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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지향점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신 것입니다. 굳이 ‘뱀의 발’을 붙이자면 

“자기를 바로 봅시다.”는 반야 지혜로 공성空性을 깨달아 ‘존재의 참 모

습[實相]’을 적확하게 체득하는 것입니다. 지혜智慧에 해당되고 자기를 이

롭게 하는 자리自利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와 “남 모르게 남을 

도웁시다.”는 남을 해치는 것이 나를 해치는 것이고 남을 돕는 것이 나

를 돕는 것이 됨을 몸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이외 모든 중생을 이

롭게 하는 이타利他에 해당되며 방편方便에 속합니다. 지혜 없는 방편은 

삿되기 쉽고 방편 없는 지혜는 날카로우나 무미건조해 자기와 타인을 그

다지 이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지혜와 방편으로 윤회와 열

반에도 집착하지 않고 단견斷見과 상견常見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리

와 이타를 지향하고 지혜와 방편으로 무주열반無住涅槃을 실현하는 것이 

『고경』의 목표입니다. 

-. 자기를 바로 봅시다.

-.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 남 모르게 남을 도웁시다.

성철 스님. 

그림 김호석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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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찾은 금강산 신계사

원택 스님 | 발행인

목탁소리 | 발행인 인사말

현대아산이 2018년 11월18∼19일 금강산에서 거행한 ‘금강산 관광 20

주년 남북공동행사’에 사회부장 덕조 스님,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제

정 스님과 함께 초청받아 갔다 왔습니다. 앞서 9월18∼20일 2박3일 동안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통령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과 백두산 천지에 

다녀온 지 두 달 만에 다시 금강산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떠오른 생각은 1998년 6월16일 50대 차량에 500마리 소떼를 싣고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이어 10월26일에 2차로 소 500마리+1마리를 판문

점을 통해 북으로 실어 보내며 평양에 도착했던 고 정주영 회장님의 모습

이 떠올랐습니다. +1은 1,000마리로 끝이 아닌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약속을 의미한다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정 회장님이 “이번 방문이 남

북 간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세계의 언론들은 “소떼 방북은 앞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될 남북 민간

교류의 물꼬를 튼 기념비적 사건이었다.”고 대서특필 했습니다. 이어 1998

년 11월18일 ‘현대 금강호’의 크루즈선이 관광객을 싣고 금강산 장전항에 

첫 입항을 했다는 뉴스에 남북 국민들이 흥분했던 모습도 되살아났습니다.

다음 해인 1999년 6월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 큰스님을 모시고 5백 

여 명의 사부대중들이 조계종단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금강산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소납은 총무부장 소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닷길이

었지만 이번에는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육로로 금강산을 찾아가게 된 것

입니다.

11월18일 아침6시 종로구 율곡로의 현대그룹빌딩 앞에서 출발하여 12

시30분쯤 금강산 온정리에 도착해 옥류동 면옥식당에서 냉면으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오후3시 현대아산과 북측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

태) 공동주관의 기념식이 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들은 현정은 회

장님의 ‘기념사’를 옮겨 봅니다.

“20년 전 오늘 ‘현대 금강호’는 861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금강산

으로 첫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인 금강산 관광의 서막을 

연 것입니다. 분단 50년 만에 남측 관광객이 처음 북녘 땅을 밟

는다는 의미를 넘어 남북을 하나로 잇는 작은 통일의 시작이기

도 했습니다. 당시 소식을 접한 남북 동포들은 물론이고 전 세

계의 관심이 금강산에 집중되었고, 환호와 찬사가 끊이지 않았

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많던 축하와 갈채는 

꿈인 듯 연기처럼 사라졌으며, 근 200만 명이나 드나들었던 금

강산에는 남측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지 오래입니다. … … 금강

산을 시작으로 개성까지 남측 관광객으로 북적였으며 백두산 

관광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개성 공단에서 남과 북이 함께 

만든 상품은 전 세계로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남과 북을 

오가던 발걸음이 멈춰선지 벌써 10년입니다. 과연 얼마나 더 많

은 노력이 있어야 금강산 관광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더 큰 희생과 눈물이 있어야 끊어진 남과 북의 인

연을 다시 이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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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신계사 남북공동 시굴·발굴조사보고서』 발간 배포.

2004년  3월18일   금강산에서 조계종(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조불련(박태화 위원장) 

실행합의서 체결.

            4월6일    신계사 복원착공식 거행.

당시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대신해 착공식에 참석한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은 “신계사 복원으로 남북통일이 앞당겨 이루어지고 불법이 널리 퍼

현정은 회장님의 한恨과 원願이 서린 기념사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998년 11월18일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2003년 2월14일 육로가 군

사분계선을 넘어 시범적으로 열리며 발전해 갔으

나, 2008년 7월 있었던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중단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금강산을 관광한 연인원은 

197만 여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소납은 제정 스님과 함께 11월19일 신계사를 

일행보다 먼저 들르게 되었습니다. 신계사 만세

루를 지나 앞마당에서 대웅보전을 바라보는 순

간,  말로 표현하기 힘든 벅찬 감흥이 다가왔습니

다. 주위 전각들의 기와지붕들을 자세히 살펴보

며 들어가니, 예상했던 바와 달리 잘 관리되고 있

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웅보전의 

불보살님들에게 삼배를 올리며 무수한 감사를 드

렸습니다. 신계사 복원과 관련된 과정을 살펴보

았습니다. 

1999년  6월  총무원장 고산 스님 신계사 터에서 ‘복원기원 법회’ 최초 거행.

2002년  4월    『신계사지 지표조사 보고서』 조계종이 발간해 북측에 전달.

2002년 12월    북경에서 조계종(총무원장 정대 스님)과 조불련(박태화 위원장) 합의각

서 교환.

2003년  7월    총무원장 법장 스님, 현대아산(주)과 신계사 복원불사 실행 합의

서 체결. 

신계사 대웅보전 앞에 선 

원택 스님(오른쪽)과 

신계사 주지 진각 스님. 

2018년 11월19일 

제정 스님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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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이 땅의 어둠이 빨리 걷히길 바란다.”고 기원했습니다. 2004년 6월 신

계사 복원추진위원장으로 종상 스님을 추대하고, 11월에는 신계사 복원추

진위원회에서 불사도감으로 제정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11월20일에는 금

강산 신계사 대웅보전 낙성식을 거행했습니다. 당시 총무원장 법장 스님

이 참석해 “소실되었던 신계사를 복원한다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

고 민족화합과 통일의 초석을 놓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남북지도자들과 사부대중이 모여 신계사 대웅보전 낙성법회를 갖게 된 것

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고 경축했습니다.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동분서주하며 진행한 복원 불사를 후임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이어서 마무리 합니다. 착공한 지 3년6개월만인 2007년 10월

13일 대웅보전 등 14동의 전각을 모두 복원하고,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낙

성법회에서 “신계사 준공을 계기로 금강산을 통일의 상징으로 지켜나가고 

남북 불교계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한다.”고 당부하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현대아산(주)의 ‘금강산 관광’을 기회로 남측의 조계종과 북측의 조불련

이 힘을 합해 ‘신계사 복원불사’에 뜻을 함께한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 아

닐 수 없습니다.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원력에 우리 

모두 깊이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계사 복원불사’가 없었다면 민족화

해와 공동번영의 역사적 현장에 불교계가 어찌 자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처음 만난 신계사 주지 진각 스님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신계사에서 남북

공동의 템플스테이를 실행해 보기를 염원하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의중

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새해에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하루 

빨리 재개되기를 불보살님께 기원합니다. 

 

   

 

◎ 선림禪林운영회원

『 』 발간 및 보급의 밑거름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자격에는 제한

이 없으며 매달 1만원 이상의 일정액을 꾸준히 희사하는 분들입니다. 

운영회원의 이름으로 불교관련 단체에 『 』을 보내드립니다.

◎ 선림禪林보시회원

『 』을 정기적으로 받아 보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보시 : 25,000원)

◎ 『 』  후원 및 보시 관련 계좌번호

국민은행 006001-04-265260    예금주 : 해인사백련암.

농      협 301-0126-9946-11    예금주 : 해인사백련암.

※ 후원 및 보시를 보내신 후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십시오.

문의 : 『 』  영업부 02-2198-5375

『 』 회원 안내

『 』 회원은 선림운영회원과 선림보시회원으로 구성됩니다.

‘우리 곁에 왔던 부처’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법어집과 『 』을 군법당 등 포교

현장에 적극 보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과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

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기다립니다.

※ 법보시 동참 현황은 매월 『 』을 통해 자세히 알리겠습니다.

※ 아래 계좌로 입금하신 후 『 』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오.

■ 법보시 동참 계좌

    농협 301-0191-0851-21    예금주 : 해인사 백련암.

•2018년 11월 성철스님 법어집 법보시 동참자  
     3만원  이정옥 지봉호 영가  
   10만원  윤웅진 

성철 스님 법어집 법보시 안내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더 풍부하고 알찬 『 』이 되겠습니다.

2018년 11월 『 』 회원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보시회원 - 1년 25,000원
 김윤경 이채홍    
  
운영회원  

5천원 주재구 

1만원 강갑순 강미경 강은선 강차선 고분자 권경연 권봉숙 김기봉 

 김동근 김동주 김명숙 김미옥 김삼용 김석호 김숙희 김순옥 

 김연희 김영숙 김영숙 김용제 김장열 김정환 김지수 김창식 

 김태희 남수정 노영희 대원희 대휴행 박경희 박영분 박헌찬 

 백미옥 서만선 석필순 송영재 양대성 양복여 양영미 사공순옥 

 양천을 엄철순 오정화 오판석 유명희 유복희 유숙희 유혜숙 

 윤경자 이민준 이신영 이영인 이재혁 이지훈 이현옥 이현정 

 이효정 이희숙 임태수 장춘자 전경숙 정경옥 정은경 정태선 

 정홍연 조근봉 조미정 조성태 조철호 조형춘 최계자 최병희 

 추순금 하홍준 허보금 허진 홍세미 홍애심 황정수 

2만원 공덕수 김문학 김종철 김현숙 석문숙 안미정 양형진 조규일 

 한창우 

3만원 고심정사불교대학 곽영자 김영희 남명자 노영희 도명철 박치운 

 선림정사  윤진희 이창우 천경덕 허덕남 홍무용 

5만원 강귀석 구미양 김종유 임미숙 정경희 정복실 

10만원 덕숭사 문선이 이인환 

20만원 박삼철 

25만원 장금선원 

30만원 대성암 법륜사 법성사 월륜사 정오사 청량사 

50만원 겁외사 고심정사  고심정사신도회 길상선사  

 백련암 정심사 정인사 정혜사 

※ 후원 및 법보시 문의 : 02-2198-5375

수행과 향기 
꽃을 들고 달을 가리키다
[拈花指月] 

가장 좋은 향기는 수행에서 나옵니다.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맑게 하는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소리 내어 읽어 

주세요. 진정한 뜻이 가슴에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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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욕심에 눈이 가리워 항상 빛나는 본모습을 보지 못하고 

암흑세계를 헤매며 엎치락뒤치락 참담한 비극이 계속되고 있으니 참으

로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욕심에 가려져 있는 본모습은 먼지가 덮여 있는 구슬과 같아서, 

먼지가 아무리 쌓여도 구슬은 변함 없으니 

먼지만 닦아내면 본래 깨끗하고 아름다운 구슬은 

천추만고千秋萬古에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허망한 꿈속의 욕심을 용감하게 버리고 

영원한 진리인 본모습을 빨리 봅시다. 

눈부신 광명과 끊임없는 환호 소리가 산천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높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벗 삼아서 

황금 병의 감로수를 백옥 잔에 가득 부어 마시고 또 마시며 

다 함께 찬양합시다. 

│1986년 1월1일, 신년법어│

지혜와 빛의 말씀 

성철 스님 | 대한불교조계종 제6·7대 종정

붉은 해가 높이 뜨니

캄캄한 밤중에 붉은 해가 높이 떠서 우주를 밝게 비추니, 

서 있는 바위 좋아라고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펄펄 끓는 용광로에 차디찬 맑은 물이 넘쳐흘러 

천지에 가득 차니, 마른 나무 꽃이 피어 울긋불긋 자랑합니다.

노담과 공자 손을 잡고 석가와 예수 발을 맞추어 

뒷동산과 앞뜰에서 태평가太平歌를 합창하니, 

성인·악마가 사라지고 천당·지옥은 흔적조차 없습니다.

장엄한 법당에는 아멘 소리 진동하고 

화려한 교회에는 염불소리 요란하니, 

검다·희다 시비是非 싸움 꿈 속의 꿈입니다.

길게 뻗친 만리장성은 거품 위의 장난이요, 웅대한 천하통일 어린이의 

희롱이니, 나 잘났다고 뽐내며 정신없이 날뛰는 사람들이여,

칼날 위의 춤을 멈추소서.

일체의 본모습은 유무有無를 초월하고, 

유무를 포함하여 물심物心이 융화하며 

피아彼我가 상통합니다. 

설사 허공虛空이 무너지고 대해가 다 말라도 

항상 변함 없이 안전하고 자유롭습니다.



금강산 신계사 전경. 

2018년 11월19일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제정 스님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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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成道를 향해 가는 싯다르타의 여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은 

태자 시절 아버지를 따라 참석한 농경제農耕祭 때 일어난 일이다. 잠부 나

무[염부수閻浮樹] 아래에서 명상에 잠겼던 태자 시절의 행복한 경험은 출가

한 수행자 싯다르타가 혹독한 고행을 포기하게 하고 결국 성불로 향하게 

하는 나침반이 되었다.   

잠부 나부 아래의 선정

부처님의 생애에서 특히 중요시 되는 몇 사건이 있는데 잠부 나무 아래

에서 첫 선정에 잠긴 사건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

는 주로 벼농사 중심의 농경 사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연례행사로 열리

는 농경제는 카필라성의 축제이기도 하였다. 봄이 되면 씨앗을 땅에 심기 

전에 행했던 농경제에 싯다르타 태자는 아버지 정반왕과 함께 참석했다.

정반왕은 아들 태자를 잠부 나무 아래의 시원한 그늘 아래 왕자를 머물

게 했다. 나무 아래의 땅에는 최상의 천이 깔려 있었고 머리 위로는 형형

색색의 천으로 만든 일산日傘이 설치되었다. 동행했던 시녀들과 호위대는 

정반왕이 쟁기질 의식을 거행하는 장면을 보기 위해 태자 곁을 떠났다.      

싯다르타 태자는 잠부 나무 아래에 앉아 아버지의 쟁기질 장면을 보고 

간다라 미술로 보는 부처님 출가기 미술 

유근자 | 동국대 겸임교수·미술사

불교미술의 세계 8

<사진 1>은 이야기 중심의 

불전미술에서 단독 예배

상으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는 작품으로, 불전佛傳은 

대좌에 작게 표현되고 예

배상으로서 석가보살은 크

게 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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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흙덩이가 부서지며 벌레가 나오자 까마귀가 벌레를 쪼아 먹고, 또 

지렁이가 나오자 개구리가 지렁이를, 뱀이 개구리를, 공작이 뱀을, 매가 

공작을, 독수리가 매를 잡아먹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약육강식의 광경을 

본 태자는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어 고요하게 다리를 맺고 

앉아 과거의 여러 겁 동안 많은 생을 살면서 습관적으로 실천했던 선정禪

定에 들었다. 

시간이 흐르자 다른 나무의 그늘은 변하고 있는데 태자가 앉아 있는 잠

부 나무 그늘만은 정오가 지났는데도 태자가 명상에 잠길 수 있도록 머리 

위에 둥근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다. 정반왕은 자신의 눈으로 이 광경을 보

고는 감탄하였다. 

잠부 나무 아래에서 첫 선정에 든 태자를 표현한 불전 미술 가운데 파키

스탄 페샤와르박물관 소장품인 <사진 1>이 가장 유명하다. 잠부 나무 아래

에 앉은 인물은 싯다르타 태자로 장신구를 걸치고 두 손을 배 앞에 둔 채 

깊은 선정에 들어 있다. 태자가 앉은 대좌에는 오른쪽 끝에서부터 채찍을 

든 농부와 쟁기질하는 두 마리의 소, 불이 피어오르는 향로, 향로를 향해 

합장하고 서 있는 두 사람, 무릎을 꿇고 합장한 채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정반왕이 앉아 있다.   

유람과 고뇌 … 아픈 사람을 만나는 싯다르타 

성城 안에서 주로 생활하였던 싯다르타 태자에게 성 바깥으로의 유람은 

가슴 설레는 나들이였을 것이다. 그러나 성 밖으로의 유람은 삶은 고통으

로 이루어진 또다른 세계라는 것을 경험케 하였다. 불전문학에서는 싯다

르타 태자가 동남서북 네 문을 통해 밖에서 경험한 일들을 사문유관四門遊

觀 또는 사문출유四門出遊라고 한다. 

싯다르타 태자가 왕궁의 정원에 머물고 있을 때 천신들은 “싯다르타 왕

자가 부처님을 이룰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 그가 세상을 버리고 사

문이 되게 할 장면을 보여줍시다”라고 의논했다. 한 천신은 동쪽 성문에서 

나이든 허리가 굽은 노인의 모습으로, 남쪽 성문 근처 길가에서는 아픈 사

람으로, 서문에서는 죽은 사람으로, 북문 근처에서는 머리와 수염을 깎은 

수행자로 변신하여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오직 싯다르타 태

자 눈에만 보였다. 

싯다르타 태자는 노인과 아픈 사람 그리고 장례식을 보고는 인생의 고

통과 허무를 깨달았고, 출가 사문을 보고는 구원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싯다르타 태자가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사

건으로 불전 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사진 2. 사문유관四門遊觀 중 아픈 사람을 만나는 싯다르타 태자, 간다라(2~3세기), 파키스탄 페샤와르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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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팔상도 가운데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문유관은 네 문에서 일

어난 사건이 한 장면에 표현되고 있다. 간다라 불전미술 중에는 남쪽 문에

서 아픈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남아 있다<사진 2>. 야외에서 벌어지는 장

면임을 나타내기 위해 태자의 뒤쪽으로 나무가 묘사되어 있고, 오른쪽에

는 갈비뼈가 앙상한 아픈 사람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다. 

『수행본기경』의 “하늘 사람이 병든 사람으로 변해 길 곁에 있었다. 몸은 

파리하고 배는 컸다”는 내용처럼, 간다라 불전도 속의 유난히 큰 배와 앙상

한 갈비뼈를 드러낸 아픈 사람의 모습은 경전의 내용과 일치한다. 왼쪽의 

성문을 나서는 태자의 뒤에는 카필라성을 수호하는 여신이 뒤따르고 있다.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궁중생활

싯다르타 태자의 출가 전 궁중생활에 대해서 『본생경』에서는 다음과 같

이 이야기하고 있다. “아버지 정반왕은 아들을 위해 세 철에 알맞은 세 채

의 궁전[삼시전三時殿]을 지었다. 하나는 9층이고 하나는 7층이며 또 하나는 

5층이었다. 그리고 4만의 무희들이 싯다르타 태자를 모시고 있었다. 태자

는 마치 천왕이 천녀들에게 둘러싸인 것처럼 아름답게 장식한 무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남자가 없는 여자들만이 연주하는 음악을 즐기며 철에 

따라 거기에 맞는 궁전에 살고 있었다. 라후라의 어머니인 야소다라는 그 

첫째 부인이었다.”

<사진 3>은 싯다르타 태자의 궁정 생활을 표현한 것인데 간다라 불전미

술 속의 궁중생활은 음악과 춤으로 가득 차 있다. 궁전 안 침상 위에는 싯

다르타 태자가 오른손을 들고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있으며, 옆에는 아내

인 야소다라가 침상 끝에 걸터앉아 있다. 주위에는 태자를 즐겁게 하기 위

해 음악을 연주하거나 춤추는 무희들이 태자로 하여금 세속 생활에 흥미

를 갖게 하려는 듯 흥겨운 분위기를 돋우고 있다. 경전의 내용처럼 남자는 

오직 싯다르타 태자뿐이다. 음악을 연주하는 여인들은 북, 하프, 탬버린 

같은 악기를 들고 있는데 필자가 파키스탄을 방문했을 당시 저녁 식사 후 

관람했던 민속 공연 때 연주하던 악기와 유사하다.

 

수행의 길로 나서는 태자

싯다르타 태자는 어둠의 세계를 버리고 광명의 길로 나섰다. 태자의 신

분을 버리고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것을 출가出家라 하며 부처님이 되기 위

한 첫 걸음이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 남인도 불전미술에서 육신의 탄생보

다 정신적 탄생을 의미하는 출가를 강조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사진 3. 싯다르타 태자의 궁중생활, 간다라(2~3세기), 파키스탄 카라치박물관.



사진 4. 
싯다르타 

태자의 출가, 

간다라(2~3세기), 

로리안 탕가이Loriyan 

Tangai 출토, 

48×48cm, 

콜카타 인도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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싯다르타 태자는 출가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보살의 길로 접어들었다. 

출가부터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룰 때까지의 수행자를 보살이라 부르

는 이유이다. 보살은 마부 찬나와 애마 칸타까를 데리고 성을 넘어 출가의 

길로 나섰다. 이때 천신인 사천왕은 말발굽을 받쳐 소리 나지 않게 했고, 

애마가 소리를 내어 궁중에 알리려 하자 천신들이 소리를 흩트려 모두 허

공으로 돌아가게 했다고 각 경전에서는 전한다. 보살은 말에 올라 성문을 

나가는데 여러 하늘·용·신神·제석·범천·사천왕이 모두 즐거워하며 

인도하고 따르면서 허공을 덮었다고도 한다. 

초기부터 불교도들은 부처님 일대기 가운데 출가 장면을 중요시 여겨 

미술로 남기고 있다. 간다라의 로리안 탕가이에서 출토된 「싯다르타 태자

의 출가」 장면은 먼저 성문을 나오는 보살이 개선·입성·행진하는 로마 

황체처럼 오른손을 든 채 말 위에 앉아 출가를 단행하고 있다<사진 4>. 대

부분의 불교 경전에서는 보살이 출가할 때 말발굽의 소리를 잠재우기 위

해 네 발을 사천왕이 받쳤다고 하지만, 실제로 간다라 불전도에서는 사천

왕 대신 두 명의 약샤Yaksha가 애마의 발을 받치고 있다. 마부 찬나는 햇

빛 가리개인 일산을 들고 보살의 뒤를 따르고 있으며, 마부 위에는 보살의 

호위 임무를 맡은 금강역사가 두 손으로 몽둥이 형태의 금강저를 들고 호

위하고 있다. 이제 정각을 향한 위대한 출발이 시작되었다. 새해를 맞아 눈

부신 해가 떠오른 것처럼.  

유근자   「간다라 불전도상佛傳圖像의 연구」로 문학박사학위 취득,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겸임교수, 강원

도 문화재전문위원. 저서에 『조선시대 불상의 복장 기록 연구』, 공동 저서로 『치유하는 붓다』·『간다

라에서 만난 부처』 등이 있다. 

“번역은 반역이다.” 번역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유명한 경구입니다. 명

쾌하면서도 강렬한 문장입니다. 그 뜻을 헤아리기 위한 ‘이해’라는 ‘머릿속

의 번역’은 필요치 않습니다. 

뛰어난 번역은 위대한 반역의 소산입니다. 당연히 그 배후에는 신중하

고도 현명한 반역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문화의 이동과 확산

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번역이 반역이라면, 그 반역은 불가피합니다. 위

험한 만큼 매혹적입니다. 

동북아시아 불교 역사에도 ‘역경 삼장譯經三藏’이라 불린 위대한 반역자

가 있었습니다. 이들에 의해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로 기록된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문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면 한국의 역사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삼장법사들은 완전한 번역의 근원적 불가능성을 꿰

뚫어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역경가인 현장(玄奘. 600~664, 당나라) 스님은 5

종불번五種不飜이라 하여, 다섯 가지의 경우는 번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한 가지만 보자면, 반야般若를 ‘지혜’로 번역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경박하여 높고 귀한 의미를 훼손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반

야般若’는 산스크리트어 Prajñā를 소리대로 옮긴 것입니다. 불자들에게 너

무나도 익숙하고 정겹고 고귀한 말인 ‘보살菩薩’, ‘열반涅槃’도 그렇게 하여 

태어났습니다. 한 글자에 신명을 다한 역경 삼장들의 안목 덕분입니다.

나를 위한 「예불문」

윤제학 | 작가·자유기고가 

천천히 음미하는 부처님 말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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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경전이 전해졌을 때 역경의 중요성은 대두되

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한자를 썼으니까요. 이후 15세기에 들어서 비로

소 ‘우리말’ 불경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언해 불전’이 그것입니다. 물론 

한문과 우리말의 문법이 다를 뿐 아니라 사대부에 의해 번역이 이루어지

면서 원전을 잘못 이해한 오류가 있기는 하지만 노력 자체는 높이 사야 할 

것입니다. 

1,600여 년 한국불교 역사에서 한문 경전의 우리말 번역은 현대에 들어

서 시작됐습니다. 백용성 스님이 1900년대 초에 국한문 혼용체의 불경 번

역 이후, 한글 전용 우리말 경전은 1964년부터 동국역경원에서 『한글대장

경』을 펴내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운허 스님의 원력과 그것을 이어받

아 2000년에 완간하기까지 월운 스님을 중심으로 많은 번역가들이 공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 우리말 경전의 우리말 다움에 대한 문

제는 또 다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 불자들에게 경전은 이질적인 두 가지 방식으로 수용됩니다. 독송

은 한문으로 하고, 우리말로 번역된 경전은 (눈으로) 읽습니다. 제대로 이해

하기 위해서는 해설서에 의지해야 합니다. 한글로 번역된 경전의 상당수

는 표기만 한글일 뿐입니다. 마땅히 우리말 경전이라면 한문 원전 없이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문장이 우리 말로서 완전할 뿐 아니라 

소리 내어 읽어도 좋을 가락까지 갖추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물

론 이런 경전이 드문 것은 번역자들의 게으름 탓만은 아닙니다. 우리말의 

대부분이 한자어이고, 고도의 개념어를 쉽게 풀어 쓰는 데도 한계가 있습

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일도 아닙니다. 가령 ‘아라한’을 

일컫는 ‘무학無學’이라는 멋진 말을, ‘배운 것이 없는(이)’ 식으로 풀어 쓴다

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어느 수준까지가 우리 말 다운 

경전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독송을 위한 경전의 경우는 한 글자 한 글자를 화두 삼아 씨름해야 할 

것입니다. ‘독송용 우리말 경전’으로 가장 앞선 이력을 가진 조계종 표준 

『반야심경』의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없어지지도 않으며, 더럽

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문장 차원에서는 문제 삼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 인용문의 ‘법法’은 

삼법인의 하나인 ‘제법무아諸法無我’의 ‘법’과 같은 것으로, 부처님의 ‘가르

침’이나 연기의 도리와 같은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의미합니다. 과연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할

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물론 위 번역문의 ‘법’도 ‘존재’라는 의

미를 포괄하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독

송용 경전이라면 마땅히 ‘해석’이라는 두뇌의 ‘번역’ 과정 없이 곧장 마음

으로 다가가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할 말이 더 있지만 지면 관계상 이쯤 하겠습

니다.)

머릿속에서 번역하지 않아도 되는 「예불문」

지금은 고인인 제 어머니는 생전에 『천수경』 독송을 큰 즐거움으로 삼았

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드는 한 가지 의문은 어머니께서 과연 경의 내용까

지 즐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살아 계실 때는 차마 여쭈어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기는 마찬가지 형편이었고 한편으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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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아잔타 석굴의 바깥 모습.



34 35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어머니에게 『천수경』은 의지처

였습니다. 독경은 기도였고 수행이었으며, 치매 예방 훈련이었습니다. 생

각은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그 뜻이 

마음에 와 닿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몇년 전부터 새해가 밝을 때마다 저와 제 아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마주보며 108배를 하는 것인데 한 달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그

래서 이번에는 「예불문」을 제 나름대로 우리말로 옮겨 봤습니다. 그것을 읽

으면 108배를 지속하는 힘이 생길까 하는 기대를 한 것입니다. 오로지 저

와 제 아내 두 사람만을 위한 것이지만 한 번 옮겨 보겠습니다. 다들 나름

의 「예불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지계持戒의 향,

선정禪定의 향,

지혜智慧의 향, 

해탈解脫의 향,

해탈지견解脫知見의 향이여,

법신法身의 향香이여.

구름 제단 위 가득한 빛

부처님의 진리로 충만한 우주를 비춥니다.

온 세상의 무량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 지키고 펼치는 스님들께

신명을 다하여 공양 올립니다. 

제 마음속

계향·정향·혜향·해탈향·해탈지견향을 사르옵니다.

옴 바라 도비야 훔.

옴 바라 도비야 훔.

옴 바라 도비야 훔.

삼계의 스승이시고

온 생명의 자애로운 어버이시며,

저희들의 참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하며

신명을 다하여 절 올립니다. 

온 세상의 과거 현재 미래와

인드라망처럼 연결된 땅과 바다에

언제나 머물고 계시는 모든 부처님께 귀의하며

신명을 다하여 절 올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며

신명을 다하여 절 올립니다. 

뛰어난 지혜의 문수사리보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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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덕행의 보현보살님

더없는 자비의 관세음보살님

위대한 원력의 지장보살님께 귀의하며

신명을 다하여 절 올립니다. 

부처님 살아 계실 때

영취산에서 법을 설하시고

영원히 이어가기를 부촉하셨습니다. 

10대 제자, 16 아라한, 500 아라한, 홀로 깨달은 아라한에서 

부터 1200 아라한까지

한없는 자비로 부처님의 법을 전한 모든 성인들께 귀의하며

신명을 다하여 절 올립니다. 

인도에서 밝혀져 동쪽으로 전해온 불법의 등불이 

지금 여기 제 앞에서 찬연합니다.

그 빛 밝혀 오신 조사 스님들과 

헤아릴 길 없는 선지식께 귀의하며

신명을 다하여 절 올립니다. 

온 세상의 과거 현재 미래와

인드라망처럼 연결된 땅과 바다의 온 생명과 

언제나 함께하시는 스님들께 귀의하며

신명을 다하여 절 올립니다. 

애오라지 바라옵니다.

삼보의 큰 자비 다함 없기를

머리 조아려 비옵나니

저희들의 정례를 받으시고

온 세상에 부처님의 자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서

온 생명 더불어 성불하게 해 주시옵소서. 

戒香 定香 慧香 解脫香 解脫知見香

光明雲臺 周邊法界 供養 十方無量佛法僧

獻香眞言

옴 바라 도비야 훔 

옴 바라 도비야 훔 

옴 바라 도비야 훔

至心歸命禮 三界道士 四生慈父 是我本師 釋迦牟尼佛

至心歸命禮 十方三世 帝網刹海 常住一切 佛陀耶衆

至心歸命禮 十方三世 帝網刹海 常住一切 達摩耶衆

至心歸命禮 大智文殊 舍利菩薩 大行普賢菩薩 大悲觀世音菩薩 

大願本尊地藏菩薩摩阿薩

至心歸命禮 靈山當時 受佛付囑 十大弟子十六聖 五百盛獨修聖

乃至 千二百諸大阿羅漢 無量慈悲聖衆

至心歸命禮 西乾東震 及我海東 歷代傳燈 諸大祖師 天下宗師 一

切美塵數 諸大善知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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至心歸命禮 十方三世 帝網刹海 常住一切 僧家耶衆

唯願 無盡三寶 大慈大悲 受我頂禮 冥熏加被力 願共法界諸衆生 

自他一時 成佛道

「예불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설이 유통되므로 여기에 하나 더 보탤 생

각은 없습니다. 대신 ‘오분향’의 의의에 대한 혜능 스님의 법문을 옮겨 보

겠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군더더기가 될 것 같습니다.  

대사께서 광주廣州, 소주韶州 이렇게 두 군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학자와 

사람들이 법을 들으려 산중에 모인 것을 보시고, 자리에 오르시어 대중에

게 말씀하셨다. 

“잘 왔노라, 선지식들이여. 법을 구하려는 이 일은 모름지기 자

성 가운데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니, 언제 어느 때나 순간순간 

그 마음을 깨끗이 하여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면 자기의 법신

을 볼 것이다. 자기 마음의 부처를 보아 스스로 제도하고 스스

로 경계하면 이곳에 올 일이 없었겠지만, 이미 먼 곳으로부터 

와서 모인 것도 인연이니 이제 저마다 끓어 않으라. 먼저 자성

의 오분법신향을 전하고 다음에 무상 참회를 주리라.”

대중이 무릎을 꿇고 앉으니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첫째는 계향이니, 자기 마음 가운데 거짓과 악이 없고, 시기하지 않고, 

탐욕과 성내는 마음이 없으며, 빼앗고 해칠 마음이 없는 것을 이름하여 계

향이라 한다. 

둘째는 정향이니, 선악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도 마음이 어

지럽지 않은 것을 이름하여 정향이라 한다. 

셋째는 혜향이니, 마음에 걸림이 없어 언제나 지혜로써 자기 성품을 비

추어 본다. 어떤 악도 짓지 아니하고 많은 선을 닦지만 마음에 두지 아니

한다. 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거두며, 외롭고 가난한 이를 불쌍히 여

기는 이런 것들을 이름하여 혜향이라 한다.

넷째는 해탈향이니, 마음이 바깥 대상에 끄달리는 바가 없어 선도 생

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아니하여 자재무애하니 이름하여 해탈향이라 

한다.

다섯째는 해탈지견향이니, 마음은 이미 선악에 얽매이는 바가 없더라도 

공에 침잠하거나 고요함에 머무르지 않고, 널리 배우고 많이 듣기를 마땅

히 하여 자기 본래 마음을 투철히 알아 모든 부처님의 진리에 통달하고, 세

속에 살면서 나도 없고 남도 없는 깨달음에 이르러 참된 성품이 바뀌지 않

는 것을 이름하여 해탈지견향이라 한다. 

선지식들이여, 이 향은 저마다 내면의 향이니 밖에서 찾지 말지니라. 

『육조단경』 「전향참회傳香懺悔 제5」 가운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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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담백淡白한 맛을 자랑하는 한국 불교계와 불교학계에 그나마 ‘학

술적學術的 담론談論’이 끊이지 않고 산출되는 분야 가운데 한 곳이 선종사

와 선학사상 파트다. 적지 않은 학자들이 강단講壇에서 간간이 논문과 저

서를 발표하거나 펴내고 있고, 매년 동안거·하안거 때마다 수천 명에 달

하는 선객禪客들이 선원 문지방을 오르내리며 화두話頭와 씨름하고 있기에 

대단히 풍성하게 보인다. 

그런데 한 걸음만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

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강단이나 선원에서 거양擧揚되

는 주요 화제話題는 당나라의 혜능·마조·임제·운문·조주, 송나라

의 원오·대혜와 관련된 정도에 불과하다. 남종선과 화두선에 변재辯

才와 화력話力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선학사상 전개에 영향을 

끼친 중국선학사상의 발전 과정에 역경譯經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위진

남북조 시대의 중국불학이 선사상 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선의 사상적 토대는 어떤 것인지, 이른바 소승선과 대승선의 차이는 무

엇인지, 북종선과 남종선은 사상적으로 정말 완전히 다른 것인지, 선이 

추구하는 것이 과연 대승불교의 실천방향과 일치하는지 등은 논의의 대

상에 대개 오르지 못한다. 논의하는 화제話題가 상당히 좁은 것이다.

사실 선禪사상의 전개는 불교사상의 발전에 좌우되어 왔다. 선이 불교

초기 선종과 북종선 연구서

 화중우火中牛 | 불교학자·자유기고가

문자와 책의 향기 4 

사상의 발전을 주도해 온 것

이 아니다. 초기·부파불교

에서 대승으로 넘어가듯이 

선의 사상도 그렇게 변해왔

다. 당연한 말이지만 대승

불교도 하루 아침에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불교

사상의 발전 도상途上에 조

금씩 모습을 드러내며 체

형體形을 키우고 가다듬은 

것이 대승大乘이다. 부파불

교의 거두들이 사력思力을 

모아 펴낸 『아비달마대비바

사론』 같은 논서가 없었다

면 『대지도론』이나 『유가사

지론』 같은 희대의 사상思想·수행修行 논서論書들은  출현하기가 아마도 많

이 힘들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제법실상諸法實相·제법성공諸法性空을 관

조觀照하는 대승선법이 처음부터 등장한 것은 아니다. 개인과 개인의 문제

를 주요하게 관찰하던 초기·부파불교 시기의 수행법이 불교사상의 발전

에 발걸음을 맞춰 등장한 것이 대승의 선법禪法이라 할 수 있다. 

초기·부파의 불교도들은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비교적 중시했다. 그

들이 선정禪定·선관禪觀에 들어 주로 관찰한 대상이나 관조한 교리敎理는 

고·집·멸·도의 사제四諦와 무상無常·고苦·무아無我였다. 즉 삶과 죽음

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괴로움의 바다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운주사가 펴낸 초기 선종 관련 책. 

왼쪽부터 『능가사자기』, 『달마선』, 

『선과 깨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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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점적으로 탐구했다. 한

역漢譯된 경전들을 내용적으로 

조망해보면 이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중국역경사의 서막을 장식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안세고다. 

그가 168∼172년에 번역한 중

요한 경전 가운데 하나가 『안반

수의경安般守意經』이다. ‘안반安

般을 통해 마음을 지키는 것’임

을 제목에서 알 수 있다. 문제는 

안반이다. 범어 ānāpāna를 음

역한 것이 안반이다. “안安은 들

이쉬는 숨, 반般은 내쉬는 숨, 

숨을 생각해 끊이지 않기에 안

반이라 한다. 수守의 의미는 집중[止. 삼매]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1)라고 

『안반수의경』은 설명한다. 반면 축법호가 번역한 『수행도지경修行道持經』은 

“무엇이 숨을 헤아리는 것인가? 무엇이 안安인가? 무엇이 반般인가? 내쉬

는 숨을 안, 들이쉬는 숨을 반이라 한다. 내쉬는 숨과 들이쉬는 숨을 헤아

려 다른 생각을 없도록 한다. 이것을 내쉬는 숨과 들이쉬는 숨을 헤아리는 

1)   “安名為入息, 般名為出息, 念息不離, 是名為安般. 守意者, 欲得止意.” T15-p165a.

민족사에서 번역 출간된 미국학자 존 매크래의 

『북종과 초기 선불교의 형성』.

것이라 한다.”2)며 내쉬는 숨을 

안, 들이쉬는 숨을 반이라고 다

르게 설명해 놓았다. 아무튼 숨

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안반

이다. 소위 소승선법小乘禪法 가

운데 유명한 수식관數息觀을 통

해 번뇌를 끊고 해탈 경계에 도

달하는 수행법을 설명한 경전

이 『안반수의경』이다. 

축법호가 번역한 『수행도지

경』도 실은 선법과 관련된 주요

한 경전 가운데 한 권이다. 오

음(색·수·상·행·식)·십이인

연을 관찰하는 법, 사대(지·

수·화·풍)와 육대(지·수·화·

풍·공空·식識)를 관상觀想하는 법, 수식관, 부정관, 사제관四諦觀, 37도품, 

사선四禪, 수행 과위果位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기에 그렇다. 무상·고·무

아을 인식해 ‘네 가지 전도된 집착(상·락·아·정)’을 끊는 것에 강조점을 두

고 있다. 

구마라집(344~413)이 한역한 『좌선삼매경坐禪三昧經』 역시 ‘오문선五門禪’

2)   “何謂數息? 何謂為安? 何謂為般? 出息為安, 入息為般, 隨息出入而無他念, 是謂數息出入.” T15-
p215c/216a.

중국 학자가 펴낸 

『선종북종연구禪宗北宗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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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세하게 논술한 선경禪經이다. 탐욕과 음욕이 강한 사람이 닦으면 도

움 되는 부정관不淨觀, 화 잘 내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비관慈悲觀, 지혜가 부

족한 사람이 수행하면 좋은 인연관因緣觀·연기관, 잡념이 많은 이에게 필

요한 수식관數息觀, ‘여러 종류의 번뇌’3)와 죄악에 시달리는 사람이 닦으면 

효과 있는 염불관念佛觀4) 등 다섯 가지가 오문선이다. 『좌선삼매경』 후반부

에 대승선법에 속하는 ‘제법실상을 관觀하는 법’도 소개하고 있지만, 오문

선 설명에 무게가 실려 있다. 역시 구마라집이 한문으로 번역한 『선법요해

경禪法要解經』·『선비요법경禪秘要法經』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네팔 출신의 불타발타라(359∼429)가 옮긴 『달마다라선경達摩多羅禪經』도 

부정관, 계분별관, 사념처四念處5), 사무량四無量6), 오음五陰을 관찰해 무

상·고·무아를 체득하는 것, 사제를 관상하는 것 등에 대해 논술하고 있

다. 이들 경전들의 내용에 성공性空[본성상 공함]을 이야기하는 반야사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인생의 무상·고·무아를 관조해 번

뇌를 끊는 것이 중심적인 가르침이다.

반면, 안세고와 함께 중국역경사의 초반에 큰 역할을 한 지루가참(지참)

이 옮긴 『반주삼매경』과 『관무량수경』 등은 대승선법을 설명한 경전에 포

함된다. 대승선법의 주요한 특색이 공성空性이나 불佛을 관觀하는 것인데, 

3)   이를 한문으로 ‘다등분多等分’이라고 표현한다.

4)   북량의 담무참이 한역한 『보살지지경菩薩地持經』에는 부정관, 자비관, 연기관, 계분별관界分別觀(계차별관

界差別觀), 수식관을 오문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계불변관은 지·수·화·풍·공空·식識의 육대를 
관상觀想하는 수행법이다.

5)   사념주四念住라고도 한다. 신身은 더럽고, 수受는 고통이며, 심心은 무상하며, 법法은 무아라고 관하며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사범주四梵住라고도 한다. 자비를 주는 것에 한이 없는 자무량慈無量,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데 한이 없
는 비무량悲無量, 중생에게 즐거움이 있는 것을 시샘하지 않는 희무량喜無量, 차별의 상을 버리고 평등
하게 이롭게 하는 것에 한이 없는 사무량捨無量 등을 말한다.

이들 경전은 모두 붓다를 관

상觀想하기 때문이다. 반주般

舟는 범어 ptatyutpanna의 

음역이다. ‘붓다가 서다[불립佛

立]’ 혹은 ‘붓다가 바로 앞에 나

타나다[불현전佛現前]’는 의미다. 

만약 반주삼매에 들면 바로 눈

앞에 ‘여러 붓다가 서 있는 것’

을 볼 수 있으며, 그래서 가르

침을 받고, 신속하게 최고의 

지혜를 증득하게 된다고 경전

은 설명하고 있다. 특히 아미

타불을 관상하는 관법觀法을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다. 『관

무량수경』은 설명하지 않아도 

제목에서 내용을 알 수 있다.

대승선법의 특색을 무엇보다 잘 설명하고 있는 경전은 『유마경』인데, 

「제자품」에 나오는 좌선을 설명하는 단락은 압권이다. “사리불이시여! 이

렇게 앉아 있는 것이 반드시 좌선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의 작

용이 삼계三界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좌선입니다. 멸진정滅盡定을 일으키지 

않고도 온갖 위의威儀(행·주·좌·와)를 나타내는 것이 좌선입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버리지 않고도 세속의 일상생활을 드러내는 것이 좌선입니다. 마

음을 안으로 집중하지도 않고 밖으로 분산시키지도 않는 것이 좌선입니다.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해 옳으니 그르니 분별하지 않고 37도 품을 수행하는 

혜원 스님의 저서 『북종선』. 

운주사에서 출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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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좌선입니다.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드는 것이 좌선입

니다. 만약 이같이 앉을 수 있

다면 붓다도 인정할 것입니

다.”7) 

결국 대승선법은 대승불교

가 강조하는 사상·교의敎義 즉 

제법성공諸法性空이나·제법실

상諸法實相·중도불이中道不

二를 관조하거나 혹은 선정과 

좌선을 새롭게 해석해 실천하

는 수행법이라 할 수 있다. ‘뱀

의 발’을 붙이면, 사제四諦를 중

심으로 생사고해에서 벗어나 

해탈을 추구하던 초기·부파불

교 시기의 교의敎義는 반야계 경전의 출현과 함께 ‘우주와 존재의 본체本體 

문제’로 관심의 방향이 전환된다. 제법성공·제법실상을 수행과 관찰의 중

심 주제로 삼았다. 성공性空·중도中道·불이不二사상이 주된 중심어가 됐

으며,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며, 보살과 불佛은 현실세계의 중생들을 

구제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것이 보다 강조되기 시작했다. 

7)   “唯, 舍利弗! 不必是坐, 為宴坐也. 夫宴坐者, 不於三界現身意, 是為宴坐; 不起滅定而現諸威儀, 是為
宴坐; 不捨道法而現凡夫事, 是為宴坐; 心不住內亦不在外, 是為宴坐; 於諸見不動, 而修行三十七品, 
是為宴坐; 不斷煩惱而入涅槃, 是為宴坐. 若能如是坐者, 佛所印可.” T14-p539c.

도서출판 씨·아이·알에서 출간된 

『북종선 법문 – 돈황문헌 역주Ⅱ』.

반야계 경전들 보다 약간 늦

게 출현한 『화엄경』·『대반열

반경』·『승만경』·『능가경』 등

은 심성心性문제를 주요하게 

다루었다. 선관禪觀의 중심이 

마음(불성·진여·여래장·아뢰야

식)이 됐다. 마음으로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것을 통섭統

攝했다. 이 점은 『능가경』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구나발타라

가 한역한 4권본 『능가경』은 전 

경전이 하나의 품品, 즉 ‘일체불

어심품一切佛語心品’밖에 없다. 

특히 『능가경』 권1에 나오는 “

해탈로 인도하는 대승의 여러 

가르침 가운데 여래장자성청점심如來藏自性淸淨心[본유불성本有佛性]을 깨닫게 

하는 법문이 제일 중요하다[大乘諸度門, 諸佛心第一].”는 구절은 이를 단적으

로 보여준다. 

『능가경』이 강조한 ‘이 마음’을 정신적 본체인 ‘심성心性’으로 해석하면 선

종이 그렇게 강조한 ‘불립문자不立文字’는 어렵지 않게 ‘경전적인 근거’를 확

보할 수 있다. ‘마음’은 순수하게 개인적이고 내재적인 체험의 문제이지, 

문자나 언어로 해석되고 전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

을 본인이 직접 마셔봐야 뜨거운지 차가운지 혹은 어떤 맛인지를 확실하

게 알 수 있지, 물을 마셔본 다른 사람에게 물맛이 어떠한지를 물어봐야 

도서출판 씨·아이·알에서 출판된  

『하택신회 선사 어록 – 돈황문헌 역주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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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직접 마셔보면 알 수 있

다.”는 지극히 당연한 대답만 

돌아오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중국 위진남북조 시

대를 풍미한 『대승기신론』은 반

야계 경전들이 중시한 ‘우주와 

존재의 본체 문제’와 여래장계 

경전들이 강조한 ‘심성 문제’를 

심心에 종합·융합해 편찬한 

책이라 할 수도 있다. ‘세간과 

출세간의 본체本體’를 모든 중

생들이 가지고 있는 ‘일심一心’

에 통합해 귀속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일체 중

생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

다.”(『대반열반경』 권제7 「여래성품」)는 구절의 ‘불성’을 『대승기신론』이 ‘중생심’

으로 바뀌어 설명한 데서 이 점은 두드러진다. 이 일심一心은 ‘이문二門’에

서 고찰된다. 본체로서의 마음은 깨끗하고 움직이지 않는 심진여문心眞如

門에, 오염되고 번뇌에 쌓인 마음은 심생멸문心生滅門에 각각 해당된다. ‘같

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불일불이不一不異]’ 이 둘[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이 ‘우주

의 본체’가 된다. 진여는 일심의 체體가 되고, 생멸은 일심의 용用이 되는 

것이다. 이 둘은 ‘서로 떨어지지 않는[불상리不相離]’ 관계다. 

『대승기신론』의 이 결론에 따르면 ‘일체 중생의 마음’은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것을 가진 존재이자, 모든 것을 파생派生시킬 수 있는 존재다. ‘다른 

박건주 씨의 저서

『중국 초기 선종 능가선법 연구』.

사람’이나 ‘다른 신’이나 ‘다른 그 무엇’에 의지하거나 그들에게서 진리를 구

할 필요가 없다. ‘부처[불佛]’도 이 마음에 있고, ‘정토[淨土]’도 이 마음에 있

고, ‘지혜[지智]’도 이 마음에 있고, ‘이치[리理]’도 이 마음에 있다. 그래서 자

신의 마음을 정확히 컨트롤하고 체득하는 것이 바로 ‘초범입성超凡入聖의 

방법’이자 ‘해탈’이 된다. 달마 이래 중국 선학사상이 걸어온 길은 『대승기

신론』이 제시한 바로 이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1] “  무릇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은 많겠지만 요약하면 두 가지를 벗어나

지 않는다. 하나는 ‘이치로 들어가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실천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치로 깨달음에 들어가는 것은 경전에 의거해 

핵심을 아는 것이다. 모든 생명 즉 범부나 성인은 모두 같은 진실한 

본성을 갖고 있는데 다만 밖에서 온 번뇌와 망상에 덮여 그 본질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번뇌와 망상을 떨쳐버리고 진실한 본성에 돌아가, 마음을 응집시켜 

벽처럼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자기나 타인 그리고 범부나 성인

이 본성적으로는 동일하며, (마음을) 굳게 평등한 상태로 유지해 움

직임이 없고, 말에 의한 가르침을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면 근본 이

치와 완전히 계합해 차별이나 분별도 없이 고요하고 함이 없는 상

태가 된다. 이를 이치로 깨달음에 들어가는 것이라 한다.”8)(달마의 

『이입사행론』) 

8)   “夫入道多途, 要而言之, 不出二種: 一是理入, 二是行入. 理入者, 謂藉教悟宗, 深信含生同一真性, 俱

為客塵妄想所覆, 不能顯了. 若也捨妄歸真, 凝住壁觀, 無自無他凡聖等一, 堅住不移, 更不隨於文教, 
此即與理冥符, 無有分別, 寂然無為, 名之理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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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청신사·청신녀들이여! 일행삼매에 들고자 하는가? 마땅히 한적하

고 고요한 곳을 찾아 여러 혼란스런 생각을 버리고 모양이나 모습도 

취하지 말고, 마음을 한 분의 부처님께 연결해 일심으로 그 분의 명

호를 외워라. 부처님이 계신 곳을 향해 몸을 바르게 세우고 한 분의 

부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거나 명호를 외우면 그 가운데 과거·현

재·미래의 부처님들을 볼 수 있다. 왜 그러한가? 한 분의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는 공덕은 한량이 없고, 여러 많은 부처님들의 명호를 

외우는 공덕과 다르지 않아 (공덕을) 가히 헤아릴 수 없다. (일행삼매

는) 불법과 동등하고 차별이 없어 하나의 수레를 타고 최상의 깨달

음을 이루고, 무량한 공덕과 말재주를 구비하게 해준다. 이처럼 일

행삼매에 들면 갠지즈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법계와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무릇 몸 안의 작은 마음을 알면 발

을 들고 발을 내리는 것이 항상 도량 안에 있는 것이 되고, 일체의 

움직임이 바로 깨달음이 된다.”9)(도신의 『입도안심요방편법문』)

[3] “  무릇 수행의 근본은 이 몸이 본래 청정하고, 태어남도 사라짐도 없

고, 분별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것이다. (무엇보다) 원만하고 깨

끗한 마음이 자성임을 확신하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이것이 바로 근

9)   “善男子、善女人, 欲入一行三昧, 應處空閑, 捨諸亂意, 不取相貌, 繫心一佛, 專稱名字, 隨佛方所, 端身
正向, 能於一佛念念相續, 即是念中, 能見過去未來現在諸佛. 何以故? 念一佛功德無量無邊, 亦與無量

諸佛功德無二、不思議. 佛法等無分別, 皆乘一如成最正覺, 悉具無量功德, 無量辨才. 如是入一行三昧
者, 盡知恒沙諸佛法界, 無差別相. 夫身心方寸, 舉足下足, 常在道場; 施為舉動, 皆是菩提.”

본적인 스승임을 

알면 시방제불의 

명호를 염송하는 

것보다 낫다.”10) 

(홍인의 『수심요론』)

[4] “  가르침과 수행의 

근본을 알고자 한

다면 무엇보다 마

음을 잘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것

이 바로 열반의 

근본이며, 깨달음

에 들어가는 요긴

한 문이며, 십이

부경의 핵심이며, 삼세제불의 원조에 해당된다.”11)(홍인의 『수심요론』)

[5] “  마음은 모든 존재의 근본이다. 일체의 모든 존재가 마음에서 생겨

난다. 마음을 제대로 알면 모든 행이 구비된다.”12)(『관심론』)

10)   “夫修道之體, 自識當身本來淸淨, 不生不滅, 無有分別, 自性圓滿淸淨之心. 此見本師, 乃勝念十方諸佛.”

11)   “欲知法要, 守心第一. 此守心者, 乃是涅槃之根本, 入道之要文, 十二部經之宗, 三世諸佛之祖.”

12)   “心者, 萬法之根本也. 一切諸法, 唯心所生, 若能了心, 萬行具備.”

양기봉 씨가 번역하고 김영사에서 출판된 『달마

어록』, 『초기 선종사Ⅱ-역대법보기』, 『초기 선종

사Ⅰ-능가사자기·전법보기』(왼쪽부터). 일본학

자 야나기다 세이잔의 저작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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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삼계의 업보業報는 오직 마

음에서 생겨난다. 만약 마

음을 제대로 알면 삼계 안에

서 삼계를 벗어난다. 악업

은 자기의 마음에서 생긴

다. 다만 마음을 모을 수 있

으면 모든 삿된 악들을 떨칠 

수 있다. 삼계와 육도에서 

윤회하는 괴로움도 자연스

레 소멸된다. 번뇌가 완전

히 사라진 이것을 일러 해탈

이라 한다.”13)(『관심론』)

아무튼, 남종선과 간화선의 시

각으로만 모든 것을 보는 시각에

서 탈피해 보다 폭넓게 선禪을 조망眺望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굳이 남종

선과 간화선 중심에서 맴맴 돌 이유가 있을까? 다행히 근년에 초기선종사

와 북종선을 연구한 책들이 다수 출판되었다. 남종선과 간화선 중심의 시

각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게 선사상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이들 책들을 읽

어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다. 

13)   “三界業報, 唯心所生. 若能了心, 於三界中則出三界. 惡業由自心生, 但能攝心, 離諸邪惡, 三界六趣
輪回之苦, 自然消滅. 能盡諸苦, 則名解脫.”

2015년 중국에서 번역 출판된 미국 학자 

존 매크래의 『북종과 초기 선불교의 형성』.

운주사에서 출판된 책들이 두드러진다. 능가사들의 역사를 기록한 『능

가사자기』(박건주 역주譯註. 2001), 우두법융의 「절관론絶觀論」 등 초기 선종 문

헌들을 번역한 『선과 깨달음』(박건주 역해譯解. 2004), 초기 선종의 사상을 연

구한 『중국 초기 선종 능가선법 연구』(박건주 지음. 2007), 『달마선』(박건주 지

음. 2006) 등이 그 책들이다. 도서출판 씨·아이·알에서 나온 『하택신회선

사 어록-돈황문헌 역주Ⅰ』(박건주 역주譯註. 2009)과 『북종선 법문-돈황문헌 

역주Ⅱ』(박건주 역주. 2009) 등도 주목된다. 

북종선과 관련해서는 연구서들이 다수 출판되었는데 혜원 스님의 『북종

선』(운주사. 2008), 미국학자 존 매크래(1947~2011)의 책을 번역한 『북종과 초

기 선불교의 형성』(김종명 옮김. 민족사. 2018)을 읽을 필요가 있다. 존 매크래

의 이 책은 2015년 상해고적출판사에서 중국어로도 번역·출판됐다. 무엇

보다 최근 중국에서 출간된 『선종북종연구禪宗北宗硏究』(韓傳强 지음. 北京:宗

敎文化出版社. 2013)는 북종선 연구 분야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

해도 좋을 듯하다.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모든 자료들을 섭렵해 북종선법

의 맥락, 북종선법의 변화·흐름 등 여러 방면을 빠짐없이 연구해 놓았다

는 점에서 그렇다. 번역·출판된 지 오래된 일본학자 야나기다 세이잔의 

『초기선종사Ⅰ-능가사지기·전법보기』(양기봉 옮김. 김영사. 1990)·『초기선

종사Ⅱ-역대법보기』(양기봉 옮김. 김영사. 1991)·『달마어록』(양기봉 옮김. 김영

사. 1993) 등도 여전히 읽을 가치가 충분한 책들이다.  



생활과 여유

철을 다듬어 금을 만들다
[点鐵成金]

생활이 곧 수행입니다. 일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진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정원의 매화나무 가지에 

봄이 피어 있듯이 말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생활에 

집중해 보세요. 순간순간이 바로 금이 됩니다.

1권 선을 묻는 이에게 - 천목중봉 스님의 『산방야화』

2권 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 천목중봉 스님의 『동어서화』

3권 참선 수행자를 죽비로 후려치다 - 박산무이 스님의 『참선경어』

4권 선림의 수행과 리더쉽 - 정선 스님의 『선림보훈』

5권 마음 닦는 요긴한 편지글 - 원오극근 스님의 『원오심요』

알기 쉽게 풀어 쓴 
한글 선어록 발간

선禪을 공부하고자 하는 한글세대를 위해 「한글 선어록」이 발간되었습니다.

참선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길 간절히 바라셨던 성철 스님의 뜻을 이어 제방의 

수행자와 참선을 실수實修하는 재가자들에게 귀중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도서출판 장경각은 「선림고경총서」 37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록을 골라 발행

합니다.

도서출판 장경각  | 02-2198-5372

봉암사 결사 70주년 백일법문 50주년 기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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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봉 화상이 대중에게 수시하기를 “이 우주는 손가락으로 집어보니 좁쌀 

알 만 크기 밖에 안 된다. 그것이 우리 눈앞에 던져져 있는데 범부들은 깜깜 

무소식으로 알지 못한다.” 하곤 북을 치면서 모두 나서서 찾아보도록 했다. 

擧, 雪峰示衆云, 盡大地撮來, 如粟米粒大, 抛向面前, 漆桶不會, 打鼓普請看. 

 (『벽암록』 제5칙)

옹졸해서는 일을 그르치는 게 사람의 일이다. 설봉 화상이 수시하는 내

용은 출가 대장부답게 배포를 갖고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라고 주문하는 것

이다. 우주가 어디 좁쌀만 하겠는가. 오히려 한없이 크고 넓어 그 끝을 알 

수 없는 게 우주다. 하지만  한없이 크고 넓은 우주라고 해도 깨달은 이에

겐 아주 작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 우주는 좁쌀 크기 밖에 안된다”

설봉의존(雪峰義存 822∼903) 화상은 중국 역사의 격변기를 살았던 인물이

다. 삼무일종三武一宗의 법란法亂이라 불리는 무종 회창의 불법사태가 있었

을 때 승복을 벗고 환속하는 출가자들이 속출하였으나 화상은 어떠한 탄

압과 배척에도 굴하지 않고 불조의 혜명을 전하기 위해 산문을 열고 정진

배포 있게 앞장 서 나아가라

김군도 | 자유기고가

화두로 세상 읽기 8

했다. 법란시대에 배포가 없었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배포가 크다’라고 했을 때 그 사전적 의미는 담력과 도량이 크다는 뜻이

다. 담력은 또 겁이 없고 용감한 기운을 말한다. 옛말에 ‘간 떨어지겠다’ 거

나 ‘간이 콩알만 해졌다’ 또 ‘쓸개 빠졌다’, ‘담력이 크다, 작다’ 등은 오장육

부의 기능 중 ‘간과 담’을 빗대어 마음의 상태를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다. 간과 담은 서로 음과 양의 부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기치유학氣治

癒學에서는 결단력과 줏대, 그리고 용기를 나타낸다고 가르치고 있다. 생

리학적으로도 담낭이 허약하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은 무기력해진다. 다

시 말해 의욕이 저하되고 어깨는 늘 처져 있으며 움직이기 싫어하므로 이

런 사람들과는 어떤 일도 함께 도모할 수 없다.  

출가 수행자들로선 이런 모습은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몸이 허약한 사

람은 사시사철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특히 겨울과 여름철을 맞

아 공동 수행이 이루어지는 안거기간에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공부를 제

대로 해내기란 어렵다. 무엇보다 수행에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므로 

다른 수행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선객禪客을 지도하

는 큰스님들은 사시사철 출가 수행자들의 눈이 살아 있도록 항상 경책警

策한다. 

설봉 화상이 이 내용을 수시하던 때가 한창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

고 있지 않았을까 짐작해 본다. 모두들 더운 날씨 탓에 맥이 탁 풀려 수행 

분위기가 허술해지자 용기를 북돋우고 정진 분위기를 다잡고자 이 공안을 

제시했으리란 추측이다. 전쟁터도 아닌데 설봉 화상은 ‘북을 둥둥 울리며 

찾으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왜 설봉 화상은 ‘북을 치며’라고 강조했을까? 

전쟁 상황에서 북소리는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는 역할을 한다. 설봉 화상

은 느슨해진 수행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아니었을까? 



인도 아잔타 석굴 제26굴의 열반상. 

편안하게 잠든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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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신의 침체돼 있는 분위기를 일신하고 배포 있게 앞장 서 나아가라는 

의미였으리라. 배포는 장애를 수습해 나갈 수 있는 자신 있는 심리상태를 

반영한다. 배포 없이 위대한 도전은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다.  

배포는 흔히 말하는 배짱과 다르다. 배짱이 무모하고 계획 없는 도전으

로 일관했을 때 ‘배째라’식의 만용과 포기를 의미한다면 배포는 다시 일어

설 수 있다는 신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치밀한 계획 아래 흐트러지기 쉬

운 방심放心을 단단히 다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선택의 순간에서는 결단할 

수 있는 줏대가 필요하고 주변의 억압과 강제가 개입됐을 땐 이를 물리칠 

용기가 샘솟는 것이 배포다. 

한 때 우리나라 서점가에 돌풍을 일으켰던 『일본전산 이야기』1)라는 책

이 있다. 이 책은 직원 13만 명에 연매출 8조원을 기록하며 전 세계의 이

목을 집중시켰던 주식회사 일본전산이란 회사를 소개하고 있다. 그 중에

서도 나가모리 시게노부 사장의 경영철학과 인재관人材觀은 많은 독자들을 

매료시켰다. 나가모리 사장은 밥을 빨리 먹고 목소리 큰 사람을 우선 채용

했다고 한다. 명문대학 출신도 소용없고 대학 성적 따위는 중요하게 여기

지 않았다. 밥 빨리 먹고 목소리 큰 사람이 나가모리 사장에게는 매우 중

요한 인재로 여겨졌다.

나가모리 사장은 왜 이런 사람을 뽑았을까? 한 마디로 스피드Speed와 배

포를 높이 산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속도전과 어떠한 

1)   저자는 김성호 변화 코칭 전문가. 불황이 무색할 정도로 무한성장하고 있는 ‘일본전산’의 성공 이야기
를 다룬 책으로 2009년 샘앤파커스에서 출간됐다. 일본전산은 1973년 세 평짜리 시골 창고에서 단 

네 명이 시작한 기업이다. 하지만 불과 30년 만에 계열사 140개, 직원 13만 명을 거느린 일본 최고의 
대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위기상황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 배포를 최고의 필요 가치로 받아들인 나

가모리 사장은 이러한 인재 등용으로 3평짜리 창고에서 시작한 회사를 일

본 최고의 대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는 밥 빨리 먹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속도전과 배포에서 최고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여

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선 안될 것이 있다. 밥 빨리 먹고 목소리 큰 사람들

이 무조건 속도전에서 유리하고 배포가 다 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심小心한 사람은 큰 일 이루기 어려워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정말 몸에 익혀야 할 힘은 무엇일까? 더욱이 

요즘처럼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

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세계는 공통적으로 글로벌 인재의 육성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들이 무수히 배출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누구나 공감한다. 그러나 글로벌 인재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에서는 제각각 답이 엇갈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학

실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그것이 가장 필요한 힘은 아니다. 어

학실력만으로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지구촌의 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건 배포다.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주눅 들지 

않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인식을 단련해야만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 1451

∼1506)는 원래 인도를 찾기 위해 항해를 시작했다. 그가 대서양을 가로지

르며 항해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배포였다. 뱃길 낭떠러지에서 죽을 수 있

다는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면 그는 그 먼 항해를 그만 두었을지 모른다. 하

지만 황금과 향신료를 찾아 반드시 인도로 들어가야겠다는 그의 배포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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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자아自我’를 찾는 과정은 배포를 기르는 힘과 직결돼 있다. ‘나는 누구인

가?’라는 화두 하나만으로도 우주에 닿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얘기다. 설

봉 화상이 수시한 법어에 이 오묘한 뜻이 들어 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

면 우주의 조화造化 역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게 된다. 따라서 설봉 화상

은 정진에 정진을 거듭할 것을 수행자들에게 권면勸勉하고 있는 것이다.  

 심약心弱하고 소심小心한 사람은 큰 일을 이루기 어렵다. 싯다르타는 왕

궁에서 탈출한 첫날 칠흑같이 어두운 숲으로 들어갔다. 독충과 맹수가 있

을 어둠의 숲에서 사색의 밤을 지새웠다. 궁궐의 휘황찬란한 빛의 세계에

서 목숨을 위협하는 캄캄한 어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보통 배

포로선 불가능하다. 이러한 배포가 있었기에 싯다르타는 마침내 무상정등

각無上正等覺을 성취했다. 그리하여 여래如來의 지위에 선 부처님은 제자들

에게도 두려움이 없는 삶을 강조하셨다. 두려움이 없는 삶이란 주저하거

나 낙오하지 않는 삶을 말한다. 두려움이 없으므로 후퇴하는 일 또한 없다. 

불퇴전不退轉의 삶인 것이다. 

글로벌 시대 글로벌 인재는 이렇듯 배포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먼저 

뚜벅뚜벅 앞장 서 걸으면 많은 이들이 그의 뒤를 따라 우르르 몰릴 것이다. 

법란 시대에도 불구하고 설봉 화상의 산문山門에 언제나 1천 5백여 명 이

상이 운집했듯이 사람들은 두려움 없는 인물을 좇는다. 북을 두들겨 진군

하자. 배포 큰 삶으로 나아가자. 부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삶을 살

라고 가르치셨다. 

김군도   자유기고가. 선시 읽는 법을 소개한 『마음의 밭에 달빛을 채우다』를 펴내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오도송에 나타난 네 가지 특징」·「호국불교의 반성적 고찰」 등의 논문이 있다.

인도의 모든 종교 성전은 기본적으로 암송용으로 저작된 것입니다.  

파탄잘리가 지은 요가의 성전인 『요가 수트라yoga-sūtra』의 한 게송은 대

략적으로 모음이 3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인도인이 엄격하게 

운율을 지킨 이유는 암송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

도는 암송문화가 발전하였는데, 지금도 힌두교 지도자들은 힌두교 성전

인 『우파니샤드』·『바가바드기타』 등을 대부분 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도인은 모든 성전을 문자로 기록하지 않고 왜 암송했을까? 

고대 인도인은 성인의 가르침을 문자로 기록하면 ‘성스러운 것이 천박하게 

되거나 신비로운 힘이 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불교도 그 전통을 그대로 계승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수세기 동안 

제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암송되어 전해졌습니다.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

면 사자상전師資相傳 또는 사자상승師資相承이라고 합니다. 사자상전師資相

傳에서 사師는 스승, 자資는 제자, 상相은 서로, 전傳은 전하다, 즉 ‘스승과 

제자가 서로 이어 받아 전한다’는 뜻이며, 사자상승이란 ‘스승과 제자가 

서로 이어간다(承)’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진리[법]의 가르침을 스승으로부

터 제자가 이어 받아 또한 그 제자가 그의 제자에게 전해주는 방식이었습

니다. 

불교에서 암송문화의 전통을 알려주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결집’과 

암송과 『유식삼십송』 … 결집과 여시아문

허암 | 불교학자·유식 

허암 거사와 배우는 유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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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아문’입니다. 불교문헌에 의하면 4차에 걸쳐 결집이 이루어졌다고 하

는데, 제1차 결집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제1차 결집은 부

처님께서 열반하시고 4개월이 지난 뒤 두타제일頭陀第一1) 마하가섭(摩訶[迦

葉, Mahākāśpa) 존자의 주도 아래 500명의 비구들이 왕사성 근처 영취산 칠

엽굴에 모여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경전은 다문제일多聞第一 아난다

(Ānanda, 阿難) 존자가 암송하고, 율장은 지율제일持律第一 우팔리(Upāli, 優波

離) 존자가 암송하여 참석한 장로 비구들의 확인 작업을 거쳐, 부처님의 가

르침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일정한 운율에 따라 외우기

결집結集이란 맺을 결結, 모을 집集의 합성어로 글자적인 의미로는 ‘한 군

데로 모여 뭉침’이라는 뜻이지만,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그 가르침을 자신의 귀로 직접 들은 제자들이, 가르침을 정리하고 보존하

기 위하여 개최한 모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결집이라는 한자말로는 그 의

1)    두타頭陀란 산스크리트어 ‘dhūta’의 음사로 ‘물리치다, 제거하다’는 의미이다. 즉 수행자로서 아주 청
빈한 생활을 실천했다는 뜻이다. 마하가섭의 13두타행이 유명하다. 

   ① 분소의(糞掃衣, 떨어진 옷을 꿰매어 짠 옷)

   ② 세 개의 옷만을 착용할 것
   ③ 항상 탁발하여 음식을 먹을 것
   ④ 매일 탁발할 것
   ⑤ 하루에 한 끼를 먹을 것
   ⑥ 음식의 양을 절제할 것

   ⑦ 오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을 것
   ⑧ 삼림 ⑨ 나무 밑 ⑩ 야외 ⑪ 묘지 등에서 머물 것

   ⑫ 보시 받은 그대로 옷을 입을 것
   ⑬ 언제나 앉아 있으며, 눕지 않을 것

인도 아잔타 석굴 제28굴의 불상. 

설법하는 모습을 묘사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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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결집의 산스크리트어 ‘상기티saṃgīti’를 

분석해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상기티saṃgīti에서 상sam은 ‘함께

with’, 기티gīti란 ‘암송하다, 노래하다’, 즉 ‘함께 암송하다, 함께 노래하다’

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합송合誦이라도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결집이란 부

처님의 가르침을 문자로 기록하여 보존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합창하여 그 

가르침을 전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통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문자화하기 시작한 기원 전후, 약 500년 지속됩니다. 

암송해 전하면 문자보다는 부정확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문자로 기록하는 것보다 암송하여 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지금

은 고인이 되셨지만 명창 박동진 선생님께서 뉴욕의 카네기홀에서 8시간 

동안 서서 「춘향전」을 공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박동진 선생님께서

는 「춘향전」의 한 구절도 틀리지 않고 완창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창’이 

일정한 운율에 따라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들도 일정한 운율에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암송하였기 때문에 가능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암송의 전통과 중요성은 대승불교[유식불교]도 그대로 전승합니다. 

유식불교의 대표적 논서인 『유식삼십송』에서도 그대로 계승되는데, 제1게

송 본문을 살펴보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ātmadharmopacāro hi vividho yaḥ pravartate/vijñānapariṇāme 

'sau pariṇāmaḥ sa ca tridhā//(1abcd)  

由假說我法 種種相轉 彼依識所變 此能變唯三(제1게송)  

우선 산스크리트 본을 보시면 제1게송의 모음이 33개입니다. 이처럼 『유

식삼십송』 각 게송은 각각 모음이 대략 3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식삼십송』은 처음부터 암송용으로 저작된 논서임을 알 수 있습니

다. 『유식삼십송』의 한역본인 현장역도 암송의 전통을 살려서 번역하고 있

습니다. 『유식삼십송』의 한역본을 보면 한 게송이 4구四句로 되어 있고, 하

나의 구句는 다섯 자로 구성되어 있어, 하나의 게송은 20자로 이루어져 있

습니다. 한시漢詩의 형식으로 말하면 오언사구五言四句의 형태를 취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유식삼십송』 한역본은 오언사구의 게송이 30개이고, 한 

게송의 글자는 20자로, 전체가 30 × 20 = 600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처럼 『유식삼십송』과 『유식삼십송』의 한역본에서도 처음부터 운율에 맞추

어 암송용으로 저작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친보살의 또 다른 저작인 

『유식이십론』, 『대승오온론』, 『구사론』 산문 부분 등도 암송하기 편하도록 

운율에 맞추어 암송용으로 편찬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식삼십송』, 『대승오온론』 등을 주석한 안혜보살은 ‘『유가사지

론』과 같은 방대한 분량의 논서들이 있는데, 굳이 짧은 게송으로 『유식삼

십송』, 『유식이십론』, 『대승오온론』 등을 저작하는 이유’에 대해, “일상생활

에서 바쁜 재가자와 수행에 시간을 뺏겨서 유식공부를 제대로 할애할 수 

없는 출가자를 위해서”라고 새로운 암송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들렸습니다”

불교에서 암송 문화의 전통을 알려주는 또 다른 용어는 ‘여시아문如是我

聞’입니다. ‘여시아문’은 산스크리트 에밤 마야 수루탐[evam mayā śrutam]’

의 한역입니다. ‘여시아문’은 보통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또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노라”로 번역합니다. 이 문장은 불교신자라면 누구나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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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경전의 첫 구절에 반드시 등장하는 경문입니

다. 이 말의 뜻은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설하면 그 제자

가 단지 귀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귀로 듣고서 암

기했을 뿐이지 문자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여시아문’도 암송의 전통을 알려주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필자의 사족을 붙이겠습니다. 앞에서 ‘여시아문’

을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고 능동문으로 번역했습니

다. 그런데 ‘들었습니다’(śruta, 聞)는 동사원형 스루(√śru(듣

다)에 과거수동분사(ta)가 첨가된 말입니다. 그래서 ‘스루타

śruta’의 정확한 번역은 ‘들려졌다’는 수동으로 해석해야 합

니다. 그렇지만 한글은 수동문보다는 능동문을 선호하는 언

어이기 때문에, 한글을 수동문으로 번역하면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 능동문으로 해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한역이나 산스크리트 문장을 능동형으로 번역하면 중대

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시아문’을 능동형으로 

번역하면, 문장의 능동적인 주체가 아난다가 되어 버립니다. 어디까지나 

우리[아난다]에게 가르침[진리]을 설하신 분은 부처님입니다. 따라서 여시아

문의 주체는 아난다가 아니라 부처님입니다. 다시 말해 부처님이 우리[아

난다]에게 진리를 설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아난다]는 단지 수동적으로 부처

님의 가르침[진리]을 들을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한글 문장으로는 

어색하지만, ‘여시아문’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이) 나에게 이와 같이 들

렸습니다.”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이런 암송의 전통은 불교 내부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지금

도 티베트나 스리랑카에서는 경전이나 중요한 논서를 전부 암송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유식불교[법상종]의 전통이 살아있는 일본 법상종에

서는 중요한 문답 내용을 통째로 암송하는 전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

니다. 한국불교도 이런 암송의 전통을 계승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

다. 왜냐하면 불교공부는 ‘암송’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마스테namaste. 

허암   불교학자. 유식을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유식삼십송과 유식불교』·『마음공부 

첫걸음』·『왕초보 반야심경 박사되다』·『범어로 반야심경을 해설하다』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마음

의 비밀』·『유식불교, 유식이십론을 읽다』·『유식으로 읽는 반야심경』 등이 있다. 

인도 아잔타 석굴 

제26굴의 조각들. 

섬세함이 지나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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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국사 지눌(1158∼1210)에 이어 수선사(현 송광사)의 제2대 법주가 된 진

각국사 혜심(1178∼1234)은 스승의 선사상을 계승하여 고려의 선풍을 크게 진

작시켰다. 뿐만 아니라 혜심은 중국 선사들의 공안과 그에 따른 염송을 모

은 『선문염송』·『선문강요』 등을 편찬하여 고려 선불교의 이론적 기초를 닦

았으며, 또한 문학성이 높은 『무의자시집』을 남김으로써 한국 선시의 발흥

을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간화일문看話一門이 깨달음에 이르는 첩경임을 천

명한 혜심은, 마음은 본래 형체가 없어 자신의 마음이 곧 부처이므로 마음 

밖에서 따로 구할 필요가 없음을 설파하고, 그것의 묘의를 시적 형상화하여 

감동을 준다. 선사의 마음의 묘용에 대한 촌철살인의 일갈은 어느 화주의 부

탁으로 벽에 쓴 「도벽화주청塗壁化主請」에서 선명히 표출되고 있다.   

마음과 짝하지 말라

마음 없으면 마음은 절로 편안하리라

만일 마음과 짝하면 

까딱하면 곧 마음에 속으리라. 

막여심위반莫與心爲伴  무심심자안無心心自安

약장심작반若將心作伴  동즉피심만動卽被心謾

- 「도벽화주청塗壁化主請」

“마음과 짝하지 말라” 

백원기 |동방문화대학원대 교수·문학평론가

선시 산책 8

진중하지 못해 마음을 잘 갈무리 못하는 사람은 자칫 마음의 농간에 흔

들릴 수 있음을 경책하고 있다. 선사는 그것을 마음과 짝한다고 비유하고 

있다. 마음과 짝하지 않고 마음조차 비워버릴 때, 즉 무심할 때 실로 ‘마음’

은 편해진다는 것이다. 이때의 무심은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이라기보다

는 ‘마음에 끌려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혜심은 무릇 수행자는 

항상 마음을 맑히고 묵언수행 정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 전형적인 

시가 「시료묵示了默」이다. 

마음을 항상 맑고 밝게 하고 입은 항상 다물라 

어리석은 자와 도반을 하면 도를 얻을 것이니라

송곳 끝 날카롭되 튀어나오지 않게 하면

한 소식 전하는 진정한 수행자니라.

心常了了口常默  且作伴痴方始得

師帒藏錐不露尖  是名好手眞消息

- 「시료묵示了默」

진정한 수행자의 마음은 언제나 새벽같이 깨어있어야 함을 묘파하고 있

다. 이것과 저것이 서로 다름은 언어에 의한 허상이므로 ‘항상 입을 다물’고 

침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침묵이 무지의 산물이 아님을 새벽같이 

맑고 밝게 깨어있는 것으로 역설한다. 따라서 ‘어리석은 자’는 무명에 가려

진 천치가 아니라, 언어분별의 늪에 빠진 겉똑똑이 문사가 아닌 사람을 의

미할 수 있다. 그런데 언외지의言外之意의 진리를 말로 가르치려다 보면 말

로서만 그 모두를 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혜심은 피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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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언어의 사용을 비유적으로 ‘송곳 끝 날카롭되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라

고 말한다. 그것은 곧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한다는 역설적인 어법이다.

중도는 이항 대립(binary opposition)의 양 극단을 넘어서는 불교의 중심 

사상인 동시에 깨달음의 세계관이다. 중도를 깨달은 경지에서는 삼라만상 

그대로가 바로 진리의 실상이라는 원융의 세계를 지향한다. 이와 같이 객

관적 자연물을 보고 그것을 수행의 중요한 과정으로 승화시키는 혜심은 목

련의 모습에서 이러한 중도의 이치를 발견하고 간결하게 찬탄한다. 

잎을 보면 처음엔 감나무인 듯하고 

꽃을 보니 또 연꽃다워라

어여뻐라! 정해진 상이란 없는 법

양 두변에 떨어지지 아니함이여.

견엽초의시見葉初疑柹  간화우시연看花又是蓮

가련무정상可憐無定相  불락양변두不落兩辺頭 

- 「목련木蓮」

나무에 피는 연꽃이라는 뜻으로 목부용木芙蓉으로 불리는 목련은 꽃이 

먼저 피고 꽃이 시들면서 잎이 돋아난다. 목련은, 잎은 감나무 잎과 같고 

꽃은 연꽃과도 같다. 혜심은 ‘견見’보다 좀 더 자세히 본다는 의미로 ‘간看’

으로 묘사함으로써 정밀한 관조를 말하고, 또한 꽃을 봄으로써 연꽃이라

는 사실과 함께 감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다. 이어 ‘어여뻐

라!’라고 묘출한 ‘무정상’은 세간의 모든 법은 고정불변의 상이 없다는 의

미이다. 하여 ‘양 두변’ 에 떨어지지 아니함은 옳고 그름, 오고 감, 선악, 유

무, 보리 번뇌 등 이항 대립을 넘어선 불교의 중도를 말한 것이다. 거문고

는 줄이 팽팽하지도(고행주의) 느슨하지도(쾌락주의) 않은 상황에서 비로소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할 수 있듯이, 팽팽하지도 느슨하지도 않은  조화로

운 경계 속에서 중도는 구현되는 것이다. 잎과 꽃을 보면 목련은 분명 감

나무와 연꽃의 모습이지만, 전체로서 보면 감나무도 아니고 연꽃도 아닌 

목련인 것이다. 혜심은 감나무도 아니고 연꽃도 아닌 이러한 목련의 모습

에서 중도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시적으로 멋지게 형상화하고 있다.  

대나무를 유난히 좋아했던 혜심이다. 한결같은 푸름을 자랑하는 대숲을 

스치는 맑고 그윽한 바람소리에서 수행자의 기상과 품격을 읽어내는 혜심

은 대나무의 곧음이 주는 청정함과 속 빔을 절개와 허심虛心으로 의인화 하

여 찬탄한다.   

내가 대나무를 사랑하는 것은

더위와 추위를 타지 않음이라.

서리 겪을수록 절개 더욱 굳세고

세월 깊을수록 마음은 비는구나.

달빛 아래 맑은 그림자 만들어내며,    

부처님의 말씀을 바람에 전하고,

머리에 하얗게 흰 눈을 이고 

숲속에 빼어난 자태 드러내기 때문이라.

아애죽존자我愛竹尊者  불용한서침不容寒暑侵

경상미려절經霜彌勵節  종일자허심終日自虛心

월하분청영月下分淸影  풍전송범음風前送梵音

교연두재설皎然頭載雪  표치생총림標致生叢林 

- 「죽존자竹尊者」 



인도 아잔타 석굴 제24굴의 불상. 

설법하는 모습을 조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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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가 대나무를 사랑하는 이유는 더위와 추위를 타지 않으며, 풍상을 

겪을수록 절개가 더욱 굳어지고, 세월이 흐를수록 텅 비는 그 자태가 그렇

게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달빛을 받아 맑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바람이 

불면 범음을 전하는 고고한 자태가 주위의 풍광과 조화를 이루며 빚어내

는 아름다움은 가히 선경의 경지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가장 아름답게 본 

대나무의 자태는 머리에 하얀 눈을 이고 있는 모습이다. 머리에 ‘흰 눈을 

이고’ 있다는 의인화는 대나무의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부여함과 동

시에 수행자의 차갑고 맑게 깨어 있는 모습을 상징한다. 무릇 수행자는 이

처럼 어떠한 경계에 처해서도 항상 맑고 투명한 성성적적의 정신으로 깨

어 있는 대나무와 같은 곧은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선가에서 수행은 면벽참선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다 

깨침의 문이며, 일상생활 그 자체가 바로 도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면

에서 선다일여禪茶一如 혹은 선다일미禪茶一味라 하여 ‘각성’을 의미하는 차

는 수행자의 삶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의 고불 조주 스님이 

두 납자의 참문에 “차 마시고 가게나[끽다거喫茶去]” 한 이후, ‘끽다거’는 유명

한 화두가 되었다. 차를 마시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본래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평상심에의 회귀요, 또 무심하게 마시는 차 한 잔에도 자기 자신을 

늘 반조해보라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혜심이 한 잔의 차로 번뇌의 

열기를 식하고, 마음을 맑히며 선정바라밀에 드는 장면은 다음의 시에서 

한결 극화되고 있다.   

소나무 뿌리에서 이끼를 털어내니

돌구멍에서 신령한 샘물이 솟아오르네

상쾌하고 편안함 쉽게 얻기 어렵나니 

몸소 조주선趙州禪에 든다.

송근거고소松根去古蘇  석안병영천石眼迸靈泉

쾌변불이득快便不易得  친제조노선親提趙老禪 

- 「다천茶泉」

직접 다천茶泉을 파기도 했으며, 소나무 뿌리가 뻗은 곳의 이끼를 들추

자 돌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다천茶泉의 돌 눈’이라고 표현하였던 혜

심이다. 선사는 돌샘의 물을 길어다 차를 끓여 마시며 그 맛과 향으로 인

하여 맑은 정신을 잃지 않고, 조주선趙州禪을 실천해 본다고 하였다. 이는 

곧 다선일여茶禪一如를 말한다. 혜심이 얼마나 조주차를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다. 물론 여기에 차별이 끊어지고 대립이 없는 원융의 선적禪的사유

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혜심은 차를 통해 스스로를 반조하고 본래심을 

찾고자 함은 물론, 중생을 깨우치고자 하였다. 요컨대 마음에 ‘번거로운 옷’

을 걸치지 않아 스스로의 호를 무의자無衣子라 했던 혜심은 선심과 시심의 

절묘한 조화로 한국선시의 발흥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여 새해 벽

두에 고도의 상징성과 함축, 직관으로 표현되는 선사들의 주옥같은 선시

를 읽고 감상하는 것은 잃어버린 ‘참나’를 찾고, 번다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힐링’의 장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백원기   문학평론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학과 교수. 전 국제포교사회 회장, 전 한국동

서비교문학회 부회장. 저서로 『선시의 이해와 마음치유』, 『불교 설화와 마음치유』, 『숲 명상시의 이

해와 마음치유』 등 다수가 있다. 



주장과 논증 
에둘러 진리를 설명하다
[繞路說禪]

논리적인 설명으로 내용을 전달할 때 뛰어난 이론의 

의미가 생생하게 살아 납니다. 문맥을 살피며 말 밖

의 뜻과 행간의 소리도 짚어 주세요. 활발발活潑潑한 

함의含義가 저절로 다가옵니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임제록』을 알아야 한다.”

『임제록』은 당나라 임제 스님의 말씀을 모은 책으로, 성철 스님이 극찬한 어

록입니다.

『성철스님 임제록 평석』은 선어록과 선을 보는 성철 스님의 관점이 분명

히 나타나 있습니다. 단순히 문자적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닌, 깨달음

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고자 하는 성철 스님의 간절함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

니다.

성철 스님 임제록 평석

원택 정리

신국판 592쪽 / 25,000원

구입문의  도서출판 장경각 02-2198-537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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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대화는 감정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수단이다. 묻고 답

하는 대화를 통해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고 인식의 영역은 확장된다. 붓다 

역시 묻고 답하는 대화를 통해 진리를 전했으며, 역대 조사들도 문답을 통

해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했다. 여기서 대화는 일상적 감정의 소통이 

아니라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는 문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대화가 일상적 감정의 소통이 아니라 지혜를 여는 문이 되려

면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 첫째는 상대방이 하는 말의 논지를 부정하며 허

점을 파고드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장점은 화자의 오류를 깨닫게 하고 대

화가 진행될수록 논리가 보완되고 논지가 단단해진다. 그러나 이런 방식

은 자칫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때로는 논쟁으로 비화되는 단점이 

있다.

둘째는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긍정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다. 사람

들은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긍정해주면 좋아한다. 타인으로부

터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존감도 높아진다. 그러나 무조건 옳다

고 긍정하면 사유가 깊어지거나 논리가 정교해지지 못한다. 자기 논리의 

허점을 발견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따라

서 상대의 이야기를 무조건 긍정하는 것만이 좋은 대화나 문답이라고 할 

수 없다.

부정을 통한 인식의 확장, 긍정을 통한 의미의 심화

서재영 |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백일법문』 해설 69 - 차정과 표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식을 심화시키고 지혜를 성장케 하는 대화가 

될까? 화엄에서는 위에서 예로 든 두 가지 방식 모두를 활용한다. 법계연

기를 설명하는 ‘차정遮情’과 ‘표덕表德’이 바로 그것이다. 두순은 대연기법

계大緣起法界라는 화엄삼매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편을 활용한다. 그 중에 언어적 문답을 통해 진리로 인도하는 방법이 차

정과 표덕이다.

차정이란 ‘뜻을 막는다.’는 의미로 무조건적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 반문

을 통해 상대를 진리로 인도하는 방식이다. 반면 표덕이란 ‘덕을 드러낸

다.’는 의미로 긍정을 통해 화자의 진술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심화시키

는 것이다. 차정이 부정을 통해 상대를 근원적 영역으로 인식을 확장시키

는 방식이라면 표덕은 긍정을 통해 사유의 깊이를 더하게 하는 방식인 셈

이다.

차정遮情 - 뜻을 막는다

『화엄오교지관』에 따르면 차정의 방식은 연기법에 대한 네 가지 주제에 

대한 응답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연기는 있는 가[유有]?’라는 물음

에 아니라며 부정한다. 부처님은 연기법을 깨닫고, 모든 존재는 연기라고 

했는데 연기법이 없다고 부정한다. 여기서 화자는 ‘연기법은 있다’는 고착

화된 생각이 해체되고 새로운 영역으로 인식을 확장해야 하는 상황에 직

면한다.

연기법이 없다고 부정한 이유는 ‘연기는 자성이 없는 공[공성즉공無性卽空]’

이기 때문이다. 연기법은 개체의 무아無我와 관계로 성립하는 존재의 실상

에 대한 교설이다. 따라서 모든 존재는 자기만의 성품, 즉 자성이 없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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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본질은 공하다. 연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연기법을 실체화하고, 그렇

게 실체화된 인식은 상견常見이라는 독단이 된다. 그래서 연기가 있다는 진

술을 부정함으로서 고착화된 인식의 틀을 부셔버린다. 여기서 질문자는 자

신이 가진 인식의 범주를 넘어 보다 심원한 깊이로 파고들게 된다.

둘째, ‘연기란 없는 것인가[무無]?’라는 질문에도 역시 아니라고 부정한

다. 연기가 있냐는 첫 질문이 부정되었기 때문에 질문자는 자연히 ‘연기는 

없는 것이냐?’고 묻게 된다. 만약 이를 긍정하면 질문자는 ‘연기는 없다’는 

단견斷見에 갇히게 된다. 그래서 차정은 그것도 부정한다. 실제로 연기는 

눈앞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아득한 과거부터 연기는 존재

해 왔음[무시득유無始得有]’으로 연기는 없는 것[무無]이 아니다.

셋째, ‘연기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가[역유역무亦有亦無]?’라는 질문에 대

한 부정이다. ‘연기가 있는 것이냐’는 첫 번째 질문에는 본래 공함으로 연

기란 없다고 부정했고, ‘연기는 없는 것인가’라는 두 번째 물음에는 아득한 

과거부터 연기해 왔다며 부정했다. 유有와 무無가 모두 부정되었음으로 질

문자의 인식은 유와 무를 모두 긍정하는 ‘역유역무亦有亦無’의 영역으로 확

장된다. 질문자는 있음과 없음이라는 상호모순적인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차정의 답변은 이 역시 아니라고 부정한다. 

‘공과 유가 한 가지[공유일제空有一際]’이고 ‘두 모습이 없음[무이상無二相]’으로 공

이 따로 있고, 유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연기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가[비유비무非有非無]?’라는 질문에 대

한 부정한다. 모든 색은 비록 실체는 없지만 눈앞에는 환유幻有로서 존재

하고 있다. 공 또한 사물의 본성이 공함으로 공은 공대로 존재한다. 따라

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님’이라는 진술도 부정된다. 연기법은 “공과 유를 

서로 빼앗으며 동시에 성립한다[공유호탈동시성空有互奪同時成]”는 것이다. 색의 

인도 아잔타 석굴 제20굴의 조각. 

풍만한 모습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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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을 보면 공이므로 공은 색의 모습을 빼앗고, 공의 본질을 보면 환유로 

있음으로 색은 공의 모습을 빼앗는다. 여기서 비유비무도 부정된다.

이처럼 차정은 ‘연기법이 있는 것인가’, ‘연기법이 없는 것인가’, ‘연기법

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인가’, ‘연기법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인가’라는 네 가지 질문에 대해 모두 부정한다. 차정의 답변은 유, 

무, 역유역무, 비유비무라는 사구四句 논리의 부정을 통해 고착화된 개념

을 하나도 허용하지 않는다. 차정은 사구에 담긴 개념들을 하나씩 부정함

으로써 질문자로 하여금 자기인식의 한계를 돌파하게 한다. 보통 사람들

은 있다거나 없다는 단정적 입장에 빠져 확정편향을 갖고 생각하고 말한

다. 그 결과 자신의 인식에 갇혀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된 인

식을 진리라고 고집한다. 차정은 사구부정을 통해 개념에 갇힌 인식을 해

방시키는 대화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표덕表德 - 덕을 드러내다

차정이 끊임없이 부정을 통해 인식의 고착화를 깨고 새로운 영역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라면 표덕은 이와 반대로 긍정을 통해 화자의 진술이 담

고 있는 의미를 심화시켜가는 방식이다. 표덕은 상대의 진술을 부정하는 

대신 그의 진술이 가진 덕성德性, 화자의 진술이 담고 있는 언어적 기표 너

머의 기의를 드러나게 하는 방식이다. 여기서도 질문은 유, 무, 역유역무, 

비유비무라는 사구의 형태로 진행된다.

첫째, ‘연기는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긍정한다. 물론 연기

가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씨앗이 돋

아나는 이 모든 현상은 연기적 관계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나무와 꽃과 같

은 개체들은 비록 실체는 아니지만 거짓 존재 즉 ‘환유로 존재함으로 없는 

것이 아님[환유불무幻有不無]’으로 연기는 있다.

둘째, ‘연기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역시 그렇다고 긍정한다. 모든 

존재들은 개별적 실체가 없으며 자신만의 ‘자성이 없는 텅 빈 공[무성즉공無

性卽空]’이다. 따라서 연기란 없는가라는 물에 대해 실체로서 연기란 없으므

로 그렇다고 답한다. 여기서 화자는 개체의 공성을 깨닫게 된다.

셋째, ‘연기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역시 그렇다

고 긍정한다. 개체의 본성은 텅 비어 있지만 환유로써 있음으로 유이고, 개

별적 존재의 자성을 찾아보면 텅 비어 있음으로 무이다. 그래서 연기는 있

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역유역무는 긍정된다. 이처럼 연기는 ‘유와 공

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불애양존不碍兩存]’.

넷째, ‘연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가’라는 질문에도 그렇

다고 긍정한다. 있음의 본질을 보면 공함으로 비유이고, 공의 현상을 보면 

환유로서 존재함으로 비공이다. 따라서 색과 공이 쌍으로 ‘서로의 모습을 

빼앗아 둘 다 없어짐[호탈쌍민互奪雙泯]’으로 연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

도 아니기 때문이다.

차표원융遮表圓融 - 구름이 걷히면 해가 나타나듯

표덕에서는 모든 것을 긍정하는 것이므로 유有라 해도 맞고, 무無라 해

도 맞으며, 역유역무亦有亦無라 해도 맞고, 비유비무非有非無라 해도 맞다. 

상대의 인식을 긍정하면서 그의 진술이 담고 있는 의미를 확장시키고, 넓

혀가는 방식이다. 따라서 차정과 표덕은 부정과 긍정이라는 상반된 입장

이지만 그것이 의도하는 목표는 모두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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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존재는 연기라는 관계적 맥락을 통해 환유로서 존재함으로 유이

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틀 속에 갇혀 있는 확정적 유라면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연기하지 못한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틀을 고집하지 

않는 공성空性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존재와 상호작용하면서 연기할 수 있

다. 이처럼 연기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유이고, 또 한편으로는 실체적 개

체가 없기 때문에 공이다. 연기하기 때문에 개별적 유도 존재할 수 없고, 

그렇다고 아무 것도 없는 무도 아닌 비유비무의 관계가 성립된다. 결국 부

정인 차遮와 긍정인 표表가 둘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부정이 곧 긍정이 되

고, 긍정이 곧 부정이 된다.

두순은 긍정과 부정의 관계를 먹구름과 햇살의 관계로 비유한다. 구름

이 걷히면 해가 드러나고, 해가 완전히 드러나면 구름은 저절로 사라진다. 

따라서 구름이 걷혔다는 말이 곧 해가 드러났다는 말이고, 해가 드러났다

는 말은 구름이 걷혔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차정이 그대로 표덕이고, 표

덕이 그대로가 차정이 되는 것을 차표원융이라고 한다. 차정과 표덕을 적

절히 활용할 때 대화는 깊이를 더하고, 문답은 진리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서재영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선의 생태철학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국대 연

구교수, 조계종 불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불교신문 논설위원 등을 거쳐 현재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있다. 저서로 『선의 생태철학』 등이 있으며, 포교 사이트 www.buruna.org를 운영하고 있다.

1. 반조, 반영, 반성은 일상적으로 혼용되기도 하는 용어인데, 필자는 

이 세 용어를 구별해보고자 한다. 반조返照는 되돌아 관조함, 곧 되돌아 비

추어 관찰함을 의미한다. 반영反映은 되돌아 비춤을, 반성反省은 되돌아 살

핌을 의미한다. 이에 따를 때, 반조返照는 반영反映이 아니라 반성反省이라

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모든 반성이 반조는 아니

고, 특수한 반성만이 반조이다. 왜냐하면 “과거”의 의식에 대한 반성은 기

억이고, “현재”의 의식에 대한 반성만이 반조이기 때문이다.

평안한 마음 상태를 불가에서는 종종 관조(觀照, 비추어 관찰함)로 표현하

는데, 고려시대의 지눌 스님은 관조를 원조(圓照, 원만하게 비춤)라고 말하기

도 한다. 원조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눌은 참된 마음[眞心]을 다음과 같

이 설명 한다: 

“만약 진심이라면, 앎이 없이 알고[무지이지無知而知] 평온하게 품고 

원조圓照하기 때문에 초목과 다르고, 미움과 애착을 생겨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망심과 다르다. 곧 대상을 대함이 텅 비어 밝

반조返照, 반영인가 반성인가 

정은해 | 성균관대 초빙교수·철학

유식 이야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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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미워하지도 않고 애착하지도 않는다.”1) 

여기서 지눌이 진심을 풀이하여 말한 ‘앎이 없이 앎’, 곧 무지이지無知而

知는 ‘무분별의 지각’[무분별지지無分別之知]에 해당하고, 서양 현상학의 용어로 

말하면 반성 이전의 의식 상태, 곧 선반성적 의식 상태에 해당한다. 수행자

들은 이런 무분별의 지각에 도달하는 수행을 반복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분별의 지각에, 곧 원조에 도달할 수 있는가? 지눌은 그 방법으로 외부

로 향하던 시선을 되돌려 마음을 비추어보는 것, 곧 반조返照를 권고 한다: 

“만약 몸소 반조返照의 노력이 없고 다만 고개만 끄덕이면서, 

‘현재 지금의 아는 마음이 곧 붓다의 마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은 확실히 [나의 말의] 뜻을 얻지 못한 것이다. 어떻게 [너는] 눈앞

에 있는, 거울에 지각된 것이 공적영지(空寂靈知, 공허한 적막과 신

령한 지각내용)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진심과 망심을 변별

하지 않는 자가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겠는가? 응당 알아야 하

니, 내가 말하는바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단지 언설로 의심을 

제거할 뿐만이 아니라, 직접 이 공적영지라는 말을 붙들고 반조

의 노력이 있고, 이 반조의 노력으로 인해 생각이 여윈 마음의 

본체를 얻은 사람이다.”2)

1)   若眞心者. 無知而知. 平懷圓照故. 異於草木. 不生憎愛故. 異於妄心. 即對境虚明. 不憎不愛.(지눌, 「眞心

直」說, 『普照全書』, 普照思想硏究院編, 佛日出版社, 1989, 65쪽)

2)   若無親切返照之功, 徒自點頭道, 現今能知, 是佛心者, 甚非得意. 豈可認目前鑑覺爲空寂靈知. 不辨眞

妄者, 爲悟心之士耶. 當知吾所謂悟心之士者, 非但言說除疑, 直是將空寂靈知之言, 有返照之功, 因返
照功, 得離念心體者也.(지눌, 「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 『普照全書』, 159쪽) 

여기서 지눌은 반조를 통해 공적영지에, 곧 공허한 적막과 신령한 지각

내용(내지 지각)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해진 공적 영지는 앞서 

말한 진심을 가리키는데, 이 진심이 반조의 노력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이

다. 지눌은 이러한 반조가 진심과 망심을 변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진심

과 망심을 변별하는 의식은 앞서 말한 선반성적 의식이 아니고, 오히려 반

성적 의식이다. 지눌은 반조, 곧 반성적 의식을 통해 진심, 무지이지, 공적

영지, 원조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현상학의 용어로 말

하면, 우리는 반성적 의식의 변별작용을 통해 선반성적 의식 상태에 도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지눌이 말하는 반조는 심4분 중 자증분의 작용인가, 증자증분의 작

용인가? 증자증분의 작용이다. 왜냐하면 자증분은 현재의 견분을 반영反

映하며 저장하는 작용이고, 증자증분은 자증분이 저장하는 현재의 견분(달

리 표현하면 현재의 견분을 저장하는 자증분)을 반성反省하며 진망을 변별하는 작

용이기 때문이다. 반영과 반성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인가? 반영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의 자동적 작용인 반면, 반성은 우리가 어찌할 수 있

는 의지적 작용이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증분의 반영과 증자증분

의 반성이 모두 현재의 견분에 관련된 것들인 한에서, 반영에 가까운 반성

이 가능하지 않은지를 물어볼 수 있다.

3. 심리학자인 아마데오 조지는 「후설과 하이데거의 현상학적 방법들과 

심리학 속에서의 그것들의 적용에 관해」라는 논문에서 후설의 방법과 하이

데거의 방법을 심리학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필자

에게 특히 흥미로웠던 대목은 그가 의식에 반성적reflective 기능도 있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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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reflexive 기능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적절한 반성적 연구는 반영적 연

구에 접근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대목이다.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의식이 언제나 대상을 지향하고 있다는 의미의] 지향성은 [의식의] 많은 

작용들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지만, 그러나 지향성이 [의식에

게] 본질적인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지향성에 참여하지 않는 의

식 측면들이, 예컨대 질료적 자료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맥락에

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나 후설은 의식이 반성적reflective일 

뿐만이 아니라 반영적reflexive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반영성reflexivity을 갖고서, 의식은 지향성에 독립적으로 그 자

신을 안다. 이 점은 의식의[을] 대상화하지 않는 앎을 위해 하나

의 기초를 제공할 것인데, 그러나 어떤 유형들의 반성의[에 의한] 

이해는 [대상화하지 않는 앎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물

론] 후설은 반성적reflective 현상학의 맥락 내에서 대부분 작업했

다.”3)

여기서 조지는 어떤 특정한 반성적 이해는 반영적 이해에 가깝고, 반영

적 이해는 탐구되는 의식을 “대상화하지 않은 앎”에 해당한다고 본다. 의

식을 대상화하지 않는 앎이라는 말로 조지가 의도하는 것은 의식을 의식

의 대상 같이 사물화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의식을 분별하는 일도 하지 않

3)   Giorgi, A., “Concerning the phenomenological methods of Husserl and Heidegger and their 
application in psychology”, Collection du Cirp, Vol. 1, 2007, p.73.

는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현상학적 연구는 다양한 의식작용을 

분별하여 서술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의식의 자기반영(자기의식, 자증분)은 자동적으로, 

곧 비의지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의지적 행위로서의 현상학적 연구가 

의식의 자기반영에 근접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

장이다. 게다가 현상학적 연구는 다양한 의식작용들을 서술하기 위한 분

별적 반성이고, 이런 분별적 반성은 무분별적인 자기반영과는 다른 것이

다. 조지는 “반영성reflexivity을 갖고서, 의식은 지향성에 독립적으로 그 자

신을 안다”고 말하여, 자기의식이 지향적 의식이 아닌 듯이 말하지만, 이

는 현상학자인 이조 케른의 견해에 비추어 보면 잘못된 것이다. 이조 케른

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 때문이다: 

“현장은 자증분(자기의식)을 특징짓기 위해 ‘지향적으로 자기 자신

을 붙잡음’(holding intentionally itself, 자연自縁), ‘지향적 반성’(intent 

ional reflection, 반연返縁) 같은 더 나아간 표현들을 사용한다. [하지

만] 내가 지적하였듯이, 자기의식 속에서의 이러한 지향성은 어떤 

대상에 관한 의식이 아니고, 어떤 대상화하는 작용이 아니다.”4)

여기서 이조 케른은 자증분이 대상화하는 작용은 아니지만 여전히 지향

적 작용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여기서 자증분을 “지향적 반성”이라고 

4)   Iso, Kern, “The Structure of Consciousness According to Xuanzang”, Journal of the British 
Society for Phenomenology, 19: 3, 1988, p.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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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기억”으로서의 반성과는 다른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증분과 증자증분을 반영과 반

성에 의해 명시적으로 구분하는 일은 하고 있지 않다. 

어쨌든 자증분도 지향적 작용이라고 보는 이조 케른의 견해를 수용하

면, 현상학적 반성이 지향성을 떠난 반영적 앎에 가깝게 될 수 있다는 아

마데오 조지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하지만 그의 주장으로부터 하나

의 중요한 사실이 역설적으로 알려질 수도 있다. 곧 분별적 반성이 아닌 무

분별적 반성은 반영에 가까운 반성일 수 있고, 지눌이 의도하는 반조도 바

로 반영에 가까운 무분별적 반성일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지눌은 반조가 

진심과 망심을 변별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변별은 서술을 목표

로 삼아 다양한 의식작용들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므로 분별적 반성이 아

니다.

4. 반조는 쥐들이 출몰하는 어두운 광에 빛을 비추는 일로 비유된다. 빛

이 비추어지는 동안에는 광에 쥐들이 출몰하지 못한다. 증자증분이 견분

을 반조하는 동안에는 견분에서 망념적 분별이 출현하지 못한다. 물론 반

조하는 동안에도 가끔은 망념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것은 반조의 진행 중

에 반조가 잠시 중단되어 망념이 출현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망념

이 반조의 능력을 이겨내면서 출현한다는 것은 아니다. 태양빛이 빨래를 

오래 비추면 빨래의 색깔이 탈색되듯이, 반조가 오래되면 망념은 출현할 

힘을 상실하고, 또한 의식 저편에 숨어 잠재의식으로 머무는 망념의 종자

도 점차 힘을 상실한다. 반조는 견분에 빛을 비추어 망념의 출현을 막고 또 

잠재적 망념의 힘을 탈취하는 과정이다.  

5. 심4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견분이 현재의 상분을 지향하

는(연緣하는) 것은 지각이다. 2) 견분이 과거의 상분 및 이와 결부된 과거의 

견분을 지향하는 것은 기억이다. 3) 자증분이 현재의 견분을 지향하는 것

은 반영이다. 4) 증자증분이 (자증분이 반영하며 저장하는) 현재의 견분을 지향

하는 것은 반성이다. 5) 그런데 현장에 따르면, 자증분은 견분만이 아니라 

증자증분도 지향한다. 이는 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는 자증분이 견분만이 아니라 증자증분도 반영하며 저장한다는 의미

이다. 자증분은 (견분의) 지각작용은 물론 (견분의) 기억작용도 저장하고, 현

재의 견분을 반성하는 증자증분의 작용, 곧 증자증분의 반조작용도 저장

한다. 반조작용의 저장이 반복될수록, 반조작용은 이전보다 쉽게 활성화

될 수 있다. 달리 말해, 반조작용이 반복될수록 반조작용이 습성화되는 이

유는 자증분이 매번의 반조작용을 저장하기 때문이다. 후설은 어떤 능동

작용actus의 지속적 수행은 그 능동작용을 습득성Habitualität으로 되게 하

고, 더 나아가 자아의 인격적 속성으로 되게 한다고 말한다. 자아의 속성

이 달라진다는 것은 자아가 자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말과 같다. 지눌이 

“반조의 노력”을 통해 “원조”(원만한 관조)에 이를 수 있다고 본 것은 반조를 

습득성으로 갖추게 되면 저절로 원조에 이르게 된다는 말로 이해된다. 습

관이 제2의 천성이 된다는 취지의 말은 고려시대의 지눌과 현대 현상학자

인 후설에게서 함께 나타난다. 진리는 고금에 두루 통하기 때문일 것이

다. 

정은해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철학박사, 성균관대 철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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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론학三論學은 구마라집(Kumārajīva. 344~413)이 장안에 도착해 5세

기 초엽 한역漢譯한 『중론中論』 『백론百論』  『십이문론十二門論』 세 논서의 교

의敎義를 중심으로 성립된 중국불교 초기의 대승학파이며, 이 삼론에 『대

지도론大智度論』을 더하여 사론四論이라 부르기도 한다.

『중론』은 고대 인도의 산스크리트로 씌여진 범본梵本을 409년(弘始11년)

에 한역하였으며, 인도불교 대승학파인 중관학파中觀學派의 시조 나가르쥬

나(Nāgārjuna. 용수龍樹. 약150~250)의 대표적 저술이다. 구마라집이 한역한 

『중론』은 약 450게송과 그 게송을 해석한 장행석長行釋으로 되어 있는데, 

게송의 원래 작자는 용수이고, 장행석은 바라문 출신 학자 청목(靑目. 

piṅgala)이 해석한 것이다. 현존하는 모든 『중론』 주석서 가운데 가장 오래

된 것으로서, 중국 한국 일본의 동양 삼국에서 말하는 『중론』은 이것을 의

미한다.

『중론』은 반야경般若經에서 설하는 공(空. sūnya)의 사상을 교리적, 논리

적으로 해명한 최초의 대승불교 논서論書이다. 사부대중이 염송하는 유명

한 『반야심경』에도 “오온개공五蘊皆空…”이라는 말이 등장하지만, 사실 이 

경전 어디에도 공의 의미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는다. 실은 방대한 분량

의 다른 반야경에서도 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면 반야경의 공사상에 대하여 교리적 설명을 시도한 『중론』

고구려 승랑 사상의 재조명

박상수 | 불교학자·번역저술가 

삼론학 강설講說 1

이 왜 인도뿐 아니라 중국에서 주목을 받았는지 실감할 것이다. 이 『중론』

이 등장으로 말미암아 향후 천여 년간 지속된 인도 중관학파의 근간이 마

련되었으며, 삼론학의 주요 교의들도 대부분 이 논서에 의거하여 촉발되

었다. 

『백론』은 용수의 제자 제바(提婆. Arya-deva)의 저작으로 404년에 한역되

었다. 그 내용은 『중론』의 공사상에 근거하여 불교 내부에 대한 비판보다, 

인도 고대 철학 가운데 논리학을 주장한 니야야학파[정리파正理派], 정신적인 

푸루샤와 물질적인 프라크리티의 이원론二元論을 논의한 상키야학파[수론

파數論派], 현상의 세계를 실재론적으로 논의한 바이세시카학파[승론파勝論派] 

같은 다른 학파의 주장에 대한 논파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파사破

邪적 측면에 의하여 삼론학의 소의 논서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십

이문론』은 『중론』의 저자 용수의 저술로 전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중론』

의 주제를 12부문으로 선출하여 비교적 평이하게 서술한 논서이다. 『중론』

과 같이 409년 한역되었다. 『대지도론』은 2만 5천송 반야경인 『대품반야

경』의 주석서로서, 『십이문론』과 마찬가지로 용수의 저술로서, 402년 번역

을 시작하여 405년에 말기에 완료하였다. 

이상의 삼론·사론은 현재 한역만 남아 있고, 산스크리트 원본도 발견

되지 않고, 티베트역도 없다. 다만 『중론』의 경우 청목이 해석한 장행석을 

제외한 본문의 게송 대부분이 현존하는 유일한 범본 주석서 찬드라키르티

(Candrakīrti. 月稱)의 『명구론(明句論. Prasanna-padā)』에서 동일하게 확인되

고 있어, 구마라집역 『중론』의 게송은 본래 용수의 저작임이 파악되었다. 

『백론』의 범본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티베트역으로 전해지는 제바의 저서 

『사백론(四百論. Catuḥ-śataka)』가 한역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십이문론』과 『대지도론』은 순수 한역뿐이라, 연구자에 따라 용수의 진찬



인도 아잔타 석굴의 벽화.



102 103

이라 보기도 하고 의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중국

을 비롯한 동양 삼국은 이들 삼론과 사론에 근거하여 용수의 중관사상과 

반야사상을 연구하여 삼론학을 수립하였다는 것이다. 

중국 및 한국에서 성립된 십 수가지 불교의 학파 또는 종파를 바라보는 

시각은 근현대 이후 많이 바뀌고 있다. 인도에서 대승불교로는 중관학中觀

學이 최초로 성립되었고, 그 이후 유식학唯識學이 보강되었으며, 나중에 밀

교密敎가 등장한 정도에 불과하다. 선종·정토종·화엄종·천태종 같은 

것은 인도에서 성립된 적이 없고, 모두 후대에 중국에서 성립되고, 한국과 

일본에 전파된 종파들이다. 물론 삼론학도 마찬가지다. 중국불교만 놓고 

교학적으로 논하자면 삼론학은 천태종天台宗이나 화엄종華嚴宗의 원융무애

한 교학에 저만치 밀려나 있고, 실천 수행적으로 말하자면 선종禪宗의 투

철한 가풍 앞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삼론학은 중국의 여타의 학

파에서 볼 수 없는 중요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삼론학은 인도 초기 중관

학파의 세 가지 네 가지 논서와 『대품반야경』 등을 중심 경론으로 삼아 대

승의 공사상과 반야사상을 연찬한 점에서, 인도의 중관학을 계승하여 중

국적으로 전개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 중국 장안에 도착한 구자국龜玆國 출신 구마라집은 삼론 사론을 한역

하였고, 삼론학의 소의 경전에 해당하는 『소품반야경』과 『대품반야경』, 그

리고 『금강경』도 역출하였다. 그 전에도 다른 역경승에 의하여 이 계통의 

반야경들이 한역되었지만, 번역문이 충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중국인들

의 반야와 공사상에 대한 견해가 분분하여, 위진남북조 시대에 노장사상 

같은 것을 차용하여 이해하는 이른 바 격의불교가 발생하였다. 당시의 많

은 학자들이 구마라집의 삼론 번역에 힘입어 그러한 병폐를 고치고 바르

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토로하였으니, 그 공적이 얼마나 지대했는지 새로

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구마라집이 삼론과 반야경을 한역하자, 그를 추종한 수 많은 문도들 중

에 삼론을 학습하고 저술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후대에 삼론학자 

길장吉藏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구마라집의 3천명 문도 중애 (가장 뛰어나) 

입실入室한 사람은 오직 8명으로, 그 중에 승예僧叡가 수령이었다1)고 하였

는데, 8명 가운데 연장자인 승예는 『중론』과 『십이문론』 등의 서문을 지었

고, 연소자인 승조는 유명한 『조론肇論』을 저술하였으며, 담영曇影은 전하

지 않지만 『중론소中論疏』 2권을 저술하였다.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중론』

에 주론註論한 이들이 70가家에 달했다고2) 한다. 일찍이 중국에서 『중론』에 

대한 열기가 그토록 뜨거웠다는데, 현재 전하는 주석서가 하나도 남아 있

지 않으니, 그 간의 사연을 어찌 알겠는가.

3. 중국 삼론학파의 형성 과정을 추적하다 보면, 여기에 수반되는 곤란

한 사항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중국불교 초반기에 형성된 삼론학파의 역

사가 오래되어 수많은 삼론학자들의 생애를 추적하기도 어렵고, 중국은 물

론 한국 삼국시대의 여러 삼론학자들의 저술이 거의 다 없어지고 소수만 

남아 있어 학설의 전모를 밝혀내기도 곤란하다. 다행히 삼론학 문헌이 다

수 전해지는 일본에서 먼저 삼론학파의 계보설이 제기되었다, 초조 구마

1)   길장吉藏, 『중관론소中觀論疏』 제1권본本, “門徒三千, 入室唯八, 睿爲首領, 老則融睿, 少則生肇.” 
(T42-p1a)

2)   길장吉藏, 『중간론소中觀論疏』 제1권서소序疏, “此出注論者, 非復一師. 影公云凡數十家, 河西云
凡七十家.”(T42-p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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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집부터 수당 시대에 활약한 길장까지 7대설 혹은 8대설을 제시한 것으

로서, 서너 가지 계보설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학파의 역사가 유구하고 중

간의 계보가 혼란하여, 어느 것도 완벽하다고 보기 곤란한 점들이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그럼에도 중국 삼론학의 계보를 더듬어보는 데에 필요

한 사항이라, 그 대체적인 요점을 소개하여 장래 더 온전한 계보가 등장하

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남아 있는 불충분한 자료 속에서 학파의 속성을 구분짓기 위하여 노력

한 결과, 구마라집 문하 삼론학 연구자들의 학설을 고古삼론학이라 부르

고,  이후에 등장한 승랑僧朗을 시조로 삼아 길장에게 전해진 학설을 신新삼

론학이라 명명한 것은 근래 일본 학자들의 한 가지 공로이다. 고삼론학자

들의 삼론학 학습과 주석서 저술은 문헌의 기록과 인용문이 더러 남아있

어 의심할 바가 없고, 승랑 이후 신삼론학자들의 삼론 연구와 강남 지역에

서 활약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4. 삼론학의 교의敎義를 추구하다보면, 이 학파의 계보 못지않게 지난至

難한 과제로 다가온다. 어떤 삼론학의 교의나 학설의 전모를 설명하는 것

이 그렇게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남아 있는 저술이라고는 길장의 삼론

학 관계 문헌이 거의 전부이다. 저술 분량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

지 삼론학 교의들의 대부분은 길장 자신이 창안하여 설한 것이 아니라, 승

랑 이후 이전 스승들로부터 전수받아 듣고 배운 것을 그대로 전하거나, 혹

은 그것을 길장이 체계적으로 정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은 다른 

학파의 유명 학승들의 저술과 많이 다르다.

우선 그것이 고삼론학으로부터 유래한 경우, 대개 ‘관하구설關河舊說’ 같

은 명칭 하에 인용하는데, 그게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학자들에게 지명地

名의 혼란을 불러왔다. 지금은 일본 학자들과 중국의 탕용동湯用彤(1893~ 

1964) 등의 해명을 통해 구마라집 문하의 팔준八俊 등의 옛 삼론학설을 의

미하는 것으로 판명이 났다고 본다. 

그 다음 신삼론학으로부터 전수받은 경우, ‘섭령상승攝嶺相承’ ‘흥황상

승興皇相承’이라는 명칭 하에 인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신삼론학은 섭

산攝山 서하사捿霞寺의 승랑僧朗(남조 송나라 말기~제나라 초기)→섭산 지관사止

觀寺의 승전僧詮→경도京都 흥황사興皇寺의 법랑法朗(507~581)→가상사嘉祥

寺의 길장(549~623)으로 계승되었다. 그 때문에 승랑 이후의 스승들로부터 

전수받은 경우, ‘섭령흥황상승’이라는 명칭 하에 인용한 것이다. 그 중에는 

분명하게 구별되어 이미 해결된 교의도 있지만, 세 스승 가운데 누구를 말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본다. 

5. 그런데 여기에 미싱 링크가 발생하여 삼론 연구에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고삼론학자와 신삼론학자의 연결이 명료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이

다. 흐르던 한 줄기 강물이 일관되지 못하여 이리 갈라지고 저리 흘러가면, 

그 주류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승랑이 신삼론학의 시조라는 것까지 일본학자들은 규명하였지만, 승랑

이 구마라집 문도들 중에 누구에게 수학했다는 것인지, 종래의 삼론학 연

구자들은 길장의 저술에 나오는 대답만으로는 확신을 갖지 못하였던 모양

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삼론학의 중흥조에 해당하는 신삼론학의 시조가 고

구려 출신 승랑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이도 일본학자였지만, 그 승랑이 은

둔자 주옹周顒을 가르쳤다는 길장의 기록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승

랑대사가 은둔자 주옹에게 배웠을 것이라고 의심한 일본학자들도 있었다. 

일부의 중국학자도 승랑의 구마라집 문하의 삼론 수학을 의심하였다. 고



106

구려 출신 승랑이 신삼론학의 시조로 인정되고 나자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되었단 말인가?

그러한 견해가 무리한 것임을 처음으로 제기하여 반박한 것이 바로 필

자筆者였고, 중간의 초록 발표를 제외하고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한 지도 벌

써 십 수년이 지났다. 두 번의 발표 때 논평자 2명도 찬성과 반대로 나뉘

었는데, 이후 국내를 제외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더 들어보지는 못했다. 승

랑의 사승師承문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

6. 그렇게 승랑대사의 사승문제가 일단락 되면 다음 문제가 발생한다. 

승랑이 제시한 삼론 교의는 어떠한 것이 있었으며, 그것은 승랑이 고삼론

학자에게 수학한 것인가, 아니면 승랑이 비로소 창안한 것인가? 한국의 삼

국시대 신라의 원효元曉를 비롯한 여러 고승들의 삼론학 관련 저술들이 모

조리 사라져버린 지금, 고구려 승랑의 삼론학설 몇 가지만이라도 접촉한

다면 적지 않이 위로 되지 않을까. 고故 김인덕 교수는 먼저 승랑학설에 대

한 원문의 한문 자료를 길장의 여러 저술에서 발췌하여 발표하였고, 나중

에 승랑의 삼론학설에 대한 논문을 따로 발표하였다. 20여 년의 세월이 지

나, 이제 제자였던 내 입장에서 승랑대사의 학설을 다시 검토하는 기회가 

오리라곤 짐작 못했다.

7. 수나라와 당나라 초기에 활약한 가상嘉祥 대사 길장은 삼론학을 대성

하였다. 가상사嘉祥寺를 거쳐 나중에 수나라 장안 일엄사日嚴寺에 거주하며 

삼론학을 강습하고 저술하였다. 현존하는 길장의 저술은 24부部 112권. 고

일서古逸書는 약11종이며, 이 가운데 순수 삼론학 관련 저술만도 6부 25권

이 남아 있는데, 삼론학 개론서격인 『삼론현의三論玄義』는 1부 1권에 해당

 인도 아잔타 석굴 제1굴의 벽화. 

연화수 보살을 그린 것이다.



108

한다. 

현재까지 연구 발표된 국내외의 논저들을 합해보면, 스승들로부터 전수

받아 주장한 길장의 삼론교의에는 대략 일치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 학

설로서 종결된 것도 있고, 더 궁리할 것도 남아 있지만, 우선 파사현정破邪

顯正이라는 정의의 깃발 아래 다른 종파를 척파한 것을 제외하더라도, 길

장은 삼론학설로서 무의무득정관無依無得正觀에 투철하여, 자파自派의 어교

이체於敎二諦, 약교이체約敎二諦를 제기하고, 사종석의四種釋義를 통하여 사

론의 대의를 표방하고, 팔부중도八不中道에 대한 삼종방언三種方言을 주장

하였으며, 이장삼륜二藏三輪에 입각하여 당시의 오시교판五時敎判을 비판하

였다. 

만약 삼론학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중국의 다른 많은 학파나 종파의 형

태와 내용이 지금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삼론학파에서 『중

론』 등에 근거하여 반야와 공사상을 나름대로 정립하지 못했다면, 선종·

화엄종·천태종 같은 다른 종파들의 종지나 교학 같은 것이 원활하게 성

립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논구하여 해명하기 어려운 분야지만, 중

요성은 그에 반비례하여 더욱 증대될 법하다. 연구 발표된 것은 적고, 풀

어야 할 것은 많다. 

박상수朴商洙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 동대학원 불교학과에서 「용수龍樹의 화엄사상華嚴思想 연구」로 박사

학위 취득. 동국대 불교학과 강사 역임. 동국대에서 『한국불교전서』 제13권과 제14권(『유가사지론기』) 

공동 교정 편찬. 고려대장경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돈황불교문헌 공동 연구. 번역서로 『삼론현의三論玄

義』와 고려대장경의 한글 번역본 몇 가지가 있다.

언어가 없으면 가르침이 널리 전해지기 힘듭니다. 

언어를 활용하되 그것에 매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

니다. 언어도 버리지 않고 귀중한 것도 잃지 않도록 

노력해 보세요. 또 하나의 넓은 세계가 나타납니다.

글 속에 귀한 것이 있다
[句中有眼]

언어와 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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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번에 전파된 불교

조병활 | 티벳불교·자유기고가

티베트 고대 역사서 『바세』 1

2019년 1월호부터 『고경』에 신라 김무상(無相. 684~762) 스님의 

일화가 수록되어 있는 티베트 고대 역사서 『바세དབའ་བཞེད།』1) 전문

을 일정한 분량씩 번역해 소개 합니다. 티베트에 불교가 전래된 

과정, 티베트 불교의 앞날에 대한 무상 스님의 예언, 샨타락시

타(적호寂護)·파드마삼바바(연화생蓮花生)와 티베트 불교와의 관

계, 삼예사 건립의 전말, 삼예종론 발생의 배경과 전개 등 고대 

티베트 불교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이 『바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문을 통해 티베트 역사와 불교

를 보다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읽

기 편하도록 내용에 따라 단락을 구분해 1, 2, 3 … 등의 번호를 

붙였습니다.                                                           편집자

1)   『바세』는 다양한 판본을 자랑한다. 2009년 북경의 민족출판사가 『바세』의 4종 판본들을 한 곳에 모
아 출판했고, 2010년 라싸의 서장장문고적출판사西藏藏文古籍出版社도 4종 판본들을 모아 펴냈다. 이 가
운데 제5세 달라이라마의 서재에서 발견된 판본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རྦ་བཞེད་ཕྱོགས་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 བདེ་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ཀྱིས་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 པེ་ཅིན། མི་རིགས་དཔེ་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ཁང་། ༢༠༠༩ལོ།와  དབའ་བཞེད་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སོ། དབའ་གསལ་སྣང་ཡིས་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 ལྷ་ས། བོད་ལྗོངས་བོད་ཡིག་དངེ་རྙིང་

དཔེ་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ཁང་། ༢༠༡༠ལོ། 에 수록된 དབའ་བཞེད།을 저본으로 삼아 번역했다. 『바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책을 

참조하라. བོད་ཀྱི་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རིག་ལོ་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སྐལ་བཟང་མིག་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ཡེ་བཀྲ་བྷོ་ཡིས་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 མཚོ་སྔོན་མི་རིགས་དཔེ་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ཁང་། ༢༠༠༨ལོ། ཤོག་ངོས་༡༥༥ནས་༡༧༥།  བོད་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

རིག་ལོ་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 ཆབ་འགག་རྡོ་རྗེ་ཚེ་རིང་གིས་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 ལྷ་ས། བོད་ལྗོངས་མི་དམངས་དཔེ་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ཁང་། ༢༠༠༩ལོ། ཤོག་ངོས་༣༧༢ནས་༣༨༥། 

1. 부처님 가르침이 어떻게 토번吐蕃에 전파됐는지에 관한 문서. 토번에 

불법佛法이 처음 나타난 것은 짠뽀(བཙན་པོ། 왕의 토번식 명칭) 하토토리낸짠(ལྷ་ཐོ་ཐོ་

རི་སྙན་བཙན།)2) 시대이며, 짠뽀 치송짼(ཁྲི་སྲོང་བཙན། 617~629~650)3) 통치 시기에 (부처님 

가르침의) 큰 일이 시작됐으며, 짠뽀 치송데짠(ཁྲི་སྲོང་ལྡེ་བཙན། 742~755~797) 시대에 

교의敎義가 발전해 번창했다. 짠뽀 치죽데짠(ཁྲི་གཙུག་ལྡེ་བཙན། 랄빠잰རལ་པ་ཅན། 재위 

815~841) 시기 (경문의 번역에 관한 용어와 규칙 등을 སྐད་གསར་ཆད།) 혁신해 확정했다.

2. 하토토리낸짠 시대에 처음 나타난 불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

가 전한다. 금니金泥로 쓰여진 범어梵語 육자진언(옴마니반메훔. ཡི་གེ་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པ་མ་ཎི་པད་མེ།)

이 들어있는 상자가 하늘에서 국왕 앞에 떨어졌다. (당시 누구도 그것이) 불교

의 물건인지 혹은 본교의 물건인지를 잘 몰라 상자 이름을 ‘신비하고 신령

스러운 물건’(གཉན་པོ་གསང་བ།)이라 부르고는 ‘깨끗한 옥돌’(གཡུ་མངོན།)과 ‘금빛 나는 음

료’(གསེར་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 등을 바쳤다. 그리곤 운부라강(གཡུ་བུ་གླ་སྒང་།) 궁전의 창고에 비밀스레 

모셨다. 짠뽀 자신이 때때로 그 상자를 열고 보았다. 그것에 공양을 올렸

기에 80세 고령의 짠뽀의 얼굴이 16세 소년 같은 얼굴로 변했다. 짠뽀는 

임종을 맞아 “나의 자손들은 국운이 창성하든 쇠약하든 때때로 이 상자를 

열어 보라!”는 유언을 남겼다. 

3. 짠뽀 자손 시대에 토번의 국운이 매우 융성해졌다. 당시 ‘신비하고 신

2)   토번 제27대 짠뽀.

3)   송짠감뽀를 말한다. 재위란 표현이 없으면 617년은 태어난 해, 629년은 등극한 연도, 650년은 타계한 해를 

각각 나타낸다. 이하 동일하다. 재위라는 말이 있으면 짠뽀로 재위한 기간을 말한다. 사람의 출생과 짠뽀의 

재위 등 연도는 བོད་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ཚིག་མཛོད་ཆེན་མོ། ཀྲང་དབིྱ་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གཙོ་འགན་བཞེས་ནས་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བིྱས་པ། པེ་ཅིན། མི་རིགས་དཔེ་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ཁང་། ༡༩༩༣ལོ།를 따랐다.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p.110    ཀྱི 

 

p.111.   ཀྲང 

 

p.114    སྱིན 

 

p.114    གྲྭ 

 

p.122    བརྟན 

 

p.123     རྗེ 

 

p.124     གྱོ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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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예사 옆을 흐르는 야루짱뽀 강 전경.



114 115

령스러운 물건’(གཉན་པོ་གསང་བ།)을 열자 (상자 안에서) 『불설대승장엄보왕경佛說大乘

莊嚴寶王經 ཟ་མ་ཏོག་བཀོད་པ།』의 심주心呪(금니로 쓰여진 범어 육자진언) 1부와 무다라

니 도장(མུ་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ཕྱག་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이 찍힌 『정계무구경頂髻無垢經 གཙུག་ཏོར་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མེད།』 1부가 나왔다.

4. 그 후 짠뽀 치송짠(송짠감뽀) 시대에 네팔 국왕의 딸 치쭌(ཁྲི་བཙུན།) 공주를 

왕비로 맞이했고, 라사뻬하링(ར་ས་པེ་ཧར་གླིང་།) 사원과 토번의 4대 루(རུ།) 지역4)에 

(42좌座의) 사원 등을 세웠다. 자하(བྲག་ལྷ།) 사원도 건립했다. 천축의 불법佛

法과 문자를 얻고 배우기 위해 톤미삼뽀라(འཐོན་མི་གསམ་པོ་ར།)를 천축에 파견했다. 

그는 리친(ལི་བྱིན།)이라는 천축 출신의 문학자와 함께 토번으로 돌아왔다. 『보

운경寶雲經 མདོ་དཀོན་མཆོག་སྤྲིན།』, 『백련화보정경白蓮花寶頂經 པད་མ་དཀར་པོ་རིན་པོ་ཆེ་ཏོག』, 『오

부다라니경五部陀羅尼經 གཟུངས་གྲྭ་ལྔ།』, 『십선법十善法 དགེ་བཅུ་དང་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བླང་བའི་མདོ།』 등의 경

전도 가지고 왔다. 이들 경전들을 번역할 사람이 없어 왕실의 도장을 찍은 

후 칭빠 궁전에 보관했다. 짠뽀가 “내 왕위를 이어 5대째 되는 왕이 등극

하면 불법이 번창할 것이다. 그 때 이 상자를 열어라.”는 유언을 남겼다.

5. 리친과 삼뽀라가 범어를 티벳어로 번역했다. 궁궐의 내부에서 일하

는 대신 4명에게 문자를 가르쳤다. 그 때 짠뽀는 궁궐 안에 머무르며 4년 

동안 문門에도 가지 않고 칩거했다. “짠뽀는 궁궐의 문에도 가지 않는 등 

일체 보이지 않고 현명한 대신이 나타났다(정무를 본다)고 백성들이 말한

4)   4대 루(རུ།) 지역은 토번의 지리적 형세와 관련이 있다. 라싸 지역의 지세地勢가 마치 하늘을 보고 누워 

있는 나찰을 닮았다는 인식에 따라 나찰의 심장에 해당되는 대소사大昭寺를 짓기 전에 나찰의 오른쪽 
어깨에 해당되는 부루(དབུ་རུ། ) 지역에 까차(བཀའ་ཚལ། ) 사원을, 왼쪽 어깨에 해당되는 요루(གཡོ་རུ། ) 지역에 차주( ཁྲ་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 사원을, 나찰의 오른쪽 무릎에 해당되는 예루(གཡས་རུ།) 지역에 짱잠(གཙང་འགྲམ། ) 사원을, 나찰의 왼쪽 무릎
에 해당되는 루라(རུ་ལག ) 지역에 촘빠갱(གྲོམ་པ་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 사원을 각각 세웠다는 것을 말한다. 

다.”는 소리를 짠뽀가 들었다. 그리고는 글을 배운 대신 4명을 불러 의견

을 들었다. 짠뽀가 4개월 동안 노력해 십선법(十善法. དགེ་བ་བཅུ།)을 모범으로 삼

아 법령을 만들고 문자화 했다. (주요 내용은) 살인을 없애기 위해 목숨 값으

로 황금 1천량 배상하기, 절도를 없애기 위해 물건으로 배상하기, 간음을 

없애기 위해 코를 자르고 눈을 파내기, 거짓말을 없애기 위해 맹세하기 등 

이었다. 

6.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짠뽀가 모든 백성들을 모아 선포했다. “나는 궁

궐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한 자리에 머무르며 정무도 보지 않았다. 그래도 

너희 백성들은 모두 여유가 있고 행복했다. 너희들은 ‘짠뽀께서 궁궐의 문

에도 가지 않고 어디에도 없고 현명한 대신 나타났다’라는 말들을 했다. 현

명한 대신을 내가 임명했나? 너희 백성들이 임명했나? 너희들이 이처럼 

(내가 나라 다스리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기에 내가 4개월 동안 노력해 법령을 

만들었다. 법령에 정해놓은 대로 따르라. 만약 법령대로 하지 않으면 12개 

작은 나라가 망한 것처럼 우리 나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들 12국에는 

의지할 법령이 없어 (국정이) 혼란스러워져 그렇게 된 것이다. (법령대로 행하

지 않으면) 장래에 병폐도 많아질 것이고, 나의 후손들 즉 짠뽀와 백성들의 

나라마저 없어질 것이니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

렸다. 

(이렇게 짠뽀는) 오전 시간 전부를 할애해 국가의 체계를 정비하는 법과 좋

은 풍속 그리고 법령과 명령 등을 틀림없이 백성들에게 정중하게 선포했

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짠뽀에게 감사를 드리며 “짠뽀시여! 어느 누구

도 당신의 지혜로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칭호도 치송짠감뽀로 하십시

오!”라며, 새로운 칭호를 올렸다. 왕족과 대신들의 자손들은 모두 톤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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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라와 인도에서 온 리친에게 문자를 배우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이후 토

번 땅에 문자의 시대가 시작됐다.

7. 후에 당나라 임금(딩가딩쭌དིང་ང་དིང་བཙུན།)5)의 딸(옹조)을 왕비로 맞이하는 회

담을 위해 가똥짠유숭(འགར་སྟོང་བཙན་ཡུལ་ཟུངས། ?~667)을 지방군정장관에 해당되는 

캐뽄(ཁད་དཔོན།)에, 니바냐도레낭짠(སྙི་བ་སྙ་དོ་རེ་སྣང་བཙན།)을 잰왕(궁중의 대신.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དབང་།)에, 

조데루궁돈(འབྲོ་ལྡེ་རུ་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སྟོན།)을 옥뽄(궁중의 대신. འོག་དཔོན།)에 각각 임명해 시종 300명

과 함께 파견했다. 사자들은 (혼인을 위한) 편지를 담은 상자 3개를 가지고 

갔다. 장안(ཀེང་ཤི)에 도착한 사자들은 당나라 태종에게 서신을 담은 상자 하

나를 올렸다. 당 태종이 토번의 사자들에게 답신을 주며 “나의 편지를 토

번으로 갖고 가 (짠뽀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말하라.”라고 일렀다. 사자들

은 “이 답신을 토번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답신은 이것입니다.”라며 

두 번째 편지를 당나라 임금에게 올렸다. 그러자 당 태종은 다시 편지를 주

며 “이것이 두 번째 편지에 대한 답신이다. 토번에 전달해라. 토번의 답신

이 올 때까지 사자들은 모두 장안에서 기다려라.”고 말했다. 사자들은 이

에 대해 “두 번째 답신을 토번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답신에 

대한 대답이 이것입니다.”라며 세 번째 편지를 당 태종에게 바쳤다. 이세

민이 토번 왕의 세 번째 편지를 읽은 뒤 “매우 신기하다!”고 생각하고는 

“나의 딸을 왕비로 보내겠다.”고 대답했다. 당 태종은 똥짠유숭에게 당나

라 대신에 해당되는 직책을 내렸다. 

5)   당태종 이세민을 가리킨다. 재위 627~649.

야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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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들은 2달 동안 출발을 기다렸다. 뭄상옹조(문성 공주. མུང་ཤང་ཨོང་ཅོ།)6)와 수

행원 300명을 토번으로 파견했다. 당 태종은 똥짠유숭에게 황실의 여인 30

명을 부인으로 삼으라고 보냈다. 그리곤 “(나의 딸을) 토번의 짠뽀와 당나라 

임금처럼 잘 모셔라.”고 말하고는, 이를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도록 했다. 

그런 뒤 똥짠유숭은 토번으로 출발했다. 사자들과 공주는 토번에 도착했

고, 토번 왕은 뭄상옹조를 왕비로 맞았다. 그 후 짠뽀는 핸까르따모라(ལྷན་ཀར་

ཏ་མོ་ར།) 궁전에 머물렀고, 옹조는 하사라모체(ལྷ་ས་ར་མོ་ཆེ།)7) 궁에 입주했다. 옹조는 

당나라에서 석가모니(ལྷ་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མུ་ནེ།)금상 1위를 한 마부馬夫의 품 안에 넣어 모셔

왔는데, 모체 궁전에 모셨다. 조상祖上인 짠뽀 송짠깜뽀가 부처님 가르침

을 토번 땅에 시작한 것이다.

8. 리(ལི་ཡུལ།)8) 땅의 사람들은 전부 송짠감뽀가 관세음보살(ཨ་རྱ་པ་ལོ།)의 화신이

라고 여겼다. 그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백 

년경 리 땅에 불교가 전파됐다. 그 때 리 출신 스님 2명이 관세음보살의 얼

굴을 친견하고자 했다. 그래서 1년 내내 공양을 올리고 경을 읽고 주문을 

외웠다. 문수 보살이 나타나 “선남자여! 무엇을 원하나?”라고 물었다. “저

희들은 관세음보살의 얼굴을 친견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문수 보

살이 “토번의 짠뽀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니 토번으로 가면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즉시 석장錫杖을 들고 토번에 있는 

6)   정확히 말하면 당태종의 질녀다. 문성 공주는 641년 라싸에 도착했으며 『신당서』 권216상上에 의하면 

680년 세상을 떠났다.

7)   지금 라싸에 있는 소소사小昭寺가 그곳이다.

8)   지금의 중국 신강성 호탄 지역에 해당된다.

짠뽀의 궁전으로 갔다. (그들은 마침) 짠뽀가 법령을 처음으로 제정했을 때 

도착했다. 어떤 이들은 사형당하고, 어떤 이들은 추방되고, 어떤 이들은 

가시로 짜여진 곳에 붙잡혀 들어가고, 어떤 이들은 코가 베어지고 눈알이 

파여지고 있었다. 

리에서 온 두 스님은 믿음이 흔들려 “이 사람은 결코 관세음보살이 아

니다. 돌아가자.”라고 생각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짠뽀가 이것

을 알고 궁전의 네 문에 명령을 내렸다. (부하들이) 두 스님을 (문에서) 불러, 

짠뽀의 명령대로 궁전 안 짠뽀 앞에 가도록 했다. 두 스님이 짠뽀에게 예

배했다. “여기에 무엇 때문에 왔나?”라고 짠뽀가 물었다. 수 스님이 “우리

들은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자 여기에 왔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짠뽀가 

왕좌王座에서 일어나 두 스님을 데리고 조용한 평지에 가 관세음보살의 모

습을 보여주었다. 두 스님을 기뻐하며 절을 올렸다. 관세음보살로 화현化

現한 짠뽀가 “이제 너희들은 무엇을 원하나?”라고 물었다. 두 스님은 “저

희들을 다시 고향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대답했다. 두 스님은 짠뽀의 발

을 잡고 울었다. 잠시 후 두 스님은 궁전에서 잠이 들었다. 잠이 들었다가 

따뜻한 양광陽光에 잠이 깨니, 관세음보살은 보이지 않고 두 스님은 고향

에 돌아와 있었다. 조금 전엔 “이 사람은 관세음보살이 아니다. 그래서 고

향에 돌아갈 생각만 하고 보니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의심할 

것 없이 짠뽀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임이 틀림없다.”라고 두 스님이 말했다. 

(이 사실은) 『우전대수기于闐大授記 ལི་ཡུལ་ལུང་བསྟན་ཆེན་པོ།』9)라는 책에 잘 기록되

9)   런던 대영박물관(IOL Tib J 597, IOL Tib J 598)과 파리국립도서관(P.T.960)에 보관되어 있는 돈황 출토 티베
트어 문헌에 이 책이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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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예사 대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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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9. 그 후 짠뽀 두송망뽀제룽남(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སྲོང་མང་པོ་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ནམ། 재위 677~704) 시대에 캄(사

천성 일대) 지방의 링(p.122. གླིང 
p.133. སྲུངས 

 

་།)이라는 지역에 치쩨(ཁྲི་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 사원을 건립했다고 한다. 

그 후 그의 아들 치데쭉뗀(ཁྲི་ལྡ ེ་གཙུག་བརྟན། 재위 704~755) 시기 당나라의 김상공

조(금성 공주.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ཤང་ཨོང་ཅོ།)를 왕비로 맞았다. 칭부남라 지방, 작마의 까추 지

방, 잰상 지방, 카작 지방, 메송 지방에 사찰을 건립했다고 한다. 김상공조

는 매년 하사라모체 사원에 봉안되어 있던 석가모니 부처님 상을 돌며 예

배했다. 고모인 뭄상옹조(문성공주)를 신으로 공양했고, 석가모니 상이 천 

명의 신과 사람들에게 불법佛法을 설명하기를 기원했다. 토번 땅의 죽은 이

들의 복덕을 위해 음식을 바쳤는데 이름을 ‘체(ཚེ།)’라고 했다. 짠뽀 치데쭉짠 

시대 불교는 이 정도 이뤄졌다. 짠뽀와 옹조10)가 세상을 떠났다.

10. 왕자 치송데짠(742~755~797)이 13살의 나이로 짠뽀 자리에 올랐다. 

등극하자마자 나남마장촘빠제(སྣ་ནམ་མ་ཞང་ཁོྲམ་པ་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치톡제탕라바(ཁིྲ་ཐོག་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ཐང་ལ་འབར།)·

족로제상개공(ཅོག་རོ་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བཟང་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གོང་།) 등 세 명의 대신이 나쁜 업력과 귀신에 홀렸

다.  먼저 나남과 족로 두 사람이 모의해 나남마장촘빠제가 탕라바를 살해

했다. 두 사람은 토번 땅에 불길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석가모니 가르침을 

신봉한 때문이니 하사라모체에 있는 당나라에서 가져온 불상을 당나라로 

돌려보내야 된다고 말했다. 그 불상은 처음엔 마부 한 사람이 가슴에 안은 

채 들고 옮길 수 있었는데, 가죽 끈으로 만든 그물에 넣고 3백 명이 옮겨

10)   དོན་ཆེན་གནད་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ལོ་ཚིགས།(P.T.1288)에 따르면 금성 공주는 739년 타계했다.

서 (겨우) 문 밖에 버렸다. 그런 후 1천여 명의 사람들이 끌고 던졌다. 불상

이 카작(མཁར་བྲག) 지방의 평원에 도착했을 때 1천여 명의 사람들이 들어도 들

지 못해 그 자리의 땅을 파고 묻었다. 바씨氏의 노비들[འབལ་རྗེ་ཁོལ།]에게 관리

를 맡겼다. 밤에 흙으로 덮어 놓았으나 다음 날 불상의 상반신 부분이 곧

게 선 모습으로 땅 위로 드러났다. 

중국에서 온 화상和尙 한 명이 – 그는 본래 옹조의 시종으로 토번에 왔

다가 라모체 사원에 머물렀다 – 마침 당나라로 추방됐는데, 그가 토번과 

당나라의 경계선에 도착했을 때 신발 한 짝을 어제 걷던 길에 두고 왔다. 

화상은 “나의 신발 한 짝을 어제 걸었던 토번 땅에 두고 왔는데, 이는 토번 

땅에 다시 부처님 가르침의 불꽃이 일어날 징조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라싸의 카작 지역에 있던 사찰과 자마잰상 지역에 있던 사찰이 훼손됐다. 

자마잰상에 있던 종鐘은 칭부의 바위산에 묻혔는데, 지금 삼예사의 종11)이 

이것이다. 

장마장(ཞང་མ་ཞང་། 마장촘빠제)이 불법佛法을 박해할 때 라싸뻬하르 지역은 거

대한 도살장으로 변했다. 살해한 양羊의 시체를 불상의 손 위에 놓았고, 양

의 창자를 불상의 목에 휘감았다. 장마장은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이후로 

사람이 죽으면 ‘체(ཚེ།)’라는 불교 의식을 행하지 못한다. 만약 불법佛法을 믿

는 사람이 있으면 단신으로 영원히 추방시키겠다.”는 법령을 선포했다. 이

처럼 부처님 가르침은 박해 받고 훼손됐다. 그로부터 오래지 않아 장나남

과 치톡제탕라바는 탕라산 밑에서 “까! 까!”라는 슬픈 소리를 지르며 죽었

다. 족로제상개공은 혀·손·발 등이 매 마르며 죽었다. 장마장에게 커다

11)   지금 삼예사 대전의 문에 걸려있는 종은 이 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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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죽음의 나쁜 징조가 나타나자, (어떤 사람이 그 기회를 이용해) 돈을 주고 점

쟁이를 회유해 “짠뽀의 운이 나쁘다. 몸으로 속죄하는 법식法式을 보여야 

한다. (어떤 사람을) 구덩이에 넣어 생매장해야 한다.”는 말을 퍼트리게 했

다. (그리하여 장마장촘빠제를) 구덩이에 넣고 묻어버렸다. (한편 당시) 짠뽀와 

백성들의 점괘와 징조가 일치하는 것은 당나라에서 온 불상이 위협하고 해

를 끼치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었다. (당나라의 석가모니 불상의) 조상祖上과 원

본原本은 천축에서 온 것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불상을 옮기면 좋다는 

징조가 있으니) 석가모니 조상의 고향인 천축과 가까운 곳인 네팔로 (불상이) 

옮겨졌다. 노새 두 마리에 불상을 실어 (네팔로 가는 길목인) 망유(མང་ཡུལ།) 지역

에 보내자 곳곳에서 커다란 나쁜 징조가 나타났다. 

11. (당시) 죽은 사람에 대해 불교식 의식인 ‘체(ཚེ།)’를 거행하지 못한다는 

명령이 내려졌다. 그 후 바사낭(དབའ་གསལ་སྣང་།)의 아들과 딸(오빠와 여동생)이 동시

에 죽었다. 문 밖에 나가면 티베트 전통 종교인 본교 의식으로 장례를 집

행해야만 했다. 집 안에서 변형된 방식으로(གྱོད་དང་བསྡོས།) 신과 사람 천여 명에

게 음식을 주면서 ‘체’ 의식을 거행했다. 라모체 사원에 머무르고 있던 늙

은 화상和尙 한 명을 불러 아들과 딸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도록 했다. 화

상이 “아들과 딸이 신(정토淨土)으로 태어나기를 원하나? 다시 당신의 아들

과 딸로 태어나기를 원하나?”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신(정토)으로 태어나

기를 원한다.”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다시 우리들의 아들과 딸로 태어

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화상은 붉은 칠을 반쯤 한 콩 크기 만한 진주 

같은 물건을 딸의 입에 물리고 의식을 거행했다. 화상은 “아들은 신의 땅

(정토)으로 갔고, 딸은 다시 당신들의 아들로 태어날 것이다.”라고 말했

다. 표시와 상징象徵들이 아주 많이 출현했다. 어린이의 ‘작은 뼈에 사리舍

利 같은 살[육肉]의 산山(རུས་བུ་ལ་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ཤ་རི་རམ།)’이 많이 나타났다. 1년 뒤에 바사낭의 

집에 어린 아들이 태어났다. 잇몸 위에 반쯤 빨갛게 물든 진주 같은 물건

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보았다. 태어난 지 40일쯤 지나자 고

모의 얼굴을 알아 보았다. 다른 사람의 얼굴도 모두 식별했다. 마치 죽기 

전처럼 고모와 사람들을 불러댔다. 

12. 바사낭은 화상으로부터 수행에 관한 가르침(སྒོམ་ལུང་།)을 전해 받았다. 

비밀스럽게 항상 가르침에 따라 수행했다. 늘 수행했기에 뒤에 부처님 가

르침을 찾고자 짠뽀의 사자使者가 되어 천축과 네팔로 가기를 원했다. (짠

뽀가 바사낭의) 마음을 살펴본 다음 바사낭을 망유(མང་ཡུལ།)의 소론(관직 이름. 변

경을 지키는 수비대 대장. སོ་བློན།)으로 임명했다. 바사낭은 망유로 갔다. 그리하여 

이전에 장마장(ཞང་མ་ཞང་། 마장촘빠제)이 제정한 불법佛法을 행하지 마라는 금지

를 지키지 않아도 됐다. 천축의 마하보디 사원12)과 나란타 사원13) 등에 존

경의 뜻으로 공양 물을 바쳤다. 공양 품을 올리자 겨울 달의 중간(한 겨울) 

임에도 비가 내렸고, 마하보디 사원의 보리수 나무에서는 잎이 돋아났다. 

네팔에서는 ‘일체성취一切成就(ས་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ཝང་སེ།)’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의식을 거행했

다. 헴캉(ཧེམ་ཁང་།) 사원에서 공양 품을 올릴 때는 “좋도다! 복이 있으라!”는 소

리가 공중에서 들리고 밝은 빛도 나타났다. 망유에 사찰 2곳을 건립했다. 

조건들이 구비됐다. 천축과 네팔의 현자賢者들로부터 부처님의 교의敎義를 

12)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곳에 세워진 대보리사를 가리킨다.

13)   당시 동아시아 최대의 대학이자 사찰이었던 나란다 사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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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웠다. 네팔 왕의 요청을 통해 친교사親敎師(མཁན་པོ།)14) 보디사따(བོ་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15)를 망

유에 초청했다. 바사낭은 자기 집에 보디사따를 모시고 음식을 올리며 가

르침을 청했다. 그 뒤 (바사낭이) 토번으로 와서 토번 왕의 스승인 선지식善

知識(དགེ་བའི་བཤེས་གཉེན།)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자 (보디사따는) 승낙했다. “(큰 일을 이

루기 위한) 공양 품을 헌상하라!”고 보디사따가 말하자, 바사낭은 화장품, 

오색 비단, 견사絹紗, 금은, 모직毛織 깔개 등 가능한 모든 것을 헌상獻上 

했다. “여전히 더 필요하다!”고 하자 바사낭은 입고 있던 옷, 쓰고 있던 모

자, 차고 있던 허리 띠 등을 전부 바쳤다. 보디사따가 “너의 짠뽀와 너는 

로히띠(ལོ་ཧི་ཏི།)강16)변, 키뽀리(ཁས་པོ་རི།)산17)의 기슭, 자마(བྲག་དམར།)18)의 땅에 삼예훈

기춥(སབས་ཡས་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གྱིས་གྲུབ།)이라는 이름의 사찰을 지을 적당한 연령이 되었고, 시가

가 무르익었다. 나는 짠뽀와 너의 선지식이 되겠다. 너와 나는 본래 아는 

사이(གདོད་ཤེས།)이고, 이번 생애에 너는 보리심을 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여러 

생에 걸쳐 보리심을 낸 나의 상수제자인데, 이름도 예세왕뽀(ཡེ་ཤེས་དབང་པོ།)로 불

려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 때 하늘에서 “훌륭하도다! 복덕이 있을 것이

다!”라는 소리가 들리고 광채가 나타났다. 그런 후 보디사따는 받은 물

품 모두를 바사낭에게 되돌려주었고, 하루도 머무르지 않고 네팔로 돌아

갔다.

14)   나이 어린 제자가 항상 가까이 모시고 공부하는 스승 혹은 출가자에게 계를 주는 스님을 친교사라 
한다. 범어로는 upādhyāya이며 오파타야鄔波馱耶로 음역된다.

15)   적호寂護, 즉 샨타락시타를 가리킨다. 그의 티베트 이름은 ཞི་བ་འཚོ།이다. 생졸년은 대략 725~783
년. 763년과 771년 초청을 받고 토번에 들어가 불교를 가르쳤다. 유식사상과 중관사상을 결합
한 유가행중관자립논증파의 창시자이다. 三枝充悳編, 『インド仏教人名辭典』, 京都:法藏館, 1987, 
pp.117~118.

16)   지금의 야루짱뽀 강을 말한다.

17)   지금의 삼예사 동남쪽 약 250m지점에 있다. 

18)   삼예사가 위치한 주변 지역을 자마라 부른다.

삼예사 대전 입구에 걸려있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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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디사따가 네팔로 출발하기 전에) 바사낭은 짠뽀의 얼굴을 즉시 보고 싶다

며 보디사따의 의향을 물었다. 보디사따도 동의했다. 바사낭은 룽축(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

ཚུགས།) 궁전에 가 짠뽀에게 인사를 드렸다. 짠뽀가 즉시 “당신은 불법을 전부 

수행한다고 하던데 본교를 믿는 대신들이 추방하지 않던가?”라고 물었다. 

“네팔과 가까운 변방에 갔기에 추방당한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라고 대답

했다. 그리고 나서 짠뽀가 바사낭에게 이익이 되는 음식(ཕན་ཕབས།)을 줄 때, 

(바사낭은) 은밀한 곳에서 (짠뽀에게) 훌륭한 불법佛法을 마땅히 수행해야 된

다는 것과 불법의 뛰어난 점, 그렇게 수행해야 되는 이치 등에 대해 설명

했다. 보디사따라고 불리는 자호르19) 출신의 친교사親敎師(མཁན་པོ།)가 지금 네

팔에 있으며, 그는 전생을 자세히 설명할 뿐 아니라 공덕을 (바사낭에게) 깊

이 설명했다는 점, 특히 (보디사따에게) 짠뽀의 선지식이 되어달라고 요청했

다는 것 등에 대해 자세히 보고했다. 짠뽀가 보디사따를 친히 만나 보는 것

이 좋겠다는 요청도 올렸다. 짠뽀가 “당신이 말한 대로 행하면 대신(ཞང་བློན།)

들이 아마도 당신을 죽이려 들 것이다. 냐상에게 분부해 (보디사따를 초청하

도록) 할 것이니 당신은 잠시 고향에 돌아가 있으라.”라고 말했다. 바사낭

은 고향에 돌아가 머물렀다.

13. 짠뽀와 대신들이 모여 회의할 때, 장냐상(ཞང་ཉ་བཟང་།)이 부드러운 말로 

아뢰었다. “조상이신 짠뽀 송짠과 신의 후손이자 아버지인 짠뽀 치데쭉짠

께서 토번에 부처님 가르침이 퍼지도록 처음으로 길을 열었습니다. 짠뽀

19)   자호르라는 나라는 지금의 방글라데시에 있었다. 티베트불교에 큰 영향을 끼친 아티샤 역시 이 나
라 왕족 출신이다.

께서 붕어하신 뒤 몇몇 간악한 대신들이 불법佛法을 박해했습니다. (그 결과) 

당나라에서 처음 석가모니 불상을 모셔올 때 마부 한 명이 들고 올 수 있

었는데, 다시 당나라로 돌려보낼 때는 천 명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반

면 석가모니 불상을) 망유로 옮길 때는 노새 두 마리가 능히 옮길 수 있었습니

다. (게다가) 불법을 훼손한 몇몇 대신들은 금생今生에 끝없는 고통을 당하

며 죽었고 불길한 징조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짠뽀와 백성들의 점괘와 징

조가 일치하는 것은 당나라에서 모셔온 불상이 분노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다면 짠뽀의 몸과 나라의 운명에도 해를 끼칠 것

이 분명하므로 석가모니 불상을 망유에서 다시 모셔와 공경해야 합니다. 

이전에 아버지 짠뽀 치데쭉짠께서 불법을 선양宣揚 했듯이 하는 것이 마땅

합니다.”

(이에 대해) 짠뽀 치송데짠이 “대신 장냐상이 말한 대로 행하는 것이 맞

다. 짐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 대신들은 이를 마음에 새기고 논의해 

그렇게 해주기 바라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짠뽀와 대신들이 다시 모였을 

때, 짠뽀는 “(이전의) 대신 장마장촘빠제가 부처님 가르침을 박해했는데, 그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 지금 장냐상이 제안한 대로 석가모니 불상을 다시 

모셔오는 것이 합당하다. 천축과 네팔에서 부처님 가르침에 정통한 현자

가 누구인지 물어봐야 하니 바사낭을 불러오라!”고 말했다. 

14. 그리하여 부름을 받은 바사낭이 도착하자 짠뽀가 앞에서 결정한 것

을 알려주었다. 바사낭은 “자호르 국왕의 아들이자 ‘보디사따’로 불려지는 

현인賢人이 한 때 천축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네팔에서 수행하

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바사낭 당신이 보디사따를 꼭 모시고 오도

록 하라. 그대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네팔로 가서 네팔의 왕에게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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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부탁의 말을 드리고, 나의 서신도 전해 주어라. 자호르의 친교사를 

토번으로 모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보디사따의) 대답을 받아오

라!”고 짠뽀가 바사낭에게 지시했다. 바사낭은 곧바로 출발해 네팔에 도착

했다. 짠뽀의 서신을 네팔 왕에게 전했다. 토번으로 보디사따를 초청하자 

그가 응낙했다. 그래서 망유(མང་ཡུལ།)로 안내했다. 

(바사낭이) 사신을 토번의 궁전으로 파견해 보디사따께서 길을 나서 지금 

망유에 머무르고 있다고 아뢰었다. 짠뽀가 궁정 안의 신하인 랑조낭라(ལང་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སྣང་ར།)에게 “너는 바사낭과 함께 매우 공손한 태도로 보디사따를 라사뻬하

르(ར་ས་པེ་ཧར།)로 모셔라!”며 그를 파견했다. 짠뽀가 말한 대로 보디사따가 네팔

인 통역자 한 명을 시종으로 데리고 도착했다. 친교사 보디사따는 랑조낭

라를 시종으로 데리고 라사뻬하르에 머물렀다. 그 때 짠뽀는 자마 궁전에 

있었다. 보디사따가 “짠뽀를 만나 인사 드려도 되는지?”를 알고자 사자를 

파견했다. 짠뽀는 즉시 보디사따를 만날지 말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라사

뻬하르에 조금 더 머무르고 계시라.”고 대답을 주었다. 

짠뽀는 보디사따가 인도와 네팔(ལྷོ་བལ།) 지역에서 행해지는 ‘나쁜 주문과 

귀신을 거느리는 술법(ངན་སྔགས་དང་ཕྲ་མེན།)’을 갖고 있지나 않은지 의심했다. 그래

서 짠뽀는 대신 장개자렉지(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ལེགས་གཟིགས།)과 셍고하룽지(སེང་འགོ་ལྷ་ལུང་གཟིགས།), 바상

시(འབའ་སངས་ཤི) 등 세 사람에게 “당신들 세 분이 라사뻬하르에 가서 아사리(ཨ་

ཙརྱ།) 보디사따를 만나 예경을 드리고, 그가 인도와 네팔에서 행해지는 ‘나쁜 

주문과 귀신을 거느리는 술법’을 부릴 수 있는지에 대해 내가 염려하는 것

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알아 오시오!”라고 말했다. 세 명의 대신은 라사뻬

하르로 갔다. 통역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여섯 곳의 시장市場에서 캐시

미르(ཁ་ཆེ།) 출신과 네팔 양리(ཡང་ལི།) 출신으로 통역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상인 

우두머리에게 개별적으로 물었다. 라사(ར་ས།) 시장에서 캐시미르 출신인 히

친(ལྷས་བྱི།) 형제와 아난따(ཨ་ནན་ཏ།) 등 세 사람을 찾았다. 히친 형제는 장사와 관

련된 말 이외에는 통역할 수 없었다. 아난따는 캐시미르에서 큰 죄를 지은 

브라만(བྲམ་ཟེ།) 제상(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བཟང་།)의 아들이었다. 캐시미르 일대의 법에 의하면 브라

만을 죽일 수 없기에 제상은 토번 땅으로 추방됐다. 제상의 아들 아난따는 

브라만교 사원에서 음성학과 약물학 들을 배웠기에 통역할 수 있었다. 아

난따의 통역에 힘입어 대신 세 사람은 (보디사따의 처소에서) 2달 동안 머무르

며 불교의 가르침을 탐구했다. 불법佛法의 교의敎義가 경전의 가르침 방식

을 따르는 것임을 확인하고 모든 죄악을 멀리하고, 모든 선행善行을 실천

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했다.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모든 것을 열심히 행

해야 된다는 것 등의 의미에 대해 폭넓게 설명했기에 상시 등 3인의 대신

은 불교에 깊은 믿음이 생겼다. 

짠뽀 앞에 간 세 대신은 “보디사따에게는 ‘나쁜 주문과 귀신을 거느리는 

술법’이 조금도 없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아뢰었다. (그리하

여) 보디사따를 자마에 초청했다. 통역을 통해 짠뽀와 인사를 나누자마자 

보디사따가 말했다.

“짠뽀께서는 저를 아십니까?”

“전에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짠뽀)

“가섭부처님(음광불飮光佛. སངས་

1. རྦ 

2. བསྒྲིགས           2-1. སྒྲིད 

3. སྐྲུན 

4. བཞུགས           4-1. བརྩམས 

5. ཀྒྲི 

6. རྩྩོམ 

7. རྒྱུས 

8. སྩོན            8-1. རྒྱ 

9. རྒྱ 

10. རྩོ་རྗེ 

11. དྲུག 

12. སྗེམས 

13. རྒྱ 

14. སུན་གྒྲིས 

15. སྒྲིག 

16. ཏྲའྒྲི 

17. དྒྲི 

18. དུ 

19. འབྲུག 

20. རྒྱང 

21. སྦྱན 

22. གུང 

23. ཤྰཀ 

24. འདུས 

25. རྗེ་རླུང 

26. རྩྗེ 

27. གྒྲིམ 

28. སྗེས 

29. རྗེ 

30. སྗེས 

31. རྒྱལ 

32. བསྡུས་ཀྒྲི 

33. རྗེ 

34. གྩོད 

35. གདུང 

36. རྦ 

37. དྒྲི་ས་ཏྭ 

38. ལྷུན 

39. སླུངས 

40. གྩོ 

41. སྦྲང་རྒྱལ་སྦྲ 

42. སྗེས 

43. རྒྱས ་འོད་
p.122. གླིང 
p.133. སྲུངས 

 

།)20)이 가르침을 펼 당시 우리 두 사

람은 사찰을 장엄하고 보호했습니다. 당시 토번 땅에 부처님 가르침을 널

리 펴자고 서원을 세운 사실을 잊었습니까?”(보디사따)

“전생의 일을 돌이켜 보니 아사리의 말씀이 맞습니다.”(짠뽀) 

20)   과거 칠불七佛 가운데 여섯 번째, 현겁賢劫에 출현하는 네 분 가운데 세 번째 부처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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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종본의宗本義」의 [4]·[5] 단락 및 이와 관련된 당나

라 스님 원강元康이 지은 『조론소肇論疏』(이하 「원강소」)1), 송나라 스

님 비사秘思가 편찬하다 완성하지 못하자 정원(淨源. 1011∼1088)

이 정리해 출간한 『조론중오집해肇論中吳2)集解』(이하 「중오집해」)3), 

원나라 스님 문재(文才. 1241∼1302)가 저술한 『조론신소肇論新疏』

(이하 「문재소」)4)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강조체 한자는 「종본의」 

본문이고, 나머지는 주석이다. 한문의 표점은 번역자가 찍은 것

이다. 편의상 [4]·[5] 등으로 단락을 구분했고, ①·② 등 원 안

1)   당나라 원강의 『조론소』는 『대정신수대장경』본을 저본으로 삼아 번역했다. T45-p165a. 
2)   중오中吳는 지명으로 지금의 절강성 남부에 위치한 상주시常州市를 가리킨다.

3)   『조론중오집해』는 중국 상해고적출판사가 2002년 편찬한 『속수사고전서續修四庫全書』 제1271(자부종교류

子部宗敎類)책冊에 수록된 것을 저본으로 했다. 『속수사고전서』는 『사고전서』의 속편 격으로 편찬된 총
서다. 전부 1800책으로 5213종의 전적典籍이 수록되어 있다. 경부经部 260책册, 사부史部 670책, 자부
子部 370책, 집부集部 500책이며, 사고전서에 비해 51% 증가한 수치다. 『속수사고전서』에 수록된 『조
론중오집해』는 본래 근대 중국을 대표하는 학자 가운데 한 명인 뤄쩐위(羅振玉. 1866∼1940)가 편집한 『신
한루총서宸翰樓叢書』에 수록되어 있던 것이다. 한편 정원이 『조론중오집해』를 해설한 책이 『조론(중오)집
해령모초』이며, 이 책은 2008년 상해고적출판사上海古籍出版社에서 출간됐다. 『조론중오집해』 번역에 
伊藤隆壽·林鳴宇撰, 『肇論集解令模鈔校釋』,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8판을 참조했다.

4)   원나라 문재의 『조론신소』는 『대정신수대장경』본을 저본으로 삼아 번역했다. T45-p201a. 필요한 경

우 중국 하북성불교협회河北省佛敎協會가 2006년 출판한 『대장신찬만속장경大藏新纂卐續藏經(影印本)』 제54
책에 수록된 것과 대교했다. 이하 이 속장경에서 인용할 때는 WX로 표시한다. 예를 들면 WX54-
p225a. 한편 전90권(색인 1권, 목록 1권 포함)으로 영인된 이 속장경의 내용은 타이완에서 출간된 그 것과 
차이가 없으나, 체제와 구성이 다르다.

「종본의」 본문·주석 번역 2

활인검活仁黔 | 자유기고가

승조와  『조론』  8 

의 번호는 관련 있는 본문과 주석을 가리킨다. 「종본의」 본문 전

체 번역을 앞에, 주석을 뒤에 실었다.                          편집자

[4] ① 漚和5)、般若者, 大慧之稱也. 諸6)法實相, 謂之般若, 能不形證7), 漚和

功也. 適化衆生, 謂之漚和, 不染塵累, 般若力也. ② 然則般若之門觀空, 漚

和之門涉有. 涉有未始迷虛, 故常處有而不染. 不厭有而觀空, 故觀空而不

證. 是謂一念8)之力, 權慧具矣. 一念之力, 權慧具矣, 好思歷然可解.

[4] ① 방편과 지혜라는 것이 바로 큰 지혜다. 제법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

을 반야라 말하며, 보살행을 펼치는 것은 방편의 공덕이다. 중생을 교화하

러 가는 것을 방편이라 하며, 교화를 하더라도 ‘대상[진塵]과 속박[루累]’에 물

들지 않는 것은 지혜(반야)의 공능 때문이다. ② 그러한 즉 지혜로 들어가

는 방법은 공을 깨닫는 것이며, 방편을 쓰는 것은 있음[세간]과 관련이 있

다. 세간에 머무르되 미혹되고 허황되지 않으며[성공의 도리를 잊지 않는다], 

항상 세간에 머무르나 물들지 않는다. 세간을 싫어하지 않고 공을 깨닫기

에 깨달아도 열반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를 방편과 지혜를 동시에 갖추었

다고 말한다. 방편과 지혜를 동시에 갖추었다는 것을 잘 생각해보면 분명

히 알 수 있다.

[5] ① 泥洹、盡諦者, 直結盡而已. 則生死永滅, 故謂盡耳, 無復別有一盡處耳. 

5)   방편이라는 뜻이다. 범어 upāya의 음역이다. 

6)   『문재소』에는 ‘제법실상諸法實相’이 아니고 ‘견법실상見法實相’으로 되어 있다. 의미상 견법실상見法實相이 
더 적확한 것 같아 이를 따라 번역했다. T45-p202c. 

7)   깨달음을 형증形證이라 한다. 깨달은 후 세간에 돌아와 보살행을 하는 것을 불형증不形證이라 한다. 

8)   일념一念은 ‘동시에’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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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아잔타 석굴의 바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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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① 열반이라는 것은 단지 번뇌의 결박이 다한 것이다. 즉 삶과 죽음이 

영원히 소멸됐기에 ‘다했다’고 말할 뿐이지, ‘또 하나의 다함’이 별개로 있

는 것은 아니다.

[4] [본문] ①漚和、般若者, 大慧之稱也. 諸法實相, 謂之般若, 能不形證, 漚和

功也. 適化衆生, 謂之漚和, 不染塵累, 般若力也. ②然則般若之門觀空, 漚

和之門涉有. 涉有未始迷虛, 故常處有而不染. 不厭有而觀空, 故觀空而不

證. 是謂一念之力, 權慧具矣. 一念之力, 權慧具矣, 好思歷然可解.

[원강소] ① “漚和、般若”下,　第三、明漚和般若宗, 為《般若無知論》之宗本也. 

具足梵音, 應言漚和俱舍羅9)般若波羅蜜, 漚和俱舍羅, 此云方便; 般若波羅

蜜, 此云智慧. 方便者, 權智也; 智慧者, 實智也. 《大品經·九十品》10), 龍樹

菩薩以方便已前明般若道; 《方便品》11)已後明漚和道. 《維摩經》云: “有慧方

便解, 無慧方便縛; 有方便慧解, 無方便慧縛.” 今合明此二, 只是大智之名

也.

① “방편과 지혜” 이하는 세 번째로 방편과 반야의 요지를 밝힌 것으로, 

「반야무지론」의 요지要旨이다. 범어의 소리를 모두 갖추 말한다면 방편은 

당연히 ‘구화구사라반야바라밀’이라고 말해야 하며, ‘구화구사라’는 중국말

로 하면 방편이다. 반야바라밀은 중국말로 지혜다. 방편은 권지權智를 말

9)   구사라拘舍羅는 범어 kauśalya의 음역으로 ‘선교善巧’라는 의미다. 구화구사라漚和拘舍羅는 upāya-
kauśalya의 음역으로 방편선교라는 뜻이다. 중생의 근기에 맞춰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선하고 공
교하게 쓰는 것을 말한다.  

10)   구마라집이 번역한 『마하반야바라밀경』은 전27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품이 「촉루품 제90」
이다.

11)   『마하반야바라밀경』 권제20에 「방편품 제69」가 있다.

하며, 지혜는 실지實智를 가리킨다. 『대품경』은 90품으로 되어 있으며 용수 

보살은 방편으로 앞에서 먼저 보살도를 설명했고, 「방편품」 이후에 방편도

를 말했다. 『유마경』은 “지혜를 갖춘 방편은 해탈이고 지혜 없는 방편은 속

박이며, 방편을 구비한 지혜는 해탈이고 방편 없는 지혜는 속박”이라고 말

했다. 지금 이 둘을 모두 밝혔다. (방편과 지혜는) 단지 큰 지혜의 이름일 따

름이다.

“諸法實相, 謂之般若”者, 觀實相智, 是謂般若也. “能不取證, 漚和功也”

者, 形現也. 聲聞觀空即現取證, 菩薩觀空能不現證. 所以然者? 此理深妙, 

衆生不解. 菩薩起大悲之心, 願在生死教化衆生, 為說此法, 令一切有心, 皆

得悟解, 此即是菩薩善權方便之力也, 故云: “漚和功也.” 

“제법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을 반야라 말한다.”에서, 실상의 지혜를 체

득한 것을 일러 반야라 한다. “보살행을 펼치는 것은 방편의 공덕이다.”에

서 형形은 드러냄을 말한다. 성문은 공을 체득하고 드러내 깨달음을 취하

지만 보살은 공을 체득하고도 깨달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이 

이치는 깊고 미묘해 중생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보살은 대비大悲의 마음을 

일으켜 삶과 죽음 속에서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 ‘이 도리’를 설명해 일체 

유정들이 깨달음을 얻도록 한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선교방편12)의 힘이

다. 그래서 “방편의 공”이라 말한다. 

“適化衆生, 謂之漚和”者, 適往也. 菩薩往入生死, 教化衆生, 令悟性空, 

此是善權方便之智也. “不染塵累, 般若力也”者, 凡夫涉有, 多生染著. 菩薩

涉有, 知有法皆空, 所以於色於聲而無染著, 此是實智見空之力, 故云: “般

12)   각주 11번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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若力也.”‘대상[경境]과 속박[루累]’

“중생을 교화하러 가는 것을 방편이라 한다.”에서 ‘적適’은 가는 것[왕往]

이다. 보살은 삶과 죽음에 뛰어들어 중생을 가르쳐 성공을 깨닫게 한다. 이

것이 선교방편의 지혜다. “교화를 하더라도 ‘대상[진塵]과 속박[루累]’에 물들

지 않는 것은 지혜(반야)의 공능 때문이다.”에서 범부는 유有[세간]와 관련되

어 여러 생에 걸쳐 번뇌에 물들고 (사물에) 집착한다. 보살도 유有에 관계하

지만 모든 사물과 현상이 공함을 알기에 색色(사물)과 소리에 물들거나 집

착하지 않는다. 실지實智로 공을 깨달음 힘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반야

의 공능이다.”고 말한다.  

② “然則般若之門觀空, 漚和之門涉有”者, 觀空是實智也; 涉有是權智

也. “涉有未始迷空故, 常處有而不染”下, 覆疏前兩義也. “未始”者, 初未曾

也. 菩薩涉有, 未曾迷空, 以常知法是空, 故能處在生死. 不生染著, 釋前不

染塵累般若力也.

② “그러한 즉 지혜로 들어가는 방법은 공을 깨닫는 것이며, 방편을 쓰

는 것은 있음[세간]과 관련이 있다.”에서 공을 체득함은 실지實智를 말한다. 

“세간에 머무르되 미혹되고 허황되지 않으며[성공의 도리를 잊지 않는다], 항상 

세간에 머무르나 물들지 않는다.” 이하는 앞 두 단락의 의미를 다시 설명

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지금까지 …못하다’ 혹은 ‘아직 …한 

적이 없다’는 의미다. 보살은 유有[세간]에 관계해도 공空을 잘못 파악하지 

않기에 사물이 항상 공함을 안다. 따라서 삶과 죽음에 능히 머무를 수 있

다. ‘물들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앞의 ‘먼지와 피로[번뇌]에 물들지 않음은 

지혜(반야)의 공능이다’를 해석한 것이다.

“不厭有而觀空, 故觀空而不證”者, 菩薩涉有, 不生疲厭, 而能觀空也. 對

前言涉有不迷空, 此言觀空不厭有也. 以觀空不厭有, 所以觀空不即取證也.

“세간을 싫어하지 않고 공을 깨닫기에 깨달아도 열반에 집착하지 않는

다.”는 보살은 유有[세간]에 관계하나 그것을 싫어하거나 그것에 싫증내지 

않기에 능히 공을 체득할 수 있다. 앞의 말인 ‘유에 관계하나 공을 잘못 파

악하지 않는다’에 대해, 이 말은 공을 체득함으로서 유有를 싫어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공을 체득해 유有[세간]를 싫어하지 않기에 공을 체득했음에

도 깨달음에 집착하지 않는다.

“是為一念之力, 權慧具矣”者, 涉有不迷空, 權中有實; 觀空不厭有, 則實

中有權. 初言“一念之力, 權慧具”者, 則是權中有實也; 後言“一念之力, 權慧

具”者, 則是實中有權也. “好思”下, 審思則見也.

“이를 방편과 지혜를 동시에 갖추었다고 말한다.”는 것은 유有[세간]에 관

계하나 공을 잘못 알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방편 가운데 진실한 지혜를 갖

춘 것을 말한다. 반면 공을 체득했기에 유有를 싫어하지 않는 다는 것은 진

실한 지혜 가운데 방편을 구비했음을 뜻한다. 앞의 “방편과 지혜를 동시에 

갖추었다.”는 방편 가운데 진실한 지혜가 있음을 말하며, 뒤의 “방편과 지

혜를 동시에 갖추었다.”는 진실한 지혜 가운데 방편을 갖췄음을 나타낸다. 

“잘 생각하다”이하는 깊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중오집해中吳集解] ① “漚和、般若者, 大慧之稱也.”: 即《無知論》宗本. 梵云: “漚

和俱舍羅.” 此云: “方便善巧.” 般若此云‘慧’. 漚和, 化物權智也. 般若, 照理

實智也. 權實互闕, 則非大慧. 權實雙照, 方爲大慧. 《淨名經》云: “有慧方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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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方便慧.”13) 俱名14)爲解, 此其證也.  

① “방편과 지혜라는 것이 바로 큰 지혜다.”: 이는 「반야무지론」의 요

지要旨이다. 범어 ‘구화구사라’는 중국말로 ‘방편선교’다. 반야는 중국말로 

‘지혜’다. 방편은 사물을 교화시키는 방편지, 즉 권지權智이다. 반야는 이치

를 관조하는 진실한 지혜 즉 실지實智이다. 권지와 실지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큰 지혜가 아니다. 권지[방편지]와 실지[진실한 지혜]가 함께 작용해야

만 큰 지혜가 된다. 『유마경』은 “지혜가 있는 방편, 방편이 있는 지혜”라고 

말했다. (방편과 지혜를) 구비해야 해탈이라 부른다는 것을 이것[『유마경』]이 

증명한다.

“諸法實相, 謂之般若, 能不形證, 漚和功也.”: 實智觀理, 不現形取證, 功

由方便也. 此即有慧方便解. “제법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을 반야라 말하며, 

보살행을 펼치는 것은 방편의 공덕이다.”: 진실한 지혜로 (성공의) 이치를 

관조하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깨달음에 집착하지 않으며, 보살행을 펼

친다. 이는 방편의 공능 때문이다. 이것이 ‘지혜를 갖춘 방편의 해탈’이다.  

“適化衆生, 謂之漚和, 不染塵累, 般若力也.”: 方便化生, 不染生死, 力在

實智也. 此則有方便慧解. “중생을 교화하러 가는 것을 방편이라 하며, 교

화를 하더라도 ‘대상[진塵]과 속박[루累]’에 물들지 않는 것은 지혜(반야)의 공

능 때문이다.”: 방편을 활용해 중생을 교화하나 삶과 죽음에 물들지 않는 

것은 진실한 지혜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방편을 구비한 지혜의 해

탈’이다.

13)   『유마경 권중·문수사리문질품 제5』에 있는 문장이다. 

14)   ‘명名’은 동사로 쓰였다. 동사로서 명名은 ①이름을 …라고 하다. ②이름 짓다, 표현해 내다, 형용하
다 등의 의미가 있다. 여기서는 두 번째 의미로 사용됐다. 

② “然則般若之門觀空, 漚和之門涉有.”: 智門觀空, 悲門涉有. “그러한 

즉 지혜로 들어가는 방법은 공을 깨닫는 것이며, 방편을 쓰는 것은 있음[세

간]과 관련이 있다.”: 지혜의 문은 공을 체득하는 것이며, 자비행의 문은 

유有[세간]와 관계하는 것이다.

“涉有未始迷虛, 故常處有而不染.”: 涉生死津, 不迷涅槃, 故無塵累所染. 

“세간에 머무르되 미혹되고 허황되지 않으며[성공의 도리를 잊지 않는다], 항상 

세간에 머무르나 물들지 않는다.”: 삶과 죽음의 한가운데서도 열반을 잊거

나 버리지 않기에 ‘먼지와 피로[번뇌]’에 물들지 않는다. 

“不厭有而觀空, 故觀空而不證.”: 不捨幻有, 即見眞空, 故不趣寂偏證. 

“세간을 싫어하지 않고 공을 깨닫기에 깨달아도 열반에 집착하지 않는

다.”: 세간[환유]을 버리지 않고 참다운 공을 깨닫기에 적멸이나 편향된 깨

달음에만 머물지 않는다.

“是謂一念之力, 權慧具矣. 一念之力, 權慧具矣, 好思歷然可解.”: 以權

實無殊之智, 觀空有不二之境, 皆在一念. 故再歡勸思, 使其二縛15)歷然可

解. 《淨名疏》云: “巧積衆德謂之方便, 直達法相謂之慧. 二行俱備, 然後爲解

耳.”16) “이를 방편과 지혜를 동시에 갖추었다고 말한다. 방편과 지혜를 동

시에 갖추었다는 것을 잘 생각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권지·실지의 

차별이 없는 지혜로 공·유의 둘이 아닌 경계를 체득하는 것은 한 생각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다시 즐거이 생각하기를 권해 두 가지 속박[공에 집착

15)   ‘이박二縛’에 대해 『조론집해령모초肇論集解令模鈔』는 “觀空不證即解二乘沉空之縛, 處有不染即解凡夫滯
有之縛”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박二縛은 공空에 집착하는 성문·연각의 속박과 유有에 탐닉하는 범부
의 집착 둘을 가리킨다. 伊藤隆壽·林鳴宇撰, 『肇論集解令模鈔校釋』,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8, 
p.52.

16)   『주유마경注維摩經 권제5』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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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성문·연각의 속박, 유에 탐닉하는 범부의 집착]을 분명히 알도록 했다. 『주유

마경注維麻經』은 “적절하게 여러 덕을 쌓는 것을 방편이라 하고, 직접 사물

의 모습에 통달하는 것을 지혜라 한다. 이 두 가지를 구비한 후에 해탈이 

된다.”고 말했다. 

[문재소文才疏] ① “漚和、般若者, 大慧之稱(名也)也.” 雙牒17)其名通屬其體. 《智

論》第十八云: “摩訶般若, 秦言大慧.” 漚和者, 此云方便. 一念兼之, 故名大

慧. 二乘孤慧獨頴慧而非大. 為下《般若一論》之宗.

① “방편과 지혜라는 것이 바로 큰 지혜다.” (이는) 방편과 반야를 한 곳

에 모아 본체[지혜]에 모두 귀속시킨 것이다. 『대지도론』 권18에 “마하반야

는 진秦나라 말로 큰 지혜라 한다.”고 했다. 구화는 중국말로 방편이다. 동

시에 둘을 구비했기에 큰 지혜라 부른다. 성문·연각은 ‘둘을 구비하지 못

하고[고혜孤慧]’ ‘하나의 뛰어난 지혜[독영혜獨穎慧]’를 갖췄기에 (지혜가) 크지 않

다. 이 부분 이하는 「반야무지론」의 요지要旨이다.

“見法實相, 謂之般若. 能不形(猶顯也)證, 漚和功也.”　初二句明得名, 由

見實相故名般若. 後二句見而非證, 由大悲導智, 令不證空, 出二乘也. 《淨

名》云: “無方便慧縛, 有方便慧解.”18) 以無悲之智, 醉寂滅酒, 墮無為阬19)故.

“제법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을 반야라 말하며, 보살행을 펼치는 것은 방

편의 공덕이다.” 첫 두 구절은 이름을 얻은 것을 밝혔다. 실상을 깨달았기

17)   긴 문장을 단락으로 나누는 것을 ‘첩문牒文’이라 하고, 단락에 따라 풀이하는 것을 ‘작석作釋’이라 
한다. 

18)   『유마경 권중·문수사리문질품 제5』에 있는 구절이다. 

19)   ‘갱阬’은 ‘갱坑’의 옛 글자이다. 의미는 같다.

인도 아잔타 석굴의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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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야라 부른다. 뒤 두 구절은 깨닫고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대비심

으로 지혜를 인도했기에 공을 깨달아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성문·

연각 수준을 벗어났다. 『유마경』은 “방편 없는 지혜는 속박이고, 방편 있는 

지혜는 해탈”이라고 말했다. (성문·연각은) 자비심이 없는 지혜로 적멸의 술

에 취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구덩이에 떨어진 것이다.

“適(往也)化衆生, 謂之漚和. 不染塵累(去聲), 般若力也.”　亦初二句明得

名, 由化衆生, 故名方便. 後二句化而不染, 復由大智導悲, 令塵不染, 異凡

夫也. 《淨名》云: “無慧方便縛, 有慧方便解.” 以無慧方便投愛見20)網沒21)有

相22)林, 故塵謂五欲塵境, 累謂生死過患.

“중생을 교화하러 가는 것을 방편이라 하며, 교화를 하더라도 ‘대상[진塵]

과 속박[루累]’에 물들지 않는 것은 지혜(반야)의 공능 때문이다.” 역시 첫 두 

구절은 이름을 얻은 것을 밝혔다. 중생을 교화하기에 방편이라 부른다. 뒤 

두 구절은 교화하지만 물들지 않음을 나타낸 것으로, 큰 지혜로 자비심을 

인도해 세간에 머물지만 물들지 않기에 범부와 다르다. 『유마경』은 “지혜 

없는 방편은 속박이고, 지혜 있는 방편은 해탈”이라고 말했다. 지혜 없는 

방편으로 ‘애착’과 ‘억측’의 그물을 던져 ‘모습의 숲’에 빠졌기에 대상對象을 

‘오욕의 대상[진경塵境]’으로, 속박을 ‘삶과 죽음을 낳는 번뇌[과환過患]’로 각각 

부른다.

20)   애愛와 견見이라는 두 종류의 번뇌. 애는 사물에 대해 애착을 일으키는 것, 견은 사물과 이치에 대해 
억측하는 것을 말한다. 『대지도론』 권7은 번뇌를 이 두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21)   ‘몰沒’(빠지다)자가 2006년 출판된 『대장신찬만속장경大藏新纂卐續藏經(影印本)』(중국 하북성불교협회河北省佛敎協會, 

제54책 227페이지 중단)에는 ‘소沼’(늪) 자로 되어 있다. 의미는 비슷하다. 이하 이 속장경에서 인용할 때는 
WX로 표시한다. 예를 들면 WX54-p227b. 한편 전90권(색인 1권, 목록 1권 포함)으로 영인된 이 속장경

의 내용은 타이완에서 출간된 그 것과 차이가 없으나, 체제와 구성이 다르다.  

22)   ‘상相’을 ‘차별의 모습’ 혹은 ‘현상’이라는 의미로 해석했다. 

② “然則般若之門觀空, 漚和之門涉有.” 涉有而未始(暫也)迷虛, 故常處

(居也)有而不染; 不厭(棄也)有而觀空故, 觀空而不證, 承前以即不滯也. 初二

句約觀空有, 以分權實, 涅槃為空, 生死為有. 後四句正顯不滯, 以二智雙融

之一心, 觀空有無二之真諦, 如觀色是有色即空, 故豈曾瞥然而迷性空, 以

不迷空, 所以常居有境塵不能染, 下句反此可知. 是謂二諦相符, 二行相資, 

如車二輪, 猶鳥二翼, 翔空致遠互缺無能. 由空門出生死入涅槃, 由有門建

佛法化衆生. 然理量無二生涅一如故, 不滯空而累有也.

② “그러한 즉 지혜로 들어가는 방법은 공을 깨닫는 것이며, 방편을 쓰

는 것은 있음[유有. 세간]과 관련이 있다.” 유有와 관계하나 미혹되고 허망한 

적이 없기에 항상 유有에 머무르나 물들지 않는다. 유를 싫어하지 않고 공

을 깨닫기에 공을 깨닫고도 드러내지 않는다. (이 구절은) 앞 구절을 이어 걸

림이 없는 것이다. 첫 두 구절은 공空과 유有를 파악하는 입장에서 권지와 

실지를 나누어 열반은 공空이고 생사는 유有로 보았다. 

뒤 네 구절은 곧바로 드러내어 막힘이 없는 것이다. 권지와 실지가 ‘한 

마음’에 융합되어 공과 유가 ‘둘이 아닌 진제·속제’임을 파악한 것이다. 마

치 색을 보되 유가 곧 공이기에 어찌 갑자기 성공을 잘못 알겠는가! 공을 

잘못 알지 않기에 항상 대상[유경有境]을 대하나 대상[진塵]에 물들지 않는다. 

다음 구절도 이를 돌이키면 의미를 알 수 있다. 

이는 진제와 속제가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새의 두 날개처럼 서로 부합

되고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한 것이다. 하늘을 날아 멀리 가는데 두 날

개 가운데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 공문空門에서 생사를 벗어나 열반

에 들고, 유문有門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세워 중생을 교화한다. 그럼에도 

이치와 수량은 둘이 아니고 삶과 열반은 하나와 같기에 공空에도 걸리지 

않고 유有에도 속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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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謂一念之力, 權慧具矣. 一念之力, 權慧具矣.”　念謂慧念, 言一者極

少時也. 權謂權智, 即前方便. 慧謂實智, 即前般若. 謂少時一念二智俱備, 

再言之者歎其智妙. “이를 방편과 지혜를 동시에 갖추었다고 말한다. 방편

과 지혜를 동시에 갖추었다.” ‘생각[염念]’은 ‘지혜의 생각’을 말하는데 하나

의 매우 작은 시간을 뜻한다. 권은 권지 즉 방편을, 혜는 실지 즉 앞의 반

야를 말한다. 아주 짧은 시간 즉 동시에 권지와 실지를 구비한 것을 말한

다. 다시 되풀이 해 말한 것은 그 지혜의 신묘함을 찬탄한 것이다.   

“好思歷然可解.”　歷然者謂理甚昭著, 歷歷分明可領解也. “잘 생각해보

면 분명히 알 수 있다.” ‘분명히[역연歷然]’라는 것은 이치가 매우 깊고 비춤

이 현저한 것을 말한다. 매우 분명하기에 알 수 있다는 것이다.  

[5] [본문] ① 泥洹、盡諦者, 直結盡而已. 則生死永滅, 故謂盡耳, 無復別有一

盡處耳. 

[원강소] ① “泥洹、盡諦者, 直結盡而已”下, 第四、明泥洹、盡諦宗, 為《涅槃無

名論》之宗本也. 盡諦即滅諦, 四諦之中涅槃, 即第三諦也. 『涅槃經』 第二十

三卷云: “善男子! 涅槃之體, 無有住處, 真是諸佛斷煩惱處, 故名涅槃.”23) 今

取此語, 明涅槃之宗本也. 

① “열반이라는 것은 단지 번뇌의 결박이 다한 것이다.” 이하는 네 번째 

부분으로 열반과 멸제를 드러낸 것이다. (이 부분은) 「열반무명론」의 요지要

旨이다. 진제盡諦는 멸제이며, 4제 가운데 세 번째 가르침으로 열반을 말한

다. 『열반경』은 “선남자여! 열반의 본체는 머무르는 곳이 없다. 진실로 여

23)   『(36권본)대반열반경 권제23·광명변조고귀덕왕보살품지之5』에 있는 문장이다.

러 붓다들이 번뇌를 끊었기에 열반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지금 이 말을 

택해 열반의 궁극적인 근본을 설명했다. 

“無復別有一盡處”者, 盡本盡於結, 結盡無別盡, 如此無別盡, 是謂常樂

我淨大涅槃也. “‘또 하나의 다함’이 별개로 있는 것은 아니다.”는 다함이란 

본래 맺힘[결結. 번뇌]이 다 한 것이다. 맺힘이 다했기에 다른 다함이 없다. 

이처럼 ‘다함이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다.’는 상·락·아·정이 대열반임

을 말하는 것이다.  

[중오집해中吳集解] ① “泥洹、盡諦者, 直結盡而已.”: 即《無名論》宗本. 泥洹義飜

圓寂, 眞諦即滅諦. 言結盡者, 謂九結24)滅盡, 方顯圓寂. 

① “열반이라는 것은 단지 번뇌의 결박이 다한 것이다.”: (이는) 「열반무

명론」의 종본이다. 니원은 의미로 번역하면 원적圓寂이다. 진제는 멸제를 

말한다. ‘맺힘[번뇌]이 다했다’는 것은 아홉 가지 번뇌가 다 사라지면 비로

소 원적이 나타남을 말한다.

“則生死永滅, 故謂盡耳.”: 煩惱、所知25)因亡, 則二種生死26)果滅. 《法華》

云: “是時乃可謂, 永盡滅無餘.”27) 上用下體. “즉 삶과 죽음이 영원히 소멸

됐기에 ‘다했다’고 말할 뿐이다.”: 번뇌장이라는 원인[인因]이 사라지면 분단

24)   생사의 괴로움을 모아 중생을 결백해 해탈시키지 않기 때문에 ‘결結’이라 부른다. 애결愛結·에결恚

結·무명결無明結·만결慢結·견결見結·취결取結·의결疑結·질결嫉結·간결慳結 등 9종류를 아홉 가지 
번뇌[구결九結]라 부른다.

25)   『구사론』은 번뇌를 번뇌장煩惱障과 해탈장解脫障으로, 『유식론』은 번뇌장煩惱障과 소지장所知障으로, 『원
각경』은 이장理障과 사장事障으로 각각 나눈다. 번뇌장은 깨달음에 장해가 되는 번뇌를, 소지장은 지
智의 기능에 방해가 뇌는 무지無智를 각각 가리킨다. 

26)   여기서 ‘이생二生’은 분단생사分段生死와 변역생사變易生死를 가리킨다. 각주 35번을 참조하라. 

27)   『묘법연화경 권제2·비유품 제3』에 있는 문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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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라는 과果가 없어지고, 소지장이라는 원인[인因]이 다하면 변역생사라

는 과果가 없어진다. 『법화경』은 “이 때 영원히 다 사라져 남은 것이 없다

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위[생사영멸生死永滅]는 작용을, 아래[진盡]는 본체를 

나타낸다.

“無復別有一盡處耳.”: 若悟生死本空, 則本來圓寂, 無復別有一盡諦. 《淨

名》云: “一切衆生, 即涅槃相, 不復更滅.”28) 問: “立宗合辯眞俗述論, 開爲二

篇, 前後相違, 其旨安在哉?” 答: “約義發解, 則雙融眞俗, 約論辯敎, 則別開

二諦. 故《仁王經》云: ‘於諦常自二, 於解常自一.’”29) “若然, 則《般若》、《涅槃》

二論立宗何故離說耶?” 答: “《般若》居因會生滅即寂用30), 《涅槃》處果演五

陰即圓寂, 欲聖賢而無濫, 故因果以離說耳.” 

“‘또 하나의 다함’이 별개로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삶과 죽음이 본래 

성공性空임을 안다면, 즉 본래 원적임을 안다면 ‘또 하나의 멸제’가 달리 없

다. 『유마경』은 “일체 중생이 바로 열반의 모습이다. 다시 사라짐이 없다.”

고 했다. 

묻는다: “주장을 말해 함께 논변하고 진제와 속제를 기술하고 논해 두 

편으로 나누었으나 앞뒤가 서로 다르다 도대체 종지가 어디에 있는가?” 

답한다: “의미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진제와 속제를 함께 융합했고, 논

의 입장에서 가르침을 말하면 진제와 속제를 별도로 나누었다. 그래서 

『인왕경』은 ‘진리에 항상 둘이 있다. 이해에는 항상 하나일 따름이다.’고 했

28)   『유마경·보살품 제4』에 있는 구절이다.

29)   『인왕경·이제품 제4』에 있는 문장이다.

30)   적용寂用에서 진여의 이치와 체體가 유위有爲의 여러 모습[제상諸相]을 벗어나는 것을 적寂이라 하고, 
그것으로부터 모든 선善이 나타나 작용하기 때문에 용用이라 한다.  

인도 아잔타 석굴의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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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다면 『반야경』과 『열반경』은 왜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워 별도로 

설명하는가?” 답한다: “『반야경』은 원인의 입장에서 생과 멸滅을 회통해 적

과 용[범부의 생과 멸이 바로 성인의 적과 용이다]을, 『열반경』은 결과의 입장에서 

오음을 설명해 원적圓寂[일체 중생의 본성이 바로 열반이다]을 각각 말했다. 성인

과 현인이 되고자 하면 넘침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별도로 

설명했을 뿐이다.” 

[문재소文才疏] ① “泥洹、盡諦者”,　華梵雙出. 古譯滅諦為盡諦, 盡義在下. 此

亦牒經而釋, 為下《無名論》之宗. 

① “열반이라는 것”구절에는 범어[니원]와 중국어[진제]가 함께 있다. 옛

날에는 멸제를 진제로 번역했다. 진盡의 의미는 아래에 있다. 이것 역시 경

전을 단락으로 나눠 해석했다. 이하는 「열반무명론」의 요지要旨이다.   

“直結盡而已.”　結謂一切結使亦兼諸業, 即集諦也. 然約喻明, 如世繩

結, 最難解理.

“단지 번뇌의 결박이 다한 것이다.” 결은 일체의 번뇌 혹은 여러 업들을 

함께 묶은 것이다. 비유하자면 마치 세간에서 밧줄로 묶은 것을 풀기 어렵

듯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이치를 나타낸다.

“則生死永滅, 故謂盡耳.”　生死苦諦也. 連前即三雜染31), 亦名三障. 此

三種障, 更相由藉, 能障涅槃. 今約治道總說云盡. 若別說者, 即十惡等業, 

31)   삼잡염三雜染은 번뇌잡염, 업잡염, 생잡염生雜染을 말한다. 혹惑·업業·고苦와 같으며 진심을 물들여 
더럽게 하므로 잡염이라 한다.   

信位能滅. 惑有本末, 本即根本不覺32), 末即枝末不覺33). 末中復有七類, 謂

三細四麁34). 生死亦二, 一、分段; 二、變易35). 自地前三賢36)斷‘麁中麁’, 又復

觀察學斷‘根本無明’, 自見道中至七地時斷‘麁中細’, 爾時分段盡也. 自八

地至盡地, 斷黎耶、三細、根本無明, 爾時變易亦亡. 以此論宗於一乘, 故唯

依《起信》釋之, 細示如彼.

“즉 삶과 죽음이 영원히 소멸됐기에 ‘다했다’고 말할 뿐이다.” 삶과 죽

음은 고제다. 앞의 번뇌[결結]와 연관해 생·사·결을 ‘삼잡염三雜染’ 혹은 

‘세 가지 장애’라 한다. 이 세 가지 장애는 서로 서로 의지해 열반을 증득하

는 것을 방해한다. 지금 수행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말해 ‘다했다[진盡]’고 

말한 것이다. 만약 개별적으로 말한다면 십악업 등인데 십신十信의 단계에

서 능히 없앨 수 있다. 혹은 근본과 지말로 나눌 수 있는데 근본은 근본불

각, 지말은 지말불각을 말한다. 지말불각에는 일곱 종류가 있는 데 삼세

32)   근본불각은 무시무명無始無明을 말한다, 즉 진여의 실성實性을 깨닫지 못한 불각이다.

33)   삼세육추를 가리킨다. 각주 34번을 참조하라.

34)   삼세육추三細六麤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대승기신론』에 따르면 근본무명에 의해 진여眞如가 일어나고, 
망심이 진여를 잘못 인식함에 따라 생멸유전의 현상을 그릇되게 파악하는 ‘아홉 가지 모습’이 나타
난다. 아홉 가지 모습을 삼세육추라 한다. 세 가지 섬세한 것 즉 삼세에 세 가지가 있다. 진여가 근
본무명의 망심에 의해 처음으로 무명업상無明業相[업業]이 일어난다. 무명업상에 따라 주관적인 마음
의 작용인 능견상能見相[전轉]이 생기며, 이에 대한 대상의 모습인 경계상境界相[현現]도 일어난다. 이들
의 작용이 매우 미세하므로 삼세라 한다. 능견상과 경계상의 상호 작용에 의해 여섯 가지 잘못된 생
각[미망迷妄]이 생긴다. 지상智相, 상속상相續相, 집취상執取相, 계명자상計名字相, 기업상起業相, 업계고상業

繫苦相 등이 그것이다.

35)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해 한정된 수명과 신체를 받고 태어나 윤회하는 것을 분단생사分段生死라 한다. 
수명에 장단長短이 있고, 형태에 비슷함과 다름이 있기에 분단생사라 부른다. 깨달음을 얻는 보살이 
원력願力에 의해 삼계三界를 넘나들며 체형·상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변역생사變易生死라 
한다. 

36)   현성賢聖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아비달마 교학에 의하면 견도見道 이전 즉 자량도資

糧道·가행도加行道 단계에 있는 수행자를 현인賢人, 견도 이상 즉 견도·수도修道·무학도無學道 단계
에 있는 수행자를 성인聖人이라 부른다. 두 번째는 대승불교의 구별법으로 십신十信·십주十住·십행
十行·십회향十廻向·십지十地·등각等覺·묘각妙覺 가운데 십주·십행·십회향 단계에 있는 수행자를 
현인, 십지 단계에 있는 수행자를 성인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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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추三細四粗라 한다. 삶과 죽음도 역시 둘로 나뉘는데 분단생사와 변역

생사가 그것이다. 십지 이전의 십주·십행·십회향 단계[이를 현인이라 부

른다]에서 ‘거칠고 거친 번뇌’가 끊어진다. 다시 관찰해 근본무명을 단절

하는 것을 배워 견도에서 칠지[원행지遠行地]에 이르는 기간에 ‘거친 것 가

운데의 미세한 번뇌’를 없애는데 이 때 분단생사가 끝난다. 팔지[부동지不

動地]에서 십지[법운지法雲地]에 이르는 동안 아뢰야식·세 가지 미세한 번

뇌·근본무명 등이 단절된다. 이 때 변역생사 역시 사라진다. 『조론』은 

일승에 귀결되기에 오직 『대승기신론』에 의거해 해석해야 된다. 자세한 

것은 『대승기신론』과 같다.   

“無復別有一盡處爾.”　《涅槃》二十五云: “涅槃之體, 無有住處, 直是諸

佛斷煩惱處, 故名涅槃.”37) 等非如小乘以生死世間, 涅槃出世間. 大乘但轉

此三即涅槃爾, 豈別標其方域耶! 故本論云: “排方外38)之談云云.”39) 何者? 

夫三德40)祕藏是大涅槃, 但因翻此三障得名, 謂惑能障於般若, 惑盡而般若

明; 業能障於解脫, 業亡而解脫朗; 苦能障於法身, 苦謝而法身顯, 故此三德

但約障說, 豈別有一盡處爾! 又三德一體不並不別, 如梵(伊字)41)雖四德圓常

恒沙義備, 一心融拂非相非名, 尤可說云: “無復別有一盡處爾.” 以此為宗, 

37)   『(36권본)대반열반경 권제23·광명변조고귀덕왕보살품지之5』에 있는 문장이다.

38)   방외方外는 ①국외·이역異域. ②세상 바깥, 속세의 밖[출세간]. ③스님 등의 의미가 있다. 여기서는 두 
번째 의미로 쓰였다. 

39)   「열반무명론·주진왕표奏秦王表」에 나오는 말이다. 이 구절의 자세한 의미는 『조론』 본문 해석을 참조
하라.

40)   붓다의 덕을 세 방면에서 나타낸 것으로 삼덕三德이라 한다. 은덕恩德은 중생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단덕斷德은 번뇌를 제거하는 것, 지덕智德은 지혜를 갖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말한다. 

41)   ∴[원이삼점圓伊三點. 이자삼점伊字三點]을 말한다. 가로로 서지도 않고 세로로 서지도 않고 삼각관계

를 이루기에 삼즉일三即一·일즉삼一即三·불일불이不一不異·비전비후非前非後를 나타내며, 『열반경』에
는 법신·반야·해탈의 세 가지 덕으로 이를 설명한다.

《無名》已顯.

“‘또 하나의 다함’이 별개로 있는 것은 아니다.” 『열반경』 권제25에 

“열반의 본체는 머무르는 곳이 없다. 진실로 여러 붓다들이 번뇌를 끊었

기에 열반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 등급이 생사는 세간이고 열반은 

출세간이라는 소승의 것과 같지 않다. 대승은 단지 삼잡염三雜染을 돌

린 것을 열반이라 할 따름이다. 어찌 그 영역을 따로 표시하겠는가! 

그래서 『조론』에서 “출세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없애

고자 등등 … ”이라고 했다. 왜 그런가? 붓다의 세 가지 덕을 비밀히 간

직한 것이 대열반인데 이는 이 ‘세 가지 장애[삼잡염]’을 바꾸어 얻은 이름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혹惑. 번뇌잡염]은 능히 반야의 작용을 방해하

며, 혹惑이 다하면 반야가 밝게 빛난다. 업[업業. 업잡염]은 능히 해탈을 방

해하며, 업業이 다하면 해탈이 환하게 드러난다. 고[고苦. 생잡염生雜染]는 능

히 법신을 막아서며, 고苦가 다하면 법신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 삼덕은 다만 장애의 입장에서 설명한 것이지 어찌 ‘또 하나

의 다함’이 있겠는가! 삼덕은 하나의 몸이기에 이어지는 것도 개별적인 

것도 아니다. 마치 범어 이[伊. ∴]자에 네 가지 덕이 원만하고 무수한 뜻

이 구비되어 있으나 일심이 융합해 ‘모습이 아님과 이름이 아님’을 떨쳐

내는 것처럼. (그래서) 특히 “‘또 하나의 다함’이 별개로 있는 것은 아니

다.”라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앞의) 이 말을 근본으로 삼은 데서 「열반무명

론」의 종지가 이미 드러났다. 

활인검   2012년 6월 북경대 철학과에서 북송 선학사상 연구로 철학박사학위 취득. 2018년 6월 중앙

민족대 티벳학연구원에서 티벳불교 연구로 박사학위 취득. 



월간  『 』  회원 신청서

신청방법1 _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사진을 010-8990-5374로 전송

신청방법2 _ 신청서를 Fax 050-5116-5374로 발송

이름           |                                       | 법명                      | 신청일 20       .         .         . (남  여 )

주소           |     

연락처        | 집전화 (       )              -                          | 휴대폰 (       )              -                 

                 | 이메일

운영회원     | 약정일 매월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보시회원     |                       연보시 25,000원 ※CMS 신청시 년 1회 출금됩니다 

※동참회원 구분     계좌이체 회원님이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합니다.

                           CMS신청 아래 자동이체(CMS) 동의서에 내용을 작성하시면 『고경』 사무실에서 대신 신청해 드립니다.

은  행  |                                                            | 계좌번호 |

출금일    10일     25일   ※ 미납시 재출금          일.            일.

예금주 |                                                             | 예금주 생년월일 |            년          월         일

예금주와의 관계 |                                                | 예금주 휴대전화 |

금융거래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금주                                     (거래인감) 또는 서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 및 이용 목적: 효성 CMS 자동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수집항목: 성명, 주소,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신청계좌 거래은행명, 예금주 생년월일, 출금계좌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효성에프엠에스(주), 신청 금융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자동이체서비스 제공 및 자동이체 사실 통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예금부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자동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단,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

기간 동안 보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효성에프에스(주)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 자동이체 동의여부 통지 안내: 효성에프에스(주) 및 금융기관은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예금주 휴대전화번호로 자동이체 동의 

사실을 SMS로 통지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운영회원 자동이체(CMS) 동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