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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이 연구는 1854년 성주암(聖住庵)에서 장판(藏板)된 뺷유마힐소설경직소(維摩詰所
說經直疏)뺸 조선각본(朝鮮刻本) 의 분석을 통해 그 내용적 특징을 살핀 것이다. 한국

불서 간행의 최전성기는 대장경 판각을 두 차례나 행했던 고려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발전된 인쇄술의 보급은 이후 불서 간행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조선 건국 이
후에도 왕실의 비호 아래 불서 간행이 지속되었으나, 16세기 후반 성리학이 사회 운
영원리로 채택됨에 따라 왕실차원의 서적 간행은 급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역 사찰
의 불교 서적 간행은 달랐다. 강원 교재, 수륙제에 필요한 서적, 포교 활동 등을 위해
서라도 서적 간행은 필수적이었다. 즉, 공덕을 쌓고 망자의 명복을 빌기 위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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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역 사찰의 서적 간행은 계속되었던 것이다.
당시 사찰은 자체적으로 서적을 간행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었다. 목판
제작 기술자, 가용 인력, 시주를 통한 물자 등이 모두 뒷받침되었다. 즉, 불서 간행 및
출판은 물론, 각종 서적 판각의 보관처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역 사찰의 서적 간행
에 대한 검토는 당시 출판 인쇄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역 사찰 서적 간행에 대한 검토를 위해, 1854년 강원도 철원
성주암에서 간행된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를 주목하였다. 한국에서 유마경이 유통된
것은 오래전 일이지만, 그 뜻이 매우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1853년 유성종은 연경(燕京)에 가서 명의 승려 통윤(通潤)이 편찬한 뺷유마
힐소설경직소뺸를 구해왔다. 이듬해(1854년) 조선에서 간행되었고 그 경판은 성주암
에 보관하였다. 이 조선 각본은 현재 총 14부로 확인되고 있는데, 국내 소장본이 12
부이며 프랑스와 대만에 각각 한 부씩 소장되어있다. 물론 내용 배열 순서의 앞뒤가
다르긴 하지만, 내용과 판식은 동일하다. 중국에서조차 통윤의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
의 각본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만큼, 한국 소장본의 가치는 대단히 크다. 아울러 서
지학적으로도 그 판각의 연원과 특징이 검토되는 만큼, 조선 후기 사찰판본에 대한
이해를 한층 넓힐 수 있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유마힐소설경직소, 통윤, 조선 각본, 성주암

I. 머리말
전통적으로 한국은 훌륭한 인쇄술을 가지고 있었다. 불교를 근간에 두고 건
국된 고려에서는 국력이 총동원된다는 대장경 판각을 두 차례나 행할 만큼, 불
서 간행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 결과 인쇄술의 보급과 발전에 큰 공헌을 하
였다. 특히 가장 오래된 대장경판목(大藏經板木)인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대표
적인 사례이다. 조선 건국 이후에도 왕실 발원과 사찰의 불서 간행은 지속되었
다. 물론 16세기 후반 이후 성리학 중심의 사회 운영으로 인해 왕실 차원의 서
적 간행은 급감하게 된다. 하지만 불경 간행을 통한 강원 교재나 수륙재 등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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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필요한 서적 등의 보급은 계속 이어졌다. 더불어 서적 간행 시주를 통한
포교 활동, 공덕을 쌓고 망자의 명복을 비는 목적으로 지역 사찰의 서적 간행
이 행해졌다. 당시 사찰은 자체적으로 서적을 간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목판 제작을 위한 기술자와 인력, 시주를 통한 물자가 모두 뒷받침되
었던 것이다. 즉, 불서의 간행 및 출판은 물론, 각종 서적의 판각과 책판의 보관
처 역할을 담당했다. 결국 사찰 자체가 서적 간행의 중요한 거점이었던 만큼,
해당 지역 사회의 출판 인쇄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라 하겠다.
한편, 유마경은 오늘날 한국 불교계에서 금강경･화엄경･법화경만큼이나
널리 알려진 경전이다. 다른 경전들과는 설법의 주체가 재가자인 유마거사이
기 때문에, 일부 출가자들이 꺼리는 경전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1854년 강원도
철원 보개산 성주암에서 뺷유마힐소설경직소(維摩詰所說經直疏)뺸가 장판(藏板)
되었다.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는 명의 승려인 통윤이 편찬한 뺷유마경뺸에 대한
주석서이다. 이후 1874년에는 한글언해본을 넘어 한글판 뺷유마소설경뺸(상･하
권)이 간행되기도 하였다. 물론 완역된 것도 아니고 다소 거친 표기법이 확인
되지만, 한자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도 큰 의의를 지닌다.1) 즉, 한글판
유마경의 등장은 출가자뿐만 아니라 재가자들에게도 유마경이 매우 중시된
경전이라는 것을 증명해준다.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는 1853년에 중국에서 유입되어 다음 해 바로 간행되
었다. 이는 현재 한국에서 유통된 뺷유마경뺸의 유일한 주석서이다. 그런데도 지
금까지 명나라 승려 통윤(通潤)과 그가 편찬한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는 크게 주
목되지 않았다. 즉,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의 간행 과정은 물론, 불교사적 의의
등 종합적인 고찰 역시 거의 이루어진 바 없다.2) 특히 통윤의 뺷유마힐소설경
직소뺸는 한국 각본밖에 남지 않았는데, 현재 한국･대만･프랑스에서 소장본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정작 원본의 수입처인 중국에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
본 연구는 동국대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BC)｣ 및 국내외 각 대학,
1) 이희재 2009, 344-345.
2) 黃繹勳 2015, 413-470; 이종수 2021, 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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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 수록･정리한 판본의 서지정보를 바탕으로 개진하였다. II장에서는
명 승려 통윤의 생애와 그가 편찬한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에 대한 상세한 검토
를 진행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1854년 강원도 철원 보개산 성주암에서 간행된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의 유입과 간행 과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마지
막으로 IV장에서는 조선 각본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의 서지 내용과 구성을 열
거하면서 그 유통상의 특징을 논의해 갈 것이다. 이 연구가 뺷유마힐소설경직
소뺸 조선 각본에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길 바란다.

II. 통윤과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의 편찬
명(明) 통윤(通潤, 1565-1624)은 화엄종의 학승이며, 자(字)는 일우(一雨)이다.
그의 속명은 양지(讓贄), 소주(蘇州) 동정산(洞庭山)사람이다. 그의 생애를 기록
한 대표적인 전기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전겸익(錢謙益, 1582-1664)의 뺷일우
법사탑명(一雨法師塔銘)뺸, ② 뺷오현지(吳縣志)뺸에 수록된 주로(朱鷺, 1553-1632)
가 쓴 ｢전략(傳略)｣이다. 이외에도 ③ 진내건(陳乃乾)이 편찬한 뺷창설대사행년
고략(蒼雪大師行年考略)뺸에는 통윤의 제자 태여명하(汰如明河, 1588-1640)가 쓴
｢이릉대사무주적(二楞大師無住蹟)｣의 일부를 인용하였다. 여기에서는 1614년
에 금산(金山) 감로사(甘露寺)에서 통윤의 행적을 상세히 기록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통윤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매우 가난했던 만큼 출가는
필연적이었다. 1586년 그는 좋은 인연이 닿아 당시 가장 명성이 높았던 설랑홍
은(雪浪洪恩, 1545-1608)을 스승으로 모셨다. 그의 스승 설랑홍은은 16세기 중
국 화엄종의 지도적인 인물이었다. 금릉(金陵) 보은사(報恩寺)에서 법을 설하
던 무극명신(無極明信, 1521-1574)의 문하에서 감산덕청(憨山德淸, 1546-1623)
과 함께 수학하였다.
관련 전기 자료를 보면, 통윤은 조용한 곳을 좋아해서 늘 산림(山林)에서의 수
도(修道)를 선호하였으나, 홍법(弘法)과 전도(傳導)의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이
후 그는 명나라 말기 유식학(唯識學) 발전사에 큰 거목이 되었으며, 다른 법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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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 고원명욱(高原明昱, ?-?)･소각광승(紹覺廣承, 1560-1609)･왕긍당(王肯堂,
1549-1613)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3) 뺷현수종승(賢首宗乘)뺸에는 통윤을 ‘현

수정종 제27대(賢首正宗第二十七世)로 기록하고 있으며, 설랑홍은(雪浪洪恩)은
그의 후계자로 보고 있다. 이처럼 통윤은 명실공히 만력 연간(1573-1629) 당시
불교계를 지도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4)
통윤은 ‘일우주(一雨注)’라는 별칭이 생길 정도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5)
그는 많은 제자를 육성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창설독철(蒼雪讀徹, 1588-1656)･
태여명하(汰如明河, 1588-1640)･심연거경(心淵居敬, ?-?)이 있다. 창설독철은 금
릉 보은사에 머물면서 시승(詩僧)으로 이름 높였고, 태여명하는 뺷보속고승전
(補續高僧傳)뺸 26권을 편찬하였다. 또한 심연거경은 칠중(七衆)이 우러러 따르

고 도풍(道風)을 크게 펼친(七衆瞻仰, 道風大扇) 인물로, 통윤에게 교학을 사사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6)

<그림 1> 통윤의 법계

3) 釋聖嚴 1999, 201-261 ; 張志強 2001, 273-381.
4) 釋了惪編, 뺷賢首宗乘뺸 권6, 1.
5) 簡凱廷 2015, 146-159.
6) 뺷大明高僧傳뺸(T50, 2062:910c03-07), “釋居敬 字心淵 別號蘭雪 學通內外 善屬文 精嚴律部 禮金陵大報恩
寺 一雨和尙 職知客 後參杭州 集慶寺 東源法師 於懺摩堂 居第一座 從而講周易 永樂初 奉詔 校大藏經 預修
會典 已而住持 上海廣福講寺 遷松江普照 大開法席 一十三載 建大雄殿 海月堂 三解脫門 廊廡重軒 精舍香積
煥然新之 七眾瞻仰 道風大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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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경 내에서 통윤의 저술은 뺷원각경근석(圓覺經近釋)뺸･뺷성유식론집해(成
唯識論集解)뺸･뺷능가경합철(楞伽經合轍)뺸･뺷능엄경합철(楞嚴經合轍)뺸･뺷법화경

대관(法華經大窾)뺸･뺷기신론속소(起信論續疏)뺸등 6종이 확인된다. 하지만 뺷관
소연연론석발형(觀所緣緣論釋發硎)뺸･뺷이능암시권(二楞庵詩卷)뺸･뺷유마힐소설
경직소뺸등 3종 저서는 대장경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7) 이 세 가지 문헌의 소장
상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뺷관소연연론석발형뺸(1권)은 현재 호남성(湖南省) 장사(長沙) 호남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책의 형태는 반엽(半葉) 9행이며 매 행은 19자, 백구(白口)･단어
미(單魚尾)였다. 이 책은 내용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앞부분은 의정(義淨,
635-713)이 번역한 호법(護法)의 뺷관소연연론석(觀所緣緣論釋)뺸에 관한 주석이

며, 뒷부분은 현장(玄奘, 602-664)이 번역한 진나(陳那)의 뺷관소연연론(觀所緣
緣論)뺸에 대한 주석이다.

뺷이능암시권뺸(1권)은 현재 북경국가도서관에 소장되어있으며, 반엽(半葉)
9행으로 행마다 19자로 백구･쌍어미(雙魚尾)였다. 이 책의 앞부분에는 통윤의

제자 창설독철(蒼雪讀徹)이 쓴 서문이 있으며, 명말 장서가(藏書家) 모진(毛晉,
1599-1659)이 편집했다고 명시되어있다.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는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는 현재 중국의 뺷장외불경(藏
外佛經)뺸본(2005)8)과 대만의 신문풍(新文豊) 인쇄본(합간, 1978)9)이 유통되고

있다. 이 저본들은 본래 중화민국 33년 갑신(1944) 5월에 간행된 보혜대장
경(普慧大藏經) 본으로, 이 저본은 민국 12년(1923) 10월에 왕배손(王培孫,
1871-1953)이 인쇄한 판본이다.10) 하지만 안타깝게도 왕배손본이 인쇄할 당시

사용한 저본은 현재 확인이 불가능하다.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는 유･불･도 삼교의 전적을 두루 인용하여 폭넓게 해
석한 책이다. 여기에서는 선교일치(禪敎一致)와 삼교일치(三敎一致) 사상을 고
7) 簡凱廷 2015. 166-173.
8) 뺷中國宗教歷史文獻集成．藏外佛經뺸11, 合肥: 黃山書社, 2005년.
9) 新文豐의 뺷維摩詰所說經直疏뺸는 釋大賢의 뺷維摩詰經折衷疏뺸을 포함한 합간이다.
10) 黃繹勳 2015, 449-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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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란히 남겨져 있다. 명(明, 1368-1644)의 불교는 교학적으로는 당(唐)･송(宋)
이후의 사상을 계승하였다. 당시에는 여러 종파를 융합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유교와 도교가 결합된 독특한 방식의 통합 불교로 전개되었다. 명 초기에는 당
(唐)･송(宋)･원(元)의 불교를 거의 그대로 계승하였으나, 중기에는 밀교(密敎)

가 주류를 이루었다.
극단적인 도교 신자였던 명(明) 세종(世宗, 재위:1521-1567)의 불교 탄압 이후,
불교와 도교를 접목시키고자 한 양명학 좌파가 등장하였다. 이후 삼교(三敎)
융합이 깊게 추구하며 진행하였던 사람들 즉, 운서주굉(雲棲祩宏, 1535-1655)･
자백진가(紫栢眞可, 1543-1623)･감산덕청(憨山德淸, 1546-1623)･우익지욱(藕益
智旭, 1599-1655)등이 나타났다. 이들의 노력으로 초기 전통적인 불교의 명맥

이 유지되었으며, 이후 선정일치(禪淨一致)를 주축으로 한 제종융합(諸宗融合)
의 사상 위에 유교･불교･도교의 융합을 꾀하였다.11)
통윤의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는 구마라집(鳩摩羅什, 344-413)이 번역한 뺷유마
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뺸(3권 14품)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 그는 유마경을 주석
하면서, 삼교전적(三敎典籍)뿐만 아니라 선가전적(禪家典籍)의 내용도 함께 인
용하여 그 뜻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한편, 구마라집(鳩摩羅什)과 승조(僧肇,
384-414)의 주석인 뺷주유마힐경(注維摩詰經)뺸의 내용을 인용하여 그 뜻을 밝히

기도 한다.12)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 서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지금 선(禪)을 배우는 무리들은 ‘경(經)에 의지해 뜻을 이해하는 것을 삼
세불(三世佛)이 원수로 여긴다’는 이 경구(經句)를 준칙으로 삼아 일대시
교(一代時敎) 보기를 독주(毒酒)와 같이 여기면서 모두 높은 누각 위에 올
려놓아 묶어두고 도리어 종문(宗門)의 전광석화(電光石火)와 같은 모든
방편어(方便語)는 실법(實法)으로 여겨서 아침저녁으로 읊어 얼굴과 머
리를 그 방편어에만 푹 적시고 있으니, 어찌 모든 역대 조사들이 전한 여
러 가지 격양(激揚)한 바가 모두 정법(淨法)으로 구(垢)를 설하고 구법(垢
法)으로 정(淨)을 설한 것임을 알겠는가.13)
11) 박소령 2002, 5.
12) 앞의 논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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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통윤은 선(禪)수행자들이 지엽적인 방편어(方便語)에만 치중하여,
역대조사들이 설한 근본 실법(實法)인 ‘불이(不二)’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 저술 동기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중국학계
에서는 아직까지 통윤과 그의 저서인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에 대한 연구가 없
다. 반면, 간개정(簡凱廷)은 대만중앙연구원에 소장된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
조선 각본은 청대(淸代)의 불교 교류의 한 단편이라 지적하였다.14) 그 외에도
황역훈(黃繹勳)이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의 조선 각본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구
체적으로 다루진 않았다.15) 이에 다음 장에서는 현재 한국 소장본 뺷유마힐소
설경직소뺸의 조선으로 유입과정을 살펴보고, 그 간행을 중심으로 판본의 서
지적 내용과 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III. 19세기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의 유입과 간행
한국불교사에서 최초로 유마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석 작업을 행한 인
물은 원효(617-686)이다. 그는 뺷유마경종요(維摩經宗要)뺸 1권과 뺷유마경약찬
(維摩經略贊)뺸 7권을 저술하였다고 전하지만 현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선 세

조 때 뺷유마경종요(維摩經宗要)뺸를 류큐국(琉球國)(현재의 오키나와)에 보내주
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적어도 조선시대 초까지 이 저술은 남아있었다고 할 수
있다.16) 경흥(憬興; 생몰년대 미상) 역시 뺷무구칭경소(無垢稱經疏)뺸 6권을 저술
했다고 하지만 역시 현존하지 않는다. 또한 둔륜(遁倫, 생몰년대 미상)도 뺷유마
경요간(維摩經料簡)뺸 1권을 썼다고는 하나 전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은 신라

13) 通潤, 뺷維摩詰所說經直疏뺸 序文. “乃今學禪者 類以依經解義三世佛冤二語爲準的 視一代時敎 等之砒霜酖
毒 皆庋而束之高閣 卻又認宗門石火電光諸方便語以爲實法 朝咀暮嚼 沉面濡首 豈知傳燈諸大老者 種種激揚
總是淨法說垢 垢法說淨之旨.”

14) 簡凱廷 2015, 143-190.
15) 黃繹勳 2015, 413-470.
16) 이희재 2009, 33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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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력 승려들이 유마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현
재까지 신라불교 문헌은 18종이 전해지는데, ‘유마’ 혹은 ‘유마경’이라는 표현
이 38회, ‘정명’ 혹은 ‘정명경’이 13회, ‘무구칭’ 혹은 ‘무구칭경’이 21회가 보인
다. 즉, 신라는 유마경과 관련한 여러 주석서를 찬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타
저술에서도 유마경을 자주 인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7)
한편, 신라와 달리 고려에서는 유마경 주석서를 저술했던 흔적이 보이지 않
는다. 물론 고려대장경에 유마경이 편집되어 들어가긴 했으나, 단독적으로 쓰
인 바는 없다. 다만 대각국사 의천의 뺷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敎藏總錄)뺸
에는 동진(東晉)시대에 활동한 승조와 당(唐) 도액(道液)이 주석한 유마경이 포
함되어있다. 또한 의천이 간행한 교장 판본은 고려 헌종 1년(1095) 흥왕사에서
간행된 만큼, 고려에서도 유마경이 주요 경전으로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

즉, 고려의 유마경 주석서는 현전하지 않지만, 유마경은 유통되었다고 볼

수 있다.19) 유마경의 유통은 조선 시대에도 계속 이어졌을 것으로 파악되지만,
그 간행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복각본 뺷정명경집해관중소(淨名經集解關中疏)뺸를 제외하면,
유마경의 간행 정황은 거의 포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전해지는 여러 저술에
서는 유마경 혹은 유마거사와 관련된 내용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조선 초기 불교는 제법 성행하였으나, 문정대비 사후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비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점차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또한 양란(兩亂)을
겪으면서 종파적 개념조차 점차 희미해져 갔다. 따라서 전쟁 이후 불교계는 조
선 전기에 흥했던 불교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만 했다.
즉, 선종과 교종으로 분리되었던 조선 전기까지의 사상을 극복하고, 선교일치
라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 참선･교학･염불의 세 가지를 동시에 수행
하는 삼문(三門)수행의 흐름이 그것이다. 특히 사미과(沙彌科)-사집과(四集科)-

17) 이종수 2021, 81-82.
18) 이희재 2009, 339.
19) 이종수 2021,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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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과(四敎科)-대교과(大敎科)로 이어지는 강원(講院)이 전국각지에서 성립
되면서, 교학적(敎學的)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1681년 6월, 일본으로 가던 명(明)의 상선(商船)이 태풍을 만나 전라도 임자도

에 표류하였다. 당시 가져온 책 가운데 몇 권을 숙종에게 바쳤는데, 왕은 그 책
의 대부분을 남한산성의 개원사(開元寺)에 하사했다.20) 그중에는 뺷유마경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새 경전을 간행하면서 초원거사(椒園居士) 이충익
(李忠翊, 1744-1816)은 다음과 같은 주해를 첨가하였다.
당시 판서를 역임한 염헌 임상원이 승지로 있었는데 많은 불서를 암송하
고 있어서 암내전(諳內典)이라 불렸다. 임금이 뺷유마힐경뺸을 보다가 임
상원에게 해설해달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임상원이 사양하며 ‘신의 직
분은 경연에서 질의 하는 것인데 어전에서 불서를 강하는 것은 옳지 않
은 일로 생각되옵니다’고 하였다. 임금이 옳게 여기고 불서를 모두 남한
산성 개원사에 보냈다. 그리고 뺷유마힐경뺸 3권은 임상원에게 하사하여
그 집안에서 소장하였다.21)

당시 조선에 표류한 배에는 명 연간에 간행된 가흥장(嘉興藏)이 가득 실려
있었다. 가흥장은 중국 명 말기부터 약 100여 년간 절강성 지역을 중심으로 간
행되었던 최초의 방책본(方冊本) 대장경이다. 이 대장경은 명･청 교체기라는
혼란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꾸준히 간행되었다. 심지어 일본으로 수출
되어, 복각판인 황벽(黃蘗)대장경이 탄생하기도 하였다. 이 가홍장 유입은 조
20) 뺷朝鮮王朝實錄뺸 肅宗 7년(1681) 7월 9일 庚申(條). “그때 중국의 장사하는 배가 큰 풍랑 때문에 표류
하여 羅州 智島 등지에 도달한 것이 많았다. 또 佛書로 매우 새로운 것과 佛事에 쓰는 그릇 등 기이하
고 교묘한 것이 있었다. 이것들이 물에 떠다니다가 조수에 밀려와, 잇따라 전라도ㆍ충청도 등의
바닷가 여러 鎭과 浦口에서 건져 내었는데, 총계가 1천여 권이었다. 道의 신하들이 연속해서 啓聞
하고, 그 책을 첨부하여 올렸다. 임금이 가져다 보고 오래도록 내려 주지 않으므로, 민정중이 이단
의 서책을 오래 머물러 두고서 임금이 보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김수항도 그것을 말하
자, 임금이 남한산성 사찰에 나누어 내려 주도록 명하였다.(時中國商舶 因大風多漂到羅州智島等處
而又有佛經縹帙甚新 佛器等物製造奇巧 漂泛海潮 連爲全羅忠淸等道 沿海諸鎭浦所拯得 通計千餘卷 道臣連
續啓聞 附上其書 上取覽久不下 鼎重言 異端之書 不宜久留聖覽 壽恒亦言之 上乃命分賜南漢寺刹.)”

21) 뺷維摩詰所說經直疏뺸 권중, 이충익 서문. “時恬軒任判書相元爲承旨 號諳內典 上取維摩詰經 命爲解說 判
書辭曰 臣職帶經筵叅質 而於殿上講佛書 恐非宜 上然之 書盡輸南漢開元寺 維摩詰經三卷 遂賜判書藏于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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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후기 불교사학과 불교출판 문화에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불교 사학적인 면에서 가흥장은 동아시아 불교 교류의 매개체였으며, 그
복각(復刻)과 개간(改刊)은 강원교육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22)
이렇듯 조선 후기 유마경의 전래는 중국 상선에 의해 전해진 가흥장에서 비
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흥장에는 구마라집, 지겸, 현장의 유마경 번역본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숙종이 임상원에게 하사한 지겸의 번역본 이외
에는 그 유통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영광 불갑사 팔상전 불복장에
서 구마라집 번역의 뺷유마힐소설경뺸(3권) 중국본이 발견된 것이 주목된다.
그 간기에는 “순치 18년(1661) 12월 경산 비구 철징이 인쇄하고 기록한다[順治
十八十二月日徑山比丘徹徵印開識]”라고 쓰여 있다. 또한 서지 형태가 10행 20자

인 것으로 볼 때, 1661년 중국 절강성의 경산사에서 간행한 가흥장의 경전임이
분명하다. 다만 불복장에서 발견된 경전이니만큼, 그 유통을 논하는 것은 주의
할 필요가 있다.23)
유마경은 고려대장경 내 유마경이 유통･필사되었고, 중국의 가홍장 유마경이
유입되었으나 판각(板刻)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19세기에 들어 두 차례
에 걸쳐 유마경 판각이 행해졌다. 1854년에 간행한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상･중･
하)와 1874년에 간행한 한글번역본 뺷유마소셜경뺸(상･하)가 그것이다. 특히 이희
재는 1874년본 뺷유마소설경뺸이 선암사에서 발견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24) 그러
나 그가 말하는 선암사가 어느 지역의 선암사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순천 선암사와 부산 선암사에 소장된 불서 목록을 확인해본 결과
한글 번역본 뺷유마소설경뺸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금성당에서도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그 역시 현재 소장처를 알 수 없다.25)
한편, 1854년(철종 5) 강원도 철원 보개산 성주암에 장판(藏板)된 뺷유마힐소
설경직소뺸는 구마라집이 번역한 뺷유마힐소설경뺸에 명나라 통윤이 소를 붙인
22) 이종수 2013, 329.
23) 이종수 2021, 88.
24) 이희재 2009, 344.
25) 이종수 2021, 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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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가흥장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 책은 쌍월성활(雙月性濶)의 발원
과 화은호경(華隱護敬)의 교정을 거쳐, 오민수의 발원문과 연화질을 포함한 뒤
간행된 것이다. 서문을 쓴 동화축전(東化竺典)은 1850년대까지 금강산의 건봉
사에서 주석했던 선지식(善知識)으로, 1854년 쌍월성활이 간행한 뺷유마힐소설
경직소뺸에 서문을 써서 경과 판각의 의의를 부각시켰다. 동화는 쌍월성활이 간
행한 뺷유마힐소설경뺸에도 서문을 쓰고 있다. 그는 서발을 함께 남긴 보월혜소
(寶月慧昭), 화은호경(華隱護敬), 쌍월성활과도 깊은 교유 관계를 유지하였다.

화은호경은 발문에 “이 (유마)경은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오랫동안 소와
주석이 없어서 학자들이 경전을 탐구하는데 자주 아득해져서 능히 그 끝을 규
명하여 그 근원을 궁구하지 못하여 총림에서 병으로 여긴지 오래 되었다. 계축
(癸丑)년 쌍월당 성활(性闊)대사가 서울 신사 유성종(劉聖鍾)의 집에 이 직소를

보고 바로 간행할 수 있도록 착수하였다”고 말하고 있다.26) 이처럼 조선시대
에 뺷유마힐경뺸이 유통되었지만 그 뜻이 어려워 공부하는 이들이 이해하기 힘
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유성종이 연경(燕京, 지금 베이징)에 가서 구해온 뺷유마
힐소설경직소뺸를 조선에서 간행함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
다는 것이다.27)
유성종(1821∼1884)에 대해서는 근래에 그의 뺷덕신당서목(德新堂書目)뺸이
알려지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혜월(慧月)거사 또는 보광(葆光)거사 류
운(劉雲)으로도 불린 유성종은 월창거사 김대현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그는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를 비롯하여 뺷청주집(淸珠集)뺸･뺷제중감로(濟衆甘露)뺸･
뺷감노법회(甘露法會)뺸･뺷정토감주(淨土紺珠)뺸･뺷법해보벌(法海寶筏)뺸･뺷술몽쇄
언(述夢瑣言)뺸등의 불서 간행에 참여하였으며, 뺷중향집(衆香集)뺸과 뺷작비암시
화(昨非菴詩話)뺸를 편찬하였다. 그가 소장했던 서적 목록을 적은 뺷덕신당서
목뺸에는 93번에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가 있다. 이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의 경판

26) 뺷維摩詰所說經直疏뺸, 華隱護敬의 발문. “此經我東曾有 而舊無疏釋 學者翻經 往往有杳漠 莫能窺其涯窮其
源 䕺林病焉者久矣 歲癸丑 雙月性濶禪師 得通潤直疏於京中信士劉聖鍾家 繡梓登刊.”
27) 서수정 2020, 164.

144

불교학연구 제71호

은 현재 서울 봉은사에 132판이 온전하게 전해진다.28)
이들을 종합해보면 유마경은 19세기 주석서인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가 성주
암에서만 유통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조선에서는 뺷유마힐경뺸이 유통되었으
나, 그 해석이 너무 어려워 공부를 하는 이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다.
결국 유성종이 구해온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가 조선에서 간행된 이후에야 비
로소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조선 각본은 현재까지 총 14부로, 그
중 국내 소장본 총 12부, 국외 소장본이 2부 확인되고 있다. 국외본의 경우 대
만 중앙연구원 부사년도서관과 프랑스 INALCO이 각각 한 부씩 소장하고 있
다. 특이한 점은 유마힐경의 발원지였던 중국에서조차 조선보다 오래된 각본
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명대 원본 유마힐경이 실전된 지금, 한국에
서 소장된 조선각본은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IV.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의 서지적 구성과 특징
국내에서 출처를 알 수 있는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는 각본 13부와 복제본 1
부가 존재한다. 그 가운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프랑스 INALCO 소장본 복제
본과 조선 각본을 각각 한 부씩을 소장하고 있다. 또한 규장각과 백련암을 비
롯하여, 동국대학교･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경
기도 고양 원각사･전라남도 담양 용흥사･경상남도 양산 통도사 극락암에도
각각 한 부씩 남겨져 있다. 국외에서는 프랑스와 대만 중앙연구원 부사년(傅
斯年)도서관에서 한 부씩을 소장하고 있다.29) 하지만 이 14부의 구체적인 서지

정보는 국립중앙도서관･연세대학교 도서관･대만중앙연구원 등에서조차 제
공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나머지 11종의 각본도 해당 소장처만 확인될 뿐, 제
공된 정보는 지극히 미약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동국대학교 ｢불교기록문
28) 불교문화재연구소 2019, 14.
29) 黃繹勳 2015, 446-449.
조선후기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의 간행과 그 서지적 특징

145

화유산아카이브(ABC)｣의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정
리하며 <표 1>과 같다.
<표 1>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 조선 각본의 서지정보
국내 소장본

권수

판종

동국대

3권 3책

목판본

1854

29.7×19.3

29.7×19.3

29.7×19.3

한중연

목판본+
3권 3책
신연활자본

1914

30.7×20.3

30.7×20.3

30.7×20.3

3권 3책

목판본

1854

28.1×18.7

28.1×19.2

28.4×19.1

3권 3책

목판본

1854

30.7×20.1

30.6×19.9

30.5×19.8

고려대

3권 3책

목판본

1854

연세대

3권 3책

목판본

1854

원각사

3권 3책

목판본

1854

29.8×19.8

29.8×19.8

29.8×19.8

용흥사

3권 3책

목판본

1854

29.7×19.4

29.7×19.4

29.6×19.2

통도사 극락암

3권 3책

목판본

1854

29.8×19.2

29.8×19.8

29.6×19.0

31.0×20.7

31.0×20.8

29.8×19.3

29.7×19.3

규장각
가람 古

294.336-872y

규장각

古1730-97

간행 연대 권상 크기 권중 크기 권하 크기

백련암-0029又08 3권 3책

목판본

1854

백련암-0278經10 3권 3책

목판본

1854

국립중앙도서관
3권1책
(국내본)

목판본

1854

해외 소장본

권수

판종

29.7×19.1
28.5 x 19.0

31.0×20.8
29.7×18.3

30.1×22.2

간행 연대 권상 크기 권중 크기 권하 크기

국립중앙도서관
3권 3책
(프랑스본)

목판본

1854

미상

미상

미상

대만중앙연구원
3권 3책
부사년도서관

목판본

1854

미상

미상

미상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의 조선 각본은 대부분 동일

판본이므로 3권 3책 형식이지만,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내 소장본만 3권 1책으
로 되어 있다. 또한 여기에 수록되지 않은 다른 서지 정보는 다음과 같다. 이 11
종 각본의 광곽형태는 四周單邊, 광곽종류는 半郭, 계선은 有界, 행자수는 10행
20자, 판구는 上花口['支那撰述' 陽刻] 下白口, 어미는 上下向白魚尾였다.

이 각본들의 글꼴과 판식(板式)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해당 각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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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확인해보면(<그림 2> 참고) 국립중앙도서관 국내 소장본에 사용된 종
이를 다른 소장본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확인된다. 해당 이미지로 판단해보
았을 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동일 판본의 후쇄본으로 추정된다.

원각사 소장본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내 소장본

<그림 2> 조선 각본의 인쇄용 종이 비교

한편, 앞서 나열한 14종의 조선 각본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 가운데 고려대학
교･연세대학교 도서관에서는 해당 소장본의 자세한 서지정보와 사진이 제공
되지 않아, 해당 소장본의 구체적인 정보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나
머지 12종 경우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의 서지정보와 내용구성에 대해서는 동
국대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BC)｣ 및 국내외 각 대학, 도서관에 수록･
정리한 판본의 서지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소장본의
내용구성을 비교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의 분석 결과, 같은 조선 각본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구성과 배열이

각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국대학교･원각사･극락암･용흥사･백련암(0278經10)･규장각(가람 古
294.336-872y)･한국학중앙연구원의 소장본은 모두 14개 부분을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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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선 각본의 내용 배열
국립중앙
국립중앙
도서관 대만중앙
도서관
동국대
(프랑스 연구원
(국내본)
본)

變相圖
維摩詰經
序

合釋維摩
維摩畫像
思益二經
讚
自序
變相圖

變相圖

원각사
극락암
용흥사
백련암0278
經10
變相圖

한중연

규장각
가람
古294.
336872y

규장각
古1730
-97

백련암
-0029
又08

變相圖

變相圖

變相圖

維摩詰經
直疏新刊
序

新刊維摩 合釋維摩 新刊維摩
維摩詰經
維摩畫像
詰經要解 思益二經 詰經要解
序
讚
序
自序
序
維摩詰經
椒園居士 維摩詰所
椒園居士
直疏新刊
序
說經目錄
序
序

維摩詰所
說經目錄

維摩詰經
合釋維摩 合釋維摩 維摩詰經
椒園居士
直疏新刊
思益二經 思益二經 直疏新刊
序
序
序
自序
自序

維摩詰經 合釋維摩
卷上 直疏新刊 思益二經
自序
序
新刊維摩 維摩詰經
詰經要解 直疏新刊
序
序

變相圖

新刊維摩 新刊維摩 合釋維摩 新刊維摩 合釋維摩 合釋維摩
詰經要解 詰經要解 思益二經 詰經要解 思益二經 思益二經
自序
自序
序
自序
序
序

新刊維摩
維摩詰經 維摩詰經 維摩詰經 維摩詰經 維摩詰經 維摩詰經
維摩詰經
詰經要解
序
序
序
序
序
序
序
序
維摩詰所
說經目錄
卷上

維摩詰所 維摩詰所 維摩詰所 維摩詰所 維摩詰所 維摩詰所
說經目錄 說經目錄 說經目錄 說經目錄 說經目錄 說經目錄
卷上

卷上

卷上

卷上

卷上

椒園居士 椒園居士
序
序

卷中
卷中

卷中

卷中

卷中

卷中

卷上

卷上

卷上

卷中

卷中
卷中

施主秩

卷中

卷下

卷下

卷下

卷下

緣化秩,
刊記

新刊維摩
詰經要解
序
跋文

維摩詰經 維摩詰經
直疏新刊 直疏新刊
序
序
卷下

卷下

緣化秩,
刊記

卷下

卷下

緣化秩,
刊記

緣化秩,
刊記

緣化秩,
刊記
跋文

跋文

施主秩

施主秩

施主秩

施主秩

跋文
施主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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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下

緣化秩,
刊記

緣化秩,
刊記

緣化秩,
刊記
跋文

跋文

施主秩

施主秩

施主秩

跋文

跋文

施主秩

鉛印刊記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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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소장본은 다른 소장본에 없는 활자 인쇄된
간기 부분을 추가되었다. 이는 일제강점기 이후 판본을 발행할 때 첨부
되었던 만큼, 다른 판본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
2) 국립중앙도서관(프랑스 본)과 규장각(古1730-97)의 경우, 모두 13개 부

분을 구성되어 있다.
3) 국립중앙도서관(국내소장본)과 백련암(0029又08)의 경우, 모두 10개 부

분을 구성되어 있다.
4) 대만중앙연구원의 소장본이 8개 부분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소장본의 내용 배열순서는 앞뒤가 다르다는 것을 제외하면, 내용은 완
전히 동일하며 그 판식(板式) 역시 일치한다. 그렇다면 이 소장본들은 어째서
서로 다른 내용이 배열된 것일까? 이는 아마도 동일 판본을 후쇄하거나 개장
하면서 발생한 구성의 차이일 가능성이 클 것이다. 물론 이들은 모두 같은 판
본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전체를 재차 번각한 판본일 가능성과 일부 판을
보판하여 인출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편, 동국대학교 도서관의 소장본에 따르면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는 총 3권
3책(상권･중권･하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세 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중 상권은 7개의 내용으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동국대학교 도서관의 소장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 상권의 내용
1

유마화상찬3편

｢宋蘇軾石恪畫維摩頌｣ ｢臨川王介父贊｣ ｢弟子支遁敬贊｣

2

변상도 6점

3

서문

通潤의 ｢合釋維摩思益二經自序｣

4

서문

寶月堂 慧昭의 ｢新刊維摩詰經要解序｣

5

서문

後秦 釋僧肇의 ｢維摩詰經序｣

6

목록

佛國品第一, 方便品第二, 弟子品第三, 菩薩品第四, 文殊師利問疾品
第五, 不思議品第六, 觀眾生品第七, 佛道品第八, 不二法門品第九, 香
積佛品第十, 菩薩行品第十一, 見阿閦佛品第十二, 法供養品第十三,
囑累品第十四

7

본문

권상(제1-4품)

｢庵那園法會｣｢文殊問疾｣｢文殊獅子座｣｢化菩薩奉飯｣｢維摩詰佛所｣
｢童眞變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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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 소장된 대부분에는 조선 후기 간행된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 상
권에는 ‘암나원법회(庵那園法會)’ 등 6개의 변상도가 있는데, 5면의 변란 외에
‘화사 이계백(畫師李季伯)’이란 화사의 이름이 있다. 이 변상도는 1853년 유성

종이 연경에서 구입한 통윤의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를 조선에 가져와서 화공
(畵工)이 중국 각본을 보고 다시 모사하여 간각한 것으로 보인다.

중권은 2가지 내용으로 구성되고 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동국대학교 도서관의 소장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 중권의 내용
1

서문

肅廟七年辛酉(1681)...時甲辰(1784)季春在蠔津萬寓舍書寫畢因識卷末
椒園居士(李忠翊)題

2

본문

권중(제5-9품)

그런데 중권의 서문 부분에 이충익의 ｢서자서유마경후｣가 있는데, 실제로
는 이때 판각된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와 이충익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아마도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를 판각했던 사람이 이충익의 글을 읽고 뺷유마힐소설경뺸
의 유통 내용을 알리고자 함께 판각해서 붙였던 것으로 추정된다.30)
하권은 6가지 내용으로 구성되고, 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동국대학교 도서관의 소장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 하권의 내용
1

서문

東化竺典이 쓴 ｢維摩詰經直疏新刊序｣

2

본문

권하(제10-14품)

3

발원문

吳旻秀가 쓴「主上殿下李氏壽萬歲｣

4

연화질

證明寶月慧昭 등 다수, 供司比丘行信 別供比丘德讚 來往信士大圓覺 韓謨
根 負木李喆伊, 山中秩 萬峰亨一 등 다수, 刻手 田永聖 등 5명, 鍊板 金鼎
秀 金昌圭

5

간기

上之四年咸豐甲寅(1854)仲夏新刊江原道鐵原寶蓋山聖住庵藏板

6

발문

花枝纔擧迦葉微笑...無何翁華隱護敬謹跋

7

시주질

信女趙氏大德華伏爲 등 다수

30) 이종수 202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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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권 3번째 부분에서 주상･왕비･대왕대비･왕대비･대비 등 왕실의 수복 축
원 발원문에 이어 연화질과 간기가 있다. 4번째 연화질에서 각수(刻手) 5명이
있다. 그들의 이름이 전영성(田永聖)･홍기환(洪箕煥)･김두형(金鬥衡)･안형로
(安亨老)･노경선(盧慶善)이다. 연판(煉板) 2명 김정수(金鼎秀)와 김창규(金昌圭)

이 있다. 같은 시대 다른 경전 간판에 새겨진 각수는 모두 승려인 것과 달리 이
경전의 각수가 승려가 아닌 모두 재가자였다는 점이 이 각본의 특징이다.
5번째 간기 부분에 “江原道 鐵原 寶蓋山 聖住庵藏板”라고 하여 그 판각 장소가

불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여기서 “聖住庵藏板”이라는 것은 경판을 보관한다
는 의미이므로 다른 곳에서 판각된 것이다. 이 경판은 현재 봉은사 판전에 보
존되어 있다.
지금까지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의 14개 부분이 모두 포함된 동국대학교 도
서관 소장본을 대상으로 그 구성과 특징을 면밀하게 고찰해보았다. 그러나 여
전히 참고자료의 부족과 소장 판본의 부재로 인해 더 깊은 연구의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 점은 향후 과제로 남긴다.

V. 맺음말
이상 1854년 강원도 철원의 성주암(聖住庵)에 장판(藏板)되었던 뺷유마힐소
설경직소뺸의 유입 및 간행 과정 그리고 현국 소장본의 서지적 내용을 살펴보
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조선시대 간행된 이 각본의 특성과 의의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국대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BC)｣와 국
내 각 대학, 도서관에 수록･정리한 조선시대 간행한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 판
본의 서지정보를 활용하였다.
조선시대에는 1854년에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가 간행되기까지 유마경 관련
불서가 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1681년 태풍에 떠밀려 난파해온 중국 상선에
있던 불서 가운데 유마경이 있었다. 그 유마경은 지겸의 번역본으로 승지 임상
조선후기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의 간행과 그 서지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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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게 하사되어 그의 집안에서 보관했는데, 초원 이충익이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해인사 고려대장경의 구마라집 번역본을 필사하여 대조해
보며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1853년 유성종이 연경(燕京)에 가서 명나라 승려 통윤의 저서 뺷유마힐소설

경직소뺸를 구입하고 조선으로 가져와서 쌍월당 성활이 이 책을 보고 간행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총 14부의 조선시대 각본이 발견되었고 불교 사
상과 관련하여 문헌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 조
선 각본들의 서지정보와 도상의 대비를 통해서 각 소장본의 내용구성에 있어
서 다소 차이가 보인다. 그러나 앞뒤가 다르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완전
히 동일하고 판식도 일치한다. 뺷유마힐소설경직소뺸의 하권 연화질(緣化秩)에
서 각수(刻手) 5명이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사찰에서 경판을 새기는 각수
는 주로 승려인 것과 달리 이 경전을 판각한 각수가 모두 재가자였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 책은 중국에서 찬술되었으나 현재는 실전되어 한국에서 중간본이 간행
된 점은 불교사상사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서지학
적으로도 그 판각 연원과 특징을 통해 조선후기 사찰판본에 대한 이해를 넓히
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명대의 원본이 실전된 현재로서는 한국에서 발견
된 소장본은 매우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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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Cont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Wei Mo Jie Suo Shuo Jing Zhi Shu” in the Late Joseon
Dynasty
KWAK, Roe
Researcher, Academy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Joseon import process and edition
of Tongrun’s “Wei Mo Jie Suo Shuo Jing Zhi Shu.”
In the Goryeo Dynasty, which was founded based on Buddhism, the Daejanggyeong
was engraved twice, for which all national resources were mobilized. The publication
of Buddhist books was in its heyday and played a major role in the dissemination
and development of printing. Even after the founding of the Joseon Dynasty, royal
sponsorship and publication of Buddhist books at temples continued. In the late
16th century, when the Neo-Confucian ideology was settled upon as the principle of
social management, the publication of books at the royal level dropped sharply.
However, book publishing continued with the aim of distributing books necessary
for rituals, such as Gangwon textbooks involving Buddhist scripture publication,
missionary activities requiring book publishing orders, and prayers for the repose of
the dead.
During the Joseon Dynasty, “Wei Mo Jing” was distributed, but those who
studied it found certain parts challenging because they were difficult to understand.
Yuseongjong went to Yanjing and obtained the “Wei Mo Jie Suo Shuo Jing Zhi
Shu” compiled by Tongyoon, a Buddhist monk of the Ming Dynasty, and published
it in Joseon the year after. The scripture was kept in Seongjuam.
In total, 14 copies of this Joseon text have been confirmed, of which 12 ar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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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one is in France, and one is in Taiwan. These are all Joseon publications, and
these editions are particularly valuable because no copies of the Ming Dynasty
edition of Tongrun’s “Wei Mo Jie Suo Shuo Jing Zhi Shu” have been found in
China.
Keywords

Wei Mo Jie Suo Shuo Jing Zhi Shu, Tongrun, Joseon text, Seongju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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