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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국 북경 교외 房山區 雲居寺 부근에는 불교 경 이 새겨진 석 이 다량 보

되어 있다. 이 석 에 새겨진 경 들을 房山石經이라고 부르는데, 그 제작은 7

세기  隋代에 시작되었고, 이후 唐代와 遼金代를 거쳐 元明代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1)1)특히 11-12세기 遼代에는 방산에서 규모의 석경 사업이 시행되

*  본 논문은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2019년도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2019년 11월 15일에 개최한 ｢동아시아 불교와 고려 장경｣ 학술 회에서 발

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서울 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강사.

1) 방산 지역 석경의 발굴은 1956년부터 1959년까지 체계 으로 이루어졌다. 이 발굴 결과가 

처음 소개된 것은 中國佛敎協 , 1978 �房山雲居寺石經�, 北京: 文物出版社, 8-15면에서

고, 방산의 모든 석경의 탁본이 中國佛敎協 ․中國佛敎圖書文物館 編, 2000 �房山石經� 총 

30권, 北京: 華夏出版社로 출 되었다. 거의 오천 의 석 이 석경산 의 아홉 기의 석

굴에 보존되어 있고, 일만여 의 석 이 재 雲居寺 南塔의 지하 공간에 매장되어 있다. 

석경의 분포에 해서는 氣賀澤保規, 1996 ｢緖論-｢房山石經｣新硏究の意味｣ �中國佛敎石

經の硏究: 房山雲居寺石經を中心に�(氣賀澤保規 編), 京都: 京都大学学術出版社, 7-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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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우리나라의 고려 장경과 련하여 방산석경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바

로 이 요  제작된 석경들이다. 

요 에는 요나라의 南京 憫忠寺( 재 북경 法源寺의 신)에서 목  契丹大藏

經이 제작되었다. 거란 장경은 요 宗 重熙 연간(1032～1054)에 시작되어, 咸

雍 4년(1068)에 각 완료된 것으로, 唐代의 개원 장경과 북송의 開寶勅版大藏

經과는 계통을 달리하는 것이었다.2)2)거란 장경은 우리나라의 불교계에, 그리고 

고려 장경 제작  성립에 매우 요한 공헌을 하 다. 고려에 거란 장경이 

여러 차례 유입되어 고려 寫經, 출 의 본, 혹은 교정의 기 본으로 활용되었

고, 大覺國師 義天(1055-1101)의 諸宗敎藏(일명 續藏經)의 본으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고려 再雕大藏經(八萬大藏經)을 각할 때, 守其법사에 의한 校勘시 

참고본으로 사용되기도 했던 것이다.3)3)안타깝게도 목  거란 장경은 재 소실

되어 하지 않는다. 이에 요  성립된 방산석경은 일 이 소실되어 하지 않

는 거란 장경의 텍스트로서의 성격  특징을 살펴볼 수 있게 해 주며, 고려시

 장경 제작에 거란 장경이 미친 향의 양상을 악하게 해 주는 소 한 

문화유산이다.

이 은 하지 않는 거란 장경의 실체에 근해보기 한 시도  하나

로, 거란 장경을 본으로 제작된 요  방산석경의 특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요  제작된 방산석경을 이해하기 해서는 먼  요  이 에 제작된 방산석경

참조.

2) 金 大定 2년(1162) 省學의 <大金國西京大華嚴寺重修薄伽敎藏記>에는 요나라 重熙 연간

(1032～1054) 거란 장경 579질이 薄伽敎藏 내에 안치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竺沙

雅章, 1991 ｢<開寶藏〉と〈契丹藏>｣ �古典研究 創立二十五周年紀念國書漢籍論集�(古典

研究会 編), 東京: 汲古書院, 617-623면; 羅炤, 1999 ｢再談《契丹藏》的彫印年代｣ �房山石

經硏究� 3(呂鐵鋼 編), 79-103면(�文物� 1988年 8期에 原載) 참조. 거란장의 처음 480질

은 개원장과 일치한다. 거란장에는 거기에 99질을 추가되어, 체 579질에 달한다. Lothar 

Ledderose, 2004 “Carving Sutras into Stone before the Catastrophe: The Inscription of 

1118 at Cloud Dwelling Monastery near Beijing,” Proceedings of The British Academy, 

ser. Elsley Zeitlyn Lecture on Chinese Archaeology and Culture, vol. 125, p. 392. 

3) 大藏  編, 1964 �大蔵經 : 成立と变遷�, 京都: 百華苑, 39-41면; 이기 , 1976 ｢고려 장

경의 역사와 의의｣ �고려 장경� 제48권, 5-11면; 유부 , 2011 �한문 장경의 문자이동 

연구�, 주: 한국학술정보, 68-71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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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립과 개 과정에 따라, 각 시 마다 제작된 석경의 본  특징, 제작 의

도 등 시 별 변화 양상을 조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

려 장경과의 계에 한 연구에 있어서 요한, 거란 장경에 의거하여 제작

된 요  방산석경의 제작과정과 식의 특징에 한 자세한 조사를 통해 거란

장경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거란 장경의 성격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는 방산석경 이외에 국 

山西省 應縣 佛宮寺의 釋迦塔(이하 ‘응 목탑’으로 약칭)에서 발견된 불교 경

들이 알려져 있다. 11세기 엽에 건립된 응 목탑의 내부에 안된 불상 한 

의 복장 안에서 목  거란 장경의 印本  일부가 발견된 것이다.4)4)목  거란

장경의 일부 인본과 요  방산석경을 비교해보면 거란 장경의 실체  면모를 

악하는 데에 있어서 요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목  거란 장경이 하지 않는 가운데에 거란 장경이 고려 장경에 미친 

향, 거란 장경과 고려 장경의 계 악에 있어서 시사 을 제시해  수 있

는  다른 요한 자료로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 �(K1402, 이하 �교정별록�으

로 약칭)이 있다.5)5)이는 고려 재조 장경이 간행될 때 校勘의 책임자 던 守其

법사가 편찬한 것이다. 본고의 5장에서는 요  방산석경과 응 목탑 발견 거

란 장경을 통해 거란 장경의 면모를 악해볼 수 있었던 들 가운데, 재조

장경에 포함된 경 들  �교정별록�의 기록과 비교하며 고찰해본다. 이를 통해 

거란 장경의 실체를 어느 정도 악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조 장경에 

거란 장경이 미친 향의 정도도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와 

련하여 �교정별록� 기록의 정확성과 그에 한 신뢰도 정도, 여타 다른 장

경과 차이가 있는 거란 장경의 특수한  등 몇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들을 제

시하며 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4) 응 목탑은 요 淸寧 2년(1056)에 세워졌다. 1974년부터 목탑 보수를 해 불상들을 옮기

던 , 4층 주존 석가모니불상 복장 내부에서 佛牙 利를 비롯한 다수의 요  보물들과 

총 47 의 두루마리 문서가 발견되었다. 山西省文物局․中國歷史博物館 主編, 1991 �應縣

木塔遼代秘藏�, 北京: 文物出版社 참조.

5) 유부 , 2004 ｢高麗再彫大藏經에 수용된 契丹大藏經｣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35-2, 74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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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隋唐代 房山石經의 성립  개

방산석경의 시작은 7세기  隋代(581-618) 승려 靜琬(?-639)으로부터 비롯되

었다. 정완은 수 大業 연간(605-617),6)6) 재 북경 시내에서 남서쪽으로 약 75km 

떨어진 房山區에 치한 石經山의 상부, 해발 400m의 높이에 석굴들을 개착하

고, 그 내부를 경 을 새긴 석 으로 채워 넣기 시작했다.7)7)이 석굴들은 지상의 

운거사와 략 5km 떨어져 있다(그림 1). 석굴은 총 9기가 상층과 하층으로 나

6) 승 정완이 석경산에 굴을 개착하고 석경 제작을 시작했던 정확한 연 는 분명하지 않다. 츠

카모토 젠류는 정완이 609년경에 석경 사업에 착수했으나, 실제 작업은 611년까지 실행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츠카모토의 추정은 653년 기록된 唐臨(600?-659?)의 �冥報記�의 내

용과 일치한다. 이 기록에는 정완이 석경 사업을 612년 이 의 어느 시기에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 석경산의 제작 연 에 해서는 다음을 참조. 塚本善隆, 1975 ｢房山雲居寺の石刻

大藏經｣ �中國近世佛敎史の諸問題�(塚本善隆著作集 5), 東京: 大東出版社, 375–378면(塚本

善隆, 1935 ｢石經山雲居寺と石刻大藏經｣ �房山雲居寺硏究�(東方學報 特別號 vol. 5), 京都: 

東方文化學院京都硏究所, 1-245면에 原載). 唐臨, �冥報記�는 T2082, 51: 787a-802.  

7) 이 산은 본래 白帶山 혹은 苾題山, 涿鹿山으로 불리다가, 근 에 석경이 잘 알려지게 되면

서 석경이 치하는 산이라는 의미의 石經山으로 불리게 되었다. �寰宇訪碑 �에 실린 劉

濟의 ｢涿鹿山石經 記｣(809년), �全遼文�에 실린 趙遵仁, ｢涿州白帶山雲居寺東峰續鐫成四

大部經記｣; 王正, ｢重修范陽山白帶山雲居寺碑｣(965년, 碑額題 ｢重修雲居寺壹千人邑 之碑｣);  

<그림 1> 北京 房山區 雲居寺와 石經山 석굴의 치

출처 : Google map

 <그림 2> 석경산 석굴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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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배치되었는데, 3번부터 9번까지 일곱 기의 석굴이 산의 동쪽 면에, 남쪽에

서 북쪽 방향으로 지어 개착되었다(그림 2).8)8)이 일곱 기의 굴이 정완에 의해 

개착된 것이고, 아래의 1, 2굴은 다른 굴들보다 늦게, 8세기  무렵에 추가로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9)9)정완의 석경 사업은 수  고  료 蕭瑀와 그의 이, 

隋煬帝(605–617년 재 )의 皇后 蕭氏의 재정  지원 하에 이루어졌다.10)10) 

정완은 석경산 석굴 부근에 총 5 의 련 제기를 남겼고, 이를 통해 그의 석

경 제작 목   그가 새기고자 했던 경 이 무엇이었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11)11) 

정완은 미래에 불법이 쇠락할 때, 이 세상에 불법이 해지지 않을 것을 두려워

하여 이 석경을 제작하 다고 명시하며, 이 세상에 아직 경 이 존재하는 한 이 

석굴들을 열지 말 것을 권고했다.12)12) 

 沙門志才, ｢涿州涿鹿山雲居寺續祕藏石經塔記｣ 등 참조. 陳述 輯校, 1981 �全遼文� 11, 北  

 京: 中華書局 참조. 정완은 幽州 智泉寺에서 오래 생활했던 것으로 보이고, 智苑이라고도  

 불렸다. 塚本善隆, 의 논문, 313-340면.

 8) 이 배치도는 Sonya S. Lee, 2010 “Transmitting Buddhism to a Future Age: The 

Leiyin Cave at Fangshan and Cave-temples with Stone Scriptures in Sixth-Century 

China,” Archives of Asian Art 60, p. 43, fig. 2에 실린 것이다.

 9) �冥報記�에 따르면 정완이 제작한 석굴은 모두 7굴에 이른다. 하지만 로타 더로제는 5

굴인 뇌음동과 7, 8굴을 제외하면 정완의 명문이 남아 있는 곳이 없고, 이 세굴 이외의 

굴에서는 정완이 그 존재를 알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 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므

로 이러한 기록은 과장된 것이라고 보았다. Lothar Ledderose, 2004 “Changing the 

Audience: A Pivotal Period in the Great Sutra Carving Project at the Cloud Dwelling 

Monastery near Biejing,” in John Lagerwey ed., Religion and Chinese Society: Ancient 

and Medieval China, Hong Kong: Chinese University Press; Paris: École française 

d'Extrême-Orient, pp. 393-395. 

10) 611년에 수나라의 고  직자 던 蕭瑀는 隋煬帝(605–617년 재 )와 그의 이 皇后 

蕭氏가 고구려 원정길에 근방의 幽州 涿郡에 들 을 때, 소우가 황후에게 석경 로젝트

에 해 이야기했고, 황후가 이에 비단 천여 필과 후원 을 지원하여 각경 사업이 시작

되도록 도왔다. 唐臨, �冥報記�, T2082, 51: 787-802 내용 참조.

11) 정완과 련된 명문은 5 이 있는데, 이  616, 625, 628, 634년 명문에 명확하게 기년이 

있다. 상세한 명문의 내용은 陳燕珠, 1995 �新編補正房山石經題記彙編�, 永和: 覺苑出版

社, 2면; Ledderose, “Changing the Audience,” pp. 392-393과 396-400 참조.

12) 이 내용은 634년 �화엄경� 석경을 제작한 것을 기록한 제기에 나온다. 원문은 다음과 같

다. 陳燕珠, 의 책, 2면; Ledderose, ibid., p. 400과 p. 402 “未來之世一切道俗 法幢 沒 

六趣昏冥 人無惠眼 出離難期每 斯事 悲恨傷心 今於此山鐫鑿華嚴經一部 永留石室 劫火

不焚 使千載之 下惠燈常照 萬代之後 法炬恆明 … 此經為未來佛法難時 擬充經本 世若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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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석경산 석굴 경 

출처 : 필자 

 
<그림 4> 석경산 석굴 제5굴(雷音洞) 외

  출처 : 필자 

정완이 석경산의 석굴들에 석경으로 제작하고자 한 경 은 “�華嚴經�(晉譯) 

등 十二部經”이었다.13)13)여기서 ‘12부경’으로 정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는 더 자세한 설명이나 경  명칭 등이 명시되지 않으나, 학계에서는 체로 ‘一

經’과 마찬가지의 의미로 불교 경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

다.14)14)이와 같은 정완의 석경에 한 인식은 흥미롭게도 이후 요  11세기 말 

經願勿輒開.” 유사한 내용이 625년에 기록된 제기에도 언 된다. Ledderose, ibid., p. 397

과 p. 401. 

13) 정완의 628년 題記에 언 된 내용으로 원문은 “此山嵿刊華嚴經等十二部”이다. 陳燕珠, 

의 책, 2면; Ledderose, ibid., pp. 392-393과 396-400. 정완의 석경 사업에 해 언 한 

�范陽圖經�에는 “12부의 경 들을 쓰기로 마음을 내어, 돌에 새겨 비로 만들었다(發心書

十二部經 刊石爲碑)”고 기록했다. �범양도경�은 하지 않는데, 특히 앞에 인용한 부

분이 1005년 승려 智光이 비석에 새겨지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지 은 �범양도경�이 653

년에 기록된 �명보기�보다 이 에 성립된 로 보았다. 재 학계에서 �범양도경�은 653

년보다 이른 唐代의 어느 시 에 성립된 것으로, 정완의 석경 사업에 해 기록한 가장 

이른 역사 자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塚本善隆, 앞의 논문, 483-484면 참조.

14) Ledderose, ibid., pp. 393-395. 한편 “12부경”이 장경 에서 표 인 몇몇 경 을 택

한 경 들일 가능성도 제시되었다. 국 北齊代 唐邕이 568-572년 사이에 北響 山 석굴

에 석경을 제작하면서 12부경을 새긴다고 언 하면서, 몇몇 경 만 택하여 새긴 가 있

다. 關野貞․常盤大定, 1925-1931 �支那佛敎史蹟� 3, 東京: 佛敎史蹟硏究 , 圖版 80-82; 

Katherine R. Tsiang, 1996 “Monumentalization of Buddhist Texts in the Northern Qi 

Dynasty: The Engraving of Sutras in Stone at the Xiangtangshan Caves and Other 

Sites in the Sixth Century,” Artibus Asiae 56, pp. 233-261. 정완이 몇몇 경 만 택하여 

새기고자 한 것이었다면, 그 구체 인 경  명칭을 명시하지 않아서 선택된 경 에 한 

정확한 악이 어렵다. 그 지만 뇌음동 등 석경산의 석경을 통해, 그가 우선 으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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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거사에서 석경 사업에 매진했던 通理大師(1049-1098)에 의해 이어진다. 본고

의 3장에서 상세히 서술되는 바와 같이, 통리 사는 정완에 의해 완수되지 못한 

석경 로젝트를 자신이 완성해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며 석경 사업에 박차

를 가했다. 다만 정완이 불교의 末法에 한 두려움으로 석경을 제작했음을 직

으로 언 한 것과는 달리, 통리 사는 자신의 석경 제작 목 에 해 분명

하게 밝히지 않았다. 

석경산의 석굴들  특히 주목되는 석굴은 앙에 치한 제5굴, 일명 ‘雷音

洞’이라 불리는 굴이다(그림 3-4). 다른 석굴들은 입구가 무거운 石門으로 완

히 폐되어 경 을 새긴 석 들을 한 장고로서 기능했던 반면에, 뇌음동은 

입구가 열려 있고, 비정형의 직사각형 형태의 내부에 네 개의 팔각기둥이 받치

는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그림 5-6).15)15) 

<그림 5> 뇌음동 석굴 평면도 
  

<그림 6> 뇌음동 석굴 내부 

출처 : 필자 

 

한 �화엄경�과 �열반경�을 가장 요시했음을 알 수 있고, 이외에 �法華經�, �維摩經�,  

�勝鬘經�, �金剛經�, �彌勒上生經�, �無量義經�, �佛遺教經� 등이 그에 포함되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15) 재 뇌음동의 입구는 목재로 제작되어 있는데, 근래에 제작된 것이다. 뇌음동은 네 벽의 

길이가 다른데, 동, 서, 북, 남벽의 길이가 각각 10.07m, 7.66m, 11.82m, 8.3m이다. Sonya 

S. Lee, op. cit., pp. 44-45; Ledderose, 2003 “Thunder Sound Cave,” in Wu Hung ed., 

Between Han and Tang: Visual and Material Culture in a Transformative Period, 

Beijing: Wenwu Chubanshe, pp. 235-236. <그림 5>는 의 Ledderose의  p. 236, fig. 

1에 실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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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에 촬 된 사진을 보면 이 기둥들 가운데 임시 불단이 설치되어 있

었는데, 석굴 개착 당시의 것은 아니다.16)16)벽면에는 입구 우측 벽부터 시작하여 

빈틈없이 총 19종의 경 을 새긴 석 을 설치하여, 방문자들이 내부에서 이동하

며 새겨진 불교 경 들을 읽을 수 있게 되어 있다.17)17)  

더욱 흥미로운 은 정완이 뇌음동의 앙에 홈을 고, 佛 利를 안치했다는 

것이다.18)18)사리를 안에 넣은 석함의 윗면에는 616년에 이 불사리를 안치한 사실

과 안에 모신 불사리가 원히 보존되기를 기원하는 내용의 명문이 새겨졌다.19)19) 

사리의 안치는 뇌음동이 다른 6세기 후반에 개착된, 벽면에 불교경 을 새겨 놓

은 다른 석굴들과는 구별되게 한다. 즉, 뇌음동은 몇몇 다른 석굴들과 마찬가지

로 법사리, 즉 경  사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석굴들과는 다르게 

16) 關野貞․常盤大定, 앞의 책, 圖版 117; Ledderose, ibid., p. 239. 

17) 桐谷征一, 1987 ｢房山雷音洞石經攷｣ �仏敎史仏敎学論集: 野村 昌博士古稀記念論集�, 東

京: 春秋社, 163-198면. 뇌음동에 새겨진 경 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鳩摩羅什 譯, �妙

法蓮華經� 체(T262, 9: 1a-62a); 2. 菩提流支 譯, �無量壽經�의 ｢優婆提 願生偈｣ 부

분(T1524, 26: 230c-231b); 3. 曇無讖 譯, �菩薩地持經�의 ｢菩薩地持戒品受菩薩誡法｣ 부

분(T1581, 30: 912b-913a); 4. 失譯, �現在賢劫千佛名經� 부분(T447, 14: 376a-383a); 5. 

鳩摩羅什 譯, �大智度論�의 ｢八戒齋法｣ 부분(T1509, 25: 159b-160a); 6. 鳩摩羅什 譯, �十

住毗婆沙論�의 ｢十方佛｣ 부분(T1521, 26: 41b); 7. 竺法護 譯, �決定毗尼經�의 ｢三十五

佛名並懺悔｣ 부분(T325, 12: 38c); 8. 鳩摩羅什 譯, �佛臨涅槃略說教誡經� 체(T389, 

12: 1110c-1112b); 9. �大王觀世音經�(출처 확인 안 됨); 10. 曇摩伽陀耶  譯, �無量義

經�의 ｢無量義經偈｣ 부분(T276, 9: 384c); 11. 曇無讖 譯, �大般涅槃經�의 ｢大般涅槃經

偈｣ 부분(T375, 12: 409a); 12. 曇摩伽陀耶  譯, �無量義經� 체(T276, 9: 384a-389b). 

13. 沮渠京聲 譯, �觀彌勒菩薩上生兜率陀天經� 체(T452, 14: 418b-420b); 14. 安世高 

譯, �佛說溫室洗浴眾僧經� 체(T701, 16: 802c–803c); 15. 菩提流支 譯, �金剛般若波羅

密經� 체(T236, 8: 752c-757a); 16. 僵良耶  譯, �佛說觀藥王藥上二菩薩經�의 ｢五十

三佛名｣ 부분(T1161, 20: 663c); 17. 求那跋陀羅 譯, �勝鬘師子孔一乘大方便方廣經�

체(T353, 12: 217a-223b); 18. 鳩摩羅什 譯, �維摩詰所說經� 체(T475, 14: 537a- 

557b); 19. 佛馱跋陀羅 譯, �大方廣佛華嚴經�의 ｢大方廣佛華嚴經菩薩百四十願｣ 부분

(T278, 9: 430c-432c). Sonya Lee, op. cit., p. 46, fig. 4 and 53, table 1 참조.

18) 羅炤, 1987 ｢雷音洞 利 “房山石經”｣ �世界宗敎硏究� 4, 139-141면; 羅炤, 2003 ｢房山石

經之源 靜琬的傳承｣ �文物� 3, 86-92면.

19) 陳燕珠, 앞의 책, 2면; Ledderose, “Changing the Audience,” p. 397과 p. 401 “隋大業十

二年 歲次丙子四月丁已朔八日甲子於此函內安置 佛 利三粒願住持永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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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인 불사리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20)20)

정완은 639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인 사업은 그가 죽기 까지 완수

되지 않았고, 단지 제5굴(뇌음동)에서 8굴까지의 석굴에만 그가 직  지휘한 석

경 사업의 결과물이 남아 있다.21)21)정완의 사후, 玄 와 僧  등 그의 제자들과 

수행자들이 정완의 석경 사업을 계승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이 

처음 계획했던 방향을 그 로 계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로, 정완의 

사망 후 석경으로 제작된 경  에 �佛說佛地經�(T680)이 있는데, 이 경 은 

정완 사후, 645년경 玄奘에 의해 한역된 것으로, 정완이 생 에 그의 ‘12부경’에 

포함시켰을 수가 없는 것이다. 석경제작의 주된 후원 계층 역시 변화하 다. 정

완의 주된 후원자는 소우와 황후 소씨 으나, 정완 사후에는 황실 차원의 후원

이 없었고, 일반 신도 주의 발원이 이루어졌다.22)22)

석경산 석굴 부근에는 631년 무렵에 사원이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석경 

사업이 시작된 지 약 20년이 지난 후 는데, 사원이 건립된 치가 재의 운거

사 자리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다. 재로서는 운거사가 다수의 석경이 매납

된 사원으로, 마찬가지로 많은 수의 석경이 보 되어 있는 석경산 석굴들  뇌

음동과 긴 한 련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운거사라는 사원은 631년 에

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711년에야 비로소 역사  기록에 등장한다.23)23) 

이후 석경산에서 주목할 만한 사업은 8세기 당 황실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

다. 740년경 장안에 체류하던 승려 智昇이 운거사에 들러, 佛典 大唐 新 譯經 

4000여 권의 필사본을 달했다. 이는 唐 玄宗(712-756)의 이 金仙公主(732년 

사망)가 운거사의 석경 사업을 후원하고자 하사한 것이었다. 이를 기리기 해 

20) 국 6세기 후반에 개착된 북향당산 석굴 남굴과 南海石窟  大住聖窟 등과 비교할 

만하다. Tsiang, 앞의 논문 참조.

21) Ledderose, “Changing the Audience,” pp. 393-395.

22) 정완이 주도하여 제작된 석경 석 에는 題記가  없었지만, 황실 후원이 끊긴 이후 많

은 일반 신도들에게 석  후원을 맡겼고, 660년 의 석경에서부터 이와 련된 제기가 

나타난다. 北京圖書館 編, 1987 �房山石經題記匯編�, 北京: 書目文献出版社 참조.

23) 塚本善隆, 앞의 논문, 433-437면; 氣賀澤保規, 앞의 논문, 7-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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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년 석경산 정상부에 선공주를 한 탑이 

건립되었다(그림 7).24)24)지승은 開元 18년(730) 

경 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장경 목록인 �開

元釋敎 �(K1062, T2154)을 엮은 인물이다.25)25) 

이때부터 이곳의 승려들은 개원 장경을 바탕

으로 석경을 제작했다. 8세기 후반 安史의 亂

과 昌 연간(841-846년)의 폐불기에도 다행히 

석경은 괴되거나 손상은 입지 않았다. 그러

나 새로운 석경 제작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3. 遼代 房山石經의 흥과 그 이후

당 말기 침체되었던 운거사 석경사업은 불교

에 깊은 심을 보 던 요  황제들의 후원에 힘입어 다시 흥의 시기를 맞이

했다. 석경 사업이 재개된 것은 聖宗(재  983-1031년)의 재  기간 , 1020년

로 알려져 있으며, 뒤이은 宗(재  1032-1054), 道宗(재  1055-1101)도 연

이어 석경사업에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요  들어서서도 한동안은 �大

般若波羅蜜多經�(600권, 장이 660년부터 663년까지 한역) 등 당  8세기부터 

24) 氣賀澤保規, 1996 ｢唐代房山雲居寺の發展と石經事業｣ �中國佛敎石經の硏究 -房山雲居寺

石經を中心に�(氣賀澤保規 編), 京都: 京都大学学術出版会, 23-105면; 氣賀澤保規, 2013 

｢唐代房山雲居寺石経と唐代後半期社会｣ �中國中世佛敎石刻の硏究�(氣賀澤保規 編), 東

京: 勉誠出版, 296-337면 참조.

25) 개원장은 오랜 기간 불교 장경의 훌륭한 본으로 여겨져 왔다. 개원장은 寫本으로 모두 

1076 종류의 경 이 5048卷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열은 승경 , 소승경 , 그리고 경, 

율, 논의 삼장 순서로 되어 있다. 승과 소승의 후반부에는 聖賢의 기가 덧붙여졌다. 

이후의 장경은 帙로 구분한다. 1질에 체로 보통 10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질은 천자

문에 따른 순서로 배열한다. 개원장은 승경  258질, 소승경  165질, 성 의 기는 

57질로 이루어지며, 총 480질로 구성되었다. 智昇, �開元釋敎 �, T2154, 55: 680-700; 

Ledderose, “Carving Sutras into Stone,” pp. 391-392.

<그림 7> 金仙公主塔,

석경산 정상부, 749년 건립, 

높이 3.5m. 출처 :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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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이 진행되고 있던 경 들이 계속 새겨졌다. 

이후, 방산 석경에는 두 가지 큰 변화가 나타난다. 첫째는 본고와 련하여 매

우 요한 변화로 석경의 바탕이 되는 본과 련된 것이고, 둘째는 석경의 매

납 장소이다. 방산에서 요  석경제작과 유사한 시기에, 거란 장경이 흥종의 명

에 따라 연경 민충사에서, 1031년부터 1054년까지 불 의 교감과 조조를 진행하

고, 1068년에 완성되었다.26)26)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흥종과 도종

의 지원 하에 이 새로운 장경에 근거한 석 이 방산에서 제작되기 시작하

다. 바로 이 지 에서 드디어 방산석경에 거란 장경이 그 요한 자취를 남기

게 된 것이다. 1093년까지 도합 187질(천자문 질호 可)에 달하는, 거의 5000 의 

석경이 완성되었다.27)27)

성종, 흥종, 그리고 도종의 지원을 받아 1091년까지 활발히 제작되던 석경은 

석경산 의 석굴들을 모두 가득 채웠다. 승려들은 1092년부터 제작된 석경들을 

더 이상 석경산 정상부에 석굴을 만들어 채워 넣지 않았고, 신 평지의 사원인 

운거사의 지하에 매납하여, 석경 매납 장소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1117년 운거

사 승려들은 이 사원의 남쪽에 규모의 지궁을 만들고, 그 안에 1092년부터 

1117년까지 제작한 석 들을 묻었다. 그리고 그 에 석가모니를 한 거 한 

탑인 釋迦佛 利塔, 일명 雲居寺 南塔을 세웠다(그림 8).28)28)지궁을 만들어 석

을 매납하고 석가불사리탑을 세운 지 1년 만인 1118년, 운거사 승려들은 그 

사리탑 아래에 팔각의 石幢을 세웠다(그림 9). 이 석당의 명칭은 續祕藏石經塔

이며, 일명 壓經塔이라고 불린다. 이 석당의 여덟 면에는 지궁 안에 매납된 경

의 목록과 함께 通理大師(1049-1098)의 각경 사업에 하여 志才가 쓴 상세한 

이 새겨졌다.29)29) 

26) 앞의 각주 2 참조.

27) Ledderose, “Carving Sutras into Stone,” p. 392.

28) 수나라 기에 방산석경 제작을 시작한 정완스님의 석경 사업은 6세기 후반 북제 에 활

발히 개착된 석굴사원 내의 각경과 비견된다. 이에 반해, 요  말기 방산석경은 별도로 

조성된 지궁에 매납되고, 그 에 거 한 탑을 세웠다. 이러한 에서 방산석경 요  말

기 석경은 요 에 법사리 신앙 하에서 제작된 다른 불탑과 법사리의 들과 상세한 비교, 

고찰이 필요하다. 이는 본고의 연구 범 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향후 연구과제로 한다.

29) 석당에 새겨진  첫 부분에 “大遼涿州涿鹿山雲居寺續秘藏石經塔記”라고 이 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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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97질의 거란 장경을 모두 석경으로 제작하기 해서 승려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이 무렵, 즉 1093년에 운거사 석경에 획기 인 변화를 가져온 새로

운 인물이 등장했다. 바로 통리 사이다.30)30)그는 당시 燕京에서 인지도가 높았던 

명승이었는데, 1093년경부터 운거사에 머무르기 시작했다. 통리 사는 본격 인 

사업의 시작에 앞서 정완의 묘탑을 운거사 경내로 옮겨왔다.31)31)정완의 묘탑 이

동은 정완이 완수하지 못했던 훌륭한 사업을 자신이 이어받아 다시  부활시키

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1093년부터 1095년까지 약 2년 

동안 정완 이래로 규모의 사업을 다시 한 번 추진하여 44질, 4080여 개의 석

을 제작했다.32)32)그는 12부경의 석경을 제작하겠다는 정완의 목표에서 더 나아

가, 경율론까지 모두 포함한 三藏을 석 에 새기겠다고 하는 원 한 목표를 세

웠다. 

<그림 8> 雲居寺 釋迦佛 利塔과 石經地宮 

출처 : 키미디어

  

<그림 9> 雲居寺 續祕藏石經塔

출처 : 필자

이 새겨졌고, 바로 이어서 “沙门志才撰”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志才가 이 을 썼음을 

알 수 있다. 석당 제작과 명문에 해서는 Ledderose, ibid., pp. 396-409․385-388의 석당 

여덟 면에 한 탁본  陳述 輯校, 앞의 책, 328-330면 참조.

30) 통리 사의 기는 陳燕珠, 앞의 책, 38-52면; Ledderose, ibid., pp. 409-411 참조.

31) 陳燕珠, 의 책, 42-44면.

32) 陳述 輯校, 앞의 책, 328-330면; 黃炳章, 2001 ｢石經山和雲居寺｣ �佛敎文化� 2, 8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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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리는 정완의 후계자를 자처하 으나, 석경 제작의 목 은 그와 다소 다른 

이 특기할 만하다.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산에서 석경 제작을 개시한 

정완은 불교의 ‘말법’에 한 두려움을 분명히 표 하며 모든 불교 경 이 사라

질 것을 비하여 구불멸한 재료인 석 에 그것을 새겨 후세에 하고자 하

다. 이에 반해 통리 사에게서는 ‘말법’에 한 염려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 많은 

연구자들이 지 하고 있는 바와 같이, 통리의 석경 한 ‘末世’에 한 우려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면서도, 불교의 ‘말법’보다는 왕조의 쇠퇴  몰락과 

련 깊을 것으로 생각된다.33)33)요나라는 907년에 건국하여 1125년에 멸망하 는

데, 1093년 통리가 운거사에서 석경사업을 시작한 시 은 도종 재 기에 해당하

며 왕조 말의 내부  혼란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 이었다. 즉, 통리는 왕

조 말의 불안감을 감지하고 말세에 응하기 해 석경 보존 사업을 추진하 다

는 것이다. 

정완의 작업에 황후의 후원이 결정 인 역할을 했던 것과는 달리, 그리고 통리 

등장 이 에 요 왕조의 세 황제들이 방산 석경을 후원했던 것과 달리, 통리의 사

업에는 황실의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는 단시간 내에 수많

은 일반 신도들을 사업에 동참시켜 상당한 액을 모 함으로써 매우 많은 석경

을 제작할 수 있었다.34)34)1117년, 운거사의 승려들은 도종의 지원 하에 제작된 47

질의 경 들을 180 의 큰 석 에 새긴 것과, 통리 사의 지도 아래 제작된, 44

질의 경 이 새겨진 비교  작은 석  4086 을 운거사 남탑에 함께 매장했다

(그림 10).35)35)이때까지 제작한 석경들을 남탑의 지궁에 매납한 시기는 요 왕조의 

33) 陳燕珠, 앞의 책, 43-47․54-57면. 

34) Ledderose, “Carving Sutras into Stone,” p. 424.

35) 이러한 석 의 개수는 志才가 석당에 기록한 바에 근거한 것이다. 1956년에서 59년까지 

운거사와 석경산의 석경이 발굴되었을 때, 이 숫자가 거의 사실에 가까움이 밝 졌다. 도

종 때 새겨진 석경은 세로로 긴, 큰 석 으로 모두 163 이 있었다. 통리의 석 은 비교

 작으며, 가로로 긴 석 이고, 총 4137 에 달했다. 이는 팔각 석당에 志才가 기록한 바

와 거의 일치한다. 陳燕珠, 앞의 책, 102-104면; 의 논문, pp. 381-454. 이외에 통리 사

가 제작한 방산석경에 해서는 陳燕珠, 1993 �房山石經中通理大師刻經之硏究�, 臺北: 

覺苑文教基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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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망으로부터 8년 이었다.

통리 사 이후 요  석경 작업

은 더 이상 규모로 이루어지지

는 않았지만, 통리의 제자들에 의

해 1121년까지 멈추지 않고 지속

으로 이어졌다. 요  이후, 운거

사 남탑 아래 지궁에 석경의 매장

은, 이후의 왕조인 金代(1115- 

1234)에 두 차례 더 행해졌다. 

나라 天  연간(1123-1137)에 玄

英이 거란장에 근거하여 새긴 석

경 27질을 포함하여, 거란장 200질을 완성하여 1140년에 매장했다. 이후  

大定․明昌 연간(1161-1196)에도 제작된 다수의 석경을 매납했다.36)36)579질의 

거란 장경이 모두 새겨지지는 못하 으나, 매납된 석 은 총 만여  이상이

었다.37)37)이후 원 , 명 에도 석경 제작이 있었으나, 이  시 의 작업을 잇고 

보수하는 정도 다. 고려 승려 慧月이 이 지역에 방문하여 석경산 석굴의 석문

이 무 지고 석경 이 훼손된 것을 보고 당시 원나라에 체류 이었던 고려 인

사들과 원나라 고 들의 후원을 받아 석경을 보각한 것도 원 (至正 원년, 

1341) 다.38)38) 

36) 氣賀澤保規, 1996 ｢緖論-｢房山石經｣新硏究の意味｣, 14-15면.

37) 1957년 발굴 당시 모두 10,082장의 석 이 발견되었다. 이는 총 세 차례에 걸친 매납의 

결과 다. 黃炳章, 1987 ｢房山石經遼金兩代刻經槪述｣ �法音� 5, 86면. 발굴에 한 기록

은 黃炳章, 1986 ｢房山雲居寺石經｣ �法音� 1, 19-27면 참조.

38) 박 규, 2004 ｢高麗 慧月이 보수한 房山 石經山石經 답사기｣ �동북아 문화연구� 6, 5-28

면 참조.

<그림 10> 운거사 남탑 지궁 매납 석경 

출처 :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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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房山石經과 契丹大藏經

이 장에서는 석경산 석굴에 매납되어 있는 수당  제작 석경과 요  방산석경 

석 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응 목탑본에서 발견된 거란 장경과 비교하여 

거란 장경의 특징을 악해보고자 한다. 석경산 석굴에 보 되어 있는 수당  

제작된 석경은 크기가 큰 편이고, 세로로 긴 석을 사용했는데, 모양과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 한 로 정완이 625년 완성한 �大方廣佛華嚴經�(60화엄) 석 은 

높이가 242cm에 달한다.39)39)요  방산석경에 통리 사가 참여하기  석  역시 

세로로 긴 석으로, 모양과 크기가 다양했으며, 여 히 상당히 큰 편이었다. 통

리 사가 운거사 석경에 참여하기 직 의 시기(요 1193년 이 )에 제작된 것으

로 보이는 �華手經�은 세로로 긴 석 이며, 높이가 152cm이다. 석  양면에 모

두 자를 새겼는데, 총 34행으로, 한 행에 75자 내외가 새겨졌다.40)40)즉 한 석

의 한 면에 총 2500여 자씩, 양면에 총 5000여 자가 새겨진 것이다. 석   하

나에는 배면에 새겨진 명문의 우측 단에, 이 한 면에만 총 2900자가 새겨졌다

고 기록하기도 했다.41)41)

이에 비해 통리가 참여한 이후의 석 들은 체로 높이 41-45.5cm, 폭 73.5- 

78cm, 두께 4.5-9cm의 가로로 긴 형태이며, 이  시기에 비해 상당히 작아진 크

기로 규격화되었다.42)42)두 사람이 들고 운반하기에도 당한 크기로, 석 을 더 

작고 가볍게 만듦으로써, 다루기 쉽고 자를 새기기 편리하게 만들기 한 것

이었다. 역시 석 의 양면에 모두 자를 새겼다. 통리에 의해 규격화된 석  체

제는 이후 에 이르기까지 거란 장경에 바탕을 두고 제작된 석경 제작에 지

속 으로 용된다. 

한 로 �瑜伽師地論�을 새긴 석  한 의 앞면을 탁본한 것을 보면, 匡郭

의 크기는 가로 71cm, 세로 29cm이다. 제목 뒤로 28행이 있고, 행당 자 수는 

체로 17자이나, 그  네 행은 16자만 새겼다(그림 11).43)43)첫 번째 에는 경

39) 中國佛敎協 ․中國佛敎圖書文物館 編, 앞의 책, vol. 1, 250면 참조.

40) 의 책, vol. 11, 547면. 일반 으로 목   석 의 새김 은 양면에 모두 활용한다. 공

간을 약하고, 재료를 효율 으로 활용하기 해서 던 것으로 보인다. 

41) 의 책, 552면. 

42) Ledderose, “Carving Sutras into Stone,” p.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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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목을 “瑜伽論”으로 

여 었고, 그 아래 권 

번호 97를 기록했다. 이어

서 이 석 은 해당 권의 21

번째 장에 해당하며, 천자

문 질호로 ‘尺’임을 표시했

다.44)44) 이 석 의 뒷면에서 

�유가론� 권제97이 끝난다

(그림 12). 경문이 끝나고 

이어지는 행에는 �유가사

지론�의 완 한 경  제목

과, 권 번호 97, 그리고 이 

천자문 질호 “尺”을 다시 

한 번 기록했다.45)45)그리고 

그 뒤에는 “計二十二紙”라

고  있어서, 이 권의 

22장째 해당한다는 것, 즉 

앞뒷면 다 새겼으므로 11

번째 석 이라는 것을 밝

혔다. 마지막에는 배면에 

모두 656자가 새겨졌으며, 

자를 새긴 이가 ‘邵師敎’임을 기록했다(“背面計六百五十六字”, “邵師敎刻”). 이

와 같이 통리가 용한 석  제작 시스템은 매우 정확하고 규격화되어 있었다.46)46)

매 마다 경 의 제목, 질 번호, 그리고 몇 번째 장인지를 반복 으로 기록함으

로써, 작업의 진행 상황을 리․감독하는 데에 용이함을 도모했다.  

43) 中國佛敎協 ․中國佛敎圖書文物館 編, 앞의 책, vol. 18, 862a면.

44) “瑜伽論 九十七 二十一 尺.” 유가론 권제91부터 권제100까지 233질이며, 천자문 질호 尺

에 해당한다.

45) 中國佛敎協 ․中國佛敎圖書文物館 編, 앞의 책, vol. 18, 862b면 “瑜伽師地論 九十七 

尺”, “計二十二紙”, “背面計六百五十六字.”

46) Ledderose, “Carving Sutras into Stone,” p. 429. 

<그림 11> �瑜伽師地論� 97, 제21면(석  앞면) 

출처 : 中國佛敎協 ·中國佛敎圖書文物館 編, 2000 

�房山石經� vol. 18, 北京: 華夏出版社, 862a면.

<그림 12> �瑜伽師地論� 97, 제22면(석  뒷면)

출처 : 中國佛敎協 ·中國佛敎圖書文物館 編, 2000 

�房山石經� vol. 18, 北京: 華夏出版社, 862b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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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마지막에 은 “計二十二紙”는 석  11장에 종이 22장의 경  분량을 

새겼다는 의미 다. 이와 유사하게, �成唯識論� 권제6의 마지막 장을 보면, 이것이 

18번째 장이고, 천자문 질호가 ‘盡’이라고 었다(그림 13). 그리고 이 권의 마지

막, 천자문 질호 바로 뒤

에 모두 560자를 새겼고, 

종이는 모두 18장이었으

며, 석 은 모두 9 이었

음을 기록했다(“計五百六

十字 計紙十八張 碑九

條”).47)47)이와 같은 정보

는 운거사에서 요  승

려들이 거란 장경을 석

으로 옮길 때, 종이에 

힌 거란 장경(거란

장경 인본 혹은 필사본)을 이용하여 각했을 가능성을 떠올리게 한다.48)48)통리 

이 의 석경은 세로로 긴, 큰 석 이어서 목  거란 장경과는 그 식에 거리가 

있을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통리 이후의 비교  작고 규격화된 석경은 거란 장

경 식과 비교해볼 만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요  방산

석경은 목  거란 장경과는 식에 차이가 크다. 이는 목  거란 장경 인본의 

일부가 발견됨으로써 드러나게 되었다. 

거란 장경은 오랜 기간 동안 완 히 소실되었다고 여겨져 왔지만, 1974년 7

월 산서성 응 목탑에서 그 일부가 발견되었다(그림 14-15).49)49)응 목탑의 4층 

석가모니불의 복장 안에서 불교경  여러 권이 발견되었는데, 이  12권이 방

산석경 요 각경과 천자문 질호가 일치하 다.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 아래

의 1, 7, 8, 9, 10, 11, 12번의 일곱 경 이 거란 장경 인본이 틀림없는 것으로 

47) 中國佛敎協 ․中國佛敎圖書文物館 編, 앞의 책, vol. 20, 148b면.

48) 陳燕珠, �新編補正房山石經題記彙編�, 206면; Ledderose, “Carving Sutras into Stone,” p. 432.

49) 山西省文物局․中國歷史博物館 主編, 앞의 책 참조. <그림 15> 출처는 이 책의 彩色圖版 

2; 羅炤 1999 ｢有關 《契丹藏》 的幾個問題｣ �房山石經硏究� 2(呂鐵鋼 編), 337-357면 참

조(�文物� 1992-11에 原載).

<그림 13> �成唯識論� 권제6, 제18면

  출처 : 中國佛敎協 ․中國佛敎圖書文物館 編, 2000 

�房山石經� vol. 20, 北京: 華夏出版社, 148b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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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여지고 있다.50)50)이  요  방산석경과 공통으로 수록하고 있는 경 은 

7, 8, 9, 11, 12의 다섯 경 뿐이며,51)51)경문은 두 본이 체로 일치한다(표 1).52)52) 

<그림 14> 山西省 應縣 佛宮寺의 釋迦塔, 

遼 淸寧 2년(1056) 건립

출처 : 키미디어

      
<그림 15> 응 목탑 4층 안

    석가모니불좌상 

50) 의 번호  2, 3, 4번의 80권본 � 방 불화엄경�은 식이 다른 경 들과 달라서 거란

장경 인본일 가능성이 제외되었다. 5, 6번 �칭찬 승공덕경�과 �묘법연화경�도 한 

에 28행으로 천자문 질호가 첫 의 경의 제목 뒤에 있을 뿐 다른 에는 모두 없었으며, 

경 호도 版首에 새긴 것이 아니라 매 의 첫 행과 두 번째 행 사이에 새겼다. 따라서 

이 두 경 은 거란 장경 인본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어떠한 寫本 장경에 근거하여 

각된 단일 경 으로 보인다. 특히 이 에서 �칭찬 승공덕경� 권제1에 統和 21년(1003)

의 題記가 있고, 道宗의 避諱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제작 시기는 聖宗朝로 추정

된다. 이는 거란 장경의 조조연 인 희 연간보다 앞선 것이어서 목  거란 장경의 제

작 시기를 더 올려다볼 수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련 논의는 羅炤, 1983 ｢契丹

藏的彫印年代｣ �中國歷史博物館館刊� 5, 15-17면; 羅炤, 1988 ｢再談‘契丹藏’的彫印年代｣ �文

物� 8, 73-81면; 竺沙雅章, 1994 ｢新出資料よりみた遼代の佛敎｣ �禪學硏究� 72 참조. 

51) 1번의 �大方廣佛華嚴經�은 방산에서는 당 에 새겨진 석 만 있고, 10번의 �阿毗達磨發

智論�은 방산석경 요  각경에 미수록된 경 으로 제외된다. 

52) 中純夫, 1996 ｢應縣木塔出土｢契丹藏經｣と房山石經遼金刻經｣ �中國佛敎石經の硏究: 房山

雲居寺石經を中心に�(氣賀澤保規 編), 京都: 京都大学学術出版社, 194-239면 참조. 응

목탑본에는 紙背藏經印이 있어서 거란 장경의 零本임을 뒷받침해 다. 종이 뒷면에(紙

背)에 ｢新坡雲泉院藏經記｣의 朱印이 압인되어 있다는 이다. 竺沙雅章, ｢新出資料より

みた遼代の佛敎｣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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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목탑에서 발견된 거란 장경은 극소부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 그 식

상 특징을 엿볼 수 있다(그림 16). 이는 卷子本으로서, 행 은 상하단변으로 폭

은 27-30cm, 길이는 체로 50-56cm이며, 장마다 길이가 조 씩 다르다. 곽의 

폭은 22-24cm, 한 에 27-28행씩이 있고, 한 행당 17자씩 배자했다. 그리고 각 

권마다 권수제와 권미제 뒤에 경명의 약칭, 권차, 경 호와 천자문 질호를 기록

했다. 이런 행 은 거란 장경의 특징으로 여겨지고 있다.53)53)크기를 비교해보면, 

응 목탑본이 석경보다 살짝 작다.54)54)따라서 거란 장경 인본을 석 에 그 로 

옮기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운거사에서 승려들은 거란 장경의 해당 부분을 

약간 확 해서 다시 옮겨 은 후에 그에 따라 석 에 새겼던 것으로 보인다.55)55)

 

經名 역자
千字文 

帙號

每紙 

行數
每行 字數

1 �大方廣佛華嚴經� 卷第47 東晉 佛陀跋陀羅譯 ｢垂｣109 27 17-18

2 �大方廣佛華嚴經� 卷第24 唐 實叉難陀譯 ｢受｣113 28 15

3 �大方廣佛華嚴經� 卷第26 唐 實叉難陀譯 ｢受｣113 28 15

4 �大方廣佛華嚴經� 卷第51 唐 實叉難陀譯 ｢首｣116 15

5 �妙法蓮華經� 卷第2 後秦 鳩摩羅什譯 ｢在｣131 28 17

6 �稱讚大乘功德經� 唐 玄奘譯 ｢女｣161 28 16-17

7 �大法炬陀羅尼經� 卷第13 隋 屠那崛多譯 ｢靡｣181 27 17-18

8 �大方便佛報恩經� 卷第1 失譯 ｢欲｣190 27 17-18

9 �中阿含經� 卷第36 東晉 伽提婆譯 ｢淸｣264 27 17

10 �阿毗達磨發智論� 卷第13 唐 玄奘譯 ｢第｣356 27 17-18

11
�佛說大乘聖無量壽決定光明

王如來陀羅尼經�
宋 法天譯 ｢刻｣527 28 17

12 �一切佛菩薩名集� 卷第6 遼 德雲集 ｢勿｣564 28 12-21

<표 1> 응 목탑 석가모니불좌상 복장 발견 거란 장경과 천자문 질호가 같은 경

(맨 앞의 번호는 �應縣木塔遼代秘藏�에 언 된 정리번호에 따름). 

53) 유부 , 2011 앞의 책, 57-64면 참조. 

54) Ledderose, “Carving Sutras into Stone,” p. 433, fn. 102.

55) 이 과정에서 서체에도 약간 차이 이 나타나게 되었다. 응 목탑본 자가 석경 자의 

서체보다 더 각지고 가벼운 느낌이다. 의 논문, p. 433.



22·한국문화 91

응 목탑에서 발견된 거란 장경과 통리가 제작한 석경  겹치는 경 은 아

쉽게도 없다. 그래도 다행히 응 목탑에서 발견된 거란 장경과 일치하는 경

이, 통리가 확립해 놓은 표 에 따라 후 에 석경으로 제작된 가 있어서 비교

해 볼 만하다. 먼 , �大方便佛報恩經�(이하 �보은경�으로 약칭)의 응 목탑본과 

방산석경본을 비교해보면 아

래와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다. 응 목탑본의 �보은

경� 권1(｢欲｣190)은 19장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시작 부분은 상태가 매우 좋

지 못하고, 11장부터 자를 

알아볼 수 있다(그림 16).56)56)

방산석경의 �보은경� 석경

은 1110년-1111년경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그림 17).57)57)

응 목탑본 �보은경�의 마

지막 2장과 방산석경의 해

당 부분을 비교해보면, 응

목탑본의 권자본으로 

곽은 높이 28.4cm, 길이는 

53.8-55cm이며, 총 19장을 

이어 붙 는데, 방산석경본

은 곽이 높이 29cm, 길이 

71cm이다.58)58)크기를 비교해 

56) 山西省文物局․中國歷史博物館 主編, 앞의 책, 12면, no. 9; 48-52면, 특히 51b, 52a면. 

57) 이 경 을 새긴 석 은 각 일자가 새겨지지 않았지만, 이 석 의 후에 치한 석 들

이 제기에 의해 1110년-1111년경에 새겨진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보은경� 석경도 이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北京圖書館 編, 앞의 책, 366-368면 참조. 

 <그림 16> 응 목탑발견 『 방편불보은경』 

卷第1 부분  十八, 欲字號

출처 : 山西省文物局․中國歷史博物館 主編, 1991 

�應縣木塔遼代秘藏�, 北京: 文物出版社, 黑白圖版 51b.

<그림 17> 요  방산 석경의 � 방편불보은경� 권제1 

마지막 부분

출처 : 中國佛敎協 ․中國佛敎圖書文物館 編, 2000 

�房山石經� vol. 12, 北京: 華夏出版社, 18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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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응 목탑본이 석 의 2/3 정도이다.59)59)따라서 거란 장경 인본을 석 에 

그 로 옮기지는 않았던 것이 확인된다. 운거사에서 당시 승려들은 목  거란 장

경의 해당 부분을 약간 확 해서 다시 옮겨 어야 했을 것이다.

크기 외에도, 응 목탑본과 방산석경본은 자들의 배열 면에서 여러 차이가 

발견된다. 첫째, 한 행 당 새겨진 자의 수와 배열에 차이가 있다. 응 목 본

은 행당 자 수가 16-18자인데, 석경은 정방형 구획을 두고 새긴 듯, 모든 행이 

17자씩으로 일정하게 배치되었다. 응 목탑본은 새로운 단락이 시작될 때 새로

운 행으로 시작하여, 응 목탑본의 18번째 장을 보면, 두 단락이 “爾時”로 시작

한다(그림 16). 그러나 방산석경에서 해당 부분은 단지 한 칸만을 비워두고, 바

로 다음 단락을 시작한다(그림 17). 이 게 하여 석경 제작자들은 석 의 지면

을 아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자의 배열상 차이 때문에 응 목 본과 방

산석경 행들의 첫 자는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응 목 본은 체로 27행이 각되었는데, 마지막 장에서는 이 권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외 으로 23행으로 이루어졌다. 첫 행의 우측에는 경문의 

자보다 확연히 작은 크기의 자로 경제 “報恩經一”과 이것이 몇 번째 장임을 

알리기 한 “十八”, “十九” 그리고 하단에는 천자문 질호를 의미하는 “欲字號”

가 기록되었다. 이에 상당하는 부분이 새겨진 방산석경본 �보은경� 권제1의 마

지막 장은 체 25행으로 되어 있는데, 수와 미에 모두 경문과 같은 크기의 

자로 “ 방편불보은경”이라는 경제를 었다. 수에는 경제 아래, 권 번호와 

몇 번째 장인지를 의미하는 “十九”와 천자문 질호 “欲”을 기입했고, 미에는 

경제 아래 권 호와 천자문 질호만 었다.60)60)두 번째 행에는 품제와 품호, 즉 

“孝養品第二”를 었다. 이 듯 석경에 경제, 권호, 장호, 천자문 질호 등을 자세

히 경문과 같은 크기로 잘 보이도록 반복 으로 새김으로써, 석경 작업에 혼돈

58) 中國佛敎協 ․中國佛敎圖書文物館 編, 앞의 책, vol. 12(欲), 175-184면. 총 19장으로 되

어 있다. 특히 183b-184a면 참조. 

59) Ledderose, “Carving Sutras into Stone,” p. 433, fn. 102.

60) 中國佛敎協 ․中國佛敎圖書文物館 編, 앞의 책, vol. 12, 183b-184a면 “大方便佛報恩經

卷第一 十八 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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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방산석경 의 �보은경�에는 종종 가장 마지막 

행의 좌측에 추가로 한 행을 더하여 후원자들의 목록을 기록하기도 하 다. 방

산석경본과는 달리 응 목탑본에서는 후원자의 이름이 없고, 매 장 일정하게 27

행씩을 배열하고 있다. 이러한 자들의 배치에 나타나는 차이  때문에 응 목

탑본과 방산석경의 �보은경� 권제1은 모두 총 19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어느 

한 도 일치하지 않는다.61)61) 

마지막으로 응 목 본으로 알 수 있는 거란 장경과 요  방산석경본에는 경

 한 권을 새기는 데에 필요한 장 수에 차이가 있다. 한 로, 응 목탑본 �中

阿含經� 권제36와 동 경  해당부분을 새긴 방산석경 을 비교해 보면,62)62)응

목탑본과 방산석경본 모두 한 행에 17자씩 배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 장 당 행의 수가 방산석경이 더 많아서, 응 목탑본은 한 장당 27행으로 구

성되어 있는 반면, 방산석경본은 28행으로 되어 있다. 방산석경본은 거기에 매 

석 의 배면마다 경 제목을 은 행을 추가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같은 권을 

제작하기 해, 응 목 본에서는 총 21장이 필요했는데, 방산석경본에서는 총 

20장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 

와 같이, 거란 장경인 응 목탑본과 방산석경 요  각경과 비교를 통해 

경문은 체로 거의 일치하지만, 두 식이  다름이 확인된다. 즉, 응 목탑

본은 거란 장경의 령본이며, 요  방산석경은 거란 장경을 본으로 하여 

새로이 제작된 것이다. 방산 요  석경은 수량이 많은 반면, 이와 조하여 거

란 장경의 진면목을 악할 수 있게 해 주는 목  거란 장경의 인본은 매우 

극소수만 하여, 거란 장경의 자세한 양상  우리에게 구체 으로 알려진 

61) 응 목탑본과 방산석경본과의 배치에 한 비교는 Ledderose, “Carving Sutras into 

Stone,” pp. 432-439 참조.

62) 山西省文物局․中國歷史博物館 主編, 앞의 책, 53-63면; 中國佛敎協 ․中國佛敎圖書文

物館 編, 앞의 책, vol. 21, 353a-362b[ 아함경은 387(淸)]면. 방산석경 � 아함경�을 새

긴 석  , 권제13, 권제57에 제기가 있어서 각각 1153년, 1155년에 새겨졌는지 알 수 

있다. 北京圖書館 編, 앞의 책, 503면과 514면 참조. 방산석경의 � 아함경�은  1150

년 에 새겨졌지만, 통리 사 이후의 규격화된 시스템을 그 로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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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여 히 많지 않은 셈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은  다른 거란 장경이 존재한다는 이다. 응 목

탑에서 하는 거란 장경과는  다른 거란 장경이 1987년 河北省 唐山  

豐潤區 天宮寺塔에서 발견되었다.63)63)이는 호 장으로, 반엽의 곽 크기가 가로 

11.3cm, 세로 21cm이며, 반엽에 10행이 있고, 1행 20자가 배치되어 있었다. 흥미

롭게도 응 목탑본 거란 장경과 요  방산석경과 일치하는 천자문 질호를 가

지고 있었다. 그런데, 응 목탑본 거란 장경과는 달리 자 크기가 작고 세 하

게 구성되어 있어서, 응 목탑본을 ‘遼大字藏,’ 풍윤 천궁사탑에서 발견된 본을 

‘遼 字藏’이라고 불리고 있다.64)64)요 자장과 요소자장은 천자문 질호와 구조가 

서로 같아서, 요소자장은 요 자장의 복각복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고 있

다.65)65)특히, 이 요소자장은 조선시 에 편찬된 �東文選� 권112에 수록된 고려승 

宓菴의 �丹本大藏經讚疏�에서 “부피가 작고 가벼우며 체가 2백 함이 되지 않

고 책장는 얇고 자는 빽빽하 다”라고 묘사된 바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

다.66)66)사료에 등장하는  다른 종의 거란 장경의 실체가 입증된 것이며, 거

란 장경은 아직 일부이지만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63) 발견된 경  가운데 소자본 호 장 거란장, 최소한 소자본 거란장의 복각본으로 이해되

고 있는 것은 � 승본생심지 경�뿐이다. 이 경 은 천자문 질호가 壁으로, 방산석경 가

운데 金代 天  15년(1137)에 새긴 석경의 천자문 질호와 같다. 方廣錩, 2015 ｢요장 본

과 遼 字藏 존본｣ �고려 재조 장경과 동아시아의 장경�, 한국학 앙연구원출 부, 

2015, 17-36면. 풍윤 천궁사탑의 요각 경 은 특히 25면의 표 1 참조.

64) ‘요소자장’에 한 연구로 의 논문, 23-35면 참조. 

65) 川貫弌는 근 에 투루 에서 약간의 刻本 불경 잔편이 출토된 것을 언 하면서, 각 행

이 18, 19자로 된 것인데, 천자문 질호가 �可洪音義�와 일치하기 때문에 거란장의 잔권인 

것으로 보인다고 언 한 바 있는데, 이에 한 자세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 大藏  編, 앞

의 책, 49면 참조. 

66) �東文選� 卷112 “收有高麗僧宓庵所撰 丹本大藏慶贊疏 念茲大寶 來自異邦 帙簡部輕 函未

盈於二百 紙薄字密 冊不滿於一千 殆非人功所成 似借神巧而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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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契丹大藏經과 高麗大藏經  

고려시 에 거란 장경은 11세기 반 이후 공식 으로 유입되었고,67)67)10세기 

후반에 제작된 북송의 개보칙 장경과 함께 11세기의 初雕大藏經과 13세기의 

再彫大藏經 제작에 요한 향을 주었다. 고려 조  재조 장경 각의 

본에 해서, 그리고 거란 장경이 고려 장경에 구체 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

져왔는지에 해서 학계의 논의가 활발하다.68)68) 하는 고려 조 장경을 비

교 가능한 다양한 장경 본과 상호 조하여, 식상 특징과 구성  문자와 

자구의 異同 등을 분석하며 계통을 조사하는 작업 등, 재 고려 장경 연구는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고려 재조 장경이 간행될 때(1236-1251) 거란 장경은 주된 校本으로 

수용되어 요한 역할을 하 음은 잘 알려져 있다. 이는 재조본이 간행될 때 교

67) 거란 장경의 고려에의 유입은 여러 사료에 한다. �遼史�에는 淸寧 8년(1062) 12월에 

‘佛經一藏’을 文宗에게 하사하 다고 했고, �고려사� 文宗世家條에는 17년(1063) 거란이 

장경을 보내왔고, 이에 西郊에서 임 이 法駕를 갖추고 맞이하 다고 한다. �遼史�

卷151 “清寧八年来貢十二月以佛經一蔵賜徽”; �高麗史� 卷8 文宗 17年 3月條, “契丹 大

藏經 王備法駕 迎于西郊.” 뒤를 이어 肅宗 4년(1099)과 睿宗 2년(1107)에 거란 장경이 

고려에 들어온 기록이 있다. �高麗史� 卷11 ｢世家｣ 卷第11 肅宗4年夏4月 丁亥條; �高麗

史� 卷12 世家 卷第12 睿宗2年 庚寅條. �삼국유사�에는 고려 睿宗(재  1105-1122년) 때, 

慧照國師가 왕명으로 송에 유학갔다가, 거란의 장경 3부를 가져왔는데, 장경은 합천 

海印寺와 순천 정혜사, 參知政事 許叅政의 집에 각각 1부씩 안하 다고 기록했다. �三

國遺事� 卷第三 塔像 第四 前後所藏 利條 “又天成三年戊子, 黙和尚入唐亦載大藏經來, 

本朝睿廟時慧照國師奉詔西學, 遼本大藏三部而来, 一本今在定惠寺. 海印寺有一本, 許叅

政宅有一本.” 오용섭, 2004 ｢慧照國師 購來의 遼本大藏의 안｣ �서지학연구� 27, 5-26면 

참조.

68) 일반 으로 고려시 에 간행된 두 차례의 장경 , 11세기의 初雕大藏經은 10세기 후

반에 제작된 북송의 개보칙 장경의 내용과 체재를 토 로 그것을 복각한 것으로 추정

하며, 13세기의 再彫大藏經은 원칙 으로 조 장경에 의거하면서도, 고려에 래된 古

經과 더불어 요  편찬된 거란 장경과의 면 한 조를 통해 탈락과 부족을 보완하고, 

조 장경에 락되었거나 없는 경 을 새로 편입시키며 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재조장의 일부는 개보장의 복각본 는 수정복각본인 것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고려 

조본  재조본의 구성과 본  각에 해서는 유부 , 2014 �고려 장경의 구성과 

본  각에 한 연구�, 시간의 물 , 139-21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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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책임자 던 수기법사가 편찬한 �교정별록�에 언 되고 있다.69)69)그러나 목  

거란 장경은 하지 않고 거란 장경의 인본  극히 일부만이 응 목탑에서 

발견되어, 거란 장경이 고려 재조 장경에 수용된 규모나 성격 등에 해서는 

구체 으로 살펴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정별록�은 그 기록

에 근거하여 거란 장경의 면모를 간 으로나마 악해볼 수 있게 해주는 귀

한 자료이다. 따라서 �교정별록�의 거란장과 계있는 교감기록들을 상세히 

분석해 으로써 거란 장경의 일단을 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70)70)특히 앞에

서 요  방산석경과 응 목탑 발견 거란 장경을 통해 거란 장경의 면모를 

악해볼 수 있었던 들 가운데에서, 재조 장경에 포함된 경 들  �교정별

록�의 기록에 언 된 경우를 비교하여 연구해본다면, �교정별록�의 기록에 근거

하여 재 하지 않는 거란 장경의 진면목에 해 조 이라도 구체 으로 

악해볼 수 있으리라 기 된다. 이와 함께 �교정별록� 기록의 정확성 여부  그

에 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다른 장경과는 다른 거란 장경의 

특징 인 면모로 볼 수 있을 만한 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먼 , �교정별록�에서 수기가 거란 장경을 교정의 상으로 삼았다고 언 한 

부분 에서,71)71)응 목탑 발견 거란 장경과 요  방산석경을 비교해 볼 때, 

거란 장경이 교정을 해 ‘실제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거

란 장경 에서 재조 장경과 비교할 수 있는 가 있어서 주목된다. 앞의 4장

에서 살펴보았듯이 응 목탑 발견 거란 장경 인본으로 여겨지는 경 들 에

69) 유부 , ｢高麗再彫大藏經에 수용된 契丹大藏經｣, 74면. 

70) �교정별록�에 한 연구가 활발한 것은 거란 장경과 고려 재조 장경의 분석을 해 매

우 고무 이다. �교정별록�에 한 연구로 의 논문, 73-94면; 오용섭, 1986 ｢高麗國新

雕大藏校正別  硏究｣ �서지학연구� 창간호; 강순애, 1994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 의 

分析을 통해 본 初雕  再雕大藏經의 變容에 한 硏究｣ �한국비블리아학회지� 7-1, 

103-146면; Robert E. Buswell Jr., 2004 “Sugi’s Collation Notes to the Koryŏ Buddhist 

Canon and Their Significance for Buddhist Textual Criticism,”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9-1, pp. 129-184; 최연주, 2017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 �의 校勘 유형과 성격｣ 

�석당논총� 68, 139-174면; 유부 , 2018 ��高麗大藏經�의 校勘學的 硏究�, 시간의 물  

등 참조.

71) �교정별록�에는 거란장에 한 78건의 교감기록이 있다. 유부 , 의 책, 59-26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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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방산 요 각경과 동일한 경 이 수록되어 있는 것은 다섯 종류의 경 이며

(표 1 참조), 이 에서 수기가 �교정별록�에서 교정의 상으로 삼았다고 기록

한 것은 � 아함경�뿐이다. 그런데 수기가 실제 교감의 상으로 삼은 것은 �

아함경�의 권11  권15인데,72)72)응 목탑에 하는 거란 장경은 권36뿐이므로, 

아쉽게도 실제 교감의 상으로 삼은 거란 장경본과 재조 장경본의 직 인 

조는 어렵다. 

그 지만, � 아함경�은 응 목탑 거란 장경 경 들  요  방산석경과 

텍스트상 유사도가 매우 높은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방산석경  � 아함경�

권제11과 15는 거란 장경과 내용이 거의 일치할 것으로 여겨진다.73)73)실제로 �교

감별록�의 내용을 토 로 자세한 분석 결과, 수기가 기록한 내용이 방산석경 �

아함경�의 해당부분과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었다.74)74)즉 수기법사는 � 아함경�

권제11과 권제15의 교감기에서 丹本에 의거하여 國宋本 � 아함경�의 앞부분에 

결실된 부분을 보충하 다고 했다. 다만 보충한 것으로 제시한 자 수에는 약

간 차이가 있다.75)75)이 듯 � 아함경�을 통해 볼 때, 수기의 교감기록이 사실을 

높이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 �교정별록�의 언 과 인용된 내용에 

근거하여 거란 장경의 면모를 잘 악해볼 수 있으리라고 기 해볼 수 있다.

�교정별록� 교감 기록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다른 한 로 재조 장경 ‘漢’함에 

실린 �釋摩訶衍論�(K1397, T1668, 이하 �석론�으로 약칭) 10권을 들 수 있다.  

�석론�은 인도의 龍樹菩薩이 찬술한 것을 5세기  姚秦의 筏提摩多가 弘始 3년

(401)에 한역한 것으로, � 승기신론�의 주석서이다.76)76) 국에서는 唐代 처음 이 

72) 의 책, 73면과 186-190면 참조.

73) 요  방산석경  � 아함경�은 1150년 에 새겨졌다. 의 각주 62번 참조.

74) 이 부분의 �교정별록� 내용과 방산석경의 � 아함경� 해당 부분에 한 상세한 분석은 

中純夫, 앞의 논문, 198-206면 참조. 해당 원문은 �교정별록� 제15권 薄凾, K38n1402, 

15: 615b04-615b19. 이외에 유부 은 재조 장경의 � 아함경� 텍스트에서 북방계통인 

응 , 방산과 동일하게 수정된 문자이동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언 하며, 이를 수기법

사가 재조장을 교감할 때 거란 장경을 교본으로 활용했음을 증명해 다고 보았다. 유

부 , �한문 장경의 문자이동 연구�, 163-166․188-189면.

75) 中純夫, 의 논문, 198-206면; 유부 , ��高麗大藏經�의 校勘學的 硏究�, 186-19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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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용한 것이 확인되는데, 송  이후 개보장, 조성장, 고려 조 장경 어디

에도 입장되지 않았고, 요  거란 장경에 처음으로 포함된 이후 고려 재조 장

경에도 수록되었다.77)77)방산석경  �석론�(568질, 천자문 질호 寧)은 요  제작

된 석경으로,78)78)통리 사가 석경사업을 한 기 이 소진되어 갈 때, 천자문 질

호 순서에 계없이 우선 으로 완수해야 할 경 들을 택할 때에 가장 먼  선

택된 상이었다.79)79)그리고 요  방산석경본 �석론�은 거란 장경을 본으로 

했음이 확인되었다.80)80)흥미롭게도 재조 장경에 실린 �석론�은 요  방산석경본

에 새겨진 식과 거의 같아 보일 정도로 매우 유사하다.81)81)이러한 유사함은 응

76) 野玄妙, 1933 �佛書解說大辭典� 5, 東京: 大東出版社, 24-25면.  

77) 塚本善隆, 앞의 논문, 515-519면. 당  인용은 宗密(780-841)의 �圓覺經大疏釋義鈔� 권11

과 �圓覺經疏鈔� 권10에 보인다. 김 미, 2019 ｢고려 장경본(高麗大藏經本) �석마하연

론(釋摩訶衍論)�의 본(底本) 연구｣ �이화사학연구� 59, 129면; 거란 장경에 입장된 

후 �석론�에 한 심이 많아진 듯 요  승려들의 주석서가 활발히 찬술되었다. 이에 

해서는 김 미, 2009 ｢高麗와 遼의 불교 교류: �釋摩訶衍論�을 심으로｣ �韓國思想史

學� 33, 109-131면 참조.

78) �석론�은 1093-1094년에 걸쳐 통리 사가 주도하고, 右街僧  善定이 刻石을 교감한 것

이다. 沙門 志才, 1118 ｢涿州涿鹿山雲居寺續秘藏石經塔記｣(陳述 輯校, 앞의 책, 328-330

면); 中國佛敎協 ․中國佛敎圖書文物館 編, 앞의 책, vol. 28, 499a-515b면.

79) 통리는 거란 장경과 개원 장경과 공통되는 480질(천자문 질호 英)까지 석경을 완성했

다. 481질(杜)부터 마지막인 579질(滅)까지는 개원 장경에 포함된 부분을 마치고, 요

에 추가된 부분이었다. 통리는 그가 석경 생산을 리했던 마지막 시기에 이르러 재정

인 한계에 마주하여, 우선순 를 정하여 석경을 제작해야만 했다. 그는 3개의 질(568질 

寧, 487질 壁, 481질 杜)을 택하 다. 이  568질 寧에 �석론�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에

는 요  새로 포함된 경 과 개원 장경 이후 한역되어 개원 장경에 포함되지 못했던 

경 들이 있었다. 통리는 요의 거란 장경이 방산석경과 불교계에 해 공헌한 바를 강

조하고 싶었던 듯하다. Ledderose, “Carving Sutras into Stone,” pp. 422-423. 

80) 塚本善隆, 앞의 논문, 516-517면.

81) 고려 재조 장경의 다른 경 들은 일반 으로 상하단변의 권자본 형식으로 체로 21-22

행, 행당 14자 후로 구성되었는데, �석론�의 경우 약간 다르게 21행에 17자씩 배치되었

다. 방산석경의 해당부분은 25행에 17자로 이루어졌다. 재조 장경본과 방산석경본 각 행

의 시작 자와 마지막 자만 따라가며 읽어보면 거의 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한 장당 행의 수에 차이가 있어서 재조 장경은 권제1이 총 36장인데 반해, 방산석경

의 경우 총 30장으로 구성되었다. �석마하연론� 권제1(中國佛敎協 ․中國佛敎圖書文物館 

編, 앞의 책, vol. 28, 484a-498b면); �석마하연론� 권제2(앞의 책, vol. 28, 499a-515b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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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탑 발견 거란 장경과 해당 방산석경의 부분을 비교해볼 때도 찾아보기 어

려운 정도 다. 이 형식상 유사성 때문에 재조본의 �석론�은 거란 장경을 본

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져 왔다.82)82) 

그런데 수기법사는 �교정별록�에서 재조본의 �석론�의 본이 무엇인지 아무

런 언 도 하지 않았다.83)83)그가 거란 장경 본에 의거하여 재조 장경에 추가 

수록한 경 이거나 조본은 북송계의 것이었으나 거란 장경으로 교체한 경

의 경우 이를 상세히 기록한 것과 매우 조 이다.84)84)이를 통해 재조본의 �석

론�은 거란 장경본을 그 로 조 하거나, 그것을 본으로 삼아 교감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고려에서 유통되고 있던 본에 따라 각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85)85)흥미롭게도 재조본 �석론�을 방산석경본과 정 하

게 비교해보면 매우 유사하지만 완 히 일치하지 않음이 드러난다.86)86)이 듯 방

산석경의 �석론�과 재조본의 �석론�이 거의 같아 보이지만 사실 다른 이 지 

않으므로, 재조본의 �석론�을 각하는 데에 거란 장경을 참고로 교감하지 않

82) 김 미, ｢고려 장경본(高麗大藏經本) �석마하연론(釋摩訶衍論)�｣, 130-131면; 유부  

교수는 �석론�이 재조 장경과 방산석경, 그리고 의천의 �新編諸宗敎藏總 �(이하 ‘의천

록’으로 약칭)에만 수록되어 있는 경 이므로, 재조 장경본 �석론�의 본은 거란 장

경본이거나 의천록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유부 , ��高麗大藏經�의 校勘學的 硏

究�, 252면.

83) 수기는 �교정별록�에서 �석론�을 재조 장경에 포함시킨 연유에 해 간략히 언 하고 

있다. 즉 조 장경(國本)에는 ‘廻’와 ‘漢’, 두 函에 �불명경� 18권이 있었는데, 이는 寧

晉楚函에 있는 �불명경� 30권본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釋)摩訶衍論�

10권을 회함에 넣었다고 기록했다. �교정별록� 제30권, 迴漢凾, K38n1402, 30: 723c20. 한

 번역은 守其(박진효 외 역), 1994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 � 권30, 동국역경원, 660

면; 유부 , ��高麗大藏經�의 校勘學的 硏究�, 251-253면 참조.

84) 수기는 �교정별록�에서 새로 추가, 체한 경 과, 제외시키고 함차를 바꾸어 실은 것을 

기록했다. 유부 , �고려 장경의 구성과 본  각에 한 연구� 참조.

85) 김 미, ｢고려 장경본(高麗大藏經本) �석마하연론(釋摩訶衍論)�｣, 132-141면.

86) 석경본에는 없지만 고려장본에는 1-2행 구 이 추가되거나 呪文의 음이 추가로 제시되기

도 하 다. 따라서 재조본 �석론�은 거란 장경본과는 다른 본이었음이 확인된다. 김

미 교수는 재조본 �석론�의 본이 거란 장경본을 비롯하여 당시 고려에서 유통되던 여

러 본을 참고하여 의천이 새로 간행한 �重校龍樹釋論� 10권일 것이라는 타당성 있는 의

견을 개진했다. 의 논문, 145-153면 참조.



房山石經, 契丹大藏經, 그리고 高麗大藏經·31

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수기법사의 �교정별록�의 기록이 상당

히 신뢰할 만하다는  다른 방증이 된다. 그러나 이 부분 �교정별록� 기록에서

도 작은 실수는 에 띈다. 수기는 �석론� 10권을 ‘迴’함으로 하고, �玄文論� 20

권을 ‘漢’함으로 한다고 기록했으나, 사실은 그 반 다. �석론� 10권이 ‘한’함

에, � 문론� 20권이 ‘회’함에 편입되어 있는 것이다.87)87)�교정별록� 기록에 한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자 수 혹은 함차 련 기록에는 착오

가 있을 수 있다는 은 분명히 인식하고, 신 하게 수기법사의 교감기록을 살

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란 장경에는 고려시  재조 장경에는 수록되지 않은 章疏류

들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응 목탑 발견 거란 장경 에 �一切佛菩薩名

集�이 포함되어 있었다(표 1의 12번). 이는 요 重熙 22년(1053) 宗에게 上呈

되어 입장이 추진된 것으로,88)88)1053년 요  승려 思孝의 서문에 의하면 요나라 

德雲 法師가 集한 것을, 이후 非濁이 송, 요의 제경을 참조하여 增補한 것이다. 

방산석경 에서 金代에 새겨진 �大藏教諸佛菩薩名號集�의 경문과 내용이 거의 

일치했는데, 석경본의 제기에 의하면  皇統 7년(1147)부터 9년(1149)까지 새

겨진 것이다.89)89)�일체불보살명집�은 에서 살펴본 �석론�이 있는 천자문 질호 

‘寧’에서 가까운 ‘勿’에 포함되어 있었다. 특기할 만하게도 이 은 개보장, 조성

장, 조 장경, 재조 장경에 모두 포함되지 않았는데, 거란 장경에는 포함되어 

있었다.90)90)고려시 에 이러한 장소류들은 의천에 의한 교장 편찬시 수록되었고, 

장경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장소류의 포함은 거란

장경이 다른 장경, 그리고 고려 장경과 구별되는 이어서 매우 흥미롭다. 이

러한 장소류들이 얼마나 거란 장경에 포함되어 있었을지,  어떠한 기 으로 

선택되어 수록되었을지, 앞으로 이에 한 심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7) 유부  교수도 이 을 지 한 바 있다. 유부 , ��高麗大藏經�의 校勘學的 硏究�, 253면.

88) �房山石經� 28, ｢大藏教諸佛菩薩名號集序｣, 251a면; 中純夫, 앞의 논문, 210-211면 참조.

89) 中純夫, 의 논문, 210면; 山西省文物局․中國歷史博物館 主編, 앞의 책, 30면. 

90) 이후 元代 �至元法寶勘同總 � 卷10의 천자문 질호 ‘泰, 岱’ 二帙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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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본고는 재 하지 않는 거란 장경의 면모에 근해보기 한 하나의 시도

로, 거란 장경을 본으로 하여 제작된 요  방산석경의 특징을 고찰해보았다. 

방산석경은 수  7세기 반에 제작이 시작되었는데, 요  제작된 방산석경의 

식  특징을 이해하기 해 요  이  시기 방산석경의 성립과 개 과정, 

시 별 석경의 본  제작 의도, 매납 장소 등을 조사하여, 시 별 변화 양상

을 살펴보았다. 방산석경을 시 별 종  흐름 속에서 조사함으로써 요  제작된 

방산석경의 특징을 효과 으로 악해볼 수 있었다.

거란 장경의 성격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요한 자료로 요  방산석경 

외에 응 목탑에서 발견된 목  거란 장경의 인본이 일부 한다. 목  거란

장경은 하지 않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인본의 일부가 발견된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응 목탑 발견 거란 장경 인본과 요  방산석경을 비교해 으로써, 두 

본이 경문은 거의 체로 일치하지만, 두 식이  다름을 확인하 다. 요  

방산석경은 목  거란 장경의 텍스트를 본으로 하여 크기를 확 하고 식에 

변형을 가해 새롭게 제작한 것이다. 목  거란 장경의 인본은 매우 극소수만 

하고 있지만 방산 요  석경은 매우 많은 수량이 하므로, 앞으로 요  

방산석경을 잘 활용한다면 목  거란 장경의 텍스트 등 실체  면모를 악하

는 데에 있어서 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리라고 기 된다.

마지막으로, 목  거란 장경이 하지 않는 가운데에 고려 장경 각에 

거란 장경이 미친 향을 악하는 데 있어서 요한 시사 을 제시해  수 

있는 자료로 고려 재조 장경 교감의 책임자 던 수기법사의 �교정별록�을 참고

하 다. 근래 학계에서는 �교정별록�의 서지학  연구  텍스트 분석, 수기법사

의 교감 유형과 성격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들은 �교

정별록�에 실린 내용, 즉 그 자체 텍스트에 한 상세한 연구가 부분이다. 이

들 연구와 달리 본고는 요  방산석경과 응 목탑 발견 거란 장경을 통해 거

란 장경의 면모를 구체 으로 악해볼 수 있었던 경 의 들에 집 하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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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해보았다. 이 경 들에 해 �교정별록�에 수록된 교감 내용  재조 장경에

서 거란 장경을 참고했다고 언 한 부분을 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이를 통해 

�교정별록�의 정확성  신뢰도가 상당히 높음과 장소류의 입장이 다른 장경

과는 다른 거란 장경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거란 장경은 지 까지 발견된 바들에 의해 조 씩 그 면모가 드러나고는 있

지만, 여 히 미지의 역에 속해 있는 것이 많다. 앞으로 요  방산석경 연구

를 통해, 그리고 새로운 자료발굴을 통해, 거란 장경에 해 더 많이 알게 되길 

바라며, 거란 장경과 련된 방면의 고려 장경 연구에도 더 큰 발 이 있기를 

기 한다.

주제어 : 방산석경(房山石經), 정완(靜琬), 운거사(雲居寺), 거란 장경(契丹大  

 藏經), 통리(通理), 응 목탑(應縣木塔), 고려 장경(高麗大藏經),  

 수기(守其), �고려국신조 장교정별록�(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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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one Sutras at Fangshan, the Liao Canon, and the Goryeo Canon

91)

Jungmin Ha *

Located in the Fangshan district in the southwest of Beijing, the Yunju temple 

contains a collection of stone-carved Buddhist scriptures. These stone-carved scriptures 

which are engravings of Buddhist sutras on stone slabs, are called the Fangshan Stone 

Sutras. The carving of the Buddhist scriptures on stone at Fangshan began in the early 

seventh century and continued until the seventeenth century.

In particular the Liao dynasty witnessed a large-scale stone-carved sutra project at 

Fangshan in the eleventh and twelfth centuries. The stone sutras carved during this 

period were based on the text versions printed from the new Liao Canon (Khitan Canon 

or Qidan Canon). The Liao Canon was a complete collection of Buddhist scriptures 

compiled and carved on wooden blocks in the eleventh century, but it is not extant. The 

Fangshan Stone Sutras executed during the dynasty are fundamental in order to delve 

into real aspects of the Liao Canon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Goryeo Canon. 

This study closely examines the Fangshan Stone Sutras executed during the Liao 

dyansty, as a preliminary attempt to explore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Liao 

Canon. To understand the Fangshan Stone Sutras executed during the dyansty, this paper 

looks into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stone-carved sutras at Fangshan. This paper 

also explores the motivation of the creation of the stone-sutras and their original texts 

on which the stone sutras were based, from the seventh to seventeenth century. A great 

number of stone-carved sutras created during the Liao dynasty are handed down at 

Fangshan, and thus a close investigation on the stone-carved sutras will bring little 

known aspects of the Liao Canon to light.

Importantly a very small number of printed copies from the Liao Canon were 

discovered in a wooden pagoda in Ying County, Shanxi province in China recentl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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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some printed texts from the wooden pagoda to the Fangshan Stone Sutras 

during the Liao dynasty reveals the fact that the texts of the copies were almost 

identical, but the scale, format and style of them were different. In particular, the scale 

of the stone sutras is a bit larger than that of the wooden pagoda pieces. This 

discrepancy in scale indicates that scripts for stone sutras at Fangshan had to be 

rewritten to adjust to the size of the stone slabs. 

Other important pieces of reference for research on the Liao Canon are Sugi's 

Collation Notes on the second edition of the Goryeo Canon finished around the 

mid-13th century. Considering several pieces of information obtained by comparing the 

extant texts from the wooden pagoda in Ying County to the stone-carved sutras at 

Fangshan, this paper focuses on Sugi’s notes on the corresponding Buddhist scriptures 

included in the second Goryeo Canon. A careful analysis of Sugi's notes about the 

specific texts appears to confirm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Sugi’s notes and suggest 

a distinct characteristic of the Liao Canon that are different from other Buddhist canons.

Key Words : Fangshan, Stone Sutras, Jingwan, Yunju Temple, the Liao Canon 

(Khitan Canon or Qidan Canon), Great Mater Tongli, the wooden 

pagoda in Ying County, the Goryeo Canon, Sugi’s Collation No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