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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장경 인출본(印出本)에 보이는 

묵서의 검토 *
 � 세조  인출본을 심으로 �

바바 히사유키 **

1. 머리말

2. 多久頭魂神社 소장 고려 장경에 보이는 묵서의 검토

3．増上寺․法然寺 소장 고려 장경에 보이는 묵서

4. 맺는 말

1. 머리말

고려 장경(본고에서는 고종 에 조성된 재조 장경을 말함)은 그 경 이 완

성된 후 몇 차례나 인출되어왔다.1)1)그 에서 특히 규모 인출 사업이 일어난 

것은 조선 세조 다.

세조(재  1455-1468)는 형인 문종(재  1450-1452)이 일  사망한 후 어린 

조카인 단종(재  1452-1455)을 도와주었으나, 정권을 잡기 해 이듬해인 1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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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일본학술진흥회 과학연구비보조 을 받아 수행

된 연구임(16H03477). 

   本稿は, 日本学術振 会の科学研究費補助金(16H03477)の研究成果の一部である.

** 일본 불교 학 시간강사.

1) 이지 은 고려시 부터 1960년 까지 17번 장경이 인출되었다고 하지만, 필자는 일본 

오타니 학(大谷大学)과 고야산곤고부지(高野山金剛峯寺) 소장 고려 장경의 사례가 있

어 그 이상 인출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이지 , 1992 ｢大藏經 傳來  再雕本印經 ｣ �伽

山李智冠스님華甲紀念論集: 韓国佛教文化思想史� 巻上, 伽山佛教文化振 院, 5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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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계유정난(癸酉靖難)을 일으켰다. 마침내 1455년에는 단종을 폐 시키고 스스

로 즉 하 다. 1457년에는 반  세력을 숙청하고 유배시킨 단종을 독살하 으

며, 같은 해에는 아들인 의경세자(懿敬世子)가 병으로 죽었다. 세조는 세자의 

죽음이 단종의 주라고 믿었으며, 이것을 기피(忌避)하기 해 불교에 구원을 

구하고, 한 조고(祖 , 태조), 선왕, 선왕후, 그리고 법계의 생․곤충․ 목 

등의 명복을 빌기 하여 장경 약간부를 인출하여 국 각지 주요 사원에 

납하기로 결심하 다.2)2) 

이로 인해 세조는 1457년부터 1458년에 걸쳐서 장경을 50부 인출하여 국 

각지 주요 사원에 안하 다.3)3)세조  인출된 표 인 고려 장경으로서 일본 

조죠지(增上寺) 소장 고려 장경(이하, 조죠지본으로 약칭)이 있다.4)4)조죠지본

에는 권말 간기가 인출되지 않는 것, 김수온(金守溫) 찬술의 �인 장경오십건발

(印大蔵經五十件跋)�이 존재하는 등 그 시  인출의 특징이 보인다.5)5)

그런데 쓰시마(対馬) 다구즈다마진자(多久頭魂神社)에는 고려 장경(이하, 다

2) 宣承慧, 2015 ｢朝鮮時代における和紙(｢倭紙｣)について: 韓日交流の視点から｣ �古文書研

究� 76, 84면 ; 金守温 撰, �印大蔵經五十件跋�(金山正好, 1982 �増上寺三大蔵經目録解説�, 

大本山増上寺, 46-47면).

3) �靑莊館全書� 권55 盎葉記2 海印寺蔵經条. 세조 의 장경 인출에 한 주된 선행연구로

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지 은 50부 장경이 인출된 상황과 련, 장경이 안된 

사찰이나 인출에 필요한 물자나 인원에 해서 언 하고 있다.(이지 , 앞의 논문). 오용

섭은 �靑莊館全書�를 근거로 하여 세조  장경 인출 사업에 해 언 한 것(오용섭, 

1994 ｢�高麗新雕大蔵經�後刷 ｣, 中央大学校博士論文), 세조  장경 인출 사업에 해

서 쓴 �搨印節目�을 분석한 것 등이 있다(오용섭, 2005 ｢�搨印節目�으로 본 世祖年間 大

蔵經 印出｣, �書誌學硏究� 30). 押川信久는 당시 장경 인출 사업은 세조의 주도에 의해

서 달성된 것이라 주장(押川信久, 2009 ｢一五世紀朝鮮の日本通交における大蔵經の回賜と

その意味: 世祖代の大蔵經印出事業の再検討｣ �日朝交流と相克の歴史�(北島萬次他 編著), 

校倉書房)하고, 최연주는 이 사업이 국가 이고 행정 인 차원에서 물자가 조달되지 않으

면 불가능한 사업이었다고 평가(최연주, 2012 ｢조선시  �고려 장경�의 인경과 해인사｣ 

�동아시아불교문화� 10, 동아시아불교문화연구회)하며, 임득균은 나라의 앙조직과 지방

조직, 불교 기 인 禅教両宗都会所가 지원하 다고 지 (임득균, 2014 ｢해인사 소장 고려

장경 의 인경불사에 한 조선 세조의 지원 의도｣ �石 論叢� 59)하는 등 국가사업으

로써 장경 인출에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4) 조죠지본은 1,371권(수권 합권), 장정은 철장이다.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 권100의 

권말에 김수온 찬, �印大蔵經五十件跋�이 붙어있다.

5) 金山正好,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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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즈다마진자본으로 약칭)이 소장되어 있다. 다구즈다마진자본은  1,021권(권

자장 3권, 첩장 2첩, 철장 1,016책)임을 확인할 수 있다.6)6) 

그 에서 철장의 다구즈다마진자본은 세로 40㎝, 가로 24㎝, 오침(五針)의 

형본(大型本)이다. 각 경  권말에 ‘정유세고려국 장도감 /칙조조(丁酉歲高

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라는 간기가 있다. 일본 소장 고려 장경과 서지학 인 

비교 조사를 해본 결과, 조죠지본, 쇼코쿠지(相國寺) 소장 고려 장경7)과7)일치

하는 부분이 많아 아마도 세조  인출이라고 생각된다.

다구즈다마진자본의 앞표지(前表紙) 면지에는 ‘채 십일(菜 十一)／교정제일좌

(校正第一坐)’8)라는8)메모 같은 묵서가 각 책마다 보인다. 원래 앞표지는 풀이 붙

여진 것이며, 묵서가 보이지 않는 상태 다. 그러나 보존 상태가 좋지는 않았는데, 

그 덕분에 오히려 표지가 풀로 붙여진 부분이 벗겨져 우연히 보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묵서의 존재는 실은 조죠지본에도 확인되었지만,9)9)상세하게 검토되

지 않았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다구즈다마진자본에 보이는 묵서의 내용을 당시 

장경 인출에 한 사료와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조선 세조 때 인출본인 

조죠지본과 호넨지(法然寺) 소장 고려 장경(이하, 호넨지본으로 약칭)에도 비

슷한 묵서가 보여 이들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2. 多久頭魂神社 소장 고려 장경에 보이는 묵서의 검토

1) 多久頭魂神社 소장 고려 장경 앞표지 면지에 보이는 묵서

다구즈다마진자본의 각 책 앞표지 면지에는 많은 묵서가 보인다. 그 에서 

몇 가지를 들어 그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6) 권자장 3권과 첩장 2첩은 � 반야바라 다경�이다. 철장 1,016책에는 � 반야바라

다경�이 없다. 이 외에 일본  � 반야바라 다경� 324첩과 에도(江戸)시 에 간행된 �일

체경목록(一 經目録)� 2권이 있다.

7) 松永知海 編, 2012 �秋期特別展高麗版大蔵經の諸相�, 佛教大学宗教文化ミュージアム.

8) �방 반야바라 경(放光般若波羅蜜經)� 권1-3(합권)에 보이는 묵서이다.

9) 金山正好, 앞의 책, 47면; 松永知海, 앞의 책, 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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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서①

菜　十一

校正第一坐

이것은 �방 반야바라 경(放光般若波羅蜜經)� 권1-3(합권)을 비롯하여 同 권

4-6, 同 권7-10의 앞표지 면지에 보이는 묵서이다.

묵서②

校正一座

跡　二十一

大乗観釈論

이것은 � 승 석론(大乗中観釈論)� 권1-9(합권) 앞표지 면지에 보이는 묵

서이다.

묵서③

校正七

二十五　塲

이것은 �합부 명경(合部金光明經)� 권1-6(합권) 앞표지 면지에 보이는 묵

서이다.

묵서④

二十坐惠有

이것은 � 법거다라니경(大法炬陀羅尼經)�권 6-10(합권) 앞표지 면지에 보이

는 묵서이다.

묵서⑤(그림1, 2참조)

九坐

校正六

十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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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 반열반경반니원경지합육권(大般涅槃經般泥洹經至合六巻)�의 면지에 

보이는 묵서이다.

(1) 각 묵서에 보이는 千字文 함호

<그림 1> 다구즈다마진자(多久頭魂神社) 소장고려 장경 인출본 

� 반열반경반니원경지합육권(大般涅槃經般泥洹經至合六巻)�

권수제

<그림 2> 다구즈다마진자 소장 고려 장경 인출본 앞표지 

면지에 보이는 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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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서①의 ‘채(菜)’, 묵서②의 ‘ (跡)’, 묵서③의 ‘장(場)’이라는 씨는 천자문 

함호를 의미한다.10)10) 를 들어 �방 반야바라 경�은  20권인데 권1-10까지 

천자문 함호는 ‘채’이다. � 승 석론�은  18권인데 그 천자문은 ‘ ’이다. �합

부 명경�  8권과 �불설돈진다라니경(佛說 真陀羅尼經)�  3권을 합친 11

권의 천자문 함호는 ‘장’이다.

묵서④와 ⑤에는 천자문 함호를 드러나는 묵서가 보이지 않다. 그러나 � 법

거다라니경�은  20권이며, 권1-10의 천자문 함호가 ‘담(談)’이며, 권11-20은 

‘피(彼)’이다.  � 반열반경반니원경지합육권�에는 � 반열반경(大般涅槃經)�

3권, �불반니원경(佛般泥洹經)� 2권, �반니원경(般泥洹經)� 1권 등이 들어가 있

고 천자문은 ‘연(淵)’이다. 즉 묵서를 보면 천자문 함호가 반드시  있는 것

은 아니다.

(2) ‘坐’ 혹은 ‘座’

묵서①․②․④․⑤에 보이는 ‘좌(坐)’ 혹은 ‘좌(座)’는 어떤 뜻일까? ‘좌’에는 

‘앉다’, ‘모임이나 그룹’ 등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문헌에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

는 도 보인다. �계산기정(薊山紀程)� 권3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지 은 십삼경(十三經)의 석비(石碑)를 보 한다. 매 1칸마다 3좌(座)를 세우고 

총 372좌가 된다.11)11) 

13부의 경 (유교경 ) 석비를 보 하고 있는데 칸마다 3좌의 석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산기정�에서는 ‘좌’는 석비를 세는 단 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데 �계산기정�은 조선 순조 때의 문신 이해응이 서장 으로 국 연경에 갔을 

때의 견문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세조 당시에 사용되던 ‘좌’와 뜻이 다를 수 

있어 세조 이  기록도 보도록 한다.

�삼국유사� 권2 ｢가락국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10) 金山正好, 의 책, 47면.

11) �薊山紀程� 권3, 留館 癸亥 12월 “今藏十三經石碑. 每一間豎三座. 摠三百七十二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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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왕은 왕비와 같이 수 를 타고 궐로 돌아오게 되었다. 잉신 부부도 역

시 재　갈을 나란히 수 를 함께 탔다. 공주가 가져온 많은 물건을 모두 수 에 싣

게 하고는 천천히 궐로 들어올 때 시간은 정오를 가리키고 있었다. 왕후는 이에 

궁(中宮)에 거처하고, 잉신 부부와 그들의 사속(私屬)들은 비어있는 두 집에 나

어 살게 하 다. 나머지 따라온 사람들에게는 20여 칸이 되는 빈 (賓館) 한 채를 

주어 사람 수에 따라 나 어 편안히 거처하게 하 다.12)12) 

왕과 왕후를 따라온 자들이 20여 칸이나 되는 집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에서 사용되는 ‘좌’는 집을 세는 단 로 이해할 수 있다.  �고려사�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입고(立鼓)는 2좌(座)인데 좌마다 각각 십자사자좌(十字師子座)를 갖추었다.13)13) 

이것은 �고려사� 권70 악기에 해서 설명하는 사료이다. 입고는 1116년( 종 

11) 왕자지(王字之)와 문공미(文公美)가 국에서 귀국할 때 가지고온 성아악

기(大晟雅 器)의 하나이다. 입고는 큰 북을 의미하여 한 마다 십자사자좌가 

장식되어 있다. 여기서는 큰 북을 세는 단 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좌(坐)’ 혹은 ‘좌(座)’는 석비, 집, 큰 북등 큰 물건을 세는 단 , 혹은 그

것이 설치되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 묵서에 

보이는 ‘좌(坐)’혹은 ‘좌(座)’는 일정한 자리를 차지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인출본을 일정한 장소에 구획하여 치한 것이라 추정된다.

그래서 묵서①과 ②에 보이는 ‘일좌(一坐)’ 혹은 ‘일좌(一座)’, 묵서④ ‘이십좌

(二十坐)’, 묵서⑤에 보이는 ‘구좌(九坐)’는 인출하고 가철한 인출본을 일정한 장

소에 구획하여 치한 것을 의미하며, 그것이 숫자의 수만큼 존재했을 것이다. 

묵서① ‘십일(十一)’, 묵서② ‘이십일(二十一)’, 묵서③ ‘이십오(二十五)’ 묵서⑤ 

‘십육(十六)’도 ‘좌(혹은 좌)’,라는 씨가 생략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12) �三國遺事� 권2, 紀異第2 駕洛國記 “八月一日迴鑾 后同輦, 媵臣夫妻齊鏕並駕, 其漢肆雜

物感使乗載徐徐入闕, 時銅壺欲午. 王后爰處中宫, 勑賜媵臣夫妻私屬空閑二室分入, 餘外從

以賔舘一坐二十餘間, 酌定人數區別安置.”

13) �高麗史� 권70, 志 권24, 1 “立鼔,二座, 每座各十字師子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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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구즈다마진자본의 묵서에 나타난 숫자를 보면, ‘사십(四十)’이 제일 크고,14)14) 

그 다음에 큰 숫자는 ‘이십칠(二十七(廿七))’,15)15)‘이십육(二十六)’16)이다.16)

(3) ‘校正’

묵서①․②․③․⑤에 보이는 ‘교정(校正)’이란 어떤 뜻일까? 재 우리가 일

반 으로 쓸 때는 교정쇄와 원고를 조하여 오자, 오식, 배열, 색 따 를 바르

게 고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경은 완성된 경 을 사용하여 인출하는 

것으로 재 우리가 쓰는 의미로서의 ‘교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교정’에 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조  장경 인출 사업에 한 사료

에도 보인다.

천순 원년(1457) 무인 9월 26일에 우부승지 김질(金礩)의 차지(次知)로 순왜지

(純倭紙) 2건과 교왜지(交倭紙) 1건에 인출 교정하고 속을 묶은 뒤에 상경하여 정책

하 다. 표지에는 송염지(松染紙)를 사용하 는데 라도에서 990권분, 경상도에서 

990권분, 충청도에서 97권 10장분, 강원도에서 451권 5장분, 황해도에서 510권 5장분

의 표지에 사용하는 종이가 나 어 공납되었다.17)17)

이것은 세조가 장경을 인출하라는 명을 내렸을 때 사  비로서 세조 3년

(1457)에 장경 3부(순왜지로 1부와 교왜지로 2부)를 인출한 것이 드러나는 사

료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장경을 인출 교정하고 상경한 것이다. 장

경을 인출하고 난 뒤에 교정이라는 작업을 행하 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인출된 장경 1부가 몇 권(책)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기록은 

없지만, 거의 완 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조죠지본은 � 반야바라 다경�부터  

�일체경음의�까지 철장으로 1,371책(1책에 5-6권 들어가 있음)의 존재가 확인

14) �불설 명도경(佛說大明度經)� 권1-6(합권)의 앞표지 면지에 묵서가 보인다.

15) �혜상보살문 선권경(慧上菩薩問大善權經)� 3권(외 6권 합권), �제경요집(諸經要集)�

권8-10합권, 同 권11-13(합권) 등 앞표지 면지에 보인다.

16) �사분율(四分律)� 권44-46(합권)의 앞표지 면지에 보인다.

17) �靑莊館全書� 권55, 盎葉記2 海印寺蔵經条 “天 元年九月二十六日. 右副承旨金礩, 次知純

倭紙二件, 交倭紙一件, 校正結褁, 上京裝冊. 經衣紙松染, 大藏經衣紙, 全羅道九百九十卷, 

慶尙道九百九十卷, 忠淸道九百七卷十張, 江原道四百五十一卷五張, 黃海道五百十卷五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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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단순히 장경 1부가 1,371책이 된다면, 50부로 68,550책이 되며, 방 한 

권수를 제본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특필할 만한 것은 조죠지본 �일자불정륜왕경(一字佛 輪王經)� 권5의 

제 11장과 제 12장이 착간(錯簡)된 이다.18)18)조죠지본에서 이러한 불비는 이 

부분밖에 없는 것이다. 원래 장경 1부를 인출하고 제본하려면 상당수 착간이 

생길 텐데 조죠지본에서는 겨우 한 가지 뿐이며, 다구즈다마진자본에도 착간된 

부분은 없다. 즉 당시 부 68,550책이라는 방 한 수의 경 을 제본할 때 착간

의 유무를 찾는 작업을 교정이라고 한 것이다.

이상으로 다구즈다마진자본 앞표지 면지에 보이는 ‘좌’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교정이라는 작업이 가철된 인출본이 치된 장소에서 행해졌다고 생각된다.

2) 多久頭魂神社 소장 고려 장경에 보이는 묵서의 사례

묵서① �방 반야바라 경� 권1-3(합권)을 비롯하여 同 권4-6(합권)과 同 권

7-10(합권)에도 같은 묵서가 보인다. 술한 바와 같이, �방 반야바라 경� 10

권의 천자문 함호는 ‘채(菜)’이며, 이 경 들 3책은 ‘일(一)’과 ‘십일(十一)’이라

는 곳에서 교정한 것이다.

묵서에는 천자문 함호, 숫자, ‘교정’, ‘좌’라는 씨 등이 잘 보인다. �불설 명

도경(佛説大明度經)� 권1-6(합권) ‘校正四十/十八座 潜’, � 보 경(大寶積經)�

권81-85(합권)의 ‘二坐/校正三/二十坐 皇’, �불설혜인삼매경(佛説慧印三昧經)�과 

�불설여래지인경(佛説如来智印經)�(합권) ‘校正 一座/五 二十一(천자문 ‘五’)’,  

�불설립아비담론(佛説立阿毘曇論)� 권1-5(합권) ‘西廿四/校正四坐’도 �방 반야

바라 경� 권1-3(합권)과 같은 사례이다. 이를 보면 각책을 2번 혹은 3번 교정

하 음을 알 수 있다.

묵서는 책마다 내용이 다르지만, �방 반야바라 경� 권1-10의 3책처럼 같은 

곳에서 교정한 사례는 �불설혜인삼매경�에도 보이며, 같은 천자문 함호의 경

들을 같은 곳에서 교정한 사례도 있다(<표 1> ㉮ 참조).

�신집장경음의수함록(新集蔵經音義随函録)� 권21-24권까지 4책(1권 1책)에는 

18) 金山正好, 앞의 책,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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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校/十六 坦珠’라는 묵서가 보이며, 같은 장소에서 4책을 교정했을 것이다. �방

반야바라 경� 권1-10의 3권과 다른 은 ‘탄주(坦珠)’라는 이름이 보이며, 

‘좌’라는 씨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표 1> ㉯ 참조).

그런데 ‘칠교(七校)’란 �신집장경음의수함록�의 4책을 7번 교정하 다는 뜻이 

아니라 ‘校正七坐’ 즉 7이라는 장소에서 교정하 다고 해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정은 많아도 3번밖에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탄주’는 16이라는 장소에서 

교정하 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 묵서에서는 혼자 교정했을 가능성도 있다.

� 승 석론(大乗中観釈論)� 권1-9(합권)에 ‘校正一座/跡 二十一/大乗観釈

論’이라는 묵서가 보이며, 천자문 함호, 숫자, 교정, 좌 외에 ‘大乗観釈論’이라는 

경 명이  있는 사례이다(<표 1> ㉰ 참조).

다음에 묵서⑤ � 반열반경반니원경�(6경합권)에는 ‘九坐/校正六/十六’이라는 

묵서가 보이며, 숫자, 교정, 좌등이 있지만 천자문 함호가 없는 사례이다. 이

런 사례는 다구즈다마진자본 묵서 에서 가장 많이 보인다. � 보 경� 권

56-60(합권)의 ‘十五坐/校正四坐’, � 방등 집경(大方等大集經)� 권36-40(합권)

의 ‘二坐/校正三/五坐’, �잡아함경(雑阿含經)� 권37-40(합권)의 ‘校正四坐/廿七’ 

등 묵서도 같은 사례이다(<표 1> ㉱ 참조).

다음에 � 지도론(大智度論)� 권71-74(합권)와 � 지도론� 권75-77(합권)에는 

‘校正六/廿七 端’이라는 묵서가 보인다. 이것은 천자문 함호, 숫자, 교정 씨가 

보이는 사례이며, 술한 바와 같이 같은 천자문 함호라면 같은 장소에서 교정

하 다고 추측되는 사례이다(<표 1> ㉲참조).

다음에 묵서④ � 법거다라니경� 권6-10(합권)에는 ‘二十坐惠有’라는 묵서가 

보인다. 이것은 20 장소에서 ‘혜유(恵有)’라는 사람이 교정한 사례이다(<표 1> 

㉳참조). 같은 사례로서 �보살종도술천강신모태 보경(菩薩従兜術天降神母胎広

普經)� 권1-6(합권)에 ‘十四坐 益南’이라는 묵서가 보이며, 14라는 장소에서 ‘익

남(益南)’이 교정하 다고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 보 경� 권26-30(합권)에는 ‘五校/六/六’이라는 묵서가 보인다. 

‘오교(五校)’는 술한 바와 같이, ‘교정 오좌’를 의미하고,  ‘육(六)’이 2번 이

어지는 것은 ‘육좌’에서 2번 교정하 을 것이라 생각된다(<표 1>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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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명 천자문 교정/좌/숫자 인명, 경 명

㉮ 천자문 함호, 숫자, ‘교정’, ‘좌’가 보이는 사례

�放光般若波羅蜜經�巻1-3 菜 十一/校正第一坐

�放光般若波羅蜜經�巻4-6 菜 十一/校正第一坐

�放光般若波羅蜜經�巻7-10 菜 十一/校正第一坐

�佛說大明度經�巻1-6 潜 校正四十/十八座

�大寶積經�巻81-85 皇 二坐/校正三/二十坐

�佛說慧印三昧經� 五 校正 一座/五 二十一

�佛說如来智印經� 五 校正 一座/五 二十一

�佛說立阿毘曇論�巻1-5 西 廿四/校正四坐

㉯ 인명이 보이지만 ‘좌’가 보이지 않는 사례

�新集蔵經音義随函録�21 七校/十六 坦珠

�新集蔵經音義随函録�22 七校/十六 坦珠

�新集蔵經音義随函録�23 七校/十六 坦珠

�新集蔵經音義随函録�24 七校/十六 坦珠

㉰ 천자문 함호, 숫자, ‘교정’, ‘좌’, 경 명이 보이는 사례

�大乗中観釈論�巻1-9 跡 校正一座/二十一 大乗観釈論

㉱ 천자문 함호가 보이지 않는 사례

�大般涅槃經般泥洹經至合六巻� 九坐/校正六/十六

�大寶積經�巻56-60 十五坐/校正四坐

�大方等大集經�巻36-40 二坐/校正三/十五坐

�雑阿含經�巻37-40 校正四坐/廿七

㉲ 천자문 함호, 숫자, ‘교정’이 보이는 사례

�合部金光明經�巻1-6 場 校正七/二十五

�大智度論�巻71-74 端 校正六/廿七

�大智度論�巻75-77 端 校正六/廿七

㉳ 숫자, ‘좌’, 인명이 보이는 사례

�大法炬陀羅尼經�巻6-10 二十坐 惠有

�菩薩従兜術天降神母胎広普經�巻1-6 十四坐 益南

㉴ 기타

�大寶積經�巻26-30 五校/六/六

<표 1> 다구즈다마진자본 앞표지 면지에 보이는 묵서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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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増上寺․法然寺 소장 고려 장경에 보이는 묵서

1) 増上寺

조죠지본 1,371책  12책 앞표지 면지에도 묵서가 보이는데, 이에 해 ‘책을 

만들 때의 검열에 한 기사’라는 견해가 있으나,19)19)자세한 것을 알 수 없다. 그

래서 조죠지본에 보이는 묵서에 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 방등무상경

(大方等無想經)� 권1-5(합권)의 앞표지 면지에는 다음과 같은 묵서가 보인다.

五巻合部終校(花押)

                        十八座

二十四蔵　大　五巻合部五座道云20)20)

다음에 �제법무행경(諸法無行經)�(기타 2경 합권)에는 다음과 같은 묵서가 보

인다.

第十三座克玲

第三十八蔵 

五函　五合　一百三座結冊信梅

終校(花押)21)21)

� 방등무상경� 권1-5(합권)의 ‘ (大)’와 �제법무행경�(외 2경 합권)의 ‘오

(五)’는 천자문 함호, 자 ‘오권(五巻)’, 후자 ‘오합(五合)’은 1책에 수록되어 있

는 경 의 권수를 각각 드러낸다고 가나야마 쇼코(金山正好)가 지 하고 있

다.22)22)상기 천자문 함호와 ‘오권’, ‘오합’에 해서는 필자도 같은 견해이다. 그러

나 ‘좌’에 해서 가나야마 쇼코는 계자에 한 숫자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지

19) 의 책, 47면. 증산사본에는 제196책, 제331책, 제339책, 제341책, 제401책, 제404책, 제

522책, 제570책, 제668책, 제788책, 제791책, 제819책에 묵서가 보인다.

20) 의 책, 47면.

21) 의 책, 47면.

22) 의 책,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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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3)23)이에 해서는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가철된 인출본을 치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 방등무상경�의 ‘십팔좌’는 18의 장소, ‘오좌 도운’은 5의 

장소에서 ‘도운’이라는 사람이 교정하 다고 해석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제법무

행경� ‘제십삼좌 극령(克玲)’은 13 장소에서 ‘극령’이라는 사람이 교정하 다고 

해석해야 한다. ‘一百三座結冊信梅’는 103이라는 장소에서 ‘신매(信梅)’라는 사람

이 결책, 즉 제본하 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조죠지본에는 다구즈다마진자본에 보이지 않는 ‘第三十八蔵’이라는 묵

서가 있다. 이에 해서 가나야마 쇼코는 ‘경 이 아닐까’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

지만, 자세히 언 하지는 않고 있다.24)24) 

2) 法然寺

호넨지본 �소제일 섬 장난수구여의다라니경(消除一切閃電障難随求如意陀羅尼

經)� 앞표지 면지에도 다음과 같은 묵서가 보인다.

第四座學[　　　]

[　　　]四蔵　隷十巻合四十九座□正校正惟忪

終校(花押)

校正一座25)25)

모든 묵서가 해석된 것은 아니며 첫 번째 은 빠진 부분이 있지만, 4 장소에

서 ‘學[　　]’라는 사람이 교정하 다고 추측된다. 두 번째 의 ‘례(隷)’는 천자

문 함호를 드러내며, 49 장소에서 ‘유종(惟忪)’이라는 사람이 교정하 다고 생각

된다. 세 번째  ‘종교(終校)’는 교정을 종료한 것을 의미하고, 네 번째 은 1

이라는 장소에서 교정한 것을 의미한다.26)26)

23) 의 책, 47면.

24) 의 책, 47면.

25) 松永知海, 앞의 책, 112면.

26) 호넨지본의 묵서에 해서는 장황(装潢)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다. 의 책, 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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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다구즈다마진자본, 조죠지본, 호넨지본 등에 보이는 묵서에 해 검토하

다. 세조  장경 인출 사업에서는 경 을 교정하는 장소가 많이 있었을 것

이다. 조죠지본에 ‘一百三座’라는 묵서가 있어 어도 103의 장소에 인출본이 

치되어 있었다고 추측된다. 이들이 68,500책을 분담하여 한 책을 어도 한 번, 

많으면 세 번 교정하 을 것이다.

당시 장경 인출 사업에는 8,542명27)의27)승려가 동원되었고, 사업의 리책임

자28)도28)포함하면 그 이상 있었을 것이다. 이 게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보

아 교정하는 장소가 103개소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세조에 

의한 장경 인출은 국가 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교정 작업도 보다 면 하게 행

해졌을 것이다.

장경 인출 사업은 원래 1458년 2월부터 시작하여 6월에 완료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지만,29)29)실제로는 4월에 완료되었다.30)30)8,000명 이상의 사람이 동원된 배

경에는 어떻게 해서든 기한 내에 장경을 국 각지 주요 사찰에 안하려는 

자세나, 만 의 책을 강구하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추측된다. 그러기 해서는 

인출, 교정, 제본 등 작업을 분담하는 것이 보다 효율 이었다.31)31)

27) �靑莊館全書� 권55, 盎葉記2 海印寺蔵經条 “赴役僧数. 公粮僧七千五十七. 私粮僧一千四百

八十五. 供給中米四千六百七十九石六斗.” 8,542명이란 이 사업에 참여한 연인원수라는 견

해도 있다(呉龍燮, 1994 앞의 논문, 25면).

28) 鄭垠, 尹贊, 曺錫文, 申叔舟, 李仁孫, 尹師路, 桂陽君 李璔 등 고 료, 判禅教宗事․大曹

渓禅教宗都総摂의 信眉, 禅宗判事의 守眉 등 불교계를 표하는 인물과 해인사 주지 竹

軒 등이 참여하 다(�靑莊館全書� 권55, 盎葉記2 海印寺蔵經条; �世宗實 � 권27, 世宗 7

년 정월 丙申; �文宗實 � 권1, 文宗卽位年 4월 乙卯; 同 권1, 7월 戊申 등 참조). ｢印成

大蔵經跋｣을 쓴 김수온은 判禅教宗事․大曹渓禅教宗都総摂 信眉의 동생이다.

29) �世祖實 � 권8, 世祖 3년 6월 戊午 “諭慶尚道觀察使李克培曰, 大蔵經五十件, 始自来春二

月摹印于海印寺, 及六月前畢功. 今遣敬差官尹賛, 鄭垠 置, 卿其用意施行.”

30) �燃藜室記述� 別集 권13, 政教典故 僧教 “世祖四年戊寅. 命印大蔵經. 經板在陜川海印寺. 

遣差官尹瓚, 鄭垠, 董其事. 且使僧信眉竹軒等. 監督. 諭于各道監司. 使助其役. 二月始役. 

四月畢役印. 分蔵于各道名山巨刹. 五十件所印紙. 入三十八萬八千九百餘貼. 役粮五千石. 

他物稱是. 一件印紙. 七千七十八貼.”

31) 오용섭, 1994 앞의 논문,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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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蔵’에 해서

다구즈다마진자본에는 보이지 않지만, 조죠지본이나 호넨지본에는 각각 ‘제삼

십팔장(第三十八蔵)’, 사장(‘四蔵)’이라는 씨가 보인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고려 장경은 1,492부 6,596권으로 1부(세트)인데 이에 한 단  호칭에는 여

러 가지가 있다. 세조  사료를 보면 ‘건(件)’, ‘부(部)’, ‘본(本)’ 등의 씨를 사

용한다. 그러나 고려시 나 조선시 에서 장경과 같은 부 총서에서는 ‘장

(蔵)’이라는 씨를 사용하기도 한다. �고려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병자 한조(韓祚)가 송(宋)에서 돌아왔는데, 송 황제가 �성혜방(聖惠方)�, �음양이

택서(陰陽二宅書)�, �건흥력(乾 曆)�, 불교  1장(藏)을 보내왔다.32)32)

이것은 한조가 송나라에서 귀국할 때 황제로부터 �성혜방�․�음양이 서�․�건

흥력�과 석 일장(釈典一蔵)을 받았다는 기록이다. 이 석 이 장경을 말하는 

분명하지는 않으나, 많은 분량의 경 을 ‘일장(一蔵)’이라고 표 하 음을 알 수 

있다.

 요나라가 거란 장경(契丹大蔵經)을 고려에 하사한 기록이 있다. 즉 문종 

17년(1063) 3월에 “거란에서 장경을 보내니, 왕이 법가(法駕)를 갖추고 서교

에서 맞이하 다”33)는33)기록이 있다. 그리고 �여사� 권151에도 “청녕(清寧) 8년

에 내공하여 12월에 불경 일장(佛經一蔵)을 徽(문종의 휘)에게 하사하 다”34)34)

는 기록이 있다. 청녕 8년은 1062년이며, 고려에서는 문종 16년에 해당한다. 이 

해에 받은 장경이 이듬해 3월에 고려에 도착한 것인데, 불경 즉 장경을 ‘일

장(一蔵)’이라고 표 하 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 조선시  일본에서의 장경 청구에 한 사료에도 장경을 ‘일장’이

라고 표기한 기록이 있다.

32) �高麗史� 권4, 顯宗 13년 5월 丙子 “丙子 韓祚還自宋, 帝賜�聖惠方�․�陰陽二宅書�․�乾

曆�․釋典一藏”

33) �高麗史� 권8, 文宗 17년 3월 丙午 “丙午 条契丹大蔵經, 王備法駕, 迎于西郊.”

34) �遼史� 권151 “清寧八年来貢十二月以佛經一蔵賜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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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사신  엄(光嚴) 등 29인이 왔다. 그 서계에 말하기를, “연 에 우리나

라에서 요구한 장경 인 을 귀국에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불사와 신

사(神祠)에 법보가 없음으로 인해 결 (缺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귀국의 사(

使)가 돌아가는 배에 부탁하여 일장(一藏)을 청구하오니, 반드시 7천 권을 부 갖

춘 인본(印本)을 일본으로 부쳐오면 백마의 지난 일을 오가 나오는 곳에서 거듭 

보게 되겠습니다. 이웃나라의 변하지 않는 서약이 어떤 일이 이와 같겠습니까. 변변

치 않은 토물은 물방울과 티끌만한 것으로 해악(海嶽)에 비하오니, 엎드려 채납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별폭에는 도(大 ) 10 (把), 장도(長 ) 10병(柄), 창 10조

(條), 도 채화병풍(塗金彩花屛風) 1 (雙), 여러 색깔 견(密絹) 20단(段), 채화선

(彩花扇) 1백 (把), 도 조자(塗金銚子)와 제자(提子) 각각 10개씩이라 하 다.35)35) 

이것은 당시 일본에서 장경 경 을 요구하 으나 경 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 신 장경을 요구한 사료이다. 이 내용 속에 일본에서는 장경 1부를 

‘일장’이라 부르고 있다. 이 ‘장’이라는 단 는 일본 아시카가 장군가(足利 軍家)

를 비롯하여 일본 각지의 호족들이 장경을 요구할 때도 사용하는 말이다.36)36)

이와 같이 고려시 나 조선시 에 장경 부수를 드러내는 말로써 ‘건’, ‘부’, 

‘본’ 외에 ‘장’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조죠지본의 ‘제삼십팔장’, 호넨지본의 ‘사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술한 바와 같이, 세조 에 장경 50부, 68,550책을 단기간에 걸쳐 인출․제본

하 다. 그 에는, 를 들어 � 반야바라 다경� 권1-5(합권)을 1책으로서 철

하면 같은 경 이 50책 존재하게 된다. 이들의 착종을 방지하기 해서 ‘제삼십

팔장’이나 ‘사장’이라는 숫자를 어 각각을 구별하 던 것이 아닐까? ‘제삼십팔

장’이란 인출․제본한 50권의 �제법무행경�(권1-3, 기타 2경 합권) 가운데 38번

째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장’이란 번호 붙이기(넘버링)가 아닐까 생각한다.

35) �世宗實 � 권102, 世宗 25년 11월 己巳 “日本國使僧光巖等二十九人來, 其書契曰 曩歲吾

國所 大藏經印板, 貴國不許之. 吾國佛寺神祠, 以無法寶爲缺典也. 今付貴國 使回舶求一

藏, 必以七千卷全備印本寄來, 重觀白馬往事於金烏出處隣國不渝之誓約, 何事如之. 不腆土

物, 以涓塵擬海嶽, 伏望采納. 別幅 大 十把, 長 十柄, 搶十條, 塗金彩花屛風一雙, 諸色密

絹二十段, 彩花扇一百把, 塗金銚子幷提子各十箇.”

36) �世祖實 � 권30, 世祖 9년 7월 辛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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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는 말

이상, 다구즈다마진자본, 조죠지본, 호넨지본의 앞표지 면지에 보이는 묵서에 

해 검토하 다. 우선 다구즈다마진자본에 보이는 ‘좌(坐)’ 혹은 ‘좌(座)’는 가

철된 인출본을 치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다만, ‘좌’ 혹은 ‘좌’에 해서는 계 

사료가 부족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이에 해서는 앞으로 과

제로 삼는다. 다음에 ‘교정’이라는 작업은 인출하고 가철된 경 에 착간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세조  인출로써 표 인 장경인 조죠지본

은 부 1,371책이 확인된다. 가령 장경 1부가 1,371책이라면, 50부로 68,550책

이 되고 상당수를 인출․교정․제본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8,000명 이상의 승려

를 동원하여 다수의 그룹으로 나 어 효율 인 작업을 행했을 것이다. 그 가운

데 착간이 없도록 면 한 교정 작업도 실시하 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조죠지본과 호넨지본에 보이는 ‘장’은 번호 붙이기(넘버링)를 의미

한다. 당시 장경 50부를 인출․제본할 때 같은 책이 50부 존재하게 되어 착종

의 가능성도 있다. 그것을 방지하기 한 표시가 ‘장’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장’에 해서는 ‘좌’나 ‘교정’처럼 곳곳에 보이지 않으므로 앞으로도 자세하게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다구즈다마진자본, 조죠지본, 호넨지본 앞표지 면지에 보이는 이런 묵서들은 

원래 남의 에 띄지 않도록 숨긴 부분이었다. 그러나 다구즈다마진자본은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묵서가 우연히 드러나게 되었다. 이들 

묵서의 존재는 장경을 인출․제본하는 과정을 설명해  수 있는 귀 한 사료

이기도 하다.

주제어 : 고려 장경(高麗大藏經), 다구즈다마진자(多久頭魂神社), 묵서, ‘좌

(坐)’ 혹은 ‘좌(座)’, ‘교정(校正)’, ‘장(藏)’

투고일(2020. 7. 30),  심사시작일(2020. 8. 11),  심사완료일(202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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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Koryeo Daejanggyeong Ink Prints printed in King 

Sejo’s Period
37)

Baba Hisayuki *

Koryeo Daejanggyeong completed in the Kojong of Koryeo period have been printed 

several times since then. In the King Sejo of Joseon(reigned 1455-68), Koryeo 

Daejanggyeong were printed on a particularly large scale. King Sejo ordered Koryeo 

Daejanggyeong to be printed in order to dedicate it to major temples throughout the 

country and to pray for the souls of fathers, mothers, princes, and all creatures.

King Sejo printed 50 copies of Koryeo Daejanggyeong from 1457 to 1458, and 

enshrined it in temples throughout the country. Zojoji(増上寺)’s Koryeo Daejanggyeong   

collection in Japan is typical of this period. The characteristics of Zojoji's Koryeo 

Daejanggyeong are that the booklet at the end of the book is not printed, and that there 

is “In 50 Ino Daejanggyeong 50 Keon Beol(印大蔵経五十件跋)” written by Kim Soo 

On(金守温).

Taguzudama Shrine(多久頭魂神社) in Tsushima also has the Koryeo Daejanggyeong. 

Compared to other Koryeo Daejanggyeong in Japan, Taguzudama Shrine’s Koryeo 

Daejanggyeong has a lot of matching parts such as Zojoji’s Koryeo Daejanggyeong 

when compared bibliographically.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Taguzudama Shrine’s 

Koryeo Daejanggyeong would be the printing of Sejo’s time.

By the way, on the back of the cover of Taguzudama Shrine’s Koryeo 

Daejanggyeong, you can see a lot of ink prints such as ‘Jwa(坐)’ or ‘Jwa(座)’, 

‘proofreading(校正)’like memos. In addition, you can see a similar ink prints and the 

ink print called Jang(藏)’in Zojoji's Koryeo Daejanggyeong.

Therefore,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contents of ink prints that appear in 

Taguzudama Shrine’s Koryeo Daejanggyeong and Zojoji’s Koryeo Daejangg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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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ed at the same time as this book. ‘Jwa(坐)’ or ‘Jwa(座)’ means the place where the 

scriptures are stored. ‘proofreading(校正)’ means confirming the complexity of a 

temporary book. ‘Jang(藏)’ means numbering.

Such ink prints are originally hidden parts. But fortunately, the bad preservation of 

Koryeo Daejanggyeong in Taguzudama Shrine made it possible to see ink prints by 

chance. These ink prints can clarify the process of printing and bookbinding of Koryeo 

Daejanggyeong at that time. It is also a very valuable historical material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printing and binding of Koryeo Daejanggyeong.

Key Words : Koryeo Daejanggyeong(高麗大藏經), Taguzudama Shrine(多久頭魂神社), 

Jwa(坐) or Jwa(座), proofreading(校正), Jang(藏), Ink prints(墨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