안경우 편역 한글 淨土三部經 (이화문화출판사, 1994)

김명은 편저 무량수경 (한영출판사, 1997)

공파 번역 극락세계 1 불설무량수경 (불광출판부,1997)· 극락세계 2 관무량수경 (불광출판부, 1998)· 

극락세계 3 불설아미타경 (불광출판부, 1998)

최봉수 편찬 兩本 極樂莊嚴經 (도서출판 동산법문, 2000)

김영미 역 아미타경·무량수경·관무량수경 (시공사, 2000)

한보광 역 정토삼부경 (여래장, 2000)

한보광 옮김 불교경전 7 정토삼부경 (민족사, 2002)

석효란 저 淨土三部經槪說 (경서원, 2001)

동국대학교 역경원 한글대장경 목록 (동국대학교 역경원, 1995?)

한보광 저 新羅淨土思想の硏究 (일본 大阪 東方出版, 1991)

한태식 ｢정토교의 수행방법론 정토학 연구 11집 (한국정토학회, 2008) 

이태원 저 念佛의 源流와 展開史 (운주사, 1998)

http://ebti.dongguk.ac.kr/h_tripitaka/v1/search.asp 

http://ebti.dongguk.ac.kr 최봉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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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무량수경 한글번역의 제문제를 읽고

                                    법상(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의 학술세미나에 미천한 저를 토론자로 지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소장님이신 보광큰스님의 옥고를 돈수배례하고 정독하였습니다. 2천년이 넘는 장구한 번역

의 역사를 한 눈에 조감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자의 논문 지도를 

하시다가 입은 상처로 인해서 불편한 법체임에도 불구하고 옥고를 감득하게 해 주신 노고에 다

시 머리 숙여 감읍합니다. 

  발제자이신 스님께서는 정토경전의 기나긴 번역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해명되지 못한 

중요한 쟁점의 내용을 채택하시어 논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논문을 조감해 보고, 스님께서 

중요 쟁점으로 채택하신 아미타부처님의 48대원 가운데 제18원의 어구 중에 역대에 걸쳐서 많

은 쟁점이 되는 부분을 논의의 주제로 제시에 주신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제시해 보

고자 합니다. 

   먼저 논문의 내용을 조감해보면, 중국의 번역사를 총괄적으로 정리하여 13譯 7缺6存이라 하

셨고, 한국의 번역도 12가지 번역을 정리하셨으며, 범어 본과 티베트 본이 각각 1본과 20여 본

이 현존하며, 일본의 번역을 8가지로 정리하시면서 100여 종이 넘는 수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논문의 중요 쟁점에 대래서 논하셨습니다. 먼저 康僧鎧 譯의 無量壽經의 제18의 

十念往生願인, “設我得佛 十方衆生至心信樂 欲生我國乃至十念 若不生者不取正覺 唯除五逆誹謗正

法”에 대한 번역 부분에서 “信樂”의 해석 문제가 되는 것은 ｢樂｣字에 대한 해석인데, 사전적으

로 볼 때, 이 글자의 뜻과 음은 ㉠ 풍류 악 ㉡ 즐길 락(喜也) ㉢ 좋아할 요(好也) ㉣ 하고자할 

요(欲也) 등으로 표기되는데, 불교에서는 믿고 기원하는 樂을 “요”라고 읽을 때는 "기원하다"의 

뜻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信樂”에 대한 번역 문제를 상세하게 논하시면서 특히 “樂”의 의미를 “喜也” “好也” 

“欲也” 등의 의미 중에 범어 “Prasāda”의 의미로 “淨信”인 “청정한 마음으로 믿는 것”, “믿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ㆍ중ㆍ일 여러 학자들의 번역을 들어서 논증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信樂에 대한 한글 표현으로는 즐거워하다(喜也), 좋아하다(好也), 하고자 하다(欲

也) 등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信樂를 범어원전에서는 Prasāda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淨信“으

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우리말로 발음한다면, “신요”라고 하여야 하며, 번역한다면, “하고자 할 

요”로 보아 “믿고자 하며”로 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信樂는 淨信心, 深信, 참으로 

왕생극락하여 깨달음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믿음의 마음이므로 信心인 동시에 發願心이기도 

하다. 따라서 신요(信樂)를 淨信과 願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乃至十念”에 대한 번역 문제를 한ㆍ일의 여러 학자들의 번역을 제시하시고, 여러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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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의 내용을 정리하시어, ① 십념정도, ② 열 번만하여도, ③ 십념을 해도 ④ 나를 隨念함 ⑤ 

평생염불 등으로 해석하였으며, 산스크리트 원문에는 “乃至十念”이라고 할 만한 어구가 보이지 

않고, 단지 “prasanna citta mam anu smareyus”란 구절로 “淨信心으로 나를 隨念함”으로 번역

하셨습니다. 나아가 無量壽經의 유통분에 나타난 “乃至一念”과 觀無量壽經의 하품하생의 지

문을 통해서 올바른 번역을 “열 번 정도”로 검증하여 해석하셨습니다. 즉, “乃至”는 수량의 정도

를 나타내는 접속어로 간주하시어 一念에서 二念.... 나아가 十念정도까지로 유추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觀無量壽經의 하품하생의 “具足十念”과 無量壽經의 “乃至十

念”을 비교하여 無量壽經은 “열 번 정도”의 의미고, 觀無量壽經은 “반드시 열 번의 염불”을 

의미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제18 十念往生願을,

“만약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至心)으로 믿고자 하며(信樂)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여(欲生我國) 십념 정도를(乃至十念)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지 못하

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역죄를 지었거나 정법을 비방

한 자는 제외하겠습니다(唯除五逆誹謗正法).”

라고 번역 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요(信樂)”를 믿고자 하는 信心으로 보아

야 하며, 이 信心은 “淨心”이고, 乃至十念은 “열 번 정도”로 번역함이 타당하다고 논하셨습니다. 

이상에서 올바른 번역을 제시하신 점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신요(信樂)”를 범어원전에서는 Prasāda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淨信”이라고 번역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淨信心이나 深信이란 번역의 의미는 淨信과 願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범어 원전 그대로 “청정한 마음”으로 번역하는 것이 어떨는지요. 왜냐하면 願心은 바로 

뒤에 나오는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여(欲生我國)”라는 어구가 있기 때문에 信樂는 淨心 그

대로 “청정한 마음”으로 해석하면, 그 의미는 오로지 아미타부처님만을 간절하게 생각하는 청정

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믿고자 하며”로 해석하면 어색한 말이 되지 않나 여겨집

니다.

  다음에 “乃至十念”을 “십념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범어의 

원문은 없지만 “prasanna citta mam anusmareyus”를 번역하여 “청정하게 믿는 마음으로 나를 

따라서 깨어 있음”으로 해석하면 어떨는지요. 왜냐하면 원문에는 없고, 다만 康僧鎧의 한문 번역

인 無量壽經의 “乃至十念”은 중국의 창작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무방하겠지만 번역을 하자면 

“나아가 완벽하게 깨어 있는(집중되어 있는, 의식하고 있는)”이라고 번역하면 어떨는지요. 그렇

게 되면 觀無量壽經의 “具足十念”의 번역에서 “충분한(완벽한) 의식을 갖추어”라고 번역하게 

되면, 두 경전의 의미가 회통되리라 사료됩니다. 다시 말해서 “乃至”는 그대로 “나아가”라는 접

속사로 번역하고, “十念”에서 十은 숫자의 滿數로, 念은 범어 smṛti 혹은 팔알리어 sati를 해석하

여 기억, 깨어 있음, 집중되어 있음 등으로 번역된다면 제시한 번역과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여

기서 제18원을 번역하면,

“만약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과 청정한 마음으로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여 청정한 마음으로 나를 따라서 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

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역죄를 지었거나 정법을 비방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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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겠습니다.”

라고 해석해 봄이 어떨는지요. 이상의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믿

음의 범어로 Śraddhā, Prasāda, adhimukti, bhakti 등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미타경에 핵심어 중에 “執持名號”에 해당하는 “manasikariṣyati"에 대해

서도 올바른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민한 저의 토론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토경전의 장구한 번역사를 감득하게 배려해 

주신 가르침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의 학술세미나 관계자 여러분

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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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 번역의 제 문제

- 한글대장경의 역경예규를 중심으로 -

이진영 (동국역경원)

목  차

                             Ⅰ. 머리말

                             Ⅱ. 경전 번역의 실제

                               1. 한글대장경의 역경예규

                               2. 경전 번역의 문제

                                1) 한글화 문제

                                2) 문장과 문체 

                                3) 호칭과 경어법 

                                4) 眞言의 한글 표기

                             Ⅲ.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1.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경 시스템 구축

                               2. 학술적 연구 필요

                               3. 정밀한 역경예규 수립

                               4. 역경 전문가의 양성

                             Ⅳ. 맺음말

Ⅰ. 머리말

불교 경전의 최초 한글 번역은 1461년 刊經都監에서 간행한 언해본들이다. 당시의 언해본은 

世祖에 의해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졌는데, 楞嚴經, 法華經, 金剛經 등 약 아홉 종의 경전

이 언해되었다. 그러나 유생들의 반대로 1471년 간경도감이 폐지되었고, 그 이후에는 일부 사찰

에서 간헐적으로 경전 번역이 이루어졌다. 근세에 이르러서는 용성 스님이 三藏譯會를 조직하

여 華嚴經을 번역하는 등 일제강점기에서도 맥이 끊이지 않고 경전 번역이 이어져 왔다. 그 

후 광복과 더불어 불교 경전의 한글화 작업이 활기를 띠게 되면서 운허 스님을 중심으로 본격

적인 역경사업이 진행되었다. 1964년 동국역경원이 설립되어 정부로부터 국고보조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면서 한글대장경 간행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1965년 제1집 長阿含經으로 시

작된 한글대장경 사업이 36년간의 대장정을 거쳐 2001년에 한글대장경 318권을 완간하였고, 

그 이후에 착수된 ‘한글대장경 개역 전산화 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한글대장경 간행과 개역 전산화 사업은 불교학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고, 불교의 대중

화와 현대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

다. 

본고에서는 동국역경원에서 이루어진 한글대장경을 중심으로 경전 번역의 실제와 특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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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실무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글대장경 사업을 수

행하면서 축적해온 실무 경험과 그간 역경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사안 등은 향후 한국불교찬술

문헌을 비롯한 불교기록문화유산 번역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Ⅱ. 경전 번역의 실제

  1. 한글대장경의 역경예규

동국역경원의 초대 역경원장이신 운허 스님께서는 네 가지 일에 중점을 두셨는데, 번역의 완

벽, 역경사 양성, 역장 확보, 용어 및 범어 표기의 통일이었다. 그 가운데 번역의 완벽과 용어 

및 범어 표기의 통일을 위하여 먼저 ‘譯經例規’를 만들어 여러 역경가들의 문장을 통일케 하였

다. 불교학자, 범어학자와 이희승ㆍ최현배ㆍ이숭녕ㆍ한갑수ㆍ김성배ㆍ이병주 등 국어학자, 서정

주ㆍ이은상ㆍ조지훈․김달진 등 문학인들을 초빙하여 ‘譯經用語審議會’를 만들어 용어 풀이의 원

칙을 정하였다. 또 證義, 潤文 제도를 도입하여 번역된 원고의 검토에도 매우 큰 비중을 두었

다.

1964년 10월 4일 선학원에서 역경예규 제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經名은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는다. 漢譯者의 이름과 우리말 번역자의 이름은 해제와 범례에

서 소개한다. 地名과 人名 등 고유명사는 漢字音을 쓰고 우리 체취에 맞지 않는 梵音은 피한

다. 문장은 순수한 우리말로 쓰되 현대어여야 하며 한문의 직역은 하지 않는다.”1) 

이 밖에도 빈도수가 많은 문장이나 단어에 대한 통일, 숫자 표시의 통일, 대화 속의 지시대

명사에 대한 번역의 통일, 번역의 문체, 해제, 고유 명사의 한자표시, 색인, 주해의 표시, 기타 

지명ㆍ기호 등 번역 제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2) 

역경용어심의위원회는 우선 심의해야 할 용어를 선정했다. 그리고 번역된 경전이 널리 읽히

기 위하여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언어로 옮겨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역경원장인 耘虛 스님, 

역경위원인 法頂 스님, 金達鎭, 국어학자인 李熙昇, 崔鉉培 등이 참석하여 정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3)

1) , 譯經｣, 月雲스님古稀記念 佛敎學論叢, 동국역경원, 1998, p.730.

2) 대한불교신문, 1964. 10. 11.

3) 1966년 9월 20일 ｢한글대장경월보｣에 게재된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譯經 過程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한문화된 在來의 用語를 누구나 알기 쉬운 우리말로 옮기는 일이다. 譯經

院에서는 이 어려운 일에 손을 대었다. 물론 이런 일은 역경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先行되어야 했을 일

이지만, 탄생된 지 年淺한 機構로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곁들어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지난 8월 8일부터 13일까지 海印寺에서 제1회 ｢譯經用語審議會｣를 열고 진지하게 토의, 우선 頻度가 많은 

270개의 用語를 통일시켰다. (생략)

   審議過程은 먼저 주최측이 미리 마련한 經典用語의 槪念․사용빈도․語源에 대한 설명을 가하고, 다음 4․5種의 불

교사전 및 관련 문헌을 참조, 정확하고 적절한 용어를 각 위원들이 提示, 상호 토론 끝에 의견이 일치된 것을 

채택하였다.

   이번 모임을 계기로 譯經院에서는 ｢譯經用語審議會｣를 常設機構로 설치하여,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예정

이다. ｢審議會｣에 참석했던 國語學者들은 譯經用語는 단순히 佛敎界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言語 개발을 위한 

國語學界의 큰 課題라 말하고, 앞으로도 이 모임에는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에 심의 확정된 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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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제정된 역경예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역경예규

  한글화의 

  기준문제

 문장은 순국문으로 한다. 단 고유명사나 梵

文 및 한문의 意譯 또는 난해한 술어인 경우

에 한하여 처음 나올 때만 필요한 한자를 괄

호 안에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의 편

의를 위하여 중간에도 넣을 수 있다.

1) 부처님의 명호나 인명, 지명 등의 고

유명사는 한글로 풀지 않는다.

 2) 법상이나 법수로 된 용어는 한글로 풀

지 않는다.

 숫자개념의 법상용어는 아라비아숫자로 쓴

다.

  예) 8정도(正道), 4성제(聖諦) 등

 단, 관용적으로 굳어진 불교용어는 아라비

아숫자 사용에서 예외를 인정

  예) 삼계(三界), 시방(十方)

    문장과

    문체

 1) 문장은 口語體 현대문을 사용한다. 단, 

게송은 운문체로, 부처님 말씀과 부처님께 

하는 말에는 ｢…노라 …여라 …도다｣ 또는 

｢…나이다 …나이까 …옵소서｣ 등의 문어체․
擬古文을 倂用한다. 부처님 말씀의 ｢…나니

라｣는 ｢…느니라｣로 통일하며 부처님 말씀이

라 할지라도 地文의 서술이 전부 부처님 말

씀일 때는 ｢…느니라｣를 諸佛ㆍ보살 자신의 

설법․설교에 한하고, 다른 삼자의 행동과 언

설은 ｢…였다｣를 쓰기로 한다.

 2) 문체는 簡潔體를 바탕으로 莊重美를 갖

게 한다.

 3) 문장 서술의 終止形은 ｢…였다｣ 등의 過

去詞를 취한다.

 1) 문장은 우리말 어순에 따른다. 

2) 구어체 현대문을 사용한다.

예) 들었나이다→들었습니다. 설하셨다

→말씀하셨다.

단, 부처님께 제자나 신도가 말씀드릴

때는 ‘아뢰었다’로 쓴다.

3) 문장 단락이 길어질 때는 내용에 따

라 행을 바꾸어 준다. 설명의 서술이 끝날

때, 대화의 인용이 끝날 때마다 줄을 바꾼

다.

① 이미 우리말로 익어진 말은 그대로 둔다.

② 言語學 原則에 따르되, 용어의 二重構造로 인한 혼란을 피하면서도 言語의 多樣性을 잃지 않

도록 한다.

③ 音譯 및 意譯의 경우 漢譯에 구애받지 않는다.

④ 言語 選擇에 있어서 經典 用語로서의 품위를 고려한다.

⑤ 풀이는 現代語로 하되 中等敎育 정도의 讀解力을 기준으로 한다.

․ 附則

① 여기서 끝내 결정할 수 없는 用語는 다음 會期로 넘긴다.

② 一語로 통일할 수 없는 말은 몇 가지를 덧붙인다.

약 4년간 존속된 이 심의회는 1천6백여 개의 용어를 심의하여 제정하였으나, 재정난으로 중

도에 활동이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불교 용어들의 譯語 제정은 당시의 역경의 문제

점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역경의 틀을 잡아가는 데 밑바탕이 되었다.

그 후 역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역경예규는 조금씩 변화하였다. 1960년대 제정된 역경예규

와 현재 역경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역경예규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刊行될 대장경 번역에 쓰여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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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칭 및 

   敬語法

 1) 호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부처님의 특정 名號 외의 自稱은 ｢나｣
로 통일한다.

 (2) 제자 또는 모든 사람의 부처님에 대한 

自稱은 ｢저․저희들｣로 한다.

 (3) 부처님의 대상에 대한 호칭은 제자나 

아랫사람 또는 外道에게는 ｢너․너희․너희들｣, 
보살․왕공․귀족이나 婆羅門의 師匠 또는 集團

群衆에 대해서는 ｢그대․그대들｣로 쓴다.

 (4) 부처님의 제3자에 대한 호칭은 ｢그․그
들․저․저들｣을 적의하게 사용한다.

 2) 부처님께 대한 호칭은 ｢부처님이시여｣ 
또는 ｢세존이시여｣ 등과 같이 칭호 아래 ｢…
이시여｣를 붙인다.

 3) 부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제자 개

인에 대해서는 이름 아래 ｢아․야｣를 붙이고 

집단인 경우에는 칭호 아래 ｢들이여｣를 붙인

다.   

 1) 부처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어를 

쓴다.

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2) 話者가 부처님일 경우 부처님 자신이

과거 부처님에 대해 말씀할 경우, 경어를

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공덕과

위덕 등에 대해 말씀할 경우엔 평서형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을 쓴다.

3) 부처님도 신분이 왕, 공후, 장자 등의

경우엔 상대에 맞는 경어를 쓴다.

예) “대왕이여”, “왕이여”, “장자여”, “그

대는”/ “～하시오.”, “～하십시오.”

4) 일반신도일 경우, 노인․여인은 부처님

께 경어를 쓰고 부처님께서는 “그대는”/“하

시오”/“하는가” 정도의 평서형을 쓴다.

  문장 부호 

 1) 한자를 넣는 괄호는 ( )를 쓴다.

 2) 설법, 문답 등 대화의 인용은  를 쓴

다.

 3) 설법과 문답 등 대화 속에 나오는 재인

용은 ｢ ｣를 쓴다.

 4) 게송은 ｢ ｣ 속에 넣지 않는다.

 5) 본문 속에 나오는 모든 成語句 또 특별

한 고사숙어는 < > 안에 넣는다.

 6) 본문 중 컴마( , )는 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쓴다.

 7) 列記할 때, 중간원점(․)은 그냥 쓴다.

 8) 의문부호(?)는 모두 빼고 피리어드( . )

로 바꾼다.

 9) 음이 다른 말이나 意譯할 때는 만국발음

기호 [ ]를 쓴다.

1) 괄호

(1) 소괄호( ): 음이 같은 한자, 원어,

연대, 연호를 넣을 경우 사용

(2) 대괄호[ ]: 한자의 의미를 풀이할

경우 대장경 원문상에 있는 小註는 [ ]

안에 넣는다.

2) 인용부호

(1) 인용이나 대화: “ ”

(2) 재인용이나 대화 속의 대화:‘ ’

(3) 재인용문 속에 다시 인용이 나올 경

우: < >

3) 책명이나 경명:  
편명이나 품명:

4) 쉼표와 중점

(1) 쉼표(, ): 같은 계열의 어구(단어,

구, 절)가 연결될 때 사용, 수의 폭이나

개략의 수를 나타날 때 사용

(2) 중점(․): 문장의 한 성분이 동등한

두 개 이상의 단위로 구성되었을 때 사용

5) 마침표

(1) 한 문장이 끝났을 때 사용

(2) 문장 전체에 대한 설명이 괄호( )

안에 있을 때에는 괄호 뒤에 마침표를 찍

는다.

(3) 인용문이 종속절일 때는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梵語 表記

범어의 記寫原則은,

 1) 梵音을 原音대로 우리글로 표기하는 것

 2) 범음을 漢音譯한 것을 慣用音대로 우리

글로 적는 것

 3) 原音을 따르되 梵巴語 중 관용음에 가까

운 원음을 취해 적는 것이다.

 이상 세 가지를 병용하되 그 대강은 다음과 

1) 대장경 원문의 新譯本과 舊譯本에서

의미는 같으나, 용어의 표기가 다를 경우

원어 그대로 살린다.

예) 긍가하(구역)

항하(신역)

2) 인명이나 지명 등은 고려대장경 원문

의 한역음을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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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정한다. 단, 어느 경우에도 해당 한자는 

괄호 안에 넣는다.(初出에 限함)

 (1) 地名․人名․花名․鳥名은 漢音譯을 취하지 

않고, 原語를 우리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단 괄호 안에 해당하는 한음역을 

넣는다.

 예)․地名

사르나트(鹿野苑), 슈라아바스티이(舍衛國), 

라아자그리하(王舍城) 

  ․人名

샤아캬무니(釋迦牟尼), 스부우티(須菩提․善現․
空生), 아아난다(阿難․阿難陀)

  ․鳥名

 칼라빈카새(伽羅頻伽․伽陵頻伽)

  ․花名

 우둠바라 꽃(優曇婆羅․優曇鉢)

 (2) 술어는 관용음대로 적는다.

  예) 보리(菩提)

 (3) 원음을 따르되 梵巴語 중 관용음에 가

까운 원음을 취해 표기한다.

예) 슈라바스티이→사위국(舍衛國), 크

샤트리아→찰제리(刹帝利), 베다→위타(韋

陀)

3) 梵音을 음사한 용어들은 가급적 한자

음대로 하되 해당 한자가 복수로 발음될

경우는 범음에 가까운 음을 쓴다.

예)승거(僧佉)→승가(僧佉):범음 saṁgha

4) 한역음․속음으로 오랫동안 관용적으

로 이미 굳어진 어휘들은 관용음대로 적

는다.

예) 시방(十方), 보시(布施), 도량(道場),

보리(菩提)

이와 같이 초기 역경예규와 현재의 역경예규에 차이가 많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첫째 1966년 한글대장경이 번역된 이후 시간이 경과한 데서 오는 국어 어법의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擬古體 표현이 사라진 것과, 60년대에는 쓰였던 단어가 오늘날에는 쓰

이지 않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한글 맞춤법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문교부 방침에 따

라 외래어 및 외국어 표기에 있어 장음 표기가 사라진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불교 용어

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응하는 우리말 표현 방법이 달라진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1960년대 제정된 한글대장경의 역경예규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역

경예규를 비교하여 경전 번역의 대표적인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2. 경전 번역의 문제

    1) 한글화 문제 

한글대장경에는 불교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온다. 불교적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들은 불교의 핵

심적 요소이지만 우리나라 문화에서 보면 대단히 이질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불교 용어를 과연 

어떻게 번역하여야 할 것인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다. 경전의 내용을 우리말로 표현할 

경우, 크게 불교 용어의 한글화 문제, 법수 용어의 한글화 문제, 梵語의 한글 표기 문제를 들 

수 있다.

 

      (1) 불교 용어의 한글화

초기 번역된 한글대장경에서 불교 용어를 살펴보면 ‘妄語’를 ‘거짓말’로, ‘無上正等菩提’를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으로, ‘無生法忍’을 ‘죽살이 없는 법의 지혜’로, ‘甘露水’를 ‘단이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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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灌頂’을 ‘정수리에 물부음’으로 번역하는 등 한글로 풀어 쓴 불교 용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불교 용어를 한글로 번역하여 뜻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역점을 둔 것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교 용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별성을 갖는 새로운 요소임을 드러

내 주는 효과는 있으나, 의미가 보편화되는 데에는 어려움을 갖게 된다. 또한 한글로 풀어 사

용하게 되면 의미 전달이 쉬워지는 이점이 있는 반면,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와 불

교적 의미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므로 불교적 개념의 의미가 변질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불교 용어를 어떻게든 우리말로 옮기려고 애쓰다 보니 때로는 지나친 한글 표현도 있다. 

예를 들어 ‘輪廻’를 ‘바퀴돌이’로, ‘無漏法’을 ‘샘이 없는 법’으로, ‘善女人’을 ‘착한 아가씨’라고 

번역하는 경우처럼 지나치게 한글화함으로써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 용어도 있다.  

현재는 이러한 불교 용어는 대부분 한역음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본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였고, 같은 용어를 번역자마다 다르게 번역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켰

으며, 또한 애써 한글로 번역한 용어가 불교계에서 거의 통용되지 않아 보편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 용어를 한역음으로 사용할 경우 그 개념의 특수성을 살리는 일은 가능할지 모

르지만 우리말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 문제가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번역이 될 가능성

이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한자 병기나 註를 달아주는 등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法數 용어의 한글화

숫자개념의 法數 용어 역시 초기의 한글대장경에는 대부분 한글로 풀어 쓰고 있다. 예를 들면 

‘四聖諦’는 ‘네 가지 진리’로, ‘四攝’은 ‘네 가지 거둬 줌’으로, ‘六識’은 ‘여섯 알음’ 등으로 번역

하고 있다. 

현재에는 이를 한역음으로 쓰되,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4성제(聖諦), 8

정도(正道), 5분법신(分法身)’ 등이다. 이와 같이 법수 용어를 한역음으로 사용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불교 용어의 한글화’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즉 법수 용어의 개념을 잘 모른다면 뜻

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5분법신(分法身)’의 경우, 戒․定․慧․解脫․解脫知見이라는 다섯 가

지의 법을 신체로 삼는 자라는 뜻인데,4) ‘여덟 가지의 공덕수’라는 뜻을 지닌 ‘8공덕수(功德

水)’처럼 ‘다섯 가지 分法身’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리고 아라비아숫자의 표기는 

가독성은 높지만, 색인이나 검색할 때 많은 문제점과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3) 梵語의 한글 표기 

한글대장경의 梵語의 한글 표기는 외래어 표기의 원칙을 따라 표기한 것으로써 1966년 중

반부터 사용하였다.5) 1960년대에 제정된 역경예규에 의한 범어의 한글 표기 사례는 다음과 

같다.6) 

4) 편, 佛敎大辭典, 홍법원, 2001, p.1803. 

5) 1964년 번역의 여러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梵語의 音寫에 대한 의견은 둘로 나뉘었는데, 법정 스님은 原

音대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은상 씨는 한역음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두 가지 의견은 조정

되어 이미 우리말로 정착된 한자어와 한자로 표기된 범어의 음사는 그대로 쓰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나 

범어의 음사는 주해나 해제에 설명하기로 하였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범음의 원음을 한글로 음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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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슈라아바스티이국의 제타숲 외로운 이 돕는 동산에 계셨다.

그 때에 수타회천은 잠부드비이파에 내려와 부처님께 나아가, 부처님과 스님들을 목욕시키는 공

양에 청하였다.7)

이 예문에서 보면, ‘舍衛國’은 ‘슈라아바스티이국’으로, ‘祇樹’는 ‘제타숲’으로, ‘閻浮提’는 ‘잠부

드비이파’로 표기하였다. 특히 슈라아바스티이(Śrāvastī)의 경우 범어의 長音을 살려 한글로 표기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婆羅門(brāhmaṇa)은 브라아흐마나, 修多羅(sūtra)는 수우트라, 

塔은 스투우파(stūpa)로 표기한 사례 등을 볼 때, 범어의 한글 표기의 큰 특징은 실제 한글 표기

를 범어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중국을 거쳐 전래된 범어의 한자

음과, 본래의 범어음과의 괴리를 없애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의 한역자들이 범어를 한자

로 음사할 때, 소리에 맞고 동시에 뜻도 나타나는 번역을 하였기 때문에 한자의 음사를 우리 한

자음으로 읽었을 경우, 범음의 본래 소리와는 멀게 되므로 범음의 본래 소리를 찾아 한글로 표

기하는 것은 中國 藏經의 영향을 벗어나 우리말과 글로 된 대장경을 편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

겨 있다고 할 것이다.8) 

그러나 이렇게 범어 음역을 할 경우 두 언어의 음운 구조가 다르므로 범어의 정확한 음가대

로 한글로 표기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범어의 음가대로 음역을 하였어도 범어의 음역이 

익숙하지 않았고, 외래어 및 외국어 표기법의 변화로 인해 장음 표기가 사라져 정확한 원음을 

표기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한역음 표기보다 가독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점차 범어는 원음에 가

깝게 표기하지 않고 한역음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2) 문장과 문체 

초기에 번역된 한글대장경의 문장은 純國文을 택하고 있다. 문장을 보면, 순수 우리말로 옮

기려고 매우 고심했다는 사실을 역력히 엿볼 수 있다. 대체로 순수 우리말로 풀고 意譯 위주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만연체의 문장이 많아 글이 늘어지고, 

고유명사를 모두 한글로 풀이하는 등 산만한 점이 있다. 이러한 번역은 원문의 뜻을 쉽게 전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잘못하면 본뜻이 손상되거나 본래 내용과 어긋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이 10여 년간 번역되어 오다가 점차 한글대장경의 번역 문체는 直譯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직역 위주의 번역은 내용상의 오류를 적게 범하면서 동시에 본뜻을 그다지 손상하지 않

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한문에 기초가 없는 일반 독자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우리말로서

의 자연스러움을 상실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방면의 고찰을 통해 이러한 兩者의 단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 중

요한 것은 오역을 줄이고, 반드시 뜻과 문맥이 통하는 번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맥이 맞지 

6) , 동국역경원 역경예규에 대한 소고｣, 月雲스님古稀記念 佛敎學論叢, 동국역경원, 1998, pp.756∼

765에 ‘梵字의 한글화 표기’ 용례가 자세히 나와 있다.

7) 賢愚經 제9권 ｢淨居天請佛洗品｣, 한글대장경 18권, p.226.

   “一時佛在舍衛國祇樹給孤獨園爾時首陀會天下閻浮提至世尊所 請佛及僧洗浴供養.”(고려대장경 29권 p.1076中) 

8) 박경훈, ｢譯經｣, 月雲스님古稀記念論叢 佛敎學論叢, 동국역경원, 1998, p.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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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번역이라면 그것은 제대로 된 번역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호칭과 경어법

한글은 敬語法이 발달된 언어이다. 따라서 경전 번역에서도 경어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글

대장경에서는 주체를 높이는 ‘-시-’는 반영되고 있으며, 상대를 높이는 경어법 어미는 대상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기 역경예규에서 보면, 부처님에 대해서는 극존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상대

방이 누구인가를 막론하고 卑語體(‘하라체’, ‘하오체’ 포함)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지칭하는 호칭으로 ‘너’ 또는 ‘너희들’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제자에게는 당연하

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제자 중 부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마하가섭에게 ‘너’라고 하였거나 ‘가섭아’라고 불렀는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대보살과 왕에게도 비어체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 부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해

도 이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일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경어법이 부처님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 왕과 신하 사이, 주인과 하인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등에서 사용되는 경어법의 어미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

다. 

초기에 번역된 한글대장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왕을 부를 때 “대왕아”라고 하였지만, 현재에는 

“대왕이여”라고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제자와 제자가 대화할 경우나, 제자들이 무리에게 말할 

경우 반말을 썼는데, 현재는 ‘하오체’나 ‘합쇼체’로 쓰고 있다. 그리고 ‘僧’을 ‘중’이라고 하였던 

것을 현재는 ‘스님’으로 바꾸어 번역하고 있다. 이것은 서로의 관계를 현대적인 상황에 맞게 고

치고 또한 존중하는 관계로 바꾸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점들이 경전 번역

에서 충분히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4) 眞言의 한글 표기9)

밀교 경전에는 여러 진언들이 나오는데, 중국과 한국 등에서는 이를 번역하지 않는다. 그 이

유는 원문의 전체 뜻이 한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과, 密語라 하여 다른 이에게 비밀히 하

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10)

진언은 조선시대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로 그 전에 한자로만 음사하던 것을 본래 범어음에 

맞게 한글로 음사하려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11) 큰 사찰을 중심으로 진언을 한글로 

9) 의 한글 표기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金有光, 秘密陀羅尼의 現代的 理解｣, 韓國佛敎學 5輯, 韓國佛敎學會, 1980.7. 

김영덕, ｢漢譯 密敎經軌 飜譯의 諸問題｣, 밀교학보 5집, 위덕대학교 밀교문화연구원, 2003. 

안주호, ｢안심사본 진언집과 망월사본 진언집의 비교 연구｣, 배달말 31, 배달말학회, 2002.

-----, ｢망월사본 진언집을 중심으로 한 진언표기의 기초적 연구｣, 국어교육 109,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02.10.

-----, ｢만연사본 <진언집(1777년)>의 표기법 연구｣, 국어국문학 133, 국어국문학회, 2003.5.

鄭泰爀, ｢千手觀音陀羅尼의 硏究｣, 佛敎學報 11輯, 東國大學校 佛敎文化硏究院, 1974.12. 

10) 김영덕, ｢漢譯 密敎經軌 飜譯의 諸問題｣, 밀교학보 5집, 위덕대학교 밀교문화연구원, 2003,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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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한 것만을 모은 ‘진업집’이 편찬되었다.12) 

역경원에서는 조선시대 때 간행된 妙香山本․金剛山本․望月寺本 바탕으로 한 眞言表記凡例集
을 진언의 우리말 표기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 범례집은 676자의 낱자와 225자(2합자 218

자, 3합자 7자)들이 사용되어 만들어진 2,490어절을 낱말 단위로 처리하여 실은 것이다. 진언

표기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같은 자라도 조합되는 글자에 따라 여러 가지의 음으로 표기하였다. 예를 들면 ‘三’자

의 경우, 단어에 따라 ‘사, 살, 삼’의 세 가지 음으로 표기하였다.

三滿多 → 사만다, 三母捺羅 → 살모나라, 阿三磨 → 아삼마

둘째, ‘二合’의 경우는 ‘阿乞 → 악’, ‘里也 → 랴’와 같이 두 글자를 하나의 음으로 표기하였

다. 그러나 ‘引’을 음사한 방점은 사용하지 않았다.13)

셋째, 옛한글 자모인 반치음(ㅿ), 아래아(), 순경음비읍(ㅸ) 등과, 합용병서인 ㄺ, ㅽ, ㅼ 등을 

표기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바라  라

嚩曰囉 入嚩二合囉

vajra jvala

이들은 중세국어의 표기법이므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金剛頂勝初瑜伽普賢菩薩念誦法에 나오는 진언 표기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바아라 몯―디 맘14)

嚩曰囉 二合引 母瑟知 二合

이 진언의 로마자 표기는 vajra muṣṭi baṃ인데, 되도록 범어 원음에 가깝게 한글로 표기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려대장경 전체에 나오는 한문으로 표기된 진언에 비해 진언표

기범례집에 들어 있는 진언 표기의 예는 너무나 적다. 한 자로 사용될 때의 표기와 단어로 사

용될 때의 표기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그에 대한 용례가 충분치 못하다. 일부의 용례를 가지고 

모든 진언을 표기하는 것은 정확한 우리말 표기를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가급적 원음을 살리면서 쉬운 발음으로 한글 표기를 해주고,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진

언의 한글 표기를 통해 그 규칙을 찾아내어 기준을 세우는 등 앞으로 치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11) , 만연사본 <진언집(1777년)>의 표기법 연구｣, 국어국문학 133, 국어국문학회, 2003.5, p.114.

12) 현존하면서 간기가 분명한 진업집은 다음과 같다. 安心寺本(1569), 神興寺本(1658), 普賢寺本(1688), 金山寺

本(1694), 萬淵寺本(1777), 望月寺本(1800) 등이다.

13) 범어는 장단음이 발달된 언어이다. 장음으로 발음해야 하는 부분은 ‘引’을 1/2 크기로 써놓았는데, 한글로 음

사할 경우에는 방점에 의지하여 표기해 왔다. 만연사본이나 망월사본 진언집 등에는 방점 표기가 보인다.

14) 金剛頂勝初瑜伽普賢菩薩念誦法, 한글대장경 199권, 동국역경원, 1997, p.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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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한글대장경은 고려대장경 전체를 완역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 譯經史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불교계에서 번역되지 않았던 阿毘達磨大毘婆沙論, 阿毘達

磨順正理論, 大智度論 등을 비롯한 論部의 번역과 四分律, 十誦律, 根本說一切有部毘

奈耶 등 律部의 번역, 그리고 一切經音義 등의 辭彙部의 번역은 불교학 발전의 밑거름이 되

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글대장경 사업은 빠듯한 일정으로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비체계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번역상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한글대장경의 문제점을 점검

하고, 경전 번역 작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고 생각된다. 경전 번역에 있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모색해 보고자 한

다.

1.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경 시스템 구축

역경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본다면, 우선 불교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하고, 

原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한문뿐만 아니라 범어, 팔리어와 우리말에 대한 동시적 

이해능력과 언어구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또한 견고한 信心과 소명의식을 갖추

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기란 쉽지 않은 일일 뿐 아니라, 아

무리 뛰어난 역경 전문가라 할지라도 실수는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오역을 줄이고 정밀한 번

역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唐代의 역경원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역경원에서는 아홉 번역관

의 직위가 있었는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譯主로, 범본을 가지고 온 역경가가 범본을 읽고 그 뜻을 강의하여 풀어주는 역할이

다. 둘째는 筆受로, 역주가 읽는 범문 원전을 받아쓰는 역할인데, 중국어와 범어에 능통해야 한

다. 셋째는 度語로, 범문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역할이다. 넷째는 證梵으로, 번역이 잘못되었는지 

범본과 대조하여 검증하는 역할이다. 다섯째는 潤文으로, 문장을 다듬는 역할이다. 여섯째는 證

義로, 번역된 문장의 앞뒤가 모순되지 않고 의미가 잘 통하는지 검토하는 역할이다. 일곱째는 梵

唄로, 인도어 경문에 곡조를 붙여 읊는 역할이다. 여덟째는 校勘으로, 현재 번역과 이전의 한역

된 경전을 비교하고 참조하는 역할이다. 아홉째는 監護大使로, 번역사업 전체를 총감독하여 역경

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이다.15)

이 아홉 직책을 통해 볼 때 그 당시 역경가들이 경전 번역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직적인 역경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정밀한 경전 번역이 가능하였

다고 본다. 물론 시간적, 재정적인 면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아홉 단계를 거쳐 번역하기란 쉽

지 않겠지만, 단계를 조율하여 각각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

다.

15)   권3 (大正藏 50, p.724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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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역경원에서의 경전 번역은 개인적인 역량에 의지해 왔다. 한 개인이 단시일 내에 방

대한 양을 번역하여 양질의 성과를 낸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질적인 향

상을 꾀하고, 보다 충실하고 정확한 번역을 위해서는, 해당 전문가들의 엄격하고 체계적인 분업

에 의한 공동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각각의 전문가에게 역할을 분담하고, 그 진행을 조율하는 

명확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2. 학술적 연구 필요

지금까지 역경이 한글화 작업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경전에 설해진 내용을 보다 전문

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글대장경은 방대한 양의 번역 성과를 구축하고 있지만, 주석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고, 해제 또한 그 내용이 질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석과 해제 

작업 등을 통해 더욱 완성도를 높이고, 학술적 측면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論部, 律部의 경우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석 작업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

다. 번역에 있어서 주석은 번역문의 이해를 돕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주석 작업은 경전을 해설하고 잘 이해시켜 주기 위한 역할뿐만 아니라, 설명의 근거나 출전을 

제시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제 작업은 해당 경전의 전체적 실상을 개괄적으로 보여주어 이해를 돕기 위한 작업

이므로 한글대장경 전체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해제 역시 해당 경전에 대

한 서지사항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문헌의 성립 배경, 한역자 소개, 구성과 내용, 문헌의 

가치, 문헌에 대한 현대 연구서 소개 등 해당 문헌에 대해 수준 높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들은 단시일 내에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경전의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선정하고, 그 전문가에게 관련 자료를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2차적인 연구는 경전을 학술적으로 접근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재발견하고 

현대적 가치를 재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정밀한 역경예규 수립

경전 번역은 공산품의 생산 과정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과 내용을 오차 없이 일률적으

로 이끌어내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다. 그러나 경전 번역을 일관성 있게 하려면 기본적인 지침

서가 필요하다. 즉 번역의 원칙, 교정의 원칙, 표기의 원칙 등의 역경예규가 필요하다. 이러한 역

경예규는 불교 교리를 보다 충실하게 전달하고, 번역시 발생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용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색인이나 검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역경예규로는 경전 번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難題와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는 너무 부족한 면이 많다. 한 경전 안에서도 불교 용어나 지명, 인명 등이 제각각인 경우가 있

었던 것은 바로 정밀한 역경예규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의 역경예규를 본격적으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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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하고, 그 세부 항목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자세한 역경예규를 수립하되, 경․율․논 등 각

각 문헌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따로 역경예규를 마련하고, 교리적․학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같은 단어라도 논부, 율부, 밀교부 등에 따라 그 해석은 각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역경예규를 위한 학술모임을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치밀한 논의를 통해서 현

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역경예규를 수립하고, 이후 번역자에게도 충분한 숙지가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4. 역경 전문가의 양성

역경 전문가의 양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다. 역경원의 1세대, 혹은 다음 세대의 역경

가들은 대부분 타계했거나 고령일 뿐만 아니라, 현재 경전 번역에 참가하고 있는 역경가는 소

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경전의 양적 번역에만 치중하다 보니 학문적 축적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았으며, 경전 번역에 종사할 젊은 인재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지 못한 결과일 것이

다. 따라서 경전 번역에 종사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불교학술원 산하에 대학원 과정인 한국불교융합학과와 한문 불전 번역자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인 불교한문아카데미가 2011년에 개설되어, 역경이라는 화두를 놓고 인

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전 번역

을 학문적 차원에서 전문화하고 체계화하려는 시도가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은 늦은 감이 없지는 않으나 불교계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풍요롭게 하는 

원동력임을 감안할 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재 양성을 위한 시도가 발전적 방향으로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

그램과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인 역경 

사업을 확보하여 양성된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이 실제 역경 작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다면 그저 교육을 위한 교육

에 그칠 뿐이기 때문이다. 

 

Ⅳ. 맺음말

이상과 같이 한글대장경의 역경예규를 중심으로 경전 번역의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아울러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경전 번역은 일반적인 번역이 갖는 문제를 공유하지만, 일반 문학작품이나 학술서적의 번역

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경전은 불교의 精髓가 표현된 것이어서, 이를 번역할 때 불교 개념의 

특수한 의미를 파악해야 하고, 불교 교리에 부합되게 번역되었는지에 대해 고심해야 한다. 

이처럼 경전 번역은 참으로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경전 번역은 불교학의 학술적 측면과 

대중화 측면이 맞물려 있는 불교의 핵심이다. 경전 번역 없이는 불교학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

며, 효과적인 포교의 실효도 얻을 수 없다. 이러한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도외시되어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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譯經의 현실이다. 

우리에게는 아직 번역되지 않은 私記, 寺誌 등 수많은 불교 문헌이 남아 있다. 게다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불교 문헌들이 각 지역 사찰에 산재해 있다. 이 문헌들을 집성하여 번역하려면 

좀더 체계적인 역경 시스템과 역량을 갖춘 역경 인력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전 번역의 문제에 대한 세분화된 과제들을 더 많이 도출시키고, 각각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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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경전 번역의 제 문제｣에 대한 논평문

박인석(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

  이 논문은 경전의 번역을 위해 논의되어야 할 여러 문제들을 특히 동국역경원에서 간행한 한

글대장경의 역경예규를 중심으로 다룬 뒤, 역경과 관련된 포괄적 개선 방안들을 제안하는 내용

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국역경원은 1964년에 설립된 뒤 2001년까지 고려대장경을 모두 한글로 

번역하여 한글대장경 318권을 완간하였고, 2001년부터 2012년까지는 ‘한글대장경 개역 전산화 

사업’을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와 더불어 마무리 지었다. 이처럼 하나의 오랜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이전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는 것은 과거에 대한 정리뿐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생각된다. 이에 이 논문에서 

제기한 내용들과 관련하여 논평자의 견해 및 제안들을 덧붙여 그러한 평가 작업이 결실을 맺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Ⅰ. 역경예규와 관련하여

  1. 동국역경원의 초기에 역경예규를 만들기 위해 ‘역경용어심의회’를 만든 것은 오늘날 불교계

의 역경관련 흐름들에서 볼 때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2쪽의 각주 3)에

서 국어학자들이 강조하듯 “역경용어는 단순히 불교계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언어 개발을 위한 

국어학계의 큰 과제”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역경용어심의회에 참여한 학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그 당시 한국 지성계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불교 경전의 번

역이 불교계뿐 아니라 한국 지성계의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모습들은 

현재의 불경 번역이 말 그대로 불교계 내부의 일로 간주되는 것과는 매우 다른 면모라고 할 것

이다. 앞으로 불교 경전이 지니는 한국고전으로서의 지위를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불교계

를 포함한 한국학계 전반에서의 협력과 동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2. 경전 번역의 문제’ 중 ‘(1) 불교 용어의 한글화’(p.6) 부분에서 글쓴이는 “그러나 불교 

용어를 한역음으로 사용할 경우 그 개념의 특수성을 살리는 일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말 표

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 문제가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번역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서술하

고 있다. 그러나 논평자가 보기에 ‘우리말 표현’ 속에는 이미 다량의 한자어가 포함되어 있으므

로 순수한 우리말 표현과 한자식 표현을 완전히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된다. 

당나라 시기 중국에서는 불교의 개념들을 중국어로 옮기면서 새로운 말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이는 이후 중국어의 외연과 깊이를 보다 확장시키고 심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렇게 본

다면 이미 우리말 속에 녹아들어 있는 많은 불교 용어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불경 번역

에 있어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3. ‘(2) 법수 용어의 한글화’에서 글쓴이가 지적하듯 ‘5분법신(分法身)’과 같은 표기는 ‘8공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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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功德水)’와 마찬가지로 ‘分法身’을 ‘功德水’와 같은 의미 단위로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게 된 이유가 단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이는 앞으로 제고될 필

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로 한글본 한국불교전서에서는 ‘오분법신(五分法身)’과 같이 표

기하여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글대장경의 인터넷 검색에 있어 ‘오

온’, ‘5온’, ‘다섯 가지 쌓임’ 등의 유사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Ⅱ.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하여 

  1. 논문에서 글쓴이는 앞으로 제대로 된 경전 번역을 위해 실행되어야 할 네 가지 점을 제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논평자가 제안하고 싶은 바는 우선 역경의 사례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

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당나라 시기 역장에서 역경 9직과 같은 매우 조직적인 역경시스템이 구

축되어 불교의 경론을 매우 정교하게 번역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해당 경론의 번

역자가 그 분야에 있어 가장 뛰어난 연구자였다는 사실은 그리 잘 부각되지 않는 것 같다. 가령 

구사론의 번역에 참여한 신태, 보광 등이 그에 대한 주석서를 남겼고, 성유식론, 인명입정

리론 등의 번역에 참여한 규기 역시 그에 대한 술기와 소를 남겼다. 이처럼 불경이 제대로 

번역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시스템뿐 아니라 해당 경론을 직접 연구하고 주석할 수 있는 연구

자가 배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능엄경, 법화경 등이 조선시기 간경도감의 언해본들로 선

정된 것 역시 이전 고려시기 불교계의 높은 학문적 수준을 반영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 역경예규의 경우, 1965년에 설립된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조선왕조실

록이나 승정원일기 등 일정한 유형의 문헌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축적된 많은 지침들이 어느 

시기 단행본으로 정리되었다. 글쓴이의 지적처럼 불경의 경우도 유형에 따라 그런 다양한 지침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동국역경원의 경우 그런 작업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3. 역경 전문가의 양성 문제는 동국역경원과 한국고전번역원이 가장 대비되는 지점이다. 한국

고전번역원의 전신인 민족문화추진회는 번역인재 양성을 위해 1974년에 국역연수원을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교육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고전번역원으로 전환된 현시점에

서는 고전번역대학원의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번역과 연구(학위)를 결합한 형

태의 교육기관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번역과 연구가 병행되어야 함을 지적하는 좋은 사례이다. 

현재 한문불전과 관련된 한국 불교계의 교육사업은 좋은 결실을 내기에는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보다 철저하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의 사례까지도 포함

하여 한문불전교육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교계 전반이 힘을 합쳐 역경 인재 

양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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禪典 번역의 제 문제

이 영석(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전임연구원)

   목차

1. 서론

2. 大藏經의 禪典

3. 한글대장경의 禪典과 의의

4. 선문염송 번역의 문제점

5. 결론

* 논술에 앞서 대장경 중 선종의 제 문헌에 해당하는 여러 용어에 대한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각국의 대장경에서 혹은 고금의 선문헌에서는 ‘선장’, ‘선록’, ‘선전’, ‘선적’, ‘선어록’, ‘선전’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그 중 선학대사전에서는 선종의 문헌군을 ① 종의(宗義) ② 사

전(史傳) ③ 어록(語錄)④ 명(銘)·잠(箴)·가송(歌頌) ⑤ 송고공안(頌古公案) ⑥ 선문학(禪文學) ⑦ 

청규(淸規)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禪典’으로 일괄 표기하고자 한다. 향후 한글대

장경에서도 어떤 용어를 채택하여 분야를 확정할 것인지 논의해야 할 것이다.

1. 서론

  한역경전에 대한 한글번역은 시대적 요청에 따른 당연한 사업으로 인지되어 다방면에서의 관

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번역 인재의 양성과 번역본의 활용 및 전산화 웹서비스 등을 통하여 

금세기 대장경사업으로서 확연하게 그 성과를 달성한 과제이다. 

  한역경전의 ‘한글화’ 번역 작업은 조선시대 訓民正音 창제 이후부터 시작되지만, 한역경전 이

외 제불전의 ‘우리말’ 번역의 역사는 멀리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신라시대에는 ‘이두’ 

문자로 그 내용을 번역하였으며, 고려시대에는 均如에 의해 十句章圓通記를 ‘方言’인 鄕札로 

쓰인 바 있다.1) 신라나 고려시대에는 우리 문자가 없어서 ‘이두’나 ‘方言’으로 번역하였다고 하지

만 그 문헌이 남아 있지 않을 뿐이지 이미 불전의 우리말 번역이 시도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

다.

  본격적인 한글 번역작업은 조선시대에 훈민정음이 창제되면서 한글번역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그 주무기관으로서 刊經都監에서는 능엄경언해 등 여러 경전의 언해본이 제작 간행되었다. 근

대의 선지식인 震鍾龍城(1864〜1940)종사는 1921년 三藏譯會를 조직하여 화엄경, 원각경, 
금강경, 능엄경 등을 비롯해서 여러 경전을 번역했다. 현대에 이르러 昔珠스님의 法寶院

(1961), 呑虛스님의 海東佛敎譯經院(1960)에서 여러 한역경전들을 번역했으며, 『우리말 팔만대

1) 우리말 번역어로서의 ‘이두’나 ‘方言’은 균여의 저술에서 方言인 鄕札을 썼다는 점에서 문화사적으

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전해지는 것은 원본인 방언본이 아니라 14세기에 방언을 제

거하고 다시 새긴 한문본이다.



제14회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학술세미나 (2012.10.25)

- 36 -

장경』(1963)이 대한불교청년회에서 발행되었다.

  한역불전인 고려대장경의 본격적인 한글화 사업인 한글대장경은 1962년 4월 조계종이 출범하

면서 도제양성 ․ 포교 ․ 역경사업을 종단의 3대사업으로 책정하여, 동년 11월 조계종의 宗正 직속

기관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역경위원회를 법제화하게 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1963년 9월, 耘

虛 역경위원장의 역경계획안을 바탕으로 동국대학교 김법린 총장과 논의하여 동국대에 東國譯經

院을 개설하기로 합의, 동국대의 학칙 기관으로서 1964년 7월 21일 개원식을 갖고 출범하게 되

었다. 한글대장경은 제1집인 아함부 경전 2000부의 번역과 출간을 착수하여, 고려대장경의 한글

화 사업은 고전국역사업의 일환으로 책정되어 1966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마침내 구

판 한글대장경이 간행된 것이다. 

  한역대장경을 완역한 한글대장경을 위한 선행작업으로서 1964년이래 수차례의 논의를 통하여 

｢譯經例規｣가 만들어졌다.2) 이후 동국역경원에서는 운허, 法頂, 月雲스님을 위시하여 여러 역경

위원들의 헌신적인 노고로 마침내 1993년까지 137권이 번역 간행하게 되었다. 1994년 다시 정

부의 국고지원이 재개됨으로써 2000년까지 318권이 간행, 2001년 완간 회향법회를 봉행하게 

되었다. 한글대장경은 1985년 구판간행, 1993년 중판간행, 2000년 신판간행, 2001년～현재 개

역 및 전산화사업까지 4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3)   

  한글대장경의 改譯과 전산화사업은 기존의 번역본에 대한 개역과 전산화 단계에 이르러 웹서

버 및 모바일에서도 서‧사‧수‧지‧독‧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한역대장경본을 중심으로 전개된 한글번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을 몇가지 요

약할 수 있다.

  첫째, 한글대장경 구성체계에 대한 문제이다. 

  구성체계에 관하여 총괄적인 설계, 즉 송, 거란 등의 한역경전, 티벳경전, 신수대장경, 팔리

어경전체계, 대만불광대장경 등을 어떻게 의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한글대장경의 구조를 뚜렷

하게 도시할 수 있는 설계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초기경전, 대승경전, 율장, 논장, 선종부 및 제종

부 등을 체계적으로 설계 수립하였다면 그 완성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둘째, 한글대장경의 구성체계에서 삼장이외의 경전에 해당하는 대승경전이나 제종파의 전적, 

사전‧사휘부, 한국찬술문헌, 남전부의 편제에 대하여 어떠한 선본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대장경이라는 방대한 자료에 대하여 초기단계에서 자료의 구조적 설계와 최종의 

번역물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시기별 각각 번역자의 번역본 그 자체가 책임성 있게 과제가 이행

되어야 할 것이다. 번역에 대한 범례와 해제, 본문, 역주 색인의 개정작업과 아울러 시기별 버전

관리와 보관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글대장경은 그 역할이 중시되어 제반의 문헌에 있어서 기

본 틀로서 응용되기 때문이다.

  셋째, 고려대장경에 대한 번역은 주로 구판과 중판, 그리고 신판의 과정으로 완성하였으나 제

종파의 전적이 입장 되는 것에 대하여 역사인식과 함께 제종파의 사상적 특징을 명료하게 드러

내기 위하여 면밀하게 재고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역사의식의 결여 또는 편협성으로 인하여 

2) 1964 10월 4일 선학원에서 제정된 역경예규와 1966년 8월 8일~13일 譯經用語審議會｣에서 제정된 역경예

규가 있다.

3) 위와 같은 한역불전의 한글 번역과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 간행 경위에 대해서는 月雲스님古稀記念論叢刊行

委員會에서 1998년 간행한 불교학논총의 ‘제6부 동국역경원의 어제와 오늘’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박경훈, 「譯經 ― 동국역경원을 중심으로 ― 」, pp. 715〜743.

  沈三鎭, 「동국역경원 ‘譯經例規’에 대한 小考」, pp. 745〜789.

  정승석, 전자불전제10집, ｢한글대장경의 체제와 구성｣, pp.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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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활용가치가 떨어지거나 대중의 참여로부터 소외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넷째, 한글대장경은 주로 표의문자에서 표음문자로의 번역이기 때문에, 개역에 있어서 여러 가

지 번역의 원칙과 용례에 대하여 어떻게 그 원칙을 숙지하고 계속 활용할 것인지 엄밀하게 논의

되어 경장부, 율장부, 논소부, 제종부 등 각 부분별로 예규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점은 한글번역을 착수한 1964년이래 수차례의 논의를 통하여 ｢譯經例規｣가 만들어게 되었는데 

개역의 완료 시점에 이르기까지 별도의 예규정립의 사안이 진행된 바가 없으므로 향후 반드시 

정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번역의 원칙에 있어서 시대적 문화, 언어의 변화에 대한 반영, 방

언, 속어에 대한 적절한 이시대의 용어로 번역하여야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논고와 관련하여 선종부에서의 제 전적에 대한 선어록류, 공안집류, 염송집류, 시문

집류 등 번역의 구체적 방법론과 문제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당‧송대 이후 선종부의 전적은 다양

하고 돈황본 문헌류의 발굴과 함께 시대적 언어의 격차가 있고 대장경에 입장된 시기별로 언어

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지만 禪典에 대한 번역의 예규는 각 문헌별로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그

리고 이에 대한 번역이 각 문헌마다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통일된 禪典類의 번역 기준이 없다

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무문관에 대한 번역의 예규를 짐작할 수 있는 선어록 읽는 방법이나, 

벽암록, 경덕전등록, 조당집, 선문염송, 육조단경, 전심법요 등 번역자 개인의 고견

을 반영한 번역서와 한글대장경에 예편한 각 선전은 그 분류와 번역의 기준이 매우 다양하지만 

이에 대한 선종부 제 전적의 한글대장경의 설계와 작업은 한국적 종파성을 감안하여 볼 때 어문

학적으로, 경전 언어 문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닐 것이다. 이에 중국에서 성립한 한역대

장경의 체제를 참조하고 한글대장경의 구성체계에 반영이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에 대한 참조가 될 것이다. 먼저, 한역대장경 중에서 禪典의 목록과 한글대장경의 禪典의 목록, 

그리고 일본 일체대장경과 신수대장경, 만속장경에 편재된 禪典의 분류내용과 비교․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논고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고려대장경과 한국불교전서에서 禪典으로서 

공통적으로 채택된 선문염송은 조사 어록의 내용으로서 가장 한국적인 등사류와 염송집으로서 

선별되어 번역된 바, 중국 선종 사서류에 해당하는 전등록과 별도로 선사상을 전개하고 있는 

선문염송에 나타나는 언어 유형과 번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글대장경, 그 가운데 선
문염송을 비롯한 한국찬술의 禪典은 향후 ABC사업단에 의하여 한국불교찬술문헌을 비롯한 불

교기록문화유산의 역주를 통하여 한국불교의 선사상을 정립하고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 완역이 

되어 널리 유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구성체계로부터 번역의 상세 내용까지 논의하고자 

한다.

2. 大藏經의 禪典

1) 中國 宋板大藏經의 禪典

  한역 경전들을 작성한 목록으로 최초의 것은 前秦의 道安이 지은 綜理衆經目錄이 있었지만 

이것은 현존하지 않는다. 다만 이것은 전체를 8錄으로 분류하여 639부 886권을 수록하였다는 

사실만이 알려져 있다. 이후 많은 목록이 작성되었는데 유명한 것으로는 僧祐의 出三藏記集․
法鏡錄․彦琮錄․靜泰錄, 費長房의 歷代三寶記, 道宣의 大唐內典錄, 智昇의 開元釋敎錄
(약칭開元錄), 圓照의 貞元新定釋敎目錄(약칭 貞元錄) 등이 있다. 

  최초의 대장경으로서 宋 太祖의 발원으로 완성된 蜀版大藏經, 北宋官版大藏經 또는 開寶版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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藏經4)의 특징은 지승의 목록인 開元錄에 수록된 불전 1,076부 5,048권을 모두 13만 매의 목

판에 새겨서 천자문 순으로 배열하고 480개의 函에 차례로 보관한 것이다. 5,048권 480질의 大

藏經․律․論이 千字文으로 분류한 것은 經․律․論의 국가적 공인번호이며 또한 眞經과 僞經을 나누는 

표준이 되었으나 이것은 1125년 금나라가 침입한 뒤 사라졌다.  

그 뒤를 이어 圓照에 의해 새롭게 편찬된 貞元錄에서부터 처음으로 禪典의 목록이 보이는데 

宋板大藏經에 입장되어 있던 弘明集과 高僧傳 등 中國 撰述部보다 더 다량의 禪典이 大藏經

에 입장되었다. 宋板大藏經에 禪錄의 入藏은 宋朝 佛敎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었다. 

  開元錄에는 建中 末부터 元和 2年(807년)에 이르러 성립된 혜림의 一切經音義 100권5)의 

최종권에, 神秀의 觀心論 1권이 入藏된 禪錄이다. 최종권에 수록된 장외 17종은 당시의 寶王

論 3권과 금비결무론 1권을 비롯하여 懷感의 群疑論 7권과 智顗로 귀결되어 天台三大部보

다 당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듯한 淨土十疑論 1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觀心論이 일체경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을 받았다. 육조혜능의 어록이 壇經이라

고 불리우게 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돈황사본 중 禪典으로서 寶林傳도 일체경에 준하는 

의도로 찬술된 것이다. 寶林傳은 각 품의 이름이나 필법이 경전의 양식에 따르고 후에 입장하

게 된 것으로 추측하는데, 金刻大藏經 중에서 보여진 寶林傳 권2의 末尾에 수록된 刊記에 615

호를 상징하는 ‘秦’자의 函號와 ‘新編入錄’의 네 글자가 있어 이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義天에 의하면 遼6)에서는 寶林傳과 六祖壇經을 僞妄의 경으로써 入藏시키지 않았

다고 한다. 그러나 이 두 종류의 禪錄은 이미 官板大藏經에 입장된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의 흥

성사본 六祖壇經은 宋板을 베껴 版心에 ‘軍’자의 함호가 있다. ‘軍’자는 598호인데 전해지는 

대장경 목록에 ‘軍’자에 六祖壇經은 없으므로 이것은 遼 이전에 續藏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唐書의 藝文志에 寶林傳과 六祖壇經의 이름이 보이는 것도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다.

  寶林傳과 六祖壇經의 入藏에 이어 운승의 간기로부터 14년째인 景德元年(1004)에 傳燈

錄 30권은 上進되어 大中祥符 4년(1011)에 入藏하게 되었다. 官板大藏經이 완성된 후 續藏의 

필요성에 따라 太平興國 7년에 大宋高僧傳을 上進한 찬녕에 의해 역경원을 설치하게 되고 새

로운 성과로 집대성한 것이 大中祥符法寶錄 20권이다. 大中祥符法寶錄 20권에 포함된 傳燈

錄은 寶林傳 이래 중국선종사의 집대성이지만 그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 祖堂集의 입장은 

제외되었다. 傳燈錄이 景德의 연호를 쓴 것은 開元錄과 貞元錄의 예에 따른 것이며, 또한 

법보를 잇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나아가 국가적 공인에 의해서 진경과 위경이 나눠진 것과 

같이 정전의 조사를 결정하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에 등재된 조사가 1704명이므로 1700칙

의 참구의 방식이 생기게 된 것은 開元錄의 5048권에 비견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傳燈錄
4) 대장경은 北宋 태조의 칙명에 의해 당시 만당 이래 제지 및 인쇄술의 중심지였던 益州 成都에서 태조 開寶 

4년(971년) 시작하여 太平興國 8년(983년)에 이르기까지 12년에 걸쳐 완성된 대장경으로, 극소수만이 전래

되고 있다. 이는 開元 18년(730년) 智昇의 開元釋敎錄에 수록된 佛典을 새겨 만든 것이다. 이 경판은 宋

의 徽宗(1101～1125)때까지 太平興國寺 譯經院 서쪽 印經院에 보존되어 있었으나, 金의 침입과 더불어 휘

종 말년에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권자본으로, 23행 14자 내지 15자로 조판되었으며, 거란, 서하, 고려, 일

본 등 인접국가에 기증되었다.

5) 一切經音義 100권의 목차는 法顯傳一卷, 惠超往五天竺國傳三卷, 無行法師書一卷, 肇論二卷, 止觀

門論二卷, 安樂集二卷, 寶法義論一卷, 念佛三昧寶王論三卷, 金 決瞙論一卷, 比丘尼傳四卷, 觀心論

一卷, 群疑論七卷, 十疑論一卷, 具錄西國浴像儀軌法一卷, 說罪要行法一卷, 受用三水要法一卷, 護命

放生法一卷 이다. 여기에서 선사상서에 해당하는 것은 止觀門論二卷, 念佛三昧寶王論三卷, 金錍決瞙論
一卷, 觀心論一卷, 群疑論七卷, 十疑論一卷이 있으나 선종 관련 전적은 觀心論一卷이다.

6) 高麗史 권12, ｢睿宗世家｣ 2년 정월조에 ‘遼의 大藏經은 睿宗 2년(丁亥年 庚寅日, 1107년)에 高存壽를 보내 

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동시에 보내왔다’는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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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入藏으로부터 宋代 불교의 성향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후 景祐 3年(1036) 天聖廣燈錄
30권, 建中靖國 원년(1101) 建中靖國續燈錄 30권, 嘉泰 4년(1204) 嘉泰普燈錄 30권이 잇달

아서 입장되었다.

  이 4종의 禪典은 淳熙 4년(1183)에 완성된 宗門聯燈會要 30권과 함께 五燈會元의 성립의 

요인이 되었다. 傳燈錄 30권의 抄錄에 해당하는 王隨의 傳燈玉英集15권은 金刻大藏經에 포

함되어 송초에 續藏이 되어 禪典의 국가적 검정이었다. 국가적 刊削은 그 자체에 검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와 때를 같이하여 上進 入藏되는 天聖廣燈錄에 이르러 한층 

강화된다. 

  禪錄의 入藏과 御製序는 天聖廣燈錄이 최초이고, 傳燈玉英集에도 수록되어 있다. 天聖廣

燈錄은 鎭國軍節度使駙馬都尉 李遵勖이 편찬하였는데 仁宗의 御製 序가 수록되어 있다. 

  景祐 4년(1037) 呂夷簡이 奉勅撰한 新修法寶錄도 御製 序를 수록하였다. 선종의 국가적 관

계가 고조된 것을 선전의 御製의 序로서 드러내고 있다. 당시 楊億, 李遵勖도 知禮와 친교가 있

었지만 천태종의 논서가 上進되거나 입장되었던 기록은 없는 것도 또한 송대 대장경의 특징 중 

하나이다. 廣燈錄에서 傳燈史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전등사서류의 근거를 확립한 것이다. 韓愈 

등 유학자들의 배불에 대해 佛敎와 王法의 일체를 주장하여 輔敎論 3권이 저술되었고, 嘉祐 6

년(1061) 契嵩의  傳法正宗記는 이러한 경향을 강조하여 入藏되었다. 그러나 그 개판은 역경

삼장 日稱의 入寂으로 인하여 熙寧 4년(1071) 傳法院과 印經院이 폐지되어 治平元年(1064)에 

吳郡에서 완성되었으며 그 사업이 중단 된 것은 元豐元年(1078)이다. 宋朝의 재정난으로 인하여 

勅板 大藏經 간행으로 시작된 개판의 주체는 국가에서 민간으로 옮겨지게 되어 명초에 칙판이 

다시 간행될 때까지 사간판 대장경이 간행되었다. 

  建中靖國續燈錄은 권두에 微宗의 御製序를 수록하고 ‘아래에 汴京法雲禪寺住持傳法佛國禪師

惟白集의 自序가 있다’고 하지만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한 惟白의 大藏經綱目指要錄 8권은 開
元錄의 5048권을 주체로 한 송대의 속장서를 수록한 목록이다. 그 끝 부문에 禪門典錄의 항목

은 寶林傳부터 續燈錄에 이르는 선종사서의 유래와 그 내용에 대하여 해설하고 있다. 또한 

佛祖 傳法偈의 번역에 대한 거론은 설숭의 傳法正宗記의 발전을 이루게 하였다. 나아가 大藏

經과 史傳書와의 접합을 보이며 禪과 敎의 일치를 지향하였다.

  惟白의 大藏經綱目指要錄과 續燈錄은 福州 東禪寺 等覺院版 大藏經의 개판사업이었으며 
開元錄에 이어서 續藏部 목록을 간행하였다. 송조의 재정 사정으로 이미 開封의 印經院은 기능

을 상실하였으며 東禪寺에서 사간판대장경이 간행되고 선록이 입장하게 된 것이다.

  大觀 3년에 출판된 東禪寺版大藏經의 ‘實’자호(524호) 筠州黃蘗山斷際禪師傳心法要와 黃檗

斷際禪師宛陵錄는 大藏經綱目指要錄에도 전해지는 것이 없고, 다른 자료도 없으며 廣燈錄
의 일부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大正藏에는 傳燈錄 권9의 말미에 黃檗希運禪師傳心法要
를 수록하였다. 또한 裵休의 序를 포함해서 유포본의 수부 10단에 慶曆 戊子(1048년)에 남종천

진이 첨가한 것인데, 이 또한 임의로 행해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福州 東禪寺 大藏經 개판에 

많은 선종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었던 것은 당시 禪의 성격을 대변하는 것이다. 大藏經에 傳心法

要와 宛陵錄을 수록한 것도 당시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7) 廣燈錄 이후 大
慧語錄과 雪竇나 圜悟의 어록과 함께 古尊宿語錄 48권이 입장하게 된다. 禪典의 국가적 검정

7) , 大藏經と禪錄の入藏 ｣, 印度學佛敎學硏究 20卷 1號(通卷39)(日本印度學佛敎學會, 1971.12), 

pp.76～83.
강순애, ｢舊大藏目錄의 初雕大藏經 構成體系에 관한 硏究 - 開元釋敎錄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서지학연구 11

권(서울: 서지학회, 1995), pp.7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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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장

목

록

∨

최초의 한역 경전 목록
前秦의 道安의 綜理衆經目錄
(전체를 8錄으로 분류, 639부 886권을 수록)

僧祐의 出三藏記集․法鏡錄․彦琮錄․靜泰錄,
費長房의 歷代三寶記,
道宣의 大唐內典錄,
智昇의 開元釋敎錄(약칭 開元錄),
圓照의 貞元新定釋敎目錄(약칭 貞元錄)

∧

勅

板

大

藏

經

∨

開元錄 入藏의 禪典 신수의 觀心論1권, 보왕론3권, 금비결무론1권, 회감의 群疑
論7권, 智顗 十疑論1권.

貞元錄 入藏 新譯
經․律․論․禪典籍

寶林傳, 고려의 興聖寺本 六祖壇經
찬녕의 大宋高僧傳·景德傳燈錄
大中祥符法寶錄 20권
鎭國軍節度使駙馬都尉 李遵勖의 편찬 天聖廣燈錄30권(御製序),

建中靖國續燈錄 30권(御製序),
嘉泰 4년(1204)嘉泰普燈錄 30권 입장.
淳熙 4년(1183)완성 宗門聯燈會要 30권
王隨의 傳燈玉英集15권 傳燈錄30권 초록(御製序)
景祐 4년(1037) 呂夷簡의 奉勅撰 新修法寶錄(御製序)
契嵩의 傳法正宗記
韓愈 輔敎論3권 ; 입장사업의 종식 元豐 元年(1078년)

∧

私

版

大

藏

經

∨

福州 東禪寺 等覺院版 대장경의 개판사업 (휘종 2년(1112)에 완성)

속장서 목록과 禪典

惟白의 大藏經綱目指要錄8권(속장서 목록), 續燈錄
廣燈錄과 筠州黃蘗山斷際禪師傳心法要, 黃檗斷際禪師宛陵錄

續藏經 수록의 禪典

大慧語錄의 入藏
雪竇, 圜悟의 어록

古尊宿語錄48권이 入藏
建中靖國續燈錄 崇寧 2년(1103년) 출판
광혜대사 달천, 紹興 初年(1131년) 傳燈錄을 중간

<표1. 宋板大藏經의 禪典>

과 간행사업은 목록설계에서부터 입장에 이르기까지 엄선된 작업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작금의 

한글대장경의 분류체계도 재정비하고 엄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高麗大藏經의 禪典

  宋板大藏經에 入藏되어 편찬된 禪典이 고려에 어떠한 경로로 어떤 典籍이 유입되었는가 하는 

것은 고려에서 雕造되는 대장경의 전모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고려에서 初雕된 대장경은 소

실되었지만 守其의 대장경 목록에 대비하여 거의 유사한 목록으로 집대성되어 있어 최근 宋板大

藏經과 소실된 高麗大藏經의 目錄을 복원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에서 선적을 입장하고 간행한 

예는 再雕大藏經에 이르러서야 보판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초조대장경의 간행시기는 李

奎報의 ｢大藏經刻板君臣祈告文｣에 의하면 현종 2년(1011년)에 거란군의 침입으로 국토가 유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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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물러가지 않으므로 현종 4년(1013년)에 드디어 大藏經 雕造를 발원하게 되었다. 착수하여 선

종 4년(1087년)까지 77년간에 걸쳐 완성한 경판으로 이 시기에 私版大藏經으로서의 續藏經에 

入藏되기 시작한 시기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初雕大藏經(1011～1087)은 刊本大藏經으로서는 중국 宋朝에 이루어진 開寶勅板大藏經(971～

983) 이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착수되었다. 그 수록 범위가 당시까지 開板된 漢譯장경으로서는 

가장 포괄적인 대장경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하여야 할 대장경이었다. 그러나 初雕大藏經의 판

본은 高宗 19년(1232년, 壬辰)에 몽고의 병란으로 불타 없어지고, 현재 그 印本들이 국내 호림

박물관을 비롯한 16개처 및 일본 南禪寺 등에 산재해 있다. 그 목록을 통하여 수록된 경론을 살

펴볼 수 있으나 전해지지 않으므로 재조대장경의 목록인 大藏目錄의 분류체계와 開寶勅版大藏

經, 智昇의 開元釋敎錄에 입각하여 초조대장경의 분류체계를 파악할 수 있다. 初雕大藏經의 목

록은 현존하지 않지만, 먼저 고려 재조대장경의 목록인 大藏目錄의 분류체계를 관찰하고, 北宋

勅板大藏經의 入藏目錄인 開元釋敎錄(730)의 분류체계와 비교하면 초조대장경의 분류체계를 

파악할 수 있다.

  大藏目錄의 분류체계는 開元釋敎錄略出에 근거하여 그 函別로 주제를 분석하여 大乘經律

論 등의 4類와, 大乘經 등의 11綱, 그리고 大乘經 아래에서의 重單合譯 등의 6目을 비롯하여, 대

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반야부 등의 6細目 등으로 그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補遺類는 그 

내용별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각 세목을 비롯한 각 綱 등의 같은 분류체계 안에서는 동일한 

번역자의 불전을 한 곳으로 모으는 편집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되었거나 연구된 初雕大藏

經의 인본들에 대한 여러 사항들을 일괄하여 대조하여 보면, 初雕大藏經과 再雕大藏經의 각 불

전에 대한 函次별 편입에 있어서 대부분은 大同小異하다. 

聖賢集傳類 중에서 中國撰述綱에 포함되는 불전으로는 開元釋敎錄, 經律異相 및 廣弘明集
등 3종이 있다. 그 중 廣弘明集은 문헌선집의 사전류로서 총 30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初雕

大藏經의 제478함인 ‘聚’함에 입장되어 있다. 이것은 또한 再雕大藏經에서도 동일한 함차명으로 

입장되어 있다.8) 廣弘明集은 唐 道宣이 30권으로 편찬한 것인데 그 내용은 佛敎史 뿐만 아니

라 일반중국사의 자료로도 가치가 인정되는 문헌들을 수록한 불전이다. 본래는 弘明集의 續篇

으로, 체제가 약간 다른 까닭에 廣을 덧붙여졌다. 모두 10편인데 그 편명은 다음과 같다. ① 歸

正, ② 辨惑, ③ 佛德, ④ 法義, ⑤ 僧行, ⑥ 慈濟, ⑦ 戒功, ⑧ 啓福, ⑨ 悔罪, ⑩ 統歸 등이다. 

매 편의 앞에는 서문이 있으며, 南北朝 때부터 당대까지 130명 가량의 저작을 편집한 것이다. 

漢에서 당 초기까지 불교의 발전 및 변천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불교이론 연구와 儒․佛․道 

분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辨惑편은 남북조와 당 초기의 反불교 분쟁에 관계된 史

料를 담고 있다. 

이것을 미루어 추측하면, 初雕大藏經은 ①北宋 開寶勅版大藏經9), ②거란대장경, ③貞元入藏諸經

論, ④宋의 신역 경․율․론 및 ⑤국내 所傳의 초조 대장경 등을 활용하여 판각하였다. 한편으로 宋

代 勅版大藏經의 入藏이 종식된 것은 元豐元年(1078년)이지만 3차 사업인 1083～1087년간에도 

별도의 선적이 입수되거나 입장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8) , 舊大藏目錄의 初雕大藏經 構成體系에 관한 硏究 - 開元釋敎錄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 書誌學硏

究 第11輯(서울: 서지학회, 1995) pp.75～166.
    김성수, ｢고려초조대장경의 분류체계 및 호림박물관소장 초조본의 분석에 관한 연구｣(한국도서관 정보학회

지 제37권 제1호(서울: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2006.3), pp.405～428.
9) 北宋勅板大藏經은 일명 開寶勅版大藏經, 蜀版大藏經, 官版大藏經이라고도 하며 당나라 개원 18년 京兆에 있는 

西崇福寺의 沙門 智昇(668～740)이 편찬한 一切經의 目錄을 근거로 하였다. 모두 20권으로 되어 있으며 ‘開

元錄’ ‘開元目錄’ ‘智昇錄’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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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義天의 新編諸宗敎藏總錄에서의 禪典

義天(1055～1101년, 문종 9년～숙종 6년)의 속성은 王氏이며 이름은 煦, 호는 祐世으로 고려 

제11대 문종의 第四 王子이다. 1065년(문종 19) 景德國師 爛圓을 은사로 출가하여 靈通寺에서 

華嚴敎觀을 修學하였다. 같은 해 10월 佛日寺에서 具足戒를 받고 이때부터 학문에 힘을 기울여 

대승과 소승의 經․律․論은 물론 유교의 전적과 역사서적 및 제자백가의 思想에 이르기까지 두루 

배웠다. 

1067년 왕으로부터 廣智開宗弘眞祐世의 호를 받고 僧統의 직책을 받았다. 1084년(선종 1) 宋나

라 淨源法師의 초청을 받고, 1085년 求法의 유학길에 올랐다. 천은 원래 화엄종계통이었으므로 

송나라에 도착한 뒤 啓聖寺에 머물면서 화엄법사 有誠과 교유하였으며 賢首와 天台敎判에 대하

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 뒤 相國寺에서 雲門宗의 종본을 방문하고, 興國寺에서 인도의 승려 天

吉祥을 만나 인도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과 학문을 배웠다. 

1086년 遼ㆍ宋ㆍ일본 등에서 전적 3000여 권을 가지고 귀국하여 興王寺의 주지가 되어 敎藏都

監을 설치하고 경서를 간행하였다. 그 간행목록을 정리하여 4740여 권의 敎藏의 목록인 新編諸

宗敎藏總錄 3권을 간행하였다. 이 新編諸宗敎藏總錄의 상권에는 경의 장소 561부 2,586권, 

중권에는 율의 장소 142부 467권, 하권에는 논의 장소 307부 1,687권 등이 각각 수록되었는데, 

모두 합쳐 1,010부 4,740권이다. 高麗初雕大藏經을 결집할 때 經․律․論 三藏에 대한 주석서나 연

구서를 모아서 고려 선종 7년(1090)에 편찬한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초조장경과 함께 몽고의 난으로 불에 타버리고 그 인본의 일부가 順天 松廣寺와 

일본 奈良의 東大寺에 전하고 있다. 목록에서 보이는 현존의 희귀본으로는 法華經普門品三玄圓

贊科文과 槃經疏 등이 있으나 遼에서는 寶林傳과 六祖壇經을 입장시키지 않았으므로 新
編諸宗敎藏總錄에는 天台의 止觀思想 및 誌公, 傅大士 이외의 선적은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 

특색이다.

1097년(숙종 2) 2월에 國淸寺가 완성되고, 같은 해 5월에 주지가 되어 천태종을 개창하게 되었

다. 천태의 根本思想 교의로써 禪과 敎의 화합을 도모하고 폐단을 시정하여 교단을 정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2) 再雕大藏經의 禪典 

1232년부터 36년간 무신정권의 崔瑀는 몽고에 항쟁하기 위하여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겼

다. 그리고 최우는 몽고군에 의해 대구 부인사에 봉안되어 있던 대장경판이 소실되자 강화 천도

로 인한 민심이반의 수습책으로서 최우는 李奎報의 東國李相國文集10)에 ｢大藏刻板君臣祈告文

｣11)을 통하여 그 판각의 연유를 호소하고 대장경 재조 간행사업을 착수하게 되었다.12) 그러나 

10) 著, 古典刊行會 編, 東國李相國集(서울: 東國文化社, 檀紀4291[1958])  

11) 大藏刻板君臣祈告文: 高宗18년(1231년) 撤禮塔이 이끄는 蒙古군의 침입으로 개경은 포위 당하고 강화를 맺

었으나 崔怡의 주도아래 江華島로 천도한다. 그 해 符仁寺에 소장된 初雕大藏經은 소실하게 된다. 이후 30여 

년간 항쟁에서 崔氏政權은 이해관계에 부응하여 민족의식이 고취하고 대내적 일치감을 강조하여 민족의 歸

一點을 찾았고 문화적 자존의식을 표출하여 야만족에 대한 우월감을 강조하였다. 대장경의 조판을 알리는 李

圭報의 大藏刻板君臣祈告文｣이 바로 그것이다. 再彫大藏經은 符仁寺本, 北宋本, 契丹本 등을 모아 守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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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과 요에서 이미 대장경판을 조판한 바 있기 때문에 고려가 이들을 능가할 수준의 대장경을 조

판하기 위해서는 앞서 雕造된 宋板大藏經이나 契丹大藏經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잘못된 내용에 

대한 보완 작업이 필수적이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開泰寺 僧統인 守其 등이 방대한 내용의 배

열과 자료 수집에 北宋板, 契丹本, 高麗 初雕大藏經 등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정확한 大藏經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고려대장경은 최초 漢文大藏經인 北宋勅板大藏經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유일

한 자료이며, 현재 전해지지 않는 契丹板大藏經의 내용까지 짐작하게 해준다. 北宋勅板大藏經을 

모본으로 했지만 고려대장경에만 수록되어 있는 불교 전적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그 특징 

중 하나이다. 고려의 再雕大藏經의 경판은 正板 1,547부 6,547권, 補板 15부 236권으로 모두 

1,562부 6,783권이며, 총 경판수 81,137판이 663函으로 나누어져 있어 보유판에 禪典이 입장이 

되어 있다.

고려대장경의 정판은 大般若波羅蜜多經으로 비롯하여 중국 당과 송에서 번역된 불전, 송나라

의 태종이 지은 시와 게송,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大藏目錄, 法苑珠林, 一切經音義
등 1,547부로 구성되어 있다. 

고려대장경의 補遺版을 구성하는 15종은 7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저술인데 전적의 내용은 다음

과 같다.

① 宗鏡錄 100권, 高宗 33, 34, 35년

② 證道歌事實 3권, 高宗 35년

③ 金剛三昧經論 3권

④ 法界圖記 4권

⑤ 祖堂集 20권, 高宗 32년

⑥ 大藏一覽集 10권

⑦ 禪門拈頌 30권

⑧ 探玄記 5권, 高宗 32년

⑨ 十句章圓通抄 2권, 高宗 37년

⑩ 旨歸章圓通抄 2권, 高宗 38년

⑪ 華嚴經三寶章圓通記 2권

⑫ 釋華嚴敎分記圓通抄 10권, 高宗 38년

⑬ 禮念彌陀道場懺法 10권

⑭ 慈悲道場懺法 10권

⑮ 華嚴經探玄記 20권, 高宗 32년

大藏經의 補遺板 가운데 중국찬술은 宋板大藏經이나 續藏經의 正板이며, 傳燈史에 활약한 구산

의 선문이 포함된 祖堂集과 修禪社 慧諶 撰述의 禪門拈頌 등 韓國撰述의 禪典은 補遺板으로 

편입하여 二元體系를 갖추고 있다.

  그 중 보판에 祖堂集과 禪門拈頌 등의 선적이 입장된 것이 특징이다. 고려는 초기부터 송

大藏都監, 分司大藏都監에서 편집 교정하였다.

12) 上揭書. “因考厥初 草創之端則 昔 顯宗二年 契丹主 大擧兵來征 顯祖 南行避難 丹兵猶屯松岳城 不退 於是 乃

與君臣 發無上大願 誓刻成大藏經板本 然後 丹兵自退 然則大藏一也 先後彫鏤一也 君臣同願亦一也 何獨於彼時 

丹兵自退 而今達旦 不爾耶 但在諸佛多天 鑒之之何如耳 苟至誠所發 無愧前朝則 伏願 諸佛聖賢 三十三天諒懇

迫之祈 借神通之力 使頑戎醜俗 斂 遠遁 無復蹈我封彊 干戈載☐ 中外晏如 母后儲君 亨壽無疆 三韓國祚 永永

萬世則 弟子等 當更努力 益護法門 粗報佛思之萬一耳 弟子等 無任懇禱之至 伏惟鑒云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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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대장경, 거란대장경 등을 모본으로 하여 대장경을 간행하는 사업과 함께 선적이 편입되고 활

용되어진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초조대장경은 義天에 의해 간행된 新編諸宗敎藏總錄

에서도 선종의 선적을 제외한 대신에 지관사상을 통하여 禪과 敎의 화합의 사상적 기틀을 마련

하고자 한 의도가 보인다. 재조 대장경의 刻板은 초조대장경과 달리 正板과 補遺板의 체계를 갖

추고 祖堂集과 禪門拈頌 등의 한국적 선적을 입장하게 된 것이 큰 차이점이다. 물론 여기에

는 시대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초조대장경을 조성할 때에 중국과 한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종파나 사상과 재조대장경 조성시의 영향력을 미친 종파나 사상은 대장경의 구성요소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던 사실은 중국 송판대장경의 禪典의 입장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

느 종파의 누구가 조성사업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가에 따라서 구성체제가 좌우되는 것

이었다. 특히 가지산문의 一然禪師가 定林社에서 주관하게 되어 分司大藏都監에서 각판량이 활

발히 증가하고 있었던 것을 통하여 禪典이 대거 入藏되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여기에서 一然은 

선사상의 자유로운 표현이 몽여와 서신를 교유하면서 重編曹洞五位 3권을 간행하여 그의 자유

롭게 선사상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그것을 대변하고 있다. 禪門拈頌은 찬술자 慧諶의 

사상이 종합된 저술일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태동하는 간화선의 사상적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통하여 성립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신수대장경의 禪典

  중국 한역 대장경의 禪典과 고려대장경의 禪典은 다소 차이점을 볼 수 있었다. 이에 한글대장

경으로 편입된 禪典과 고려대장경의 禪典, 신수대장경의 禪典13)을 각각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근대 활자조판으로 집대성한 일본의 신수대장경의 분류체계에서는 비로소 禪典이 분류

어 있다. 신수대장경의 분류에 의하면 ①아함부(阿含部) ②본연부(本緣部) ③반야부(般若部) ④

법화부(法華部) ⑤화엄부(華嚴部) ⑥보적부(寶積部) ⑦열반부(涅槃部) ⑧대집부(大集部) ⑨경집부

(經集部) ⑩밀교부(密敎部)로 나누었다.14) 이 밖에 율장과 논장에 대해서도 부(部)를 나누었다. 

율장은 ⑪율부(律部) 한 항목뿐이나 논장은 13부로 나누었는데 그 항목은 ①석경논부(釋經論部) 

②비담부(毘曇部) ③중관부(中觀部) ④유가부(唯伽部) ⑤논집부(論集部) ⑥경소부(經疏部) ⑦율소

부(律疏部) ⑧논소부(論疏部) ⑨제종부(諸宗部) ⑩사전부(史傳部) ⑪사휘부(事彙部) ⑫외교부(外敎

部) ⑬목록부(目錄部) 등이다. 신수대장경의 3장분류는 경장 10부, 율장 1부, 논장 13부 등 총 

24부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禪典類의 입장은 논장 13부 중 ⑨제종부(諸宗部) ⑩사전부(史傳

部) ⑪사휘부(事彙部) ⑫외교부(外敎部) ⑬續諸宗部 ⑭古逸部 ⑮疑似部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외에 일본 찬술부 29권, 둔황 사본 1권, 도상부(圖像部) 12권, 목록 3권을 추가하여 총 

100권으로 구성하였다. 제85권까지에 수록된 문헌은 3,053부이며 그 중 중복을 제외하면 2,920

부 11,970권에 이른다. 이것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3) 그 저본이 북송관판대장경, 거란대장경, 초조대장경을 저본으로 하였으며 신수대장경은 그 

저본을 고려대장경을 주요 저본으로 하여 중국 송·원·명대에 조판된 중국대장경과 大日本校訂縮刷大藏經 

1,916부 8,534권, 7,082권을 수록한 대일본교정장경(大日本校訂藏經), 7,140여 권을 수록한 대일본속장경 등 

일본의 불전과 자국에 소장된 사본들을 함께 대조하고, 중국 둔황[敦煌]에서 발견된 사본으로부터 많은 문헌

을 선택하여 증보하였다.

14) 천태의 5분법과 비교하면 방등부를 없애는 대신 보적부(寶積部).대집부(大集部).경집부(經集部).밀교부(密敎

部)로 세분화시키고 있으며,『4아함』에 포함되지 않은 부처님의 생애와 본생담ㆍ비유설화 등은 본연부(本緣

部) 항목에 배속시켰다. 또 법화열반으로 한 묶음에 들어 있던 법화계(法華界)와 열반계(涅槃界) 경전을 분리

시켜 별도의 부(部)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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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대장경 목록 1~85>

①阿含部 [Vol. 1-2] 

②本緣部 [Vol. 3-4] 

③般若部1-4 [Vol. 5-8] 

④法華部[Vol. 9] 

⑤華嚴部 [Vol. 10] 

⑥寶積部[Vol. 11] 

⑦涅槃部 [Vol. 12] 

⑧大集部 [Vol. 13] 

⑨經集部1-4 [Vol. 14-17] 

⑩密敎部1-4 [Vol. 18-21] 

⑪律部 [Vol. 22-24] 

⑫釋經論部 [Vol. 25-26] 

⑬毘曇部 [Vol. 26-29] 

⑭中觀部 [Vol. 30] 

⑮瑜伽部 [Vol. 31] 

⑯論集部 [Vol. 32] 

⑰經疏部 [Vol. 33-39] 

⑱律疏部 [Vol. 40] 

⑲論疏部 [Vol. 40-44] 

⑳諸宗部1-3 (大乘義章ㆍ三論ㆍ法相ㆍ華嚴ㆍ律ㆍ天台等)[Vol. 45-46]  

  諸宗部4-5(淨土ㆍ禪等) [Vol. 47-48] 

㉑史傳部 [Vol. 49-52] 

㉒事彙部

㉓外敎部

㉔目錄部 [Vol. 53-55] 

㉕續經疏部 [Vol. 56-61] 

㉖續律疏部

㉗續論疏部 [Vol. 62-70] 

㉘續諸宗部1-7 (三論ㆍ法相ㆍ華嚴ㆍ律ㆍ天台等) [Vol. 70-76] 

  續諸宗部8-10 (眞言等) [Vol. 77-79] 

  續諸宗部11-13 (禪各宗等) [Vol. 80-82] 

  續諸宗部14-15(淨土各宗ㆍ日蓮等) [Vol. 83-84] 

㉙悉曇部 [Vol. 84] 

㉚古逸部

㉚疑似部 [Vol. 85]

4) 고려대장경과 신수대장경의 분류체계 비교

  고려대장경은 개원석교록의 분류체계를 토대로 하고 있다. 천(天)함부터 영(英)함에 이르는 

480함, 1,087부의 불전은 개원석교록에 근거하고, 번(磻)함부터 합(合)함까지는 속개원석교록

의 목록에 의거하여 입장된 경전들이다. 그 외에 이들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불전을 ‘재조입장

부’와 ‘보판’ 항목으로 추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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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인 목록체계에 따라 집성된 대장경과 근대 활자조판으로 조성된 신수대장경의 분류체계 

또는 신수장 분류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 고려대장경의 분류체계         ▲ 신수대장경의 분류체계

  트리 형태로 배열된 분류체계 목록을 펼쳐나가면 해당 경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경전의 

하위에는 권차에 따른 형태적 분류목록인 ‘권별목록’과 회(會), 분(分), 품(品) 등의 내용적 분류

목록인 ‘내용별목록’이 나타난다. 이 두 가지 목록 중 하나를 펼쳐서 원하는 하위 분류항목을 클

릭하면 해당 항목이 시작되는 경전의 본문 화면으로 이동하여 열람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보이는 차이점은 고려대장경은 정장과 보판으로 분류되어 있고, 신수장경은 아함부

로부터 목록부, 기타 순으로 분류되어 있다. 즉, 반야부로부터 대승경전을 우선으로 분류하는데

에 비하여 아함부로부터 배열되고 보판에 해당하는 제종, 제전적은 신수장경에서는 후반부에 나

란히 차례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이다.

3. 한글대장경의 禪典과 의의

  한글대장경에는 고려대장경에 수록되지 않은 전적들이 다수 번역되어 있다. 이에 해당되는 대

표적인 것이 경덕전등록과 ‘한국고승부’ 속에 들어 있는 문헌들이다. 한국 찬술의 문헌 중에서

는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된 신라와 고려 초기에 찬술된 우리나라 스님들의 문헌 중 고려대장경

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문헌이 많이 있고, 고려대장경 이후의 것이기 때문이다.이것을 포함시

키는데에 일정한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전등 사서류와 상응하는 염송집, 공안집 등에 해당

하는 벽암록(碧巖錄), 무문관(無門關), 서장(書狀), 선요(禪要), 임제록(臨濟錄) 등을 고려하여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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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명
저본 개역

여부고려대장경 한국불교전서 신수대장경

제 72책 선문염송집(禪門拈頌集) 1 1부(1～6권) 506

제 73책 선문염송집 2 (7～12권) 520

제 74책 선문염송집 3 (13～18권) 462

제75 책 선문염송집 4 (19～24권) 474

제 76책 선문염송집 5 (25～30권) 480

제 77책 조당집(祖堂集) 1 1부(1～10권) 414

제 78책 조당집 2 (11～20권) 360

제 79책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1 1부(1～11권) 440

제 80책 경덕전등록 2 (12～21권) 447

제 81책 경덕전등록 3 (22～30권) 481

제 82책 무용당집(無用堂集) 외 3부 598

제 83책 백곡집(白谷集) 외 2부 669

제166책 보조국사집(普照國師集) 9부 474

제167책 나옹화상집(懶翁和尙集) 외 4부 746

제168책 원감국사집(圓鑑國師集) 외 2부 680

제169책 소요당집(逍遙堂集) 외 4부 633

제224책 연담대사임하록
(蓮潭大師林下錄) 외

4부 629

제225책 초의집(草衣集) 외 9부 769

교학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글대장경 E-Book은 앞서 그림으로 본 바, 고려대장경과 신수대

장경, 그리고 한글대장경의 구판, 신판체계에서 덭붓여 새로운 세기의 기록문화를 창출해나가야 

할 것이다.

4. 선문염송 번역의 문제점

  한글대장경 선문염송은 고려대장경을 저본으로 하였고, 장설봉선사의 강본에서 운허, 관응스

님의 현토 교정한 현토본에 의하여 김월운 스님이 번역하였다. 그 범례에 의하면 고화에 각각 

일련의 순번을 주어 고려대장경 염송설화 판본에 각인된 칙명을 각 연번에 합하고 앞머리에 표

제를 대신하였다. 禪門拈頌 목판본을 살펴보면 특징으로서 佛寶, 法寶, 僧寶, 西天賢聖, 西天祖

師, 東土祖師, 東土賢聖의 7분류로 구분하고 있다. 이 7분류의 근거는 門人 覺雲에 의해 저술된 

拈頌說話 목판본15)에 의하면 음각되어 있어 검은 색 바탕으로 뚜렷하게 표시되어 있다. 7분류

와 함께 각각의 則名도 명명하여 음각하고 영인시 검은색으로 표시되도록 하였다. 표제를 명명

한 것은 門人 覺雲인데 염송에 대한 설화를 저술할 때 분류하고 則名을 달은 것이다. 또 칙에 

따라 한문 원문을, 염송도 각각 구별하여 행간을 달리하였다. 한글대장경 조당집이나 전등록
은 한문원문을 배제하였으나 선문염송의 번역에 있어서 선문염송과 고화와 염송에 관한 ‘설화’

를 어떠한 체제로 편집하여야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고민한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된 선문염송으로부터 ‘설화’를 합본하여 별도로 간행하게 된 김월

운 번역의 선문염송‧염송설화와 조당집,전등록은 같은 역자의 개역과 재편은 초역자에 의

해 계속 진행된 일관성 있는 개편이었으며 설화를 통한 후학의 이해를 돕기 위한 노고의 흔적이 

15)  는 한국불교전서第五冊에 선문염송과 합본형태로 편집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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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겨져 있다. 이와같이 한문과 원문을 함께 수록한 이후 선문염송은 고려대장경의 개역과 전

산화에 포함하지 않고 2005년 1월 20일 별도로 출판하게 된 것은 한국선종사에 빛날 중요한 전

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2008년 조당집과 전등록의 별도 출판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

해하고자 한다. 특히 한글대장경의 개역과 전산화에서는 禪典도 또한 그 구성체계와 전산화의 

방안에 대하여 깊이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한글대장경은 서지로서의 역할이므로 합본만이 가독성을 줄 수 있었지만 차후 E-Book형태로 

재편할 경우, 한문 원문을 배제하고도 고화와 염송, 그리고 고화에 대한 설화와 염송에 대한 설

화의 체계를 편집을 통하여 변화를 준다면 광범위한 체계에서 더 쉽고 빠르게 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역대 종조사가 종지를 드러내기 위해 禪門三家拈頌集, 禪門拈頌選要疏 등으로 

발췌한 사례가 보이는 것은 이러한 체계를 통하여 선지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

까 하는 추측이다. 선사상을 더욱 뚜렷하게 밝히기 위한 의도로 편찬하게 되었다면, 그 선문염

송의 역할을 잘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문염송의 경우 대혜고, 경산고, 등 염송자의 명호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

석을 통해서 염송자의 생몰연대, 법 계통, 사상적 특징을 역주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한글대

장경 선문염송에서는 한문 원문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염송한 선사의 명호를 간략히 하였

으나 부록을 첨부하여서라도 염송한 선사의 법계와 선사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에 대조할 수 있는 역주본으로서 2002~2005년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역주한 

전10권본은 번역자에게 오류를 책임제로하고 문헌해제와 인명사전을 수록한 2009년 출판본이 

있다. 이 두가지 판본은 고려대장경 한문과 한글을 같이 편집한 형식인데 역주한 면으로 본다면 

좋은 대조군이 되고 있다. 또한 전문역경사와 한문학, 중문학, 철학을 전공한 자의 관점에서 번

역한 것도 대조적이다.

  한문학, 중문학자의 관점에서 당,송대의 고백화문체와 고려후기 보유판 입장시기의 문체의 변

화16)를 단서로 한 한문 연구를 통하여 번역의 오류를 줄여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오류를 줄여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원문의 현토 혹은 표점작업은 문체의 변화가 없이 출토 

발견된 돈황문헌의 사례를 수집한 당․송의 고백화어 용어나 사전의 확보가 갖추어졌을 때 좋은 

번역을 이끌어 낼 것이다. 

  염송에는 여러가지 문형이 있다.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고칙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云 

  ～曰 

  ～拈云 

  ～頌云 등의 형식을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다.

② 고칙에 대신하여 답변하는 형식이다.

  ～代云 

  ～代 

  ～代僧云

  ～代也

  擧此話代 

  擧(投子同)代云 등의 형식을 가장 많이 수용하였다.

③ 徵, 質問 혹은 請益(법을 물음)하는 형식이다.

16) , 白話語料로서의 禪語錄, 佛敎學論叢-月雲스님 古稀記念, 동국역경원,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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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院)問(風穴) 

  ～問僧

  (在慈照會中一日)問

  因僧問

  因僧問 

  因僧請益 

  因僧請益(栢樹子話)云 등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④ ‘달리 착어함’을 말한다.

  ～別云의 別 등의 형식이다.

⑤ 고칙에 붙이는 짤막한 評을 말한다. 

  着語云

  擧此話 着語云 

  擧維摩默然 着語云

  擧至道無難唯嫌揀擇師云 

  擧世尊覩明星悟道云

  擧香嚴語云  

  擧黃蘗語了云

  上堂擧上二句云

  上堂擧首山念出雲門三句語云

  擧問此話 師着語云  

  心經注法曰 등의 형식을 채택하였다.

⑥ (九帶集17))云

  (九帶集, ｢平懷常實帶｣)云 

  上堂擧(維摩經)云 등 경전어구를 인용하여 밝히기도 한다.

  (心要)曰 혹은, (心要)云 마음의 근본요체를 이르는 설법이다.

  (出雪峯語)云 

  (示快然居士法語)云 등의 형식을 나타내었다.

⑦ 상당하여 종사를 상징하는 불자 혹은 주장자를 들어 보이거나 움직여 설법하는 형식을 취한 것

이다.

  (驀拈拄杖)云 : 쏜살같이 주장자를 잡고 설법함

  (擧雲門拈起拂子)云 : 운문이 불자를 잡아 세우는 것을 들어 설법함

  擧此話(拍禪床一下)云 : 선상을 한번 내려치고 화두를 들어 설법함

  (以拄杖空中敲)云 : 주장자로 허공에 두드리고 설법함

  上堂擧(起拄杖)云 : 상당하여 주장자를 세워 들고 설법함

  上堂擧此話(遂拈拄杖)云  : 상당하여 본 화두를 들고 마침내 주장자를 잡고 설법함

  上堂(橫按拄杖)擧此話云 : 상당하여 주장자를 옆으로 두고 본 화두를 들어 설법하는 것 등의 형식

을 수용하였다.

⑧ 일반적으로 상당하거나 좌상에 올라 祖師나 古則을 들어 설법하는 형식을 말한다.

  上堂云

  擧話云

  陞座擧此話云 

  上堂擧二祖云

17)   : 浮山法遠(997～1067)의 佛禪宗敎義九帶集에서 禪의 敎義를 9항으로 나누어 설한 것으로 

①佛正法眼藏帶, ②佛法藏帶, ③理貫帶, ④事貫帶, ⑤理事縱橫帶, ⑥屈曲垂帶, ⑦妙叶兼帶, ⑧金鍼雙鎖帶, ⑨平

懷常實帶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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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堂擧香嚴示衆云

  上堂擧此話云 

  請首座上堂擧此話云 등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⑨ 대중을 모아 놓고 설법을 하는 것을 말한다.

  普說

  普說擧此話云

  普說云 등은 

⑩ 상당하지 아니하고 간략하게 설법하는 형식이다.

  小叅

  小叅擧此話云

  小叅擧此話云

  冬夜小叅云 등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⑪ 여러 사람에게 훈시하는 형식이다.

  示衆擧此話

  示衆擧此話

  示衆云

  端午示衆 

  謂衆曰

  垂語云 등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⑫ 개별자에게 개별적 상황에서 일러주는 형식으로서 수록되어 있다.

  聞得云  

  ～因共淸貴上座說話次  

  有二僧商量次 一僧云 

  有老宿拈  

  有老宿別云 

  弄精魂漢 

  恁麽拈 등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18)

  염송의 문형을 종합한 결과 이러한 내용은 ‘拈’의 다양한 표현19)에 비하여 ‘송’은 〇〇〇頌으

로 비교적 간단히 표현하고 있다. 한문원문을 배제하고 이것을 개역한다면 송을 대분류하여 부

기하는 것이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근대에 이르러 대장경의 한글번역은 1921년 震鍾龍城(1864〜1940)의 三藏譯會, 昔珠스님의 法

寶院(1961), 呑虛스님의 海東佛敎譯經院(1960), 대한불교청년회에서의『우리말 팔만대장경』

(1963)이 간행된 바 있다. 한글대장경은 1962년 11월 대한불교조계종 역경위원회  1963년 9

월, 동국대에 東國譯經院을 개설하기로 합의, 1964년 7월 21일 출범하여 아함부의 번역과 출간, 

18) , 혜심의 선문염송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10.

19) 대표적으로 云, 曰, 拈云, 拈, 頌云, 代云, 着語云, 請益(栢樹子話)云, 上堂云, 示衆云, 擧此話云, 普說云, 示衆

云, 垂語云, 別云 등의 문형을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번역이나 주석에서는 徵·拈·代·別·頌·歌·着語 

등 다양한 형식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다. 대화에 참여한 당시의 언어·생활·풍속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기나 주

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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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부터 1985년까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간행되었다. 한글대장경을 위한 선행작업으로서 

1964년이래 수차례의 논의를 통하여 ｢譯經例規｣가 만들어졌으며 마침내 1993년까지 137권이 

번역 간행하게 되었다. 1994년 다시 정부의 국고지원이 재개됨으로써 2000년까지 318권이 간

행, 2001년 완간 회향법회를 봉행하게 되었다. 한글대장경은 1985년까지 구판간행, 1993년 중

판간행, 2000년 신판간행, 2001년～현재 개역 및  웹서버 및 모바일 서비스를 포함하는 전산화

사업까지 4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한역대장경본을 중심으로 전개된 한글번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은 

첫째, 한글대장경 4시기를 거치는 동안의 구성체계에 대한 문제이다. 

둘째, 삼장이외의 대승경전이나 제종파의 전적, 사전‧사휘부, 한국찬술문헌, 남전부의 편제에 대

하여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셋째, 제종파의 전적이 입장 되는 것에 대하여 역사인식과 함께 제종파의 사상적 특징을 면밀하

게 재고해야 할 것이다. 

넷째, 개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번역의 원칙과 용례의 예규에 관한 문제이다.

다섯째, 본 논고에서 주로 논하는 바 선종부에서의 제 전적을 번역하는데 있어서의 방법론과 문

제점이다. 

  당‧송대 이래의 禪典은 시대적 언어의 격차가 있고 상황에 따른 언어의 변화가 다양하므로 이

에 대한 번역도 또한 각 문헌마다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고 하나 언어 문학적으로 통일

된 번역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번역자 개인의 고견을 반영한 한글대장경 이외의 번역서와 한글

대장경에 예편한 禪典이라 할지라도 그 분류와 번역의 기준이 매우 다양하다. 이에 禪典의 한글

대장경의 전체적인 구성체계의 설계와 편찬 작업은  언어 문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禪

典의 분야는 특히 이에 미비하므로 중국에서 성립한 한역대장경의 체제와 근대에 이르러 일본 
일체대장경과 신수대장경, 만속장경에 편재된 禪典의 분류내용, 그 외 여러 나라에서 시도

되었던 대장경의 구성체계를 통하여 한글대장경에 반영해야 할 문제를 제안하였으며 어떻게 번

역할 것인가에 대한 비교․검토를 시도하였다.

  고려대장경과 한국불교전서에서 禪典으로서 공통적으로 채택된 선문염송의 유형과 한글대

장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별도로 간행하게 된 김월운 번역의 선문염송‧염송설화는 같은 역자

의 개역과 재편을 통하여 초역자에 의해 계속 진행된 일관성 있는 개편은 여러 가지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조할 수 있는 역주본으로서 2002~2005년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역주한 전10권본은 번역자에게 오류를 책임제로하고 문헌해제와 인명사전을 수록

한 2009년 출판본이 있다. 이 두가지 판본은 고려대장경 한문과 한글을 같이 편집한 형식으로 

보더라도 좋은 대조군이 되고 있다. 또한 전문역경사와 한문학, 중문학, 철학을 전공한 자의 관

점에서 번역한 것이 대조적이다.

  또한 선문염송의 번역체계에 있어서 선문의 고화와 염송, 그리고 염송에 관한 설화, 주석 등

의 체제를 어떻게 편집하여야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禪門拈頌 목판본을 살

펴보면 뚜렷한 특징으로서 佛寶, 法寶, 僧寶, 西天賢聖, 西天祖師, 東土祖師, 東土賢聖의 7분류로 

구분하고 있다. 이 7분류의 근거는 門人 覺雲에 의해 저술된 拈頌說話 목판본에 의하면 각 고

칙마다 칙명을 달고 음각으로 각판하여 영인시 검은색으로 표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가독

성을 높여주는 배려임에 틀림없다.

  또한 염송과 설화의 편집은 서지로서 합본만이 가독성을 줄 수 있어 별도로 출판하게 되었지

만 E-Book으로 재편할 경우 고화와 염송, 그리고 고화에 대한 설화와 염송에 대한 설화의 체계

가 나누어지면 광범위한 체계에서 더 쉽고 빠르게 사상적 대계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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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조사에 의해 선지를 드러내기 위해 禪門三家拈頌集, 禪門拈頌選要疏 등으로 발췌한 사례

가 이러한 체계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다. 한국선에서의 정체성이 더욱 뚜렷해

지기 위한 의도로 편찬하게 된 선문염송이라는 禪典의 역할을 잘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당,송대의 고백화문체와 고려후기 보유판의 입장시기에 따른 문체의 변화20)에 대하여 한문 연

구를 통하여 번역의 오류를 줄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원문의 표점작업과 당․송의 구어사

전과 용어의 확보가 갖추어졌을 때 좋은 번역을 이끌어 낼 것이다. 

  선문염송의 경우 대혜고, 경산고 등 염송자의 명호가 생략되어 표기되었고 별도의 법계 생몰

연대가 설화나 주석에 제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염송자의 생몰연대, 법계통, 사상적 특징을 역

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염송에는 대표적인 문형이 있다. 그 내용은 ‘拈’의 다양한 표현에 비하여 ‘송’은 〇〇〇頌

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을 편집할 때에 염과 송을 대분류하는 것이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

을 것이다.

  한글대장경, 그 가운데 선문염송을 비롯한 한국찬술의 禪典은 향후 ABC사업단에 의하여 한

국불교찬술문헌을 비롯한 불교기록문화유산의 역주를 통하여 한국불교의 선사상을 정립하고 정

체성을 알리기 위해 완역이 되어 널리 유포되어야 할 것이다. 

20) , 白話語料로서의 禪語錄, 佛敎學論叢-月雲스님 古稀記念, 동국역경원,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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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석 스님의 [禪典 번역의 제 문제]에 대한 토론문

                                               김 호귀(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

  본 논문은 대장경의 선전, 한글대장경의 선전과 의의, 선문염송 번역의 문제점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전체적인 목차의 전개순서는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본 논문은 한글대장경 번역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 가운데 특히 禪典의송번역과 관

련된 내용을 주제로 작성된 논문이다. 때문에 선전에 대한 정의와 그 기준 등이 먼저 설정되어

야 할 것이다. 가령 선전의 범주에는 선경, 관경, 삼매경, 어록, 전등록, 공안집, 수필류, 강요서, 

청규 기타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선학대사전의 분류방식을 언급하여 나열

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그와 같은 분류에 대한 논자의 입장이 명백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다.

  또한 선전 번역의 제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그 범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범위에 대해서

는 가령 선종전서라든가 선적해제 및 각종 대장경의 선장부분 등을 기준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와 같은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기타 선전에 대

한 번역의 원칙에 대해서는 선전의 경우 선경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문으로 된 전적이 그 원

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한문전적의 번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체적으

로 본 논문은 "禪典 번역의 제 문제"라는 주제에 좀더 충실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주제보다는 그 

주변사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다.

  선문염송 번역의 문제점의 대목에서는 선문염송의 번역에 보이는 문제점에 대한 실제의 

예를 들어서 논급할 필요가 있다.

  1. 서론 대목에서 한글번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을 다섯 가지로 열거한다. 이 가운

데 다섯째는 갑자기 이 글을 쓰려는 목적과 혼재되어 있다. 문제점과 글을 작성하는 목적을 분

리해야 한다. 또한 이 대목에는 선전에 대한 한글대장경 번역의 일례를 언급하면서 정작 한글대

장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가령 무문과, 육조단경, 벽암록, 전심법요 

등.

  "2. 大藏經의 禪典" 대목에서는 禪典의 기준이 설명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송판대장경의 경우 

弘明集, 高僧傳, 寶王論, 금비결무론, 群疑論, 淨土十疑論 僧祐의 出三藏記集․法
鏡錄․彦琮錄․靜泰錄, 費長房의 歷代三寶記, 道宣의 大唐內典錄, 智昇의 開元釋敎錄(약
칭 開元錄), 圓照의 貞元新定釋敎目錄(약칭 貞元錄), 智顗의 十疑論, 大宋高僧傳, 大
中祥符法寶錄, 韓愈 輔敎論, 惟白의 大藏經綱目指要錄까지도 선전으로 간주되어 있다. 굳이 

이런 문헌을 선전으로 간주해야 할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다.

  "(1) 義天의 新編諸宗敎藏總錄에서의 禪典" 대목에는 선전으로서 수록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의천이 선종관련 전적을 의도적으로 배제해버렸다는 것은 잘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굳



[제3주제] 선전 번역의 제 문제

- 55 -

이 이 목차는 필요하지 않다.

  "(2) 再雕大藏經의 禪典" 대목에서는 宗鏡錄, 證道歌事實, 金剛三昧經論, 조당집과 선
문염송 이외에는 선전이 보이지 않는다. 이들 선전에 대한 소개와 내용이 필요하다.

  "(3) 신수대장경의 禪典" 대목에서는 <제종부>와 <사전부> 가운데서 일부가 선전과 관련된 것

을 수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선전으로 한정하여 촛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3. 한글대장경의 禪典과 의의" 대목에서는 본 논문에서 한글대장경에 포함된 모든 선전의 명

목, 선별 기준, 판본, 번역의 용례 등을 보여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4. 선문염송 번역의 문제

  선문염송과 관련하여 번역의 의의와 구성의 특징 등에 대하여 추측성의 문장을 많이 활용한 

점은 재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염송의 대표적인 문형"으로 나열한 12가지의 경우는 번역의 문제점을 언급한 것이라

기보다 염송 자체가 지니고 있는 체재의 특징을 나열한 것이다. 때문에 "번역의 문제"라는 목

차에 비추어보면 "염송의 대표적인 문형"으로서 12가지를 분류하여 나열한 것은 그 촛점이 벗어

나 있다.

  또한 정작 "선문염송 번역의 문제"라는 목차와 관련하여 번역의 문제점으로 언급한 내용이 

한 두 군데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는 염송 번역에 대한 찬탄의 내용이다.

  번역의 문제점으로 언급한 내용  :

  1)

  또한, 선문염송의 경우 대혜고, 경산고, 등 염송자의 명호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

석을 통해서 염송자의 생몰연대, 법 계통, 사상적 특징을 역주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한글대

장경 선문염송에서는 한문 원문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염송한 선사의 명호를 간략히 하였

으나 부록을 첨부하여서라도 염송한 선사의 법계와 선사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 

  2)

  오류를 줄여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원문의 현토 혹은 표점작업은 문체의 변화가 없이 출토 발견

된 돈황문헌의 사례를 수집한 당․송의 고백화어 용어나 사전의 확보가 갖추어졌을 때 좋은 번역

을 이끌어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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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대장경 전산화의 미래 과제와 활용 방안

이재수(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ABC사업단 조교수)

목차

Ⅰ. 서 언

Ⅱ. 21세기 대장경의 의의

  1. 대장경의 새로운 조명

    1) 미디어로서의 대장경

    2) 플랫폼으로서의 대장경

Ⅲ. 소통의 관점에서 본 한글대장경

  1. 불경 언해본에서 삼장역회의 역경까지 

  2. 한글대장경 편찬사업

  3. 팔만대장경 선역본과 팔만대장경 해제

  4. 전자불전과 전산화본 한글대장경

Ⅳ. 한글대장경 전산화 사업의 성과와 과제 

  1. 한글대장경 전산화 사업의 성과

  2. 통합대장경을 통한 기록문화유산의 가치 증대

  3. 대장경의 문화콘텐츠 활용

Ⅴ. 결 어

Ⅰ. 서 언

 

  20세기 문화의 세기에 디지털혁명은 경제발전과 사회변혁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과거의 대장경이 불교의 사상 및 문화의 결정체로서 역할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이를 대하

는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 논자는 현재 대장경에 담겨진 수많은 정보와 文化素材들이 문화콘텐

츠라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 유통되고 향유되는 시대를 맞이한 것이라고 본다. 스마트미디어 빅

뱅의 시대에 이전에 웹2.0이라고 일컬어지는 참여, 공유와 개방이라는 흐름 속에 인터넷 기반의 

‘웹의 시대’에서 스마트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앱의 시대’를 맞이하였다는 점이다. 그

동안 대장경을 바라보는 미디어와 플랫폼이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전자불전과 관련하여 한글대

장경의 미래의 역할을 고민하고자 한다.

  본 논의는 한글대장경을 통해서 고려대장경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방

안을 모색해보는 데 있다. 그 방안 가운데 고려대장경 조성의 기본정신을 계승하여 소통과 화해

를 향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남북교류와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대장경의 위상을 바라보고자 한다. 

아울러 향후 한글대장경의 성과를 이어서 고려대장경과 통합하여 새로운 문화생산의 도구로 업

그레이드 할 수 있는 통합대장경에 대한 제안과 새로운 활용의 방안으로 문화콘텐츠에 대해 주

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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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1세기 대장경의 의의

  논자는 이전의 논의에서1) 대장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대장경을 미디어와 플랫폼으로 바라볼 것

을 제안한 바 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여 논의의 기본 바탕으로 삼고자 한다.

1. 대장경의 새로운 조명

1) 미디어로서의 대장경

  대장경은 붓다의 가르침으로서의 경장과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합의로서의 규범인 율장, 이 두 가지를 둘러싼 해석의 총체인 논장이라는 틀로 이루어져 있다. 

논자는 대장경은 불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디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미디어가 곧 메시

지”2)라고 말한 Marshall Mcluhan의 주장처럼, 진정한 의미는 표현 내용이 표현 형식을 벗어나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3) 이는 미디어(형식)가 메시지(콘텐츠, 내용)를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한4) 

것이다. 즉, 미디어는 매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인데, 흔히 기기를 통해 소통되는 텍스트 또는 이

미지, 음성, 동영상과 같은 정보 형태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붓다의 메시지를 올드미디어에서 가장 최적화된 목판 인쇄술로 표현한 최고의 미디어는 바로 고

려의 재조대장경이다. 논자는 이전의 논의에서 대장경의 미디어적 특징을 텍스트, 해석, 소통이

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5) 한글대장경은 고려대장경을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그 미디어적인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텍스트로 보면 대장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원형성(originality)에 있다. 한글대장경은 

고려대장경을 저본으로 하여 그 원형성을 탐구하여 우리시대로 계승하려고 하였고,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과정의 결과물이다. 한국불교의 근대 지식인들은 대장경의 해석을 

통해 끝없이 시대정신과 자신의 철학적 견지를 확대 재생산해왔다.6) 

  둘째, 대장경은 그 원형성을 시대정신으로 끊임없이 해석해왔다. 즉 불교를 이해하고 풀이하여 

사회와 만나려고 한 종교적 기능을 담당하여 왔으며, 끊임없이 붓다의 가르침을 해석하고 철학

적 사유로 넓혀간 원심력을 지닌다고 본다. 특히 백용성은 삼장역회를 조직하여 대장경의 번역

을 통해 근대시기에 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정신의 수호를 위해 노력하였다.7) 아울러 이

러한 정신은 동국역경원의 출범의 근간으로 계승되었고, 바로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대장경의 

해석을 통해 자신의 신앙과 학문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한글대장경은 우리시대의 말과 글인 한

글로 대장경에 담긴 의미를 번역하게 된 근저에는 바로 불교에 대한 신앙적 행위와 학문적 해석

의 토대 위에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 대장경은 불교의 대중성과 사회성을 지향한 소통의 결과물이다. 한글대장경은 그 출발점

이 불경을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이 알기 쉽게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대중성을 그 근저

에 깔고 시작하여 출판매체를 통해 유통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사회성과 소통의 문제에 한 걸

1)  , 고려대장경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韓國禪學 30집(한국선학회, 2011.12). 참고.

2) Marshall Mcluhan, 김성기․이한우 옮김,『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 
of man)(서울: 민음사, 2002), p.35. 

3) 김성민, ｢매체에 대한 철학적 분석-맥루한의 매체론과 포스터의 정보양식론-｣, 인문콘텐츠 제3호(서울: 인

문콘텐츠학회, 2004.6.), p.85.

4) 김만수, 문화콘텐츠 유형론(서울: 글누림, 2006), p.60.

5) 拙稿, ｢고려대장경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韓國禪學 30집(한국선학회, 2011.12). 참고.

6) 김광식, ｢일제하의 역경｣(대각사상연구원, 대각사상연구 제5집, 2002), pp.45-83.

7) 한보광, ｢백용성 스님의 역경활동과 그 의의｣(대각사상연구원, 대각사상 제5집,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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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더 나아가 있다. 더욱이 한글대장경의 전산화는 기본적으로 불교의 사회적 소통을 인터넷이

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진화했음을 강조할 수 있다.

2) 플랫폼으로서의 대장경

  대장경은 플랫폼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플랫폼은 특정 목적이나 작업의 프로세스를 표준화하

여 접근성 및 효율성 등을 높이는 기반시설이나 수단을 통칭하는데,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작동

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플랫폼은 물리적 인프라만을 의미했지만, 인터넷과 

결합하면서 기술, 서비스, 현실(사회)관계를 모두 연결하는 확장된 네트워크 기반(extended 

network infrastructure)으로 의미로 발전되었다.8) 웹2.0의 논의에서 웹을 플랫폼으로서 간주하

는데,9) 이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사용자들의 참여로 콘텐츠와 서비스가 

창조된다는 장점을 지닌다.

  대장경은 플랫폼의 고전적인 개념인 교통, 제조, 서비스플랫폼의 기능을 모두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교통플랫폼은 교통시설과 산업기술의 발달을 이끌어낸 산업시대의 핵심인프라인 기차역, 항만, 

공항 등을 말하는데, 대장경을 통해서 붓다의 가르침과 현재의 지식, 과거와 현재, 미래를 붓다

의 말과 마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왔다. 

  제조플랫폼은 각종 전자제품, 자동차, 비행기 등 제조방법을 표준화하여 생산라인 구축한 것을 

말하는데, 이는 대장경이 수많은 불교철학 및 사상, 지식의 저작의 원천으로 그 기능을 담당해왔

다. 

  서비스 플랫폼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동 체계(OS), 다양한 웹서비스의 접근방법을 표

준화한 포털 등을 통해 네트워크시대 견인해왔는데, 현재 전자불전을 통해 과거의 원전 텍스트

를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하여 독자들에게 서비스하고 열람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해왔다. 

 

Ⅲ. 소통의 관점에서 본 한글대장경

1. 불경 언해본에서 삼장역회의 역경까지 

  대장경을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글로 번역한 것은 소통의 출발점에 있다

고 볼 수 있다. 불교경전 번역의 출발점은 조선조 세조 당시의 언해에서 비롯된다. 이전에 釋譜

詳節(1447, 세종29), 月印千江之曲(1449, 세종31), 月印釋譜(1458, 세조4) 등의 언해는 붓

다의 생애와 공덕을 찬탄한 것으로서 볼 수 있다. 세조 당시 刊經都監에서 간행된 능엄경, 법
화경 등을 본격적인 한글 역경의 효시라 할 수 있다. 세조는 직접 불경을 寫成하였고, 1458년

에는 信眉, 守眉, 學悅 등을 시켜 해인사 대장경 등 고려조에 판각된 많은 양의 불경을 간행하였

다. 또 1461년(세조 7) 6월에는 조정에 刊經都監(1461~1471, 세조 7년~성종 2년)을 설치하여 

楞嚴經諺解(1462), 法華經諺解(1463), 永嘉集諺解(1464), 金剛經諺解(1464) 등을 비롯

한 9종의 불교경전을 諺解, 간행하였다.10)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불전 한글번역

8) , 소셜플랫폼 기반의 소통․창의․신뢰 네트워크 사회 구현 전략｣, 방송통신위원회, 2011, p.3.

9) 지금의 서비스 플랫폼 선점을 통해 시장지배력 확보하기 위한 MS의 Windows, 애플의 iOS, 페이스북 등이 

대표적인 플랫폼이다. http://www.oreillynet.com/

10) 刊經都監을 설치하여 諺解, 刊行한 佛書는 다음과 같다. 楞嚴經諺解(1462), 妙法蓮華經諺解(1463), 永
嘉集諺解(1464), 金剛經諺解(1464), 般若心經諺解(1464), 阿彌陀經諺解(1464), 圓覺經諺解(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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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譯經)으로서, 당시에 간행된 언해는 이후 근대 우리나라 불전 번역의 일차적인 토대가 마련됨과 

동시에 서지학 및 국어국문학에도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11)

  아울러 일제시대 백용성은 삼장역회를 조직하여 조직적으로 대장경을 번역하여 출판하고 근대

시기에 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김광식은 일제시대의 역경활동을 ‘불교의 민중화 운동’, ‘불

경의 번역이 신앙과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문제와 직결’, ‘대중을 위한 역경’, ‘역경이 포교, 불교

의 대중화, 불교의 민중화라는 방향에서 접근’ 등으로 정리하고, 특히 백용성의 삼장역회(三藏譯

會)에 성과에 주목하였다. 이는 조직적으로 역경을 하여 시대정신을 구현한 백용성의 노력을 평

가한 것이다.12) 이에 대한 연구성과는 한보광의 연구13)를 주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대각사상

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활동의 성과와 향후 백용성 전집이 출간되고, 이를 전산화 할 수 있

다면, 일제시대 역경의 성과를 대중화 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글대장경 편찬사업

  한글대장경은 고려대장경을 한글로 번역한 우리말 대장경이다. 우리시대 불교의 대중화를 이

끌어 온 해석의 산물인 것이다. 한글대장경은 1962년 통합종단 대한불교조계종이 발족되고 역경

사업이 중점과제로 지정되면서 시작되었다. 1964년 동국역경원이 정식으로 발족되기 전인 1961

년 법보원이라는 출판사가 먼저 설립되었고, 법화경과 열반경을 비롯한 몇몇 경전들이 운허스님

에 의해 번역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동국역경원의 실질적인 역경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된 계기였다. 당시 해인사에 소장된 고려대장경을 한글로 완간한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다. 

  한글대장경은 1965년 제1집 장아함경이 출판된 이래, 2001년 제318책 慧琳의 일체경음의

색인을 출판함으로써 완간되었다. 고려대장경에 수록된 불전은 1,514부이지만, 318책의 한글대

장경에 수록된 불전은 1,618부이다. 한글대장경은 고려대장경에 편입되지 않았던 한국 찬술의 

불전들을 대폭 수록하였다. 한글대장경은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역경사업의 결실일 뿐만 아

니라, 한국 찬술의 불전들을 대장경에 대거 편입하여 한국불교의 긍지를 천명한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크게 부여할 수 있다. 현재 동국역경원에서 한글대장경 개역 전산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경원의 한글대장경은 불교를 현대화하기 위한 텍스트의 해석으로, 향후 다양한 활용의 

기본적인 원동력으로 그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글대장경은 고유명사로서 고려대장경을 한글로 번역한 총서를 말한다. 하지만, 보통명사로서 

한글대장경은 우리시대 통용되는 경․율․논 삼장과 관련 주석서 등의 한글 번역본과 한국 고승들

의 문집 및 사기류 등 한문원전 및 불교 산스크리트, 빨리어 원전 등을 총망라한 한글 번역본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의미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는 ‘대장경이 그 시대에 통용되었던 불교 관

련 전적의 대총서로서, 당대의 불교 사상의 결정체’라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3. 팔만대장경 선역본과 팔만대장경 해제

  북한 묘향산 보현사에 소장되어 있는 팔만대장경이 남한에 공개된 것은 지난 2001년의 일이

다. 고려대장경연구소가 북한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의 17권짜리 팔만대장경 선역본을 들

修心訣諺解(1467), 法語諺解(1467) 등이다. 김두종, 韓國古印刷技術史, 탐구당, 1974, 

pp.168-170.

11) 윤창화, 해방 이후 譯經의 性格과 意義｣, 대각사상 제5집(대각사상연구원, 2002), pp.158-159.

12) 김광식, ｢일제하의 역경｣(대각사상연구원, 대각사상연구 제5집, 2002), pp.45-83.

13) 한보광, ｢백용성 스님의 역경활동과 그 의의｣(대각사상연구원, 대각사상 제5집,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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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와 영인본으로 출간했다. 묘향산 팔만대장경은 1937년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을 인경(印

經)해 보관해오던 것이다. 민족고전연구소가 1994년 발간한 선역본은 묘향산 소장본 중 불본행

집경·대방광불화엄경·금강반야바라밀경·대승기신론 등 22종 294권의 중요 경전과 참고자료를 선

택, 번역해 17권으로 내놓은 것이다. 

  북한에서 번역 간행된 팔만대장경 선역본에 대해 윤창화는 문장의 간결함과 문체, 단락 구분, 

우리말 표현 등에서 우리나라(남한) 불전 번역을 능가한다고 평가하기도 한다.14) 또한 ‘멸(滅)하

다’를 ‘없어지다’로, ‘삼악도(三惡道)’를 ‘세 갈래 나쁜 세상’으로, ‘기악(伎樂)’을 ‘광대놀이’로 고

쳐쓰는 등 한글 표기 노력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게 특징이다.15) 선역본은 경전마다 첫머리에 

해제를 달고 말미에 용어 해설을 달아 놓았다. 해제에는 경전의 편찬연대와 역·저자, 각 경전의 

내용과 사상, 권수 등을 설명하고 있다. 

  <부다피아>에서는 ‘북한 대장경 검색’을 통해 이를 서비스하고 있다.16) 이 사이트에서는 주로 

대장경 해제를 주요한 내용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를 통해 북한이 이해하고 있는 불교 경전과 

번역에 대한 용례 및 불교 용어를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특히 주목할 수 있는 것은 KRpia에서 제공하는 팔만대장경 해제 검색이다.17) KRpia는 저서, 문

서, 전집, 데이터베이스, 사전, 멀티미디어를 포괄하는 지식콘텐츠 포털로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팔만대장경 해제를 모두 검색과 열람이 가능하다.

향후 북한의 팔만대장경 선역본과 한글대장경을 통해 우리말과 글로 대장경을 접하고 남한과 북

한이 불교를 우리말과 글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수행하는 기본적인 바탕이 

21세기 대장경인 전자불전이 이끌어 갈 것이라고 본다.

이는 대장경을 통해서 남북의 대장경의 해석과 번역에 대한 문제, 우리말의 이해와 용어 사용의 

문제, 불교에 대한 학문적 신앙적 격차의 해소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순수 민간 차원의 교류의 활성화와 장기적인 전망을 통한 구체적인 실천

의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범불교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와 실천의 방안들이 마련되

어야 한다.

  4. 전자불전과 전산화본 한글대장경

  電子佛典은 한국의 세 번째 대장경 조성불사라고 할 수 있다. 1993년 3월 고려팔만대장경연

구소가 발족되고, 4월 ‘세계전자불전협의회(EBTI)’가 창립되었다. 1994년 4월 고려대장경연구소

의 창립, 1995년 9월 인터넷을 통한 전 세계 대상의 고려대장경의 웹서비스가 시작된 시기를 

전자불전의 출발점으로 보고자 한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1996년 1월에 해인사 소장 고려재조

대장경 81,258장(162,516面; 53,000,000餘 漢字)의 내용을 전산화하였고, 검색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DB구축을 완료하여 2000년 말에 CD-ROM을 출시하였다.18) 

14) “토속적인 우리말 표현으로 구어체, 대화체의 붓다 말씀을 잘 살리고 있으며, 그 어떤 번역보다도 가슴

에 와 닿고 뜻도 분명하고 확실하다. 다만 ‘辯才’를 ‘말재주’로, ‘원한’을 ‘원쑤’로, ‘모두’를 ‘깡그리’로, ‘시방(十

方)’의 음을 ‘십방’ 등으로 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윤창화, 해방 이후 譯經의 性格과 意義｣, 대각사상

 제5집, pp.158-159

15) 윤성노, <경향신문> 2001.9.28.일자.

16)

http://www.buddhapia.com/Search/northkorea_search.asp?SearchType=Sutra&SearchSubType=Sutra_NO

RTH&ord_char=&SearchType2=b_type&SearchKeyWord2=%EA%B0%80 

17) http://www.krpia.co.kr/pcontent/?svcid=KR&proid=2

18) 종림, “팔만대장경 전산화 추진경과와 이후 계획,” ｢팔만대장경 전산입력 기념세미나｣ (주최: 해인사 고려대

장경연구소⋅삼성문화재단. 후원: 삼성전자. 1996년 1월 19일), pp.9~20.; 고려대장경연구소, ｢고려대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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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불전은 대장경의 원전을 디지털화하여 웹이라는 공간에서 대장경의 원본을 자유롭게 열람

하고 검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일본의 대정신수대장경 텍스트 데

이터 베이스(SAT)19)와 대만의 中華電子佛典協會(CBETA)20)를 주목할 수 있다. SAT는 1996년

에 발족되어 대정장 1권에서 85권까지 전체 텍스트를 입력하고 검색할 수 있으며, CBETA는 

1998년 2월에 설립되어 대정장의 1-55권, 85권을 비롯해 다양한 한문대장경의 전산화로 그 영

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동국대 동국역경원과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가 한글대장경 전산화 

사업의 결과를 서비스하는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21), ‘한국불교전서 검색시스템’22) 등이 있다.

  2001~2012년 5월까지 동국대학교 동국역경원과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는 한글대장경 완

간이라는 시점에 맞추어서, 현대 통용되는 우리말로 한글대장경을 개역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려는 ‘한글대장경 개역 전산화 사업’을 수행하였다. 

  여러 국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디지털 대장경 프로젝트는 바로 수많은 ‘전자불전 보살’들의 

노력의 성과이다. 이 출발점은 고려대장경 디지털 전문(유니코드본, 이체자본)을 XML 본으로 전

환하고, 고려대장경 재조 印經本 이미지 DB 구축을 통해 고려대장경 지식베이스 사이트23)를 통

해 통합 서비스가 이루어진 성과가 밑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자불전은 기록유산의 디지털 보존과 그 활용을 위한 디지털화를 전제로 한다. 여기에 반드시 

대장경의 문화적 함의에 맞는 총체적이고 표준화하기 위한 작업이 먼저 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에 맞는 활용의 방안을 수립하지 못했다. 이는 

공공재로서의 대장경을 바라보는 이해의 부족과 예산 등 다양한 여건의 부족 때문이다. 향후 전

자불전을 위한 각 단체들의 전산화 성과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업그레이드 하는가의 문

제는 여전히 남는다. 전산화의 표준화, 상호협력과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끝없는 노력이 관건이

다.

  전자불전은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불교학의 학문방법을 주도하여 왔고, 불교학의 발전에 지대

한 공헌을 하였다. 기존의 대장경의 시대에서는 인쇄물로 출판된 대장경의 총서를 수장하는 것

은 새로운 문화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일본에서 조선에 여러 차례 

대장경의 완질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대장경의 디지털화

는 이러한 과정에서 인터넷의 공유를 통한 지식의 대중화의 출발점이 되었다. 

대장경 천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24)으로 확장되어 개최되었다. 또한 

고려대장경연구소의 초조대장경 전산화 사업과 2011년 3월 ‘고려 초조대장경 복원간행본(100

권) 봉정식’을 가졌다.25) 아울러 이러한 다양한 문화 행사는 대장경이 지닌 문화적 함의와 가치

를 널리 선양하고 펼치는 새로운 사례가 될 것이다.

(CD-ROM 안내서)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0), pp.3~5.

19) http://21dzk.l.u-tokyo.ac.jp/SAT/

20) http://www.cbeta.org/

21) http://abc.dongguk.edu/ebti

22) http://ebti.dongguk.ac.kr/ebti/main.html

23) http://kb.sutra.re.kr

24) http://www.tripitaka2011.com/ 

25) 초조대장경 복원간행본은 한국과 일본 남선사에 있는 초조대장경을 디지털 전산화해 전통 한지, 전통인쇄기

법으로 제작했고 제본, 經函 등 원형의 복원과 함께 대장경 관련 복합적인 문화역량을 투여해 대장경의 품격

을 높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구시는 초조대장경 복원을 시작으로 밀레니엄 팔관회(5월6-8일), 초조대장경

국제학술대회(6월26-29일), 초조대장경 특별전(7월19-9월25일), 산중전통장터 승시(9월1-4일) 등 다양한 초

조대장경 천년기념 문화축전사업을 성황리에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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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북 형식으로 보기 

Ⅳ. 한글대장경 전산화 사업의 성과와 과제 

 

  1. 한글대장경 전산화 사업의 성과

  현재 동국대의 한글대장경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한글대장경 

개역 전산화 사업(문화체육관광부 지원, 2001~2012)’을 통해서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 출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려대장경 전체를 우리시대 한글로 개역 작업을 수행하였다. 

  고려대장경의 우리말 번역본인 한글대장경의 개역작업을 통해 보다 완벽한 한글대장경을 갖추

고, 이를 바탕으로 전산화사업을 수행해서 한글대장경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인터넷으로 무료 

서비스함으로써 한글대장경의 활용도를 높이고 나아가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

하고 있다. 

  한글대장경의 개역전산화 사업의 성과는 그동안 동국역경이 온갖 역경 속에서도 이룩해 낸 한

글대장경 편찬사업과 그 이후 개역사업을 통해 현대화 된 우리말 대장경을 편찬하고, 이를 전산

화하여 서비스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일반 사용자들에게 친근한 UI로 대장경 검색 후 내용을 책 형식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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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한글대장경 메인 페이지(http://abc.dongguk.edu/eb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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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텍스트 음성변환(TTS) 솔루션 제공으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한글대장경 서비스가 가

능토록 하였다.

16. TTS 솔루션 제공

  자유 게시판을 통해 대중의 의견 수렴 창구를 제공하고 공지사항을 제공하였다. 마이페이지에

서 로그인 사용자가 즐겨찾기 기록을 저장, 다시 열람할 수 있는 내서재 기능을 제공하였다.

그림 17. 마이페이지 기능

  스마트 미디어에서 한글대장경을 검색할 수 있는 한글대장경 앱(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작

하였다. 모바일 메인에서 오늘의 경전, 로그인, 한글대장경 검색(메인페이지 상단의 검색창 제

공), 환경설정 및 메뉴 이동이 가능하다. 검색 기능 제공, 검색된 경 클릭 시, 경전보기/듣기화면 

이동 및 즐겨찾기 기능을 제공하였다. 여기에는 한글대장경 상세 보기와 경전 듣기 서비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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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글대장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대장경 즐겨찾기 기능 제공) 등을 제공하였다.

  이는 웹기반의 인터넷 서비스에서 앱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손안의 

한글대장경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2. 통합대장경을 통한 기록문화유산의 가치 증대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2012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이

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불교관련 기록문화유산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및 목록을 작성하고 원문

을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함으로서 귀중한 자료를 영구 보존하고 이를 학술적으로 활용하고자 하

는 사업이다. ABC 구축사업은 불교기록문화유산과 관련된 동국대가 수행해 온 다양한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다. 동국역경원과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에서 수행해온 ‘한글대

장경 개역 전산화사업’과 (사)고려대장경연구소의 ‘고려대장경 지식베이스 구축 사업’을 발전적으

로 계승하여 21세기 통합대장경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동국대학교와 고려대장경연구소가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불교기록문화유산의 바탕이 되는 통합대장경을 구축하는 것을 ABC 구축 사업의 기

본 방향의 한 축으로 삼고 있다. 통합대장경은 다양한 계통과 언어 및 판본으로 전승되어 온 대

장경을 동시에 열람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한 디지털 대장경을 말한다.26) 특히 동국역경원

과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에서 수행해온 ‘한글대장경 개역 전산화사업’과 (사)고려대장경연구

소의 ‘고려대장경 지식베이스 구축 사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21세기 통합대장경 DB를 구축

하고자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26) 2001 5월에 동국대학교에서 있었던 EBTI 학술대회에서 고려대장경연구소는 TK2001과 함께 XML로 가

공한 전산화본 법화경을 소개하였다. 고려대장경 텍스트본과 이미지본, 신수대장경, 북한의 선역본, 산스크

리트본, 산스크리트본의 영역본을 상호 연결하여 통합대장경의 한 모델을 제시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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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장경 해제 한글대장경 해제

색인
한글대장경 불교용어사전

인경본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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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대장경 누락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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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대장경 DB

6. 통합대장경 DB 구성 

  통합대장경은 대장경 전산화 사업을 수행해왔던 국제전자불전협의회(EBTI)의 중심 의제였다. 

통합대장경에 대한 다양한 비전과 대장경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선언적이고 원론적인 차원에서 

합의하는 차원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시도는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통합대장경 사업에서 무엇을 통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의 통합의 방법으로 물리적인 통합이 있다. 고려대장경 지식베이스의 DB와 한글대장경 

DB의 물리적인 통합이다. 기존의 미디어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서로 비교 대조하는 방식

이다. 법보로서의 목판본 고려대장경을 전산화 한 경판이미지와 이에 해당하는 전산화본 텍스트, 

이를 번역한 한글대장경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대장경의 기본

적인 구성단위인 각 경전의 권 그 하부 단위인 고려대장경의 경판단위의 통합이다. 이는 고려대

장경 경판을 중심으로 경판의 이미지, 원문텍스트와 이에 해당하는 부분의 한글대장경의 번역문

을 서로 매칭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검색은 기존의 고려대장경, 한글대장경에서

의 검색과 같이 경전단위별, 경의 권 단위, 경판단위 별 내용을 검색해 열람하는 방식과, 자신이 

필요한 검색용어를 검색하여 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내용의 통합이다. 위의 물리적인 통합의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고, 원문 텍스트와 한

글대장경의 의미구조를 통합하는 것이다. 즉 의미가 있는 문단 단위로 원문을 분할하고, 이에 해

당하는 한글대장경을 붙여서 원문과 번역문을 한 화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는 고려

대장경의 내용의 맥락과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번역문을 함께 제공하여 것이다.  

  실질적인 내용 중심의 통합이 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내용의 통합이 필요하다. 

사업의 내용은 단계별 통합 작업 수행해 1차년도에 기본 프레임을 완성하고 향후 DB의 고도화 

실현후 다양한 부가정보를 완성해 가는 방식으로 수행할 것이다. 고려대장경 지식베이스의 재조

대장경 목록, 재조대장경 인경본 이미지, 정자체본 텍스트, 부가정보와 한글대장경의 한글대장경 

목록, 한글대장경 텍스트, 부가정보를 통합해 나갈 것이다. <표1>의 음영이 1차년도 구축 대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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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내용 중심의 문단 단위 통합의 예시 

그림 22. 통합대장경 뷰어(안) 

  통합의 방법 및 작업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 1차년도 사업은 재조대장경 인경본 이미지를 중

심으로 이에 해당되는 텍스트, 번역문을 연동하는 것이다. 통합 작업의 내용은 통합대장경 뷰어 

개발, 재조대장경 이미지 파일, 원문텍스트, 한글대장경 매칭 태깅 작업, 다양한 부가정보 및 사

용자 지원 서비스 환경 제공을 통하여 ‘불교기록 문화유산 아카이브 DB구축 및 웹서비스 시스템 

개발 사업’을 통해 구축해서 작업할 것이다. 앞으로 제공할 통합대장경은 원문, 번역문, 이미지가 

함께 제공되는 구조의 통합뷰어를 가질 것이다. 아울러 의미가 있는 문단 단의로 분할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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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매칭하여 제공할 것이다.

  통합대장경의 통합은 원문의 문단단위의 통합을 통해 학술적 이용도를 높여나갈 것이다. 아울

러 이때 제공되는 해당 경판의 이미지도 함께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작업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통합대장경 DB를 구축하는 것은 기존의 성과를 그대로 이어서 통

합해서는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유가 구축되지 않는다. 내용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과제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대장경의 정본화 작업과 한글대장경의 정제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려대장경이 

기록문화유산의 가치를 지니는 것은 문화재적인 가치와 법보로서의 가치를 넘어서 불교적 지식 

생산의 원전적 가치인 원전 텍스트로서의 가치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고려대장경 지식

베이스에서는 고려대장경의 원문 텍스트를 표점작업이 된 정체자본을 서비스하고 있다. 즉 누구

나 학문적 지식 생산이 가능한 통용되는 한자 텍스트에 기본적인 1차적 내용 판독이 가능한 정

체자 표점 작업이 되어 있는 텍스트를 정본화 해야 한다. 고려대장경 경판의 판독과 교감을 통

해 정체자 표점본의 학술적 검토를 거쳐서 그 결과를 서비스해야 한다. 또한 한글대장경 또한 

정제 작업을 거쳐서 번역 용어의 통일과 학술적 검토의 과정을 거친 번역을 서비스해야 한다. 

이 작업이 선행되고 난 이후에 내용 단위로 분할해서 매칭 태깅 작업을 하고, 원문텍스트와 번

역문의 상이한 부분을 교정하여 검수를 통해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작업

은 그동안 대장경 전산화 작업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며, 한국 불교계의 연구 역량의 현실을 

반영하는 작업으로 막대한 인력과 예산과 작업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둘째,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 한 의미있는 결과를 찾아 낼 수 있는 검색시스템의 도입이 필요

하다. 이 작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불교용어 시소러스(Thesaurus) 작업이 필수적이다. 시소러

스란 단어를 의미에 따라 분류·배열한 유의어 사전의 일종으로, 특정 분야의 사용자가 검색할 수 

있는 용어의 사용법과 용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유영준은 

시소러스를 특정 주제 분야의 지식을 색인하거나 조직할 때 적적한 색인이나 용어의 선택을 위

해서 또는 효과적인 검색어 선택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하였다.27) 용어의 관계성은 일반적으로 

상위 개념(BT: broader term), 하위 개념(NT: Narrower Term), 용례 혹은 동의어(UF: Use 

For Or Synonymous), 관계어(RT: Related Term), 대체어(USE) 등으로 분류되는데, 시소러스

는 이러한 관계성을 이용, 검색을 할 때 찾고자 하는 용어의 의미를 확대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

다. 

  한국고전번역원의 <고전용어 시소러스 검색>28)사업은 2005년부터 착수하였으며, 2007년 2월

말 현재 구축된 고전용어의 항목 수는 총 1만 5천여 항목이다. 고전용어 시소러스의 분류체계를 

개발하여 41개의 시대분류, 342개의 지역분류, 133개의 유형분류를 마련하였다. 각각의 고전용

어는 정확한 용어를 알지 못하는 이용자들도 분류체계를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

트에 구현되었다.

  불교용어 시소러스 구축은 불교적 지식의 생산 창고가 대장경이라고 할 때, 대장경에 담긴 수

많은 용어의 계통을 분류하고 다양한 검색과 의미 있는 내용을 찾아 창작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독이다. 대장경 관련 전산화 사업이 대장경을 열람하는 수준을 넘어서 대장경에 담긴 

27) , 고전 용어 시소러스의 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0권 제2호, 한국문헌정보

학회, 2006.6, p.416.

28) http://thesaurus.itk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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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를 지식으로 구축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계획

과 실행 방법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3. 대장경의 문화콘텐츠 활용

  앞으로 한글대장경의 활용의 한 분야로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제안 하고자 한다. 

즉 대장경이 현재 문화생산의 생산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대장경의 틀을 벗어나 붓다의 가르침

이 현실 속에 살아 숨 쉬도록 대장경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  

  첫째, 우리시대 말과 글로 대장경을 살아 숨쉬게 해야 한다. 대장경의 본질적인 가치가 그대로 

살아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해석되어야 한다. 과거의 문화재적 가치의 한역 대

장경, 우리말 한글대장경을 넘어서야 한다. 원전으로서의 한글대장경 이외에 이를 현대의 말과 

글로 알기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다소 윤문이 된 끝없는 진화와 소통을 지향하는 열러진 대장경

도 필요하다. 이는 다른 버전으로 유연하게 서비스 되어야 한다. 바로 사용자에 다가가는 다양한 

버전의 대장경이 창조적인 지식을 담은 저작의 원천이 되기 위한 출발점이다. 대장경을 보존해

야할 성스러운 성보문화재, 문화유산의 테두리에 가두지 않고, 붓다의 말이 글로 기억되고, 대장

경으로 이어져 전승해왔던 전통이 현재화 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글대장경

은 완역되었지만, 지속적으로 현재에 소통되는 말과 글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 출

판본 한글대장경은 재출판이 많은 재원이 들지만, 전산화본 한글대장경과 다양한 버전의 한글대

장경은 그 비용을 경제적으로 줄여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용자 중심의 대장경 2.029)을 지향해야 한다. 그동안 전자불전은 대장경을 특정한 기

관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향 서비스의 전산화 불사였다, 대장경 2.0은 

사용자가 활용의 중심에 서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플랫폼이 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패러

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대장경의 소통 또한 쌍방향 소통이어야 한다. 대장경을 읽는 독자

의 의견이 반영되어 독자가 저자(역자)가 되어 끝없이 상즉상입의 창조적 진화를 거듭해야 한다. 

그래서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버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21세기 대장경 조판의 창조적인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며, 전자불전의 새로운 

도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대장경은 불교문화콘텐츠의 원천자료의 측면과 활용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 

그동안 과거와 현재의 대장경은 원전으로서의 가치와, 텍스트를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여 

지식정보 체계를 대중화하였다는 역사적인 의의를 담고 있다. 향후 미래의 대장경 2.0은 이전 

대장경의 지식정보를 활용하여, 지식이 문화가 되고, 우리의 삶을 다양하고 풍요롭게 하는 다양

한 문화콘텐츠로 개발될 수 있는 터전을 닦아야 한다. 이를 위해 대장경의 다양한 지식정보가 

활용을 전제로 한 아카이브로 구축되어야 한다. 남한은 물론 북한의 불교관련 기록유산들이 아

카이브로 구축되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불교계뿐만 아니라 정부, 민

간의 교류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대장경의 내용을 해체하고, 분해 조립하여 스토리텔링하여 누구나 손쉬운 문화 창작의 

도구인 대장경 2.0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교용어 시소러스 구축과 함께 대장경 안

에 담긴 수많은 인물, 지역, 사건, 용어의 분류, 색인 활용작업을 통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대장

경 전산화의 궁극적 목표는 정보지식의 구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장경 안에 내재된 수많은 

역사 문화적 이야기들의 재발굴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향후 대장경의 가치를 극대화 

29) , 유비쿼터스 시대의 대장경-대장경 2.0은 가능한가?-｣, 大藏經: 2011年 高麗大藏經 千年 記念 國際

學術大會, 藏經道場高麗大藏經硏究所, 金剛大學校 佛敎文化硏究所,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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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다섯째, 앞으로 북한 소재 불교기록문화유산의 조사․연구․DB구축 사업이 수행된다면,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전자대장경 조성 사업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의 단절된 역사 속에서 이

야기를 이끌어 내고 다양한 문화생산의 과정에서 서로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

인 교류와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 가운데 한 분야로 통합대장경 사업과 문화콘텐츠 활용이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어

  논자는 대장경은 불교가 사회와 소통하고 불교적 정신을 사회화한 결정체라는 입장에서 논의

를 전개하였다. 이는 과거의 대장경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현재에 다양한 문화창조의 원천

으로 활용하고 미래에 현재의 불교적 지향을 전해주기위한 교통플랫폼으로서의 대장경의 위치를 

살펴본 것이다. 이러한 근저에는 디지털 불사인 전자불전의 기본 방향이다. 대장경의 가치를 오

늘에 되살리는 일을 활용이라고 본다면, 현재 그러한 노력들의 한 단면은 전산화를 통해 데이터

베이스의 형태로 나타나 있지만, 앞으로는 디지털 아키이브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관, 수집, 검색

에서 한 단계 나아가 활용도를 높이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디지털화 된 대장경은 보존과 활

용을 위해 들이는 노력과 시간 등의 수많은 자원들을 가상공간에 띄워 놓는다. 직접 해인사의 

장경각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 접

속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해 붓다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붓다

의 가르침을 현실화하는 도구로서 작용한다. 대장경을 통해 각자 자신의 앞에 놓인 붓다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천년의 믿음으로 대장경은 자리 잡을 것이다.  

  한글대장경 전산화 사업의 성과를 이어서 한 단계 도약하는 통합대장경 사업을 통해 대장경의 

원전적 위치를 확보하고, 한글대장경의 학술적 활용도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다. 

본 논의는 대장경을 문화유산에서 미디어와 플랫폼이라는 관점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것에서 출

발하였다. 불교가 이룩한 지적 활동과 사회적 소통의 출발을 한글대장경 전산화 사업이라고 볼 

때, 한글대장경 활용의 방향을 고민하고 이를 위한 길을 마련해 나가는 일은 이 시대 우리 앞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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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한글대장경 전산화의 미래 과제와 활용 방안” 논평

최동순(불교학술원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1. 한글대장경 전산화

논자는 ｢고려대장경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한국선학 30집)(2011)에서 대장경을 콘텐츠로

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오늘(2012.10.18) ‘한글대장경 번역의 제 문제’ 

학술연찬회에서 ‘미래 과제와 활용’에 대하여 논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더욱 가시적이며 구체

화된 내용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는 논자가 긴 시간 전자불전연구소에서 연구경력을 쌓았음을 

말해주며, 또한 쉽지 않은 분야에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논은 고려대장경과 대장경의 전산화 사업에 따른 과제를 상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플랫폼 설정이다. 플랫폼(platform)으로서 대장경을 바라보는 시각은 곧 대장경이 IT 시

대의 ‘틀’로서 가치 창출로 이어져야 함을 가리킨다. ‘통합대장경’의 공유와 개방을 통해 그 구성

원들이 원하는 것을 나누어 갖는 것이다. 가치창출이라 함은 플랫폼 운영의 지속과 새로운 경향

(트렌드)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장경 콘텐츠를 통해 외부 

예산을 확보하며, 각종 MOU를 체결하거나, 더 나아가 유료 콘텐츠처럼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목표를 갖는다.

2. 고려대장경, 한글대장경과 진보적 사고

전진(前秦)의 부견이 여광을 시켜 구자국의 구마라집을 모셔(납치)오도록 했다. 라집을 모셔오

는 도중에 전진이 멸망했으며, 여광은 귀환 도중에 나라를 세웠다. 이후 본국에서 일어난 후진

(後秦)은 여광을 물리치고 다시 구마라집을 초빙한다. 구마라집이 장안의 소요원에 도착하기까지

의 극적인 내용들이 혜교의 고승전에 기록되어 있다. 이는 남북조시대의 약육강식 상황과 관

련있다고 하겠다. 당시 문화적 우수(우월)성을 과시하려는 국가적 입장임을 유추할 수 있다. 거

대불상의 조성이나 경전 번역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려의 초조대장경 조

판 역시 거란의 침입에 대한 문화적 우월을 견지하고자 했던 점을 꼽을 수 있다. 

지난 해(2011)는 고려의 초조대장경 판각 1천 주년 기념의 해였다. 기념특별전이 열렸으며 다

채로운 행사들이 개최되었다. 대장경에 대한 진보적 시각을 가진 분들의 노력의 결과이다. 덕분

에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며 플랫폼으로서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를 위해 지대한 노력을 기울인 선각자들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월운 스님은 고려대장경 완간 불사를 이루었으며, 종림스님과 보광 스님은 대장경의 전산화라

는 베이스 구축 사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제 ABC는 그 토대위에서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고 

미래를 위한 아젠다를 설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까운 기회에 대장경 선각자들의 구

술 기록(촬영)을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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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장역회(三藏譯會) 동국역경원 고려대장경 연구소 전자불전연구소

용성 스님 월운 스님 종림 스님 보광 스님

대장경 번역 대장경 활용

2. 한글대장경의 과제로서 불교성전의 보편성 추구

동국역경원, 불교성전(1987)의 경우

불교성전은 동국역경원에서 발행하였다. 불설의 대중적 보급이라

는 입장에서 출판되었다. 이 책은 불교를 신앙하거나 배우고자 하는 

이들의 길라잡이가 되었다. 이후 불교성전을 모방한 여러 종류의 ‘불

교성전’류가 출간되기도 하였다. 이는 책 한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대한다는 점과 함께 교리적 자료를 동시에 담고 있다는 점이다.

본서의 출판은 PC통신(인터넷)이 보급되기 이전의 시점이다. 서책

(인쇄)을 통한 정보 유통이 보편화되던 시기였다. 그 내용은 경전과 율

전, 조사어록 등에서 가려뽑았으며, 또한 쉬운 부분을 발췌했으므로,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는 있다. 그 목차 구성은 1편: 부처님의 생애, 

2편: 초기경전, 3편: 대승경전, 4편: 교단의 규범, 5편: 조사어록의 다섯 편이다. 

한글대장경과 고려대장경이 통합된 대장경이 웹을 기반으로, 혹은 앱을 기반으로 제공된다. 

‘불교는 어렵다.’라는 관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글대장경의 보급이 필수이다. 특히 불교성전

처럼 맞춤형, 혹은 가려뽑은 내용, 혹은 세대나 계층에 맞는 내용을 선별하여 제공하려는 의도와 

노력이 필요하다. 내용이나 단어 등 다양한 검색이 가능하지만, 역시 동국역경원 발행 불교성전

의 출판 방향에 따른 구성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3. UCC(User Created Contents) 시대, 개인 사용자 제작 콘텐츠의 보급

UCC시대를 앞당긴 것은 촬영 장비이며, 또한 콘텐츠들을 수용(저장)하는 사이트 보급이다. 장

비 가격의 저하에 따라 스틸 컷이나 동영상을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를 맞이

하여 값비싼 아날로그 방식의 촬영 장비나 저장 장치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콘텐츠들이 컴퓨터나 모바일에서 구현되는 시대에 진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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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HVR-Z5N 캠코더

TV방송에서 활용하는 ENG(Electric News Gather) 

카메라가 구현하는 HD화면, 이에 준하는 캠코더류가 대

중적으로 보급되었다. 더불어 가정용 디지털 캠코더 역시 

많은 숫자이다. 더 나아가 디지털 카메라에 동영상[Full 

HD] 촬영 기능을 탑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

고 개인용 휴대폰에서도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UCC 시대를 더욱 앞당기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촬영 장비를 소유하거나 

가까이 할 수 있는 시대이다. 이는 개인이 콘텐츠를 제작

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와 함께 유튜브(youtube.com) 등 UCC 콘텐츠들을 업로드하고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제 ‘콘텐츠’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것은 일반명

사보다 오히려 동영상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컴퓨터에서 동영상 파일(콘텐츠)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도구로서 곰플레이어가 대표적이며, 

다음팟플레이어 등 많은 숫자의 영상 플레이어들이 개발되고 있다. 각 촬영 장비들은 기기별로 

파일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파일 포맷이 다양하다. wav, .avi, mp3, mp4, .ogg, m2t 등이 있

으며, 이는 장비제조 회사별로 달라지기도 한다.

촬영 기기들에 의해 생성된 동영상들을 편집할 툴(tool) 또한 대중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소프

트웨어 회사별로 배열해보면, 어도비 프리미어(Adobe premiere Pro), 소니 베가스(Sony Vegas 

Pro), 애플 파이널 컷 프로(Apple Final Cut Pro)[MAC OS] 등이 꼽힌다. 이들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높으며, 이 보다 값싸거나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다양한 파일 포맷들을 

용도에 맞게 변환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서 다음팟인코더(Daum PotEncoder)의 인기가 높다.

 이에 따라 유튜브처럼 동영상을 저장하고 이를 검색할 수 있으며, 또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UCC 사이트 역시 증가하고 있다. 가수 PSY(본명: 박재상) 측에서 

제작한 동영상 ‘강남스타일’(5억뷰 초과, 세계3위 조회수)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은 우연의 일

치라기보다,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이나 환경에 기인했다는 점을 강조하고싶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역시 ABC사업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들을 저장하고 검색하며, 

열람할 수 있는 아카이브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록문화유산에 이어 근현대 불교사 기록

을 콘텐츠로 남겨야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한 콘텐츠 제작 능력, 즉 스토리텔링에 이은 장비 취

급과 소프트웨어 능력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4. 동영상으로 구현하는 구술사(Oral History) '고승전'

중국 남북조 시대에 고승전(혜교)이 찬집되었고, 이후 속고승전(도선)과 송고승전의 3조 

승전(僧傳)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해동고승전(각훈)(1215)이 발행되었다. 승전류는 역사적

(사실적) 기록과 함께 개인의 행장도 비중 있게 기록한다. 찬자(撰者)인 혜교나 도선 등은 각종 

기록들을 참조하지만, 해당 고승이 활동했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구전을 채

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혜교의 고승전 서문에는 구술사 방법론에 의한 자료 수집 내용이 나타

난다.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의 형식 역시 구술사 방법론에 준할 수 있다. 삼국사기의 정사(正史)

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다. 일연 역시 전래 자료들을 수집하고 현장을 방문하

여 인물들에 대한 행적이나 사건에 대한 저간의 사정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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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구술 중인 인환 스님

근대적 구술사 방법론은 미국과 이탈리아에서 발달했다. 특히 미국 독립전쟁에 참여했던 인물

들에 대한 구술사 기록이 발전하여 구술사 방법론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을 어떤 이는 주장하기도 

한다.30) 구술사 방법은 어떤 사건에 참여했던 개인의 기억을 되살려 이를 기록한다. 그 기록은 

개인사일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이며, 곧 국가의 역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개인 생애사를 통

해 한 시대를 조망하게 된다. 더불어 구술 기록은 팩트이며, 사료이자 역사서인 셈이다. 

구술사 방법의 발전은 기록 도구의 발달과 비례한다. 이는 텍스트와 녹음기 활용, 그리고 캠코

더를 활용한 영상 기록으로 발전하였다. 영상을 통해 구술하는 개인의 표정 등 생생한 화면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생존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필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지원하는 구술사 촬영에 참여하고 있다. 정치분야(명지대), 경제외

교분야(외국어대), 그리고 종교분야(한신.동국대)와 군사분야(서울대)의 명망가들의 생애사를 촬

영하고 있다. 과제 수행의 대상은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한 인물들이다. 종교인 민주화 인사로

서 불교분야에는 여익구 선생을 비롯하여 진관 스님, 지선 스님 등 현재 20여명의 촬영이 있었

으며, 이를 녹취록과 함께 제출하는 작업 중에 있다. 추후에 웹을 통해 구술 동영상이 공개될 것

이다. 

구술사 촬영을 통해 다음의 경우들을 상정한다. 역사로서 구술을 기록하려는 의지와 그 결과

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1) 인환 스님의 경우

현재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장이신 인환 스님의 구술 

촬영은 우연히 이루어졌다. 최동순의 구술사 촬영 제안

과 인환 스님의 구술 의지가 합치된 경우이다. 구술 시

간은 60분 테이프 44개 분량으로서 1년의 시간에 걸쳐 

촬영되었다. 유년기 환경으로부터 득도, 출가생활, 학업, 

유학, 전법활동에 이르는 방대한 개인사 구술 기록(촬

영)이다. 

인환 스님은 구술 촬영(시간) 기록은 당분간 넘어서

기(깨지기) 어려운 기록이 될 것이다. 이는 다음 세대와 

대화하려는 스님의 확고한 의지에 기인한다. 스님의 고향 산천이나 유년기 생활, 그리고 6.25전

쟁, 50년대 선방(禪房) 문화, 그리고 통도사 해인사 생활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한다. 특히 시카

고에 대각사를 창건하였으며, 숭산 행원 스님과 해외(북미주 지역) 포교에 임했던 활발한 행보는 

불교사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이 구술 기록은 출간될 예정이다.

(2) 월운 스님의 경우

구마라집 삼장처럼 월운 스님은 많은 분량의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신 분이다. 스님은 독립운

동가 운허 스님을 스승으로 모셨으며,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 평생 경학승으로서 각종 불사들을 

수행한 우리 시대의 자랑스런 인물이다. 동국대학교와의 깊은 인연과 별도로 (현대)불교사적 측

면에서 구술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한사코 구술을 사양함으로 인해, 주변인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층위(layers)구술을 진행하였다. 인묵 스님을 비롯하여 정원 스님, 신규탁 교수, 김치온 교수, 박

30) 구술사사 발전은 스토리텔링의 결과로 이어졌으며, 각종 영화 특히 에피소드 영화가 발달했다는 점

에 주목하고 있다.



제14회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학술세미나 (2012.10.25)

- 76 -

종린 선생이 구술 촬영에 임했다. 월운 스님 역시 우여곡절 끝에 구술 촬영에 임해주셨다. 월운 

스님을 중심으로 주변인들의 구술로 인해 다양한 각도로 월운 스님과 월운 스님의 번역, 그리고 

역경사(譯經史)로서 저간의 사정들을 기록할 수 있었다. 층위 구술은 구술사 방법론의 또 다른 

발전이라 할 수 있겠다.

(3) 지관 스님, 묘엄 스님의 경우

입적하신 지관 스님은 불교 현대사에서 빠트릴 수 없는 분이다. 학승으로서 평생을 보냈지만 

종단의 총무원장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흔치 않은 이력을 가진 분이다. 생애 마지막까지 사전편

찬에 매진하셨던 우리 시대의 거목이다. 그러나 병세의 불편한 상황 때문에 구술 촬영 요청이 

어려웠다. 그렇게 지관 큰 스님은 열반의 길로 떠나셨고, 불교현대사를 기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점이 안타깝다. 팩트들이 멸실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아쉽다.

봉녕사를 중수한 묘엄 스님은 비구니로서 봉암사 결사에 참여했던 분이다. 개인사 구술은 물

론 봉암사 결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소상하게 구술하고 있다. 불교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임은 두

말할 나위 없다. 특히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섬세한 점이 흥미롭다. 더욱이 훌륭한 언어 구

사력과 함께 위트를 가미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웃음을 머금게 한다. 스님의 구술 촬영은 2010

년 초에 이루어졌으며 작년(2011) 12월에 입적하셨다.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팩트

(Fact)라는 커다란 선물을 안겨주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