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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고려시대 국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가 2000년 이후에 주로 발견되고 

있는 석독구결 자료이다. 석독구결에 대한 연구는 고려시대 국어의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결정적인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석독구결의 보다 정확한 해석

이 필요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석독구결은 字吐釋讀口訣과 點吐釋讀口訣이 있는

데, 후자는 전자에 비해 자료의 양이 많으나, 점토의 정확한 판독과 해독 등의 작업

이 선행되어야 고려시대 국어의 연구에 올바르게 이용될 수 있다. 현전하는 점토석

독구결 자료는 거의 대부분 판독과 해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보다 정 한 해

석이 필요하다.

보다 정 한 해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동일한 

원문에 현토되어 있는 성암고서박물관 소장 瑜伽師地論  권제8과 일본 남선사 소

장 瑜伽師地論  권제8을 비교하는 것, 둘째 동일한 원문에 점토석독구결과 자토

석독구결이 현토되어 있는 合部金光明經  권제3의 점토와 자토를 비교하는 것 등

이다.

위에서 제시된 것보다는 효용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

존하는 點吐釋讀口訣 자료 중 原文이 2번 漢譯되어 두 종류의 한역 불경이 존재하

는 경우도 있다. 晉本華嚴經  권제20과 周本華嚴經  권제31이 그것이다. 이 은 

‘진본화엄경’과 ‘주본화엄경’의 중복 부분에 대한 점토를 비교하는 것이 점토석독구

결의 보다 정 한 해석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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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본화엄경’과 ‘주본화엄경’의 중복 부분에 대한 점토의 검토에서 새롭게 얻을 

수 있는 사실은 아래와 같다.

첫째, ｢주본31｣과 ｢진본20｣의 點吐 가운데 字吐에 대해 대응하는 點吐에 차이를 

보이는 것을 지적하면 아래와 같다. 사동 표지 ‘()’에 대해 ｢주본31｣은 ‘24(|)’로 

｢진본20｣은 ‘35(\.)’로 현토된다. 진본20 은 ‘()’에 대해 ‘52(․-)’로 ‘()’에 

대해 ‘52(\)’로 현토되나, ｢주본31｣은 ‘()’와 ‘()’에 하나의 점토 ‘23(|)’이 

대응된다.

둘째, ｢주본31｣에는 ‘45(․-),15(․\)’이라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점토구결 구성

이 두 번 현토되었다. 동일 부분의 ｢진본20｣을 참조하면 이 점토는 사동문과 관련되

는 ‘~者’를 수반하는 原文에 충실하게 현토된 점토구결이다.

셋째 ｢주본31｣의 ‘25(!)’와 ｢진본20｣의 ‘25(|․)’이 서로 대응한다. 이것은 동일한 

자토가 卷次에 따라서 다른 점토로 실현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핵심어: 晉本華嚴經, 周本華嚴經, 點吐釋讀口訣, (), ()(), ‘45(․-),15(․\)’, 

25(!)와 25(|․) 등

1. 서론

우리나라의 점토석독구결(이하에서 ‘점토구결’로 부른다)은 2000년 7월 小林芳

規 교수에 의해서 그 존재가 밝혀진 이후로, 현재 誠庵古書博物館 소장의 주본화

엄경  권제6, 권제22, 권제36, 권제57, 유가사지론  권제5, 권제8과 湖林博物館 

소장의 주본화엄경  권제31, 권제34, 유가사지론  권제3, 日本 南禪寺 소장의 

유가사지론  권제8, 연세대도서관 소장의 법화경  권제1, 개인 소장의 합부금

광명경  권제3 등이 알려져 있다.

자토석독구결 자료가 화엄경  권제14, 화엄경소  권제35, 유가사지론  권제

20, 합부금광명경  권제3, 구역인왕경  권상 낙장 5매 등이 있는 것에 비하면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점토구결 자료는 점토구결의 위치적 특성에 따라 화엄경 계열과 유가사지론 계

열로 나눌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점토구결 자료 가운데 주본화엄경  권제

6, 22, 31, 36, 57과 진본화엄경  권제20은 전자에 속하고, 유가사지론  권제3, 

5, 8과 합부금광명경  권제 3, 법화경  권제1 등은 후자에 속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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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엄경 계열의 점토를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대체로 동일한 點圖를 보이고 있

으나 이들도 미세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사동을 표현하는 점토가 자료에 따라

서 주격과 같은 ‘24(|)<>’2)(권제6, 22, 57)와 ‘42(․)<>’(권제31, 34, 36)로 구

별되는 점 등이 그 예가 된다.3)

필자는 현존하는 점토구결이 좀 더 정 하게 읽혀야 한다는 전제 하에 점토구

결을 정 하게 읽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점토구결의 보다 정 한 해독을 위해서 

이 에서 고찰한 것은 화엄경 원문의 중복 부분에 대한 점토구결 문법의 異同을 

밝히는 것이다. 한역된 화엄경은 60화엄, 80화엄, 40화엄이 있는데,4) 이 중 점토구

결 자료로는 80화엄과 60화엄이 있다. 전자를 ‘주본화엄경’, 후자를 ‘진본화엄경’

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화엄경 점토 자료로는 주본화엄경 (80권본)이 대다수이

지만 진본화엄경 (60권본) 자료도 한 점이 있다. 성암고서박물관 소장본인 진본

화엄경  권제20이 바로 그것이다.

진본화엄경  권제20(이후로는 ‘｢진본20｣’으로 부른다)은 화엄경의 十廻向品 

가운데 第八如相廻向과 第九無縛無着解脫心廻向을 담고 있는데, 동일한 점토구

결 자료인 湖林博物館 소장의 주본화엄경  권제31(이후로는 ‘｢주본31｣’로 부른

다)도 十廻向品 중의 無着無博解脫廻向品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 두 資料는 重

複되는 부분이 있다.

고려시대 국어를 포함한 고대국어의 연구에 있어서 석독구결의 정확한 해독은 

중요한 작업이란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자토구결보다 더 많

은 자료가 현존하고 있고, 더 앞선 시기의 자료로 보이는 점토구결 자료의 정확한 

해독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연세대도서관 소장 법화경  권제1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조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러 
점토구결 연구자들이 부분적으로 이 자료를 읽어 본 바로는, 이 자료도 크게 보아 유가사지
론 계열의 점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자료는 유가사지론  또는 합부금광
명경 의 점토구결보다 훨씬 미세한 점토구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점토구
결 연구자들에 의한 본격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자료이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이전경(2006)
이 참조된다.

 2) 점토구결을 잘 모르는 독자를 위하여 점토구결에 해당하는 자토구결을 ‘24(|)<>’의 형식으
로 표현하기로 한다.

 3) ‘유가사지론’ 계열의 점토구결에서는 사동이 ‘23~24(․)’으로 실현된다.

 4) 진본화엄경 과 주본화엄경 의 漢譯에 대한 1차 자료로는 출삼장기집  9(신수대장경 55, 
61하), 화엄경전기  1(신수대장경 51, 154하), 고승전  (신수대장경 50, 335하), 개원록  9
(신수대장경 55, 566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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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 자료의 정확한 해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이용될 수 있으나, 가장 

먼저 거론될 수 있는 것은 同一한 原文을 가지고 있는 자료를 비교하는 것이다. 

성암고서박물관 소장 유가사지론  권제8과 일본 남선사 소장 유가사지론  권

제8의 비교, 자토와 점토를 함께 가지고 있는 합부금광명경  권제3의 비교 등이 

중요하게 생각된다. 앞의 두 가지에 비해서는 그 무게감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

으로 생각되지만 ｢진본20｣과 ｢주본31｣의 중복 부분에 대한 점토의 비교 작업도 

점토를 정확하게 읽기 위한 작업에서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진본20｣과 ｢주본31｣의 중복 부분은 동일한 한문 원문은 아니지만 내용의 1대1 

비교가 가능하리만큼 이 두 자료는 유사한 원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두 문

헌의 점토구결을 비교하는 것은 점토구결 해독의 정 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5)

이 은 먼저 점토석독구결의 개요, 대승경전으로서의 화엄경, 화엄경 계열과 

유가사지론 계열의 점토구결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주본31｣과 

｢진본20｣의 한문 원문의 전개 방식과 점토의 차이를 비교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2.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

2.1. 구결은 우리 조상들이 국어와 문법 구조가 현격하게 다른 고전중국어(한문)

를 해독하기 위해서 한문 원문에 한국어에 存在하는 문법 요소나 고유한 어휘 등

을 표기한 것이다. 즉 점토구결은 고전중국어의 해독을 원활하게 하는 일종의 해

독을 위한 문자체계라 할 수 있다.6)

일반적으로 구결이라고 하면 음독구결이 연상되지만, 音讀口訣(順讀口訣)은 한

자를 음독하면서 우리말의 해석에 필요한 문법 요소를 한문 원문에 붙여서 읽는 

한문 해독을 위한 문자체계이다. 이에 반해서 釋讀口訣은 한문의 어순을 우리말

 5) 원래 화엄경은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었고, 우리가 보는 화엄경은 漢譯된 것이므로 原文이
라는 표현을 쓸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구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산스크리트 원문, 
한문 원문 등의 표현을 쓰기로 한다. 한문 원문이라는 표현은 구결문의 원문이라는 뜻에서 
원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6) 釋讀口訣, 字吐釋讀口訣, 點吐釋讀口訣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이들의 특성을 잘 
설명한 좋은 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의를 위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언급할 것이

다. 구결에 대한 최근의 종합적인 논의는 鄭在永(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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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순으로 바꾸어 읽으며, 한자도 音으로만 읽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김

[釋]을 이용해서 읽기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음독구결만으로 구결을 이해한다면 

석독구결의 운용 원리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석독구결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음독구결과 읽는 방법이나 한자를 읽는 

방식은 다르나 音讀口訣에서 쓰는 구결자를 사용하는 字吐釋讀口訣이 있다. 둘째

는 구결을 현토하는 과정에서 음독구결에서 사용하는 구결자를 쓰지 않고 角筆이

라 불리는 도구를 사용하여 불경의 표면에 점이나 선 또는 이들의 복합 부호를 

기록하는 點吐釋讀口訣이 있다. 이 에서 다루게 될 ｢진본20｣과 ｢주본31｣은 모

두 점토구결 자료이다.

점토구결은 점토를 기준으로 볼 때 크게 화엄경 계열과 유가사지론 계열의 두 

계열이 있는데, 현재 발굴되어 있는 자료 이외에도 더 많이 발견될 가능성은 충분

히 있다. 그것은 점토구결이 여간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肉眼으로는 그 존재를 쉽

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가가 각필스코프와 같은 전문적인 장비를 가지

고 조사하지 않으면 그 존재를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에 이미 알려진 자료들도 점토구결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발견 작업이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2.2. 진본화엄경을 번역한 사람은 佛陀跋陀羅(Buddhabhadra 覺賢, 359~429)이

며 416~420년에 걸쳐서 번역이 이루어져서 421년에 교정되어 역출되었다.7) 주본

화엄경 은 唐 則天武后 때 實叉難陀(Śikṣānanda 學喜, 652~710)가 중심이 되어 

696~699년에 걸쳐서 번역되었다.

후자는 7처 9회 39품이며, 전자는 6처 8회 34품이다. 전자가 34품인데 비해 후

자가 39품인 이유는 전자의 제1 世間淨眼品이 후자에서는 제1 世主妙嚴品, 제2 如

來現相品, 제3 普賢三昧品, 제4 世界成就品, 제5 華藏世界品, 제6 毘盧遮那品으로 

확대되어 5품이 늘어났고, 또 제27 十定品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후자가 전자보

다 6품이 늘어난 것이다. 또 전자의 제6회는 說處가 他化自在天宮이며 제22 十地

品부터 제32 寶王如來性起品를 포함하는데 이 부분이 후자에서는 제6회 제22 十

定品(說處 他化自在天宮)과 제7회 제23 十地品부터 제32 如來出現品(說處 普光明

 7) 晉本 華嚴經 은 최초에는 50권본으로 편집되었다가 어느 시기에 60華嚴으로 편성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출삼장기집 에도 ‘大方廣佛華嚴經 五十卷’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최근의 국내 연구로는 이승재(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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殿)로 되어 있기 때문에 說處와 經을 설한 횟수가 각각 후자가 전자에 비해 하나

씩 많게 된 것이다. 

2.3. 점토구결은 화엄경 계열과 유가사지론 계열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8) 이 두 계열의 점토구결은 단점의 점토구결에 의해서도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다. 화엄경 계열과 유가사지론 계열의 점토석독구결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예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에 해당하는 점토가 ‘51’에 해

당하고, ‘’에 해당하는 점토가 ‘55’에 해당하는 데 반해서, 후자의 경우 ‘’가 

‘55’에 해당되고 ‘’가 ‘51’에 해당된다는 점과 주격 ‘’와 대격 ‘’을 나타내는 

점토가 전자의 경우 각각 ‘24(|)’과 ‘41(․)’인데 반해, 후자의 경우 각각 ‘22~32

(․)’과 ‘34(․)’이며, 연결어미 ‘’의 경우 전자는 ‘34(|)’인데 반해 후자는 ‘22(․)’

이라는 차이를 들 수 있다.

점토구결이 화엄경 계열과 유가사지론 계열로 대별된다는 사실은 고려시대 불

교가 크게 화엄업과 유가업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佛敎 學界의 해석과 일치한

다는 점에서도 불교교학의 연구 성과와 점토구결의 양상이 동일한 사실을 말해 

준다.

3. 周本華嚴經과 晉本華嚴經의 點吐釋讀口訣

3.1. 현전하는 점토구결 자료 가운데 주본화엄경 과 진본화엄경 의 원문이 일

치하는 부분은 ｢진본20｣의 제12장 13행부터 마지막까지에 해당하는 第九無縛無

着解脫心廻向이다.9) 여기에 해당하는 ｢주본 31｣은 제4장 20행 ‘爲一切衆生現成正

覺’으로 끝나는 부분까지이다.10) 아래에서는 동일한 원문에 해당하는 점토구결이 

 8) 이 부분은 논지 전개를 위해서 화엄경 계열과 유가사지론 계열 점토구결의 특성을 간단히 
살핀 것이다. 點圖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전자에 대해서는 박진호(2003)을, 
후자에 대해서는 장경준(2007)을 참고할 수 있다.

 9) 이것은 十廻向品의 아홉 번째 회향에 해당되는데 이 회향의 이름이 ｢진본20｣의 경우에는 
‘無縛無着解脫心廻向’이며 주본의 경우 ‘無着無縛解脫廻向’이다. 각각의 이름을 특별히 明記
할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주본의 이름을 이용한다.

10) 제9 ‘無縛無着解脫心廻向’은 진본화엄경  권제20에서 끝나지 않고 권제21로 이어진다. 그
러나 여기서 分卷이 된 이유는 쉽게 알 수 없다. 권제20과 권제21이 잘린 부분은 無比스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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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본31｣과 ｢진본20｣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주본31｣과 ｢진본20｣의 중복 부분에 대한 科段과 점토구결 자료의 해당 

부분을 제시하고, 제9 無着無縛解脫廻向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련번호를 

해당 자료의 張과 行의 번호와 함께 붙인 것을 제시하도록 한다.11)

과단에 의하면 ‘(8) 相卽相入의 重重德’의 ‘라, 普賢大智의 四願’ 부분에 해당되는데, 네 가지
의 願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願은 권제20에 실려 있고, 세 번째와 네 번째의 願은 권제21
에 실려 있기 때문이다. 혹 이것이 ‘50권본 화엄경’의 분권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
으로 보인다.

11) 제9 無着無縛解脫廻向은 성취한 善根을 바탕으로 중생에게 회향할 내용을 나열하고 있으며, 
이것이 ｢주본31｣과 ｢진본20｣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술된 내용에서도 볼 수 있지만 
양자의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중복 부분을 비교할 때 
가능한 한 성취한 선근을 회향하는 내용을 일련 번호로 매기고 양자를 비교하도록 한다. 일
련 번호는 ｢주본 31｣의 경우 ‘以無著無縛解脫心’로 시작하며, ｢진본 20｣의 경우 ‘以无縛无着
解脫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다. 일련 번호를 매긴 전자자료는 다음
(daum)의 구결연구 까페에서도 손쉽게 볼 수 있다.

科段의 이름
주본의 해당 

부분

진본의 해당 

부분

廻向의 細目(일련번호)

주본 진본

11, 第九無着無縛解
脫廻向

(1) 廻向할 善根 <01:04-12> [12:13-19]
(2) 修行 <01:12-15> [12:19-23]
(3) 普賢의 三業과 
精進 四門

<01:15-19> [12:23-25]
<01><02><03>

/<04>
[01]/[02]

(4) 普賢의 總持德 
四門

<01:19-02:02> [12:25-13:06]
<05>/<06>/<07>

/<08>
[03]/[04]/[05]

/[06]
(5) 普賢의 自在力 
十二門

가, 一多自在의 
九願

<02:02-23> [13:06-24]
<09>/<10>/<11>
/<12>/<13>/<14>
/<15>/<16>/<17>

[07]/[08]/[09]/
[10]/[11]/[12]/
[13]/[14]/[15]/

나, 廣大自在의 
三願

<02:23-03:06> [13:24-14:07]
<18>/<19>

/<20>/
[16]/[17]
[18]/[19]/

(6) 普賢行의 七願

가, 神通의 四願 <03:06-13> [14:07-16] <21>/<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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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본31｣과 ｢진본20｣의 중복 부분은 대부분 ‘無着無縛解脫廻向’의 구체적

인 방법으로써 쌓은 선근을 중생에게 회향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들을 제시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매긴 것이 위의 표에 실려 있다. 양자가 중복

되는 부분에서 善根에 의해 成就하는 내용은 ｢주본31｣로는 <01>에서 <46>까지이

며, ｢진본20｣으로는 [01]에서 [45]까지이다. ｢주본31｣과 ｢진본20｣이 차이를 보이

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주본31｣의 <01>, <02>, <03>에 해당되는 회향할 

내용이 ｢진본20｣에서는 [01]에만 해당된다.12)

<23>/<24> [22]/[23]

나, 四辯의 三願 <03:13-22> [14:07-16] <25>/<26>/<27> [24]/[25]/[26]

(7) 攝法의 廣大自
在德

가, 智慧의 三願 <03:22-04:07> [14:25-15:09] <28>/<29>/<30> [27]/[28]/[29]

나, 利益의 二願 <04:07-12> [15:09-14] <31>/<32> [30]/[31]

다, 廣大한 三業의 
一願

<04:12-16> [15:14-17] <33> [32]

라, 淸淨한 三業의 
一願

<04:16-20> [15:17-23] <34> [33]

마, 諸根三業의 
一願

<04:20-05:03> [15:23-16:04] <35> [34]

바, 神通力三業의 

一願
<05:03-11> [16:04-13] <36> [35]

(8) 相卽相入의 
重重德

가, 入普賢門의 
三願

<05:11-22> [16:13-25] <37>/<38>/<39> [36]/[37]/[38]

나, 普賢方便의 
三願

<05:22-16:10> [16:25-17:09] <40>/<41>/<42> [39]/[40]/[41]

다, 普賢地位의 
二願

<06:10-07:10> [17:09-18:04] <43>/<44> [42]/[43]

라, 普賢大智의 
四願

<07:10-23> [18:04-10] <45>/<46>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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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01>以無著無縛解脫心 成就普賢身業

(1) 나. <02>以無著無縛解脫心 淸淨普賢語業

(1) 다. <03>以無著無縛解脫心 圓滿普賢意業

(1) 라. [01]以无縛无着解脫心 彼善根迴向 具足普賢身口意業

｢주본31｣의 <01>, <02>, <03>은 ‘無着無縛解脫心’으로 보현보살의 ‘身業, 語業, 

意業’을 성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진본20｣에서는 ‘身業, 語業, 意業’

을 ‘身口意業’ 즉 ‘三業’을 한꺼번에 표현했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주본31｣의 

<04>가 ｢진본20｣의 [02]가 되어, 일련번호로는 ｢진본20｣보다 ｢주본31｣이 2개씩 많

게 된다.

(2) 가. <19>以無著無縛解脫心 成就普賢自在力 盡未來際不可說不可劫 於念念中 悉

能徧入一切世界 以佛神力 隨念莊嚴 <주본31, 03:01-04>

(1) 나. [17]以此普賢无縛无着觧脫心善根 如普賢 於念念中 見盡過去際无量无邊世

界諸佛 聞所說法 受持不忘 莊嚴佛家 <진본20, 14:01-14:04>

(1) 다. [18]以此无縛无着觧脫心善根 如普賢 盡未來劫 於一切世界中 演說諸法 皆悉

究竟 <진본20, 14:04-14:06>

그러나 無比스님의 科段으로 ‘(5)普賢의 自在力 十二門’ 중 ‘나, 廣大自在의 三

願<02:23-03:06>[13:24-14:07]’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본31｣에서는 <19>로 표현되

는데 비해 ｢진본20｣에서는 [17]과 [18]의 두 부분에 配對된다. 따라서 이 이후로는 

｢주본31｣의 <20>이 ｢진본20｣의 [19]가 되기 때문에 이 이후로 마지막까지는 ｢주

본31｣과 ｢진본20｣의 일련번호는 하나씩 차이가 나게 된다.

｢주본31｣과 ｢진본20｣이 ‘제9 無着無博解脫廻向品’의 도입 부분에서 전개하는 

형식에도 차이가 있다. ｢주본31｣은 ‘佛子 云何爲菩薩摩訶薩 無著無縛解脫迴向<주

본31, 01:04-05>’의 표현을 사용하여 ‘제9 無着無博解脫廻向品’의 내용을 묻고 있고, 

｢진본20｣은 ‘佛子 何䓁爲菩薩摩訶薩 第九无縛无着解脫心迴向<진본20, 12:13-14>’의 

표현을 사용하여 ‘제9 無着無博解脫廻向品’의 내용을 묻고 있다. 여기서 우리의 

12) 성취한 선근을 회향하는 내용을 일련번호를 매겨서 제시할 때와 각 자료의 張次를 제시할 
때, ｢주본31｣은 ‘< >’에 넣어서 보이고, ｢진본20｣은 ‘[ ]’에 넣어서 제시한다. 따라서 제시된 
예문의 괄호 모양으로도 ｢주본31｣과 ｢진본20｣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예인지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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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끄는 것은 ｢주본31｣의 ‘云何’와 ｢진본20｣의 ‘何等’인데, 현존하는 산스크

리트 원문이 없으므로 원문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는 하나 ‘云何’와 ‘何等’

이 동일한 산스크리트 표현의 다른 번역일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주본31｣과 

｢진본20｣ 양자 모두 ‘佛子야, 어떠한 것을 菩薩摩訶薩의 無著無縛解脫迴向이라고 

하는가 하면’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본31｣은 上位의 개념에 대등하게 나열되는 표현에는 항상 ‘所謂’를 먼저 제

시하고 그 다음에 나열되는 부분이 나온다.

(3) 가. 佛子 是菩薩摩訶薩 於一切善根 心生尊重 所謂 ① 於出生死 心生尊重 ② 於

攝取一切善根 心生尊重 ③ 於希求一切善根 心生尊重 ④ 於悔諸過業 心生尊重 ⑤ 於

隨喜善根 心生尊重 ⑥ 於禮敬諸佛 心生尊重 ⑦ 於合掌恭敬 心生尊重 ⑧ 於頂禮塔廟 

心生尊重 ⑨ 於勸佛說法 心生尊重 於如是等種種善根 皆生尊重 隨順 忍可

(3) 나. 此菩薩摩訶薩 於一切善根 不生 心 ① 不 出生死心 ② 不 攝善根心 ③ 

不 專求一切善根心 ④ 不 悔過心 ⑤ 不 隨喜善根 ⑥ 不 礼他方佛心 ⑦ 不 恭

敬合掌業心 ⑧ 不 礼拜塔廟尊重業心 ⑨ 不 勸請他方諸佛轉法輪業

｢주본31｣의 경우 ‘無着無縛解脫廻向’의 나열하는 전체 개념(즉 ‘於一切善根 心

生尊重’)과 실제로 나열되는 부분(즉 ①에서 ⑨까지)이 ‘所謂’<주본31, 01:16>에 

의해서 구분되지만, ｢진본20｣의 경우에는 나열하는 전체 개념(즉 ‘於一切善根 不

生 心’)과 실제로 나열되는 부분(즉 ①에서 ⑨까지)이 ‘所謂’와 같이 양자를 구분

할 수 있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3나)와 같이 전개되고 있다. ｢주본31｣에서 ‘所

謂’에 의해서 나열되는 부분은 양자가 중복되는 부분의 ‘<04:04-07>’, ‘<05:04-05>’, 

‘<06:11-13>’, ‘<06:20-07:05>’ 등에서 보인다. 이 부분과 동일한 내용의 진본은 전

부 나열되는 전체 내용과 실제로 나열되는 부분이 모두 (3나)와 같이 어떠한 표시

어가 없이 나열될 내용을 종합하는 내용이 선행하고, 이어서 나열구가 후행하는 

형식이다.

이 부분에 현토된 구결의 양상도 흥미롭다. ｢주본31｣의 경우 ‘所謂’ 앞에는 항

상 ‘55(/)<x>’가 현토되며, ‘所謂’의 ‘謂’에는 항상 ‘12(․)<>,33(․)<>’이 현
토되며 ‘所謂’ 다음에는 나열구가 온다. 이를 자토로 바꾸어 보면 ‘(나열되는 전체 

내용)x 謂() 所 (나열구:A~Z)’이다. 이에 반해 ｢진본20｣의 경우에는 나열

되는 전체 내용의 끝에는 항상 ‘13(․․)<x>’가 현토되며, 나열되는 성분이 구라

면 ‘11(․)<>’로 연결되고, 마지막에 나열되는 구는 ‘55(/)<x>’로 끝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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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토구결로 바꾸어 표현하면 ‘(나열되는 전체 내용)x A, B, ․․․ Z
x’이다.

지금으로서는 ‘55(/)’을 ‘x’로 보고 있어 ‘x’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해독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토로 바뀐 모습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주본31｣의 경

우에는 ‘55(/)<x>’로 끝난 다음 ‘所謂’가 연결되어 나열구를 제시하고 있고, ｢진

본20｣에서는 ‘13(․․)<x>’ 이후 나열구를 제시하여, 가장 마지막 나열구가 

‘41(:)<>,55(/)<x>’로 끝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다.13)

3.2. ｢주본31｣과 ｢진본20｣이 중복된 부분에서 현토된 구결을 비교해 보면 유익

한 사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4) 가. <01>以無著無縛解脫心[41(․)<>, Ⓐ34(|)<>] 成就Ⓑ普賢[23(-)<>] 身業
[41(․)?<>, 51(․.)<x>] (無著無縛解脫心 以Ⓐ 普賢Ⓑ 身業 成就x) <주

본31, 01:16>

(3) 나. [01]以无縛无着解脫心[41(․)<>, Ⓐ42(․)<>] 彼善根[41(․)<>] 迴向
[52(․-)<>] 具足Ⓑ普賢[42(ㅜ)<>] 身口意業[41(․)<>, 52(․)<>] (无縛无着

解脫心 以Ⓐ 彼 善根 迴向() 普賢Ⓑ 身口意業 具足()) <진본20, 

12:23-24>

｢주본31｣의 ‘34(|)’와 ｢진본20｣의 ‘42(․)’는 자토의 ‘’를, ｢주본31｣의 ‘23(-)’과 

｢진본20｣의 ‘42(ㅜ)’ 내지 ‘52(ㅜ)’은 자토의 ‘’를 나타낸다. (4가)의 ‘34(|)’과 (4

나)의 ‘42(․)’은 모두 ‘以’에 걸려 ‘以’로 해석되며, (4가)의 ‘23(-)’과 (4나)의 

‘42(ㅜ) 내지 52(ㅜ)’은 모두 ‘普賢’에 걸려 ‘普賢’로 해석된다.

(5) 가. <07>以無著無縛解脫心成就解了一切音聲[41(․)<>, 33(․)?<>] 陀羅尼門
[41(․)<>, Ⓐ23(|)<()>] 同一切[44(․)<>] 音[53(․)<>, Ⓑ43(|)<>] 說無量
[33(․)<>] 法[41(․)<>, 51(․)<>] (無著無縛解脫心() 以() 一切 音聲 解了

() 陀羅尼門 成就Ⓐ 一切 音 同Ⓑ() 量 無 法 說()) 

<주본31, 01:22-24>

13) 지금까지 ‘x’로 표현되는 종결 형식 즉 종결어미 ‘’ 앞에 오는 미지의 ‘x’에 해당하는 
자토구결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자토구결의 양상을 좀더 세 하게 관

찰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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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 [05]以无縛无着觧脫心[41(․)<>, 42(․)<>] 具足普賢[42(ㅜ)<>] 妙音陁
羅尼[41(․)<>, Ⓐ52(․-)<>] 分別一切音聲[41(․)<>, Ⓑ54(\)<>] 悉能[24

(․)<>] 演說无量[33(․)?<>] 法雲[41(․)<>, 52(․)<>] (无縛无着觧脫心 以

 普賢 妙音陁羅尼 具足Ⓐ() 一切 音聲 分別Ⓑ() 悉() 能 量 

无 法雲 演說()) <진본20, 13:02-04>

｢주본31｣의 ‘23(|)’과 ｢진본20｣의 ‘52(․-)’는 자토의 ‘()’ 또는 ‘’를, ｢주

본31｣의 ‘43(|)’과 ｢진본20｣의 ‘54(\)’은 자토의 ‘’을 나타낸다. (5가)의 ‘23(|)’과 

(5나)의 ‘52(․-)’는 모두 ‘具足’에 걸려 ‘具足()’으로 해석되며, (5가)의 

‘43(|)’과 (5나)의 ‘54(\)’은 각각 ‘同’과 ‘分別’에 걸려, 각각 ‘同’과 ‘分別
’으로 해석된다.

한편 주본화엄경 의 점토구결에서 ‘23(|)’을 ‘()’과 ‘()’로 보는 두 견

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5가Ⓐ)의 ｢주본31｣의 

‘23(|)’은 (5나Ⓐ)의 ｢진본20｣의 ‘52(․-)’와 일치하는데, ｢진본20｣의 점도에서는 

‘()’와 ‘()’이 분명히 ‘52(\)’과 ‘52(․-)’으로 구별되므로, 이 예는 주본

화엄경 에서 ‘23(|)’을 ‘()’으로 읽는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6) 가. <13>以無著無縛解脫心成就普賢[23(-)<>] 自在力[41(․)<>] 念念[25(․)

<>] 中[53(․)<>,=43(\)<>, 55(․)<>] 令不可說不可說[25(․)<>] 衆生[41

(․)?<>] 住十力[25(․)<>] 智[Ⓐ24(|)<>, 13(.․)<x>#13(․|)<x>] 心[42(|)<>] 
無疲倦[44(․)<>, Ⓑ24(|)<>, 52(․)<>] (無著無縛解脫心() 以() 普賢 自在

力 成就 念念 中 不可說不可說 衆生 十力 智() 住 令Ⓐx 心

 疲倦 無Ⓑ()) <주본31, 02:12-14>

(3) 나. [11]以无縛无着觧脫心得普賢[42(ㅜ)<>] 自在[41(․)<>, 54(\)<>] 於念
念[25(․)<>] 中[=53(:)<>,55(․)?<>] 令无量[33(․)<>] 衆生[41(․)<>] 安
住十力[53(:)<>, Ⓐ35(\.)<>, 13(․|)<x>] 心[53(:)<>] 无猒足[44(․)<>,
Ⓑ35(/)<>,52(․)<>] (无縛无着觧脫心() 以() 普賢 自在 得 {於}念念

 中() 量 无 衆生 十力 安住 令Ⓐx 心 猒足 无Ⓑ()

) <진본20, 13:14-13:16>

｢주본31｣의 ‘24(|)’은 (6가)의 Ⓐ와 Ⓑ에서 알 수 있듯이 주격과 사동 표지 ‘’로 

쓰인다. 그런데 ｢진본20｣은 (6나)의 Ⓐ와 Ⓑ와 같이 사동은 ‘35(\.)’로 쓰이고, 주격

은 ‘35(/)’으로 쓰인다. 주본화엄경  권제6, 22, 57는 주격표지는 ‘24(|)’으로 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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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동표지는 ‘42(․)’으로 쓰이나 주본화엄경  권제 31, 34, 36은 주격표지와 

사동표지가 모두 ‘24(|)’으로 쓰이기 때문에 (6가)에서 사동사 ‘令’에 해당하는 점

토가 ‘智’에 현토된 ‘24(|)’인지, ‘疲倦’에 현토된 ‘24(|)’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6가)

에 대한 자토구결을 ‘無著無縛解脫心() 以() 普賢 自在力 成就 念念 中

 不可說不可說 衆生 十力 智() 住 令Ⓐx 心 疲倦 無 令

Ⓑ’로 해석하여 ‘令’이 두 군데에서 해석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동

일한 내용을 가진 ｢진본20｣에서 (6나)의 ‘令’과 호응하는 ‘35(\.)’를 살펴보면 이때

의 ‘令’은 (6가)에서 제시된 자토구결문과 같이 해석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한편 ｢주본31｣에 비해서 ｢진본20｣의 점토구결이 훨씬 상세하게 현토된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6가)와 (6나)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주본화엄경 은 卷次에 

따라서 주격표지와 사동표지가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진본화엄경 의 경

우 확실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본화엄경 의 점토구결이 상대적으로 자세

하게 현토된다는 사실은 (5가)와 (5나)의 비교에서도 볼 수 있는데, 주본화엄경

의 경우 ‘()’와 ‘()’이 구분되지 않고 모두 ‘23(|)<()>’으로 현토되는

데 비해, 진본화엄경 의 경우 ‘()’는 ‘52(\)’으로 현토되고 ‘()’은 ‘52(․

-)’로 현토되는 것에 의해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7) 가. <31>以無著無縛解脫心住普賢[23(-)<>] 行[53(․)<>, 43(|)?<>] 成就
身業[41(․)<>, 43(|)?<>] 令一切衆生[24(|)<>] 見[45(․-)<x>, 15(․/)<x>]
者 歡喜[43(|)<>] 不生誹謗[41(․)<>, 14(!)<x>, 52(․)<>] 發菩提心[41(․)

<>, 43(|)?<>] 永[24(/)<>] 不退轉[44(․)<>,51(․)?<>, 23(|)<()>] 究竟淸

淨[24(|)<>, 51(․)<>] (無著無縛解脫心() 以() 普賢 行 住() 身業 

成就() 一切 衆生 見xx{者} 歡喜() 誹謗 生x 不() 菩提

心 發() 永 退轉 不()() 究竟 淸淨 令) <주본31, 04:07-10>

(3) 나. [30]以此无縛无着觧脫心善根具足身業[41(․)<>, 54(\)<>] 令一切衆生
[41(․)<>] 皆悉[42(․)?<>] 歡喜[52(․-)<>] 得菩薩[44(․)<>] 不退轉淸淨善
根[41(․)<>, 22(․)<>] 究竟安住普賢[42(ㅜ)<>] 諸業[53(:)<>, 35(\.)<>, 
51(․)<>] (此无縛无着觧脫心() 善根() 以() 身業 具足() 一切 衆生 

皆() 悉 歡喜() 菩薩 不退轉淸淨善根 得() 究竟 普賢 諸 業 

安住() 令) <진본20, 15:09-11>

｢주본31｣의 ‘令一切衆生見者’는 ｢진본20｣의 ‘令一切衆生’과 비교하면 사동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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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사동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주본31｣에는 ‘一切 衆生’에 ‘24(|)’이, ‘見’

에 ‘45(․-),15(․/)’의 점토가 현토되어 있다. 이를 자토로 읽으면 ‘一切 衆生 見

xx(一切 衆生이 보는 이는)’ 정도로 읽을 수 있다. ｢진본20｣의 한문 원문은 

‘一切 衆生’뿐이며 현토된 구결도 ‘41(․)’이어서 사동구문의 피사동주에 대격이 

현토되는 일반적인 현상과 동일하다. 따라서 ｢주본31｣의 예인 (7가)의 ‘令一切衆

生[24(|)] 見[45(․-),15(․/)]者’는 사동구문으로 해석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7가)와 (7나)는 한문 원문부터 차이가 있는데, ｢진본20｣은 ‘令一切衆生’이나 

｢주본31｣은 ‘令一切衆生見者’이어서 ｢진본20｣의 대격 피사동주에 해당하는 부분

이 ｢주본31｣에서는 원문은 물론 현토된 구결도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주본31｣의 

현토자는 (7가)가 사동구문임은 분명하나 피사동주에 해당하는 부분이 ‘一切 衆

生’과 ‘見者’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에 ‘24(|)’과 ‘45(․-),15(․/)’를 현토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5(․/)’은 원문의 ‘者’에 대한 현토로 생각된다.14) 이와 같이 

｢주본31｣의 ‘45(․-),15(․/)’은 한문 원문에 충실한 현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주본31｣의 한문 원문인 ‘令一切衆生 見者 歡喜 不生誹謗 發菩提心 永不退轉 

究竟淸淨’은 사동사 ‘令’이 지배하는 문장이며 단지 피사동주에 해당하는 한문 원

문이 진본의 ‘一切 衆生’과는 달리 ‘一切 衆生 見者’이므로 ‘一切 衆生’과 ‘見者’를 

下義關係(hyponymy)로 파악하여 ‘一體 衆生 중의 보는 사람은’으로 해석한 것이

라 볼 수 있다.

｢주본31｣의 현토자는 이 경우, 한문 원문에 충실하게 현토함으로써, ‘見者’의 

‘者’를 대조(contrastive)의 기능을 가지는 ‘主題’(topic)로 해석하고 현토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주본31｣의 해석은 ‘一切 衆生이 보는 이는’ 또는 ‘一切 

衆生 중의 보는 이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단지 ‘45(․-)’의 기능이 분명하지 

않아서 보다 정확한 해석은 유보할 수밖에 없다. ‘45(․-),15(․/)’의 점토는 중복 

14) 익명의 심사자는 ‘점토 ‘15(․/)’이 ‘者’가 아니라 ‘見’에 현토되어 있기 때문에 현토자는 ‘者’
를 不讀字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았고, ‘一切 衆生’과 ‘見者’를 명사구로 전제하고 논의를 진
행한 필자의 견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필자도 이 부분에 대한 필자의 
주장을 전적으로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 익명의 심사자의 지적대로 ‘15(․/)’은 ‘見’에 현토되
었고 ‘者’에 현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者’를 일반적으로 해당 한자에 구결이 현토되지 않는 
漢字를 부독자로 보는 견해에서 필자도 不讀字로 본다. 그러나 ‘- 故’ 등의 구결문에서 
‘’는 ‘故’에 현토된 구결자는 아니지만 의미상 ‘故’와 관련이 있는 구결자라고 볼 수 있다. 
‘故’에 대한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x’으로 해석되는 ‘15(․/)’이 비록 
‘者’에 현토된 구결자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의미상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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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가운데 6장 9행의 ‘聞’에도 현토되어 있다.

(8) 가. <42>以無著無縛解脫心成就普賢[23(-)<>] 大願[25(․)<>] 方便[41(․)

<>, 23(|)<()] 捨離一切想倒[11(․)<>] 心倒[11(․)<>] 見倒[11(․)<>, 41(:)

<>,34(․)<>] 普[24(|)<>] 入一切諸[33(․)<>] 佛境界[53(․)<>,43(|)<
>] 常[24(|)<>] 見諸[33(․)<>] 佛[35(․)<>] 虛空界[53(․)<>] 等[25(․|)<x

>] 淸淨法身[24(|)<>] 相好[45(․)<>] 莊嚴[22(․)<>] 神力自在[22(․)<>, 
43(-)<>] 常[24(|)<>] 以妙音[41(․)<>, 34(|)<>] 開示演說[13(|)<x>] 無礙[44

(․)<>, 51(․)<>] 無斷[44(․)<>,24(|)<>, 43(|)<>] 令其聞[45(․-)<x>, 15

(․/)<x>]者 如說[12(․.)<>, 53(|)<>, 24(-)<>] 受持[24(|)<>, 41(i)<x
>, 11(/)<>] 於如來[44(․)?<>] 身[53(․)<>, 33(․)<>] 了無所得[12(․.)

<>,14(․.)<>,41(․․)<>,52(․)<>] (無著無縛解脫心() 以() 普賢 

大願 方便 成就 一切 想倒 心倒 見倒 捨離() 普 一切 諸

 佛 境界 入() 常 諸 佛 見 虛空界 等x 淸淨 法身 相好 莊

嚴() 神力 自在()() 常 妙音 以 開示 演說x 礙 無 斷 無

() 其 聞xx{者} 說x 如 受持 令X() {於}如來 身

 得x 所 無x 了) <화엄31, 06:05-10>

(3) 나. [41]以此无縛无着解脫心善根悉入一切諸佛境界[53(:)<>, 52(\)#52(․)<
>] 常[35(/)<>] 見諸佛[42(-)<>] 虛空界[53(:)<>] 䓁[12(|)<x>#12(:)<x>] 淸
淨法身[35(/)<>] 相好㽵嚴[52(․)<>] 神力自在[41(-)<x>, 22(․)<>] 梵音微妙
[=52(\)<>] 具足[42(․)<>] 廣[35(/)<>] 說无㝵正法[41(․)<>, 41(\.)<x>] 
聞彼佛法[41(․)<>, =34(․)<>] 悉能[24(․)<>] 受持[22(․)<>] 於彼佛身
[53(:)<>] 了无所有[41(-)<x>, 22(․)<>] 悉[42(․)<>] 得普賢菩薩[44(․)?

<>] 无量[33(․)<>] 大願[41(․)?<>, 22(․)?<>] 永[=42(․)?<>] 離衆生[52

(ㅜ)<>] 心[11(․)<>] 想[11(․)<>] 見[11(․)<>, 25(|․)<x>] 倒[41(․)<>, 
24(․)<>,22(․)<>, 52(․)<>] (此 无縛无着解脫心() 善根() 以() 悉() 一

切 諸 佛 境界 入 常 諸 佛 虛空界 䓁() 淸淨 法身 相好 㽵
嚴() 神力 自在() 見 梵音 微妙 具足() 廣 无㝵 正法 說

x 彼 佛法 聞 悉() 能 受持() {於}彼 佛身 所有 无 

了() 悉 普賢菩薩 量 无 大願 得 永 衆生 心 想 見x 倒 

離())

(8가)의 ‘其聞[45(․-), 15(․/)]’에도 ‘45(․-), 15(․/)’가 현토되어 있지만 이는(7

가)와 차이가 있다. (7가)와 (8가)는 모두 사동구문의 피사동주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는 하나 전자는 상대적으로 上位의 피사동주 ‘一切 衆生’이 있으면서 ‘其聞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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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聞’에 ‘45(․-), 15(․/)’가 현토되었지만, (8가)는 ‘其聞者’ 자체가 피사동주이

면서 ‘聞’에 ‘45(․-), 15(․/)’가 현토되어 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진본20｣도 (7

가)에는 사동구문으로 한역되고 그 원문에 구결이 현토되어 있으나, (8가)에서는 

한문 원문을 사동 형식을 갖춘 사동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주본31｣의 예인 (8가)만을 놓고 본다면 (7가)에서 해석한 것과 동일한 

해석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즉 (8가)의 ‘令其聞[45(․-), 15(․/)]者’의 ‘45(․-), 

15(․/)’도 (7가)와 같이 ‘그 듣는 이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9) 가. <35>以無著無縛解脫心[41(․)<>] 勤[25(․)<>] 修普賢[23(-)<>] 諸[33

(․)<>] 根[25(․)<>] 行願[41(․)<>, 43(|)<>] 得 利根[11(․)<>] 調順根
[11(․)<>] 一切法[25(․)<>] 自在根[11(․)<>] 無盡根[11(․)<>] 勤[25(․)

<>] 修一切善根[41(․)<>, 24(\)<>, Ⓐ25(!)<x>] 根[11(․)<>] 一切佛境界[25

(․)<>] 平等根[11(․)<>] 授一切菩薩[44(․)<>] 不退轉[25(․)<>] 記[41(․)

<>, 24(|)<>, 24(\)<>, Ⓑ25(!)<x>] 大精進根[11(․)<>] 了知一切佛法[41(․)

<>, 25(|)<>] 金剛界根[11(․)<>] 一切如來[44(․)<>] 智慧[25(․)<>] 光
[45(․)<>] 照[24(|)<>, 24(\)<>, 25(!)] 金剛燄根[11(․)<>] 分別一切諸[33(․)

<>] 根[41(․)<>, Ⓒ25(!)<x>] 自在根[11(․)<>] 安立無量[33(․)<>] 衆生[41

(․)<>] 於一切智[53(․)<>,25(|)<>] 根[11(․)<>] 無邊[44(․)<>, 33(․)

<>] 廣大根[11(․)<>] 一切圓滿根[11(․)<>] 淸淨無礙根[11(․)<>, 41(:)<
>, 52(․)<>] (無著無縛解脫心 以() 勤 普賢 諸 根 行願 修 

利根 調順根 一切 法 自在根 無盡根 勤 一切 善根 修Ⓐx 根 一

切 佛境界 平等根 一切 菩薩 不退轉 記 授Ⓑx 大精進根 一切 佛

法 了知() 金剛界根 一切 如來 智慧 光 照x 金剛燄根 一切 

諸 根 分別Ⓒx 自在根 量 無 衆生 {於}一切 智 安立() 根 邊

 無 廣大根 一切 圓滿根 淸淨無礙根 得) <주본31, 04:20-05:03>

(3) 나. [34]以此无縛无着觧脫心善根得眀利根[11(․)<>] 善調伏根[11(․)<>] 於
一切法[53(:)<>] 自在[22(.․)<>, 25(|․)<x>] 根[11(․)<>] 无窮盡根[11(․)

<>] 脩習一切善根[41(․)<>, Ⓐ25(|․)<x> ] 根[11(․)<>] 一切佛境界平䓁[41

(.․)<x>,25(|․)<x>] 根[11(․)<>] 授一切菩薩[44(․)<>] 不退轉[25(․)<>] 記
[41(․)<>, 35(/)<>, Ⓑ25(/․)<x>] 大精進根[11(․)<>] 分別一切佛法金㓻界[41

(․)<>, Ⓒ25(|․)<x>] 根[11(․)<>] 一切如來[44(․)<>] 智慧[25(․)<>] 光
[45(․)<>] 照[25(|․)<x>] 金㓻炎根[11(․)<>] 分別一切諸根{11(․)} 自在根令一

切衆生[41(․)<>] 安住一切智[53(:)<>,35(\.)<>, 25(/․)<x>] 根无量根滿足
一切根无㝵淸淨根平䓁[22(․․)<X>#22(.․)<>] 脩習諸願[41(․)<>, 2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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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11(․)<>, 41(:)<>,52(․)<>] (此 无縛无着觧脫心() 善根() 以() 眀

利 根 善 調伏 根 {於}一切 法 自在x 根 无窮盡 根 一切 善根 脩

習Ⓐx 根 一切 佛境界 平䓁xx 根 一切 菩薩 不退轉 記 授Ⓑx 

大精進 根 一切 佛法 金㓻界 分別Ⓒx 根 一切 如來 智慧 光 照x 金

㓻炎 根 分別一切諸根  自在 根() 一切 衆生 一切 智 安住 令x 根() 

无量 根() 滿足一切 根() 无㝵 淸淨 根() 平䓁X 諸 願 脩習x 根 得

) <진본20, 15:23-16:04>

(9)에서는 ｢주본31｣의 ‘25(!)’와 ｢진본20｣의 ‘25(|․)’의 관계를 볼 수 있다. 이를 

자토로 표현하면 양자는 모두 ‘x’ 정도로밖에 표현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부분

은 점토의 성격과 관련해서 시사해 주는 면이 있다. 그것은 화엄경 계열의 점토구

결에서 ‘25(!)’와 ‘25(|․)’이 다른 점토가 아니라 동일한 점토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즉 ｢주본31｣에서는 ‘25(!)’로 표현되던 점토가 ｢진본20｣에서는 ‘25(|․)’

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단점의 경우 ｢진본20｣에서 ‘’가 

‘35(․.), 53(\.), 54(․-)’ 등으로 표현되고, ‘’이 ‘35(`\), 52(․.)’ 등으로 표현되는 

현상이 있다. 박진호(2006)은 點吐 對 字吐의 多對一 대응이 점토구결에 비해서 

자토구결이 거칠 가능성과 점토구결에 대한 현재의 해석 수준이 높지 않을 가능

성을 언급했으나, 필자는 후자에 쪽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동일한 자토

에 대해서 하나의 점토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점토가 대응할 가능성

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9가)의 Ⓐ, Ⓑ, Ⓒ의 동사는 각각 ‘修, 授, 分別’인데, (9나)의 Ⓐ, Ⓑ, Ⓒ의 동사도 

각각 ‘脩, 授, 分別’이어서 동일한 자토에 대해서 卷次에 따라서 다른 점토가 사용

될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다만 이 이외에도 ｢주본31｣은 ‘25(!)’가 쓰이고 있고, ｢진

본20｣은 ‘25(|․)’이 쓰이고 있어서 각각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양자

가 동일한 의미에 대해 다른 점토를 현토한 것으로 보는 것 또한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견해이다.

(10) 가. 一切諸[33(․)<>] 佛[35(․)<>] 之所攝取[14(|)<x>, 14(!)<x>, 41

(․․)<>, 52(․)<>] (一切 諸 佛{之} 攝取x 所x()) <06:09>

(11) 나. 常[35(/)<>] 爲諸佛[42(-)<>] 之所攝取[14(․)<>, 31~32(:)<X>#32(:) 

<X>#31(:)<X>, 41(․)<>, 22(․)<>] (常 諸() 佛{之} 攝取() 所X {爲}

()()) [18:01]



46 奎 章 閣  30

(10)은 ｢주본31｣과 ｢진본20｣의 피동 표현과 관련된 예이다. 먼저 원문부터 살펴

보면 비록 주본이 ‘一切諸佛之所攝取’이어서 원문에 의해 피동 구문임을 명시적

으로 알 수는 없으나, 문맥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일체 부처님에 의해 攝取되다’

로 해석되며, ｢진본20｣의 ‘常爲諸佛之所攝取’는 전형적인 ‘爲A所B’ 구문이어서 

한문 원문에 의해서 고전중국어의 전형적인 피동 구문임을 알 수 있다.15)

이들의 점토를 비교해 보면, ‘所攝取’에 대한 점토가 ｢주본31｣은 ‘14(|), 52(․)’

이며 ｢진본20｣은 ‘14(․), 22(․)’인 것이 다르나 ‘14(|)’은 자토의 ‘x’에, ‘14(․)’

은 자토의 ‘’에 대응되어서, 존경 표현의 반  정도가 차이가 날 것이라 추측되

며, ‘52(․)’과 ‘22(․)’은 각각 자토의 ‘’와 자토의 ‘’에 대응되는데 동사구로 

나열되는 문장을 전개할 때 ｢주본31｣은 ‘’를 선호하고 ｢진본20｣은 ‘’를 선호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점토의 차이가 이 부분에서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진본20｣의 점토구결 가운데 ‘攝取’에 현토

된 ‘31~32(:)’의 해독이다. ｢진본20｣의 다른 부분에서도 ‘爲A所B’ 구문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부분의 현토 양상은 아래와 같다.

(11) 가. 菩薩摩訶薩[33(․)<>] ․․․ 常[35(/)<>] 爲善知識[52(ㅜ)<>] 之所攝
護[31~32(:)?<X>, 41(․)<>, 51(․)<>] (菩薩摩訶薩 ․․․ 常 善知識{之} 

攝護() 所X{爲}()()) <진본20, 04:11-13>

(11) 나. 令一切衆生爲功德福田[41(!)<x>] (一切 衆生() 功德 福田 爲x 令

(x)) <진본20, 02:23>

(11) 다. 爲人中[25(\)<x>] 雄[41(!)<x>, 22(․)<>#22(:)<X>] 而[45(․)<>] 
无所畏[14(․)<>, 42(․)<>] 大師子吼[22(․)<>] (人 中x 雄(){爲}x
() 而 畏 所 无 大師子吼()) <진본화엄 20, 10:19-20>

｢진본20｣에서 ‘되다’로 해석되는 ‘爲’ 구문과 피동으로 해석되는 ‘爲A所B’ 구문

을 비교해 보면 점토구결의 현토 양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전자는 주본화엄경

의 ‘되다’ 구문과 동일하게 ‘-{爲}-’ 구문으로 현토되었음을 알 수 있

다. (11나)와 (11다)가 점토구결이 많이 생략된 부분이기는 하나 공통적으로 

‘41(!)’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점토구결은 ‘’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진본20｣에서 피동으로 해석되는 ‘爲A所B’ 구문과 ‘되다’로 해석되는 ‘爲’ 구문

15) ‘고전중국어의 피동 구문’에 대해서는 任炳權(1992)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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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사이에는 ‘31~32(:)’로 현토된 점토구결의 유무에서만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 점토구결은 두 구문 사이에서 차이를 보이는 ‘所’에 현토된 점토구결일 가능성

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지식으로는 점토구결이든 자토구결이든 화엄

경 계열의 석독구결의 ‘爲A所B’은 모두 ‘-() 所{爲}-’로 해석되는

데, ｢진본20｣의 ‘爲A所B’ 구문은 이렇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4. 結論

지금까지 점토구결를 더욱 정 하게 읽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주본31｣과 ｢진

본20｣의 중복 부분을 대상으로 두 자료를 비교하 다.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대부

분의 결과는 박진호(2006)에서 고찰된 사항과 중복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고찰된 내용의 근거를 보다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

롭게 고찰된 사실도 있다.

여기서는 박진호(2006)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은 제외하고 이 에서 새롭게 해

결하 거나 문제 제기가 되었던 부분을 제시한다.

첫째, ｢주본31｣과 ｢진본20｣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은 ｢주본31｣을 대상으로 말

하면, 화엄경의 제5회에 해당하는 제25 十廻向品의 제9 無着無縛解脫廻向의 일부

분이다. 無比스님의 科段으로 말하면 ‘제9無着無縛解脫廻向 (1)廻向할 善根’부터 

‘(8)相卽相入의 重重德 라.普賢大智의 四願’ 중 두 번째 願까지이다. ｢주본31｣은 

<01:04>부터 <07:16>까지이며 ｢진본20｣은 [12:13]부터 [18:10]까지이다. ｢진본20｣

의 경우 十廻向品의 제9 無着無縛解脫廻向은 권제20과 권제21에 나누어 실려 있

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4개의 誓願을 자르면서까지 여기서 卷次가 나누어져 있는

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50권본 화엄경에서부터 이렇게 편집되었고 이후 60권

본으로 편집할 때에도 제9 無縛無着解脫心廻向의 경우에는 그대로 卷次가 나누

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설명할 전체 개념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

행시키고, 구체적인 예들을 나열하는 경우에 ｢주본31｣과 ｢진본20｣의 원문 나열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주본31｣의 경우 나열될 부분의 전체 개념을 제시하고 

‘所謂’ 이후 나열구가 제시된다. 이 경우 ‘所謂’ 앞의 전체 개념에는 ‘55(/)’이 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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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所謂’에는 ‘12(․),33(․)’이 현토된다. 그러나 ｢진본20｣은 종합적인 개념과 

구체적인 예를 구분할 수 있는 ‘所謂’와 같은 구분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나

열될 부분의 전체 개념과 나열될 부분만 제시된다. 이 경우 ｢진본20｣에는 ‘13

(․․)’이 현토되고, 나열되는 부분의 마지막은 ‘55(/)’이 현토된다. ｢주본31｣과 ｢

진본20｣의 원문이 ‘所謂’의 사용 여부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주본31｣의 경우 

‘所謂’의 앞에서 ‘55(/)’이 현토되고, ｢진본20｣의 경우 나열구의 끝에서 ‘55(/)’이 현

토되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셋째, ｢주본31｣과 ｢진본20｣의 단점 중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사동 표지 ‘()’와 주격 등을 나타내는 ‘’인데, ｢주본31｣의 경우 사동 표지와 

주격 표지는 모두 ‘24(|)’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진본20｣의 경우 사동 표지는 

‘35(\.)’, 주격 표지는 ‘35(/)’으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특히 사동 표지는 주본화엄경

에서도 卷次에 따라 ‘42(|)’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단점을 대상으로 하여 점토

의 특징을 논할 때 기준되는 점토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동 표지가 ｢주본31｣과 

｢진본20｣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재미있는 사실이다. ‘’ 이외에도 ｢진본20｣

이 ｢주본31｣에 비해서는 보다 정 한 점토구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

는데, ｢진본20｣은 ‘()’에 대응되는 ‘52(․-)’와 ‘()’에 대응되는 ‘52(\)’로 

구분되나 ｢주본31｣의 경우 ‘()’와 ‘()’에 하나의 점토 ‘23(|)’가 대응되는 

것도 이런 예에 해당된다.

넷째, 중복 부분에 해당하는 ｢주본31｣에는 ‘45(․-), 15(․\)’이라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점토구결 구성이 두 번 현토되었다. 동일 부분의 ｢진본20｣을 참조하면 

이 점토는 ‘~者’와 같은 한문 원문에 충실하게 현토된 점토구결이다.

다섯째 ｢주본31｣과 ｢진본20｣의 비교에서 ｢주본31｣의 ‘25(!)’와 ｢진본20｣의 ‘25

(|․)’이 규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박진호(2006)에서 ｢진

본20｣에서는 하나의 자토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점토가 있다는 사실이 관찰되었

는데, ｢주본31｣의 ‘25(!)’과 ｢진본20｣의 ‘25(|․)’의 대응은 하나의 자토가 다르게 

卷次에 따라서 다른 점토로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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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Jeomto-Seokdok-Kugyeol (點吐釋讀口訣) between in 
the Buddhāvataṃsaka-mahāvaipulya-sūtra 

(tr. by Buddhabhadra) and in the Buddhāvataṃsaka-
mahāvaipulya-sūtra (tr. by Śiks ̣ānanda)

Kim Seong Ju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Jeomto-Seokdok-Kugyeol (點吐釋讀口訣) between 

in the Buddhāvataṃsaka-mahāvaipulya-sūtra (tr. by Buddhabhadra) (hereafter, ATB) 

and in the Buddhāvataṃsaka-mahāvaipulya-sūtra (tr. by Śikṣānanda) (herafter, ATS). 

In the present Jeomto-Seokdok-Kugyeol (點吐釋讀口訣) texts, there is a part of the 

overlapped translation. It is the very ATB vol. 20th and ATS vol. 31st. We can acquire 

a more elaborate investigation through the analysis between them.

The results we could find through the analysis are, as below;

First, The causative Jeomto marker ‘hai ()’ is attached as the ‘24(|)’ in ATS 

vol. 31st and as the ‘35(\.)’ in ATB vol. 20th. And the Jeomto marker ‘haak()’ 

is fixed as the ‘52(\)’ in ATB vol. 20th. and as the ‘23(|)’ in ATS vol 31st.

Second, we can see the fact that the Jeomto marker ‘45(․-),15(․\)’ are attached 

two times in the ATS vol. 31st. which we have not seen untill now. The construct 

of ‘45(․-),15(․\)’ is attached as a causee marker in the so-called nominative- 

caustaive construction containing the chararcter ‘zhĕ (者)’. 

Third, the Jeomto marker ‘25(!)’ in the ATS vol. 31st. and the Jeomto marker ‘25

(|․)’ in the ATB vol. 20th. confront each other. This can hint at the fact that the same 

Jato-Kugyeol (字吐口訣) can be attached as the different Jeomto-Kuygeol (點吐口訣) 

according to the volumes.

Keywords: Buddhāvataṃsaka-mahāvaipulya-sūtra (tr. by Buddhabha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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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hāvataṃsaka-mahāvaipulya-sūtra (tr. by Śikṣānanda), Jeomto-Seokdok-Kugyeol (點

吐釋讀口訣), the causative marker (), ()(), ‘45(․-),15(․\)’, 25(!), 25(|․)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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