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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의 校勘 유형과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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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이하 고려대장경으로 약칭) 彫成
중 수기대사 등이 교감한 경전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 高麗國新雕大

藏校正別錄(이하 교정별록으로 약칭)에 대해 교감 유형과 경전의
교감 방식에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첫째, 기존 연구 성과를 통해 교정별록이 최고 교감본으로서 위상
과 그 가치를 검토하였다. 또 조성 추이와 교감 과정 및 그 유형에 대
해 살펴보았다. 교정별록은 개원석교록을 중심으로 교감 대상 경
전을 채택하고, 교감 방식에 있어서 당시 동아시아에 산재한 다양한
경전과 목록집을 내용과 對校本別로 구분해 교감하였다. 대장도감에
서 기존의 권내교감기를 다시 정리하여 편찬하였다. 한편 권내교감기
와 교정별록 내용에 대해 상호 대조는 물론 한국중세사, 불교학, 서
지학 등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교정별록에 수록된 경전의 著․譯者, 조성 년도와 도감 등
* 동의대학교 사학과 교수(yjchoi@de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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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현황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校勘 및 對校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권4의 最勝燈王如來經과 권27의 金七十論에 대한 교감 내용
을 주목하였다. 교감 과정에서 최승등왕여래경이 단본에서 발견되
어 추가된 것이다. 對校를 통해 송본에 최승등왕여래경이 없음을 확
인하고 고려대장경에 편입시켰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권수제 및 권
미제의 經名 다음에 ‘丹本’, 函次에 이어 細字로 ‘丹’이라고 표기해 추
후 잘못된 교감이라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금칠십론은 국
본·송본·단본의 교감을 통해 문장의 오류 및 착란을 바로 잡은 것이
아니다. 개원석교록과 長房內典 등 목록의 비교 검토를 통해 불교
의 정통 경전이 아니라는 점을 적시해 두었다. 금칠십론이 비록 外

道의 경전이지만, 후대를 위해 고려대장경에 편입시켰다.
수기대사를 비롯한 교감자들은 嚴正하게 교감을 진행하였다. 교감
과정에서 특정 국가의 체제나 목록에만 의거하지 않고, 각 本을 對校
한 후 고려대장경에 편입시켰다. 그 편제가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운영되었음은 最勝燈王如來經
과 金七十論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교감자들이 동아시아에 산재한
대장경에 대한 관심과 공부를 꾸준히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고려대장경,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 最勝燈王如來經,
金七十論, 校勘, 송본․국본․단본

Ⅰ. 머리말
고려는 대몽항쟁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10세기 동아시아 불교 경전의
표준이 된 북송 開寶勅板, 즉 宋本과 11세기 고려와 거란에서 표준대장
경이 되었던 國本과 丹本 등을 底本으로 하여 새로운 定本대장경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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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다. 이것이 바로 고려대장경이다. 그래서 10～13세기 불교 현상
과 관련된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정별록은 고종 33∼34년에 조성된 고려대장경의 校勘本이다.
당시 五敎都僧統인 개태사 승려 守其大師를1) 비롯한 學僧․儒佛學知
識人들은 고종의 칙명을 받들어 교감․편찬2)하였다. 고려대장경을
彫成하는 과정에서 편찬된 교정별록에는 송 태평흥국 8년(983)에 완

성된 宋本과 고려 현종～선종대 걸쳐 완성된 國本, 그리고 거란 重熙～
咸雍 연간에 완성된 丹本 등을 상호 교감하여 오류 및 착오를 바로 잡

아 그 내용을 수록해 두었다.
고려대장경 조성 과정에서 경전 교감을 위해 학승․유불학지식인
등 교감자들은 각 本을 대조 비교하고, 오류와 착오를 파악하고 철저히
검증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판본과 목록집 등을 갖추고 서
로 비교하면서, 치열한 토의와 논의 과정을 거쳐 訂正 내용을 반영하였
을 것이다. 이 때 활용된 목록은 開元釋敎錄을 主로, 梁僧祐의 祐
錄을 비롯하여 續貞元釋敎錄, 法上錄 등을 부분적으로 이용하였

다.3) 이러한 교감 절차와 방법 등의 내용이 수록된 교정별록은 대장
경 및 개별 경전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교정별록이 동아시아
불교사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는 3국본이 부분 또는 일부 남아 있는 상
황에서 그 片鱗을 엿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교정별록이 가지고 있는 학술적 가치에 비해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다. 1990년 이후부터 2016년까지 등재지(후보)에
수록된 논문을 조사해 본 결과 대장경을 주제로 한 논문이 100여 편에
이른다.4) 그 중에서 대장경 전반을 다룬 논문 34편, 13세기 중엽에 간
1) 崔滋, 補閑集.
2)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卷首題.
3) 채상식,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의 편찬과 자료적 가치｣ 한국민족문화
46, 부산대, 2013, 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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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 불전의 誌․跋文과 刻成人 자료를 활용하면서 각성사업을 다룬
논문 28편, 형태서지학 및 서지 내용을 중점으로 다룬 논문 13편, 대장
경 판목 및 목재 관련 논문 8편, 문화콘텐츠 및 디지털을 주제로 한 논
문 6편, 국어학사 측면에서의 검토 논문 4편, 관광 관련 논문 2편 등으
로 분류되었다. 교정별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12편5)으로 연구 내
용은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교정별록의 체제와 구성과 관련된 내
용, 둘째, 국본․송본․단본 등의 대조 현황과 교감 절차 등과 관련된
내용, 셋째, 교감 책임자였던 수기와 연관된 내용이다. 연구 경향에 있
어 한 가지 두드러진 것은 2000년대 이전은 서지학 중심이었다면, 이후
는 한국중세사 중심으로 논의된다는 점이다. 각 학문 체계와 연구 방
식, 논지 전개 방식도 달랐지만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교
4) 대장경 관련 논문의 분석에 있어서 석․박사 학위논문과 단행본 및 교양서
적 등은 집계에서 제외하였다. 이번 분류는 동의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구축된 전자자료 중 전자저널인 ‘DBpia’, ‘Ksi’, ‘교보문고 스콜라’, ‘주)학지
사 뉴논문’ 등 4개 국내 전자저널을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이다. 전자저널에
소개되지 않은 논문도 일부 있으므로 각 부분별 집계가 부정확할 수도 있
다. 그러나 경향을 살펴보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5) 오용섭,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硏究｣ 서지학연구 창간호, 1986 ; 윤용
태,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에 대하여｣ 력사과학 1, 1990 ; 강순애,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의 분석을 통해 본 초조 및 재조대장경의 변용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 7, 1994 ; 배상현,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과 守其｣ 민족문화논총 17, 영남대, 1997 ; 최철환, ｢高麗大藏經의 校勘｣
佛敎學論叢, 월운스님고희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98 ; 오용섭, ｢校正別錄
의 完成과 入藏에 대한 考察｣ 서지학연구 18, 1999 ; 강순애, ｢高麗大藏經
校正別錄의 學術的 意義｣ 서지학연구 20, 2000 ; 김윤곤, ｢고려 ‘國本’대장
경의 혁신과 그 배경｣ 민족문화논총 27, 영남대, 2003 ; 오용섭, ｢守其의
家系와 권내교감기｣ 서지학연구 50, 2011 ; 채상식, ｢高麗國新雕大藏校
正別錄의 편찬과 자료적 가치｣ 한국민족문화 46, 부산대, 2013 ; 최연주,
｢刻成人을 통해 본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彫成｣ 동아시아불교문화
15, 2013 ; 최연주, ｢韓․中․日의 正法華經과 校正別錄｣ 일본근대학
연구 5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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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별록에 대한 연구 내용과 편수가 증가하면서 다양하게 이해되고,
학문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정별록이 갖고 있는
가치에 비해 불교사적 의의와 조성 당시 불교계와의 연관성 등에 대해
서는 미흡하다. 앞으로 보완 및 추가 연구되어야 할 분야는 많은데, 그
중에서 교정별록 30권의 경전 교감 내용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
본고는 교정별록에 대해 두 가지 방향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기왕의 연구를 바탕으로 교정별록 전 30권에서 다루어진 교감
경전의 성격, 편제 방식 등을 재검토하였다. 교정별록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방식이 어떠한가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관련 연구의 문제점, 과
제와 전망 등을 정리하였다. 다음은 교정별록 30권에 수록된 경전의
著․譯者, 조성 연도와 도감 등을 분류해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교감

경전의 현황, 주요 서지 내용 등을 정리하면서 그 편성 체제에 대해 검
토하였다. 특히 교감 경전 중에서 다른 경전의 교감 내용과의 비교를 통
해 현저하게 구분되거나 차이점이 있는 내용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교정별록 내에서 교감 경전에 대해 개별적으로 다루어야 하지만, 우선
最勝燈王如來經과 金七十論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면서 교정별
록에 수록된 교감 경전의 엄정한 교감과 그 의미를 논의해 보았다.

Ⅱ. 교정별록의 위상과 校勘 방식
1. 교정별록의 位相과 雕成 추이
교정별록은 고려대장경의 俊․乂․密 3函에 編入되어 있다.6) 각
권의 卷首題에 ‘沙門 守其等 奉 勅 校勘’으로 표기되어 당시 개태사 승
6) 교정별록은 동국대역경원에서 발간한 축쇄 영인본의 목록에서 K-1402로
분류 편제되어 있다(고려대장경, 동국대역경원,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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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이었던 수기대사 등이 고종 칙명으로 고려대장경을 교감했음을 밝
히고 있다. 교정별록은 국본․송본․단본을 主로 삼고 개원록․속
정원석교록․법상록과 양나라 승 祐의 祐錄 등을 從으로 삼아 교
감했다.7) 교정별록 총 30권 중 권1～11은 대승경전에 대한 교감기이
며, 권12～14는 대승불교에 관련된 논장들에 대한 교감기이다. 권15～
19는 소승경전에 대한 교감기이며, 권20～25는 소승불교에 관련된 율

장들에 대한 교감기이다. 그리고 권26～29는 소승불교에 관련된 논장
들에 대한 교감기이다. 권30은 몇 가지 경론에 대한 교감과 교정별록
을 수록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내용이다.8) 고려대장경 편제에 있어서
교정별록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 기존의 여러 논고에서 고려대장
경 편제 구분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다.
天函(1)

- 英函(480) ---- 開元釋敎錄 480秩

杜函(481) - 轂函(510) ---- 宋代新譯經 30秩
振函(511) - 侈函(515) ---- 新集藏經音義隨函錄(契丹所傳)
富函(516) - 輕函(520) ---- 蓮華心輪迴文偈頌等 宋室製撰
策函(521) - 丁函(560) ---- 續貞元釋敎錄 40秩
俊函(561) - 密函(563) ----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30卷
勿函(564) - 寔函(567) ---- 大般涅槃經
寧函(568) - 楚函(570) ---- 佛名經
更函(571) -------------- 大藏目錄
覇函(572) - 何函(585) ---- 法苑珠林傳

7) 김윤곤, 앞의 논문, 2003, 63쪽. 한편 채상식은 교정별록에서 이용한 목록
은 開元錄이 주된 것이었으며, 부분적으로 梁僧祐의 祐錄, 續貞元釋敎
錄, 法上錄 등의 목록을 이용하였다고 한다(앞의 논문, 2013, 152쪽).
8) 채상식, ｢해제｣ 한글대장경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동국역경원, 1994,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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遵函(586) - 塞函(628) ---- 宋朝新譯經典 90部
雞函(629) -------------- 續一切經音義
田函(630) - 洞函(639) ---- 一切經音義

위 구분에서 策函(K-521)에서 丁函(K-560)인 續貞元釋敎錄 40秩
에 이어 교정별록이 편제되어 있다. 편제상 교정별록의 의미와 교
감 대상이 어떤 경전인지, 그리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교정별록 全校勘記의 대상은 天～英函 개원석교록 所收의 480秩
과 策～密函 續貞元釋敎錄 所收의 43秩이며, 속정원석교록 所收分
의 校勘은 총 79건의 교감 중 6건에 불과하다9)고 한다. 宋朝新譯經
典․蓮華心輪迴文偈頌 등 송 왕실의 御撰 경전은 송으로부터 고려

에 전입되었으나, 송에서는 官版에 編入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對勘할 송․국본이 없었을 것이다.10) 교정별록이 비록 속정원석교

록에 이어 편제되었으나, 고려대장경 교감 대상은 교정별록이 편
제된 俊․乂․密函 이전에 편입된 경전이다. 따라서 주 교감대상은 天
函(K-1)∼英函(K-480) 개원석교록 480질임을 알 수 있다.

위의 고려대장경 편제 구분에 따른다면 교정별록의 교감 경전은
교감할 경전의 有無에 따라 구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교정별
록에 이어 大般涅槃經과 佛名經 등이 있다. 불명경에 대한 교감
내용이 교정별록에 수록된 점을 고려한다면 송본과 단본에 불명경
이 없었기 때문에 교정별록의 函次 앞에 편입되지 않고, 그 이후 函
次인 寧․晉․楚함에 편입시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려대장경
9) 오용섭, 앞의 논문, 1986, 221쪽.
10) 천혜봉, 羅麗印刷術의 연구, 경인문화사, 1971, 71쪽. 강순애는 宋新譯經
과 宋 太宗의 御製가 제외된 것은, 이들 경전은 고려에서는 송으로부터 傳
入된 상태였으나 宋에서는 新譯 또는 著撰한 것이 바로 수입된 것이기 때
문에 校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新集藏經音義隨函錄은 교감할 송․
고려본이 없었을 것으로 보았다(앞의 논문, 1994,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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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제상 교정별록 이후의 경전에 대한 검토는 앞으로 세부적으로 논
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교정별록 조성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해 보자. 각 권말 간기
에 의거해 고종 33년 대장도감에서 판각한 권은 3, 18, 28이며, 고종 34
년 대장도감에서 판각한 권은 2, 4, 6, 7, 9, 13, 17, 21, 25이다.11) 그 내
용을 <표 1>로 정리하였다.
<표 1> 교정별록 30권의 조성년도와 도감
函 卷 年度 都監 至張 函 卷 年度 都監 至張 函

俊

卷 年度 都監 至張

1

-

19

11

-

無

27

21

34 대장 26

2

34 대장 18

12

-

無

25

22

-

無

21

3

33 대장 19

13

34 대장 22

23

-

無

23

4

34 대장 20

14

-

無

18

24

-

無

24

5

-

15

-

無

17

25

34 대장 21

6

34 대장 20

16

-

無

20

26

-

無

20

7

34 대장 25

17

34 대장 20

27

-

無

24

8

-

25

18

33 대장 16

28

33 대장 20

9

34 대장 27

19

-

無

22

29

-

無

20

10

-

21

20

-

無

23

30

-

無

13

無

無

無
無

24

乂

密

30권으로 편성된 교정별록 각 권 간기를 조사해 볼 결과 12권이

고종 33～34년에 대장도감에서 조성되었고, 나머지 18권은 간기가 없
다. 교정별록 총640장 중 337장에서 102명 각성인이 조사되어, 이를
同一人․同名異人 등으로 구분해 본 결과 81명이 판각에 참여한 것으

로 집계되었다. 교정별록 조성에만 참여한 新參 각성인이 32명이라
는 점을 감안해 보면 각성사업에 3년 이상 참여한 각성인 즉 숙련 각
11) 교정별록에 수록된 경전의 판각 연도는 고종 34년 이전에 대부분 조성
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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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이 주도하면서 신참 각성인에게 판각 업무를 지원하였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교정별록은 중견 각성인을 중심으로 각성사업 막바지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정별록 판각에 참여한 각성인을 조사해
본 결과 분사대장도감보다 대장도감에 참여한 각성인이 많아 교정별
록은 대장도감에서 판각되었다.12) 이는 교정별록에서 다루고 있는
경전 교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려대장경의 교감과 교정별록
의 판각은 각각 진행된 것이 아니라 각 경전 卷內校勘記를 수기대사
등이 취합하여 일부 내용을 첨삭 교감한 후 조성되었다.13) 교정별록
은 각성사업 초기부터 편찬한 것이 아니라, 권내교감기만으로 교정을
시도했다가 대장경 조성 완료 시점에 그 내용을 정리하여 편찬되었다.
따라서 교정별록의 조성은 대장도감에서 전개하였을 것이다.

2. 교정별록 교감 방식과 卷內校勘記
오늘날 고려대장경이 세계사적인 가치를 갖는 배경 중 하나가 교
정별록이 현존하기 때문이다.14) 교정별록에 수록된 내용은 송본․
국본․단본 등이 고려에 유통된 이후 각 본에 수록된 오류가 비판 또
는 지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전 교감은 고려대장경 조성 이전부
터 내용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對校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경전은 여러 지역 언어로 번역되고 다양한 계통을
통해 전승하고 유통되었다. 단순한 언어의 차이만 아니라, 문명의 여건
이 다른 지역들로 퍼져 나가면서 오독이나 오해도 증폭될 수밖에 없었
다. 진짜와 가짜, 정통과 방계 등 논쟁이 끊이질 않았고, 그 만큼 교정

12) 오용섭은 조성 연도 및 각성인 분석이 아니라 교감 序題 등을 통해 대장도
감에서 조성한 것으로 추론한 바 있다(앞의 논문, 1999, 126∼128쪽).
13) 최연주, 앞의 논문, 2013, 179～198쪽.
14) 채상식, 앞의 글, 16～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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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구가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5) 그래서 교감이 처음부터 국본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던 것이 아니라, 평소 문제가 되었던 경전을 중심
으로 교감이 이루어 진 것이다.16)
교정별록에서 교감한 경전과 교감 내용의 건수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
다. 70函 66종의 經․律․論을 검토한 79건,17) 또는 66경 78건,18) 68종 79
건,19) 77종 79건,20) 63종 72건21) 등이다.22) 이러한 차이점은 교정별록
에 수록된 경전을 동일 경전 또는 각각의 경전으로 구분23)하느냐에 따라
교감 내용 건수도 달라진다. 교정별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감자료를 책명, 대교본, 교감 내용으로 분류하여 검토하고 있다.
먼저 對校本을 중심으로 10개 항목으로 분류한 것을 제시해 보면, 1)
丹本이 옳으나 國宋 二本을 竝存시킨 例, 2) 丹本에 의해 國宋 二本의
錯亂缺漏를 補足한 例, 3) 國宋本을 버리고 丹本만을 취한 例, 4) 丹本

만 있어 이를 취한 例, 5) (國丹本을 의미하는 듯함) 二本․他本․諸
15) 오윤희, 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 불광출판사, 2011, 290쪽.
16) 김윤곤은 이와 관련하여 國本 즉 부인사장 대장경을 새롭게 이해하려고
하면서 교정별록에서 수기가 송본과 국본의 두 본에 대한 결함이라고
비판하였던 것, 거의 대부분 단본에 의거해서 이루어진 것이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연히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을 것이라 하였다(앞의
논문, 2003, 65쪽).
17) 강순애, 앞의 논문, 1994, 2쪽 및 채상식, 앞의 논문, 2013, 152쪽.
18) 최철환, 앞의 논문, 513쪽.
19) 오용섭, 앞의 논문, 1999, 214쪽. 그런데 2011년에 발표된 논고에서는 총 70함
77건으로 수정하였으나 그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앞의 논문, 2011, 171쪽).
20) 김윤곤, 앞의 논문, 2003, 64～65쪽.
21) 김자연 외, 팔만대장경 해제(14), 사회과학출판사, 1992, 307～308쪽.
22) 교정별록에 수록된 교감 내용을 집계한 통계를 보면 정밀하고 정확하게
했음을 엿볼 수 있다. 김자연은 바로 잡은 경전 45종, 교정 건수 90여건으
로 집계되었다. 또 바로잡은 경전의 장이 280여장, 글 줄은 1,200여 행, 교
정 글자는 1만 5,400여자라 하였다(｢≪팔만대장경≫의 출판문화사적 가치｣
력사과학 1, 1985, 43쪽).
23) 각 기준의 사례에 대해서는 채상식, 앞의 논문에서 상론하고 있어 참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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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東北 二本으로 宋本을 교감한 例, 6) 國丹 二本에 의해 宋本을 교

감한 例, 7) 丹本이 缺하거나 錯誤인 경우의 例, 8) 國本의 특수성이 보
이는 例, 9) 三國本이 모두 缺하거나 誤謬인 경우의 例, 10) 기타의 교
감 例로 구분하였다.24) 교감 문장을 중심으로 구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장의 脫文을 補足한 내용, 2. 경전의 眞僞與否, 無․失, 重出,
不必要로 인하여 代替, 削除, 函次 이동이 이루어진 내용, 3. 문장의 前
後倒錯으로 인한 重寫, 重重寫, 錯重寫를 바로잡은 내용, 4. 문장의 重
壘, 내용 또는 卷數의 相異, 내용의 錯亂, 역자의 오류를 바로잡는 내

용, 5. 유통경전을 채택한 내용, 6. 再校勘의 대상으로 채택한 내용으로
구분하였다.25) 이에 반해 校勘本 중 국본을 기준으로 한 분류는 다음
과 같다. 가) 송본․단본에 없는 유일한 ‘국본’, 나) 종파의 所依本經化
한 ‘국본’, 다) 송본의 오류를 교감한 국본, 라) 단본의 오류를 교감한
국본이다.26) 다음은 교감본을 고려한 경우이다. 첫째, 단본에 수록된
경전이 옳으나 국본과 송본에 수록된 경전 역시 함께 수록하는 경우,
둘째, 단본에 의해 국본과 송본의 착란과 누락을 보완한 불전 등 10가
지로 분류하였다.27) 교감은 각 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본
을 대조했을 것이다.28) 교감 내용에 따른 구분 내용이 각 연구자마다
상이한데, 각각의 기준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본․송본․단본을 대
상으로 교감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과 교감 내용만을 중심으로 구

24) 오용섭, 앞의 논문, 1986 참조.
25) 강순애, 앞의 논문, 2000에도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다. 채상식도 이 교감
유형을 따르고 있다(앞의 논문, 159쪽).
26) 김윤곤, 앞의 논문, 2003 참조.
27) 정승석 편저, 고려대장경해제 1, 고려대장경연구소, 1998, 20～23쪽.
28) 예컨대 5만 2백만 글자, 1천 5백 여종의 문헌, 구두점도 없는 한문본 교정
은 저본으로 사용했다는 송본․국본․단본 등 2만 5천권이 넘는 분량에
수 종의 필사본, 주석본 등 여러 판본들을 일일이 대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윤희, 앞의 책, 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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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것이다.29) 교감본의 비중을 구분해 본 결과 그 기준은 국본이었
고, 대교의 결과가 반영된 비중도 역시 국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30) 그래서 고려대장경 조성과정에서 엄정한 교감
을 통해 착오 및 오류가 정정되고, 누락된 내용 등이 특정 본만 반영된
것이 아니라 당시 현존한 다양한 전적을 대교 보완하였다.
한편 교정별록에 수록된 교감 내용 검토와 더불어 고려대장경
각 교감 경전에 수록된 권내교감기31)에 대한 비교 연구가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교감 내용 분석 보다는 교정별록이 어느 도감에서 조성
되었느냐에 중점을 두었다. 예를 들면 교정별록의 교감 내용 이외에
권내교감기는 2건이 더 있다. 星函의 集古今佛道論衡(K-1066) 권4과
次函의 阿毘曇毘婆沙論(K-951) 권55(총60권)이다. 이 권내교감기가

수록된 두 경전이 모두 분사대장도감에서 간행된 것에 착안하여 수기
대사는 남해에서 교감작업을 한 것으로32) 추론한다. 이에 대해 분사대
장도감에서 조성된 경전 중 권내교감기에 ‘校正後序’, ‘校正序’, ‘重校序’
등과 같은 序題를 갖춘 형식이 있기 때문에 교정별록의 분사대장도
감 간행에 부정적인 견해를33)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권내교감기
가 수록된 경전의 조성 도감이 어디냐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내용적

29) 오용섭, 위의 논문, 1986 ; 강순애, 위의 논문, 2000 참조. 교감 내용 분류를
통해 전적의 보편성 확보, 범종파적 참여, 시대상황에 대한 현실인식 등이
반영되었다는 지적은 참조된다. 배상현, 앞의 논문, 73～75쪽.
30) 김윤곤, 위의 논문, 2003 참조. 한편 교정별록에서의 3국본 중 저본 활용
비율을 비교해 본 결과, 국본 60%, 송본 10%, 단본 30%로 각각 집계되어
국본의 내용이 제일 정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윤용태, ｢≪고려국신조대
장교정별록≫에 대하여｣ 력사과학 1, 1990, 38쪽 참조.
31) 이와 관련 연구는 최철환, 앞의 논문, 1998 ; 오용섭, 앞의 논문, 1999 및
2011 ; 최연주, 앞의 논문, 2013 참조된다.
32) 최철환, 위의 논문, 524～525쪽. 강순애도 최철환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수
용하였다(위의 논문, 2000, 290～291쪽).
33) 오용섭, 위의 논문, 1999, 210～212쪽 및 2011, 181～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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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를 통한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교감 내용의 상호 비교를 통한 연구가 있다. 교정별록 권
3에는 佛說彌勒下生經, 佛說彌勒下生成佛經, 佛說申日經, 六字神
呪經의 교감 내용이 총19장에 걸쳐 정리되어 있다. 각각의 교감 내용과

권내교감기를 상호 비교해 본 결과 동일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
체적인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고 일부 내용이 첨삭된 것이다. 그렇다면
교정별록은 권내교감기를 모아 그대로 편찬 간행한 것이 아니라 수기
를 비롯한 교감자들이 문장을 대조하면서 잘 못된 부분은 보완한 것으
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각 교감 내용에 그 첨삭의 근거를 제시하였고,
권내교감기를 여러 차례 還流 재검토하여 정리한 것으로 이해하였다.34)
교정별록 교감에 대한 연구에서 3국본의 對校, 불교 경전의 내용 교
감 등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진행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교정별록이
편제된 의미와 교감 대상 목록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교감
내용에 대한 여러 분석을 통해 그 가치를 인식하고, 교정별록의 체제
와 편제 방식, 그리고 교감 절차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양한 인식과 연구 방법은 앞으로 교정별록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
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도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전 연구를 답습내지 일부만 수정 보완한 사례, 특정
주제에 국한한 연구 내용은 앞으로 시정 및 보완되어야 한다. 교정별
록이 갖고 있는 최고 교감본으로서 가치를 한국중세사, 불교사, 서지학
등 학문분야에서 다양하게 규명하고 있다. 어떤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해의 정도는 차이난다. 교정별록에 대한 연구 기준이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서지학과 역사학의 검토 내용과 접근 방식은 약간 달랐다. 교
정별록의 수록 교감 내용과 권내교감기의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
인하였음에도 상호 비교 등 구체적인 연구가 없다는 점, 교정별록에서

34) 최연주, 위의 논문, 2013, 192～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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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대상이 된 경전에 대한 검토가 없다는 점은 앞으로의 연구과제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 준다. 그래서 교감방식과 내용을 연계하여 다양한
시도가35) 있어야 된다. 교정별록 교감 경전의 현황과 교감 내용 중 주
목되는 경전에 대해 장을 달리하여 논의해 보기로 하자.

Ⅲ. 교정별록의 경전 對校와 校勘
1. 교정별록 교감 경전 현황과 주요 특성
교정별록은 교감 경전의 대부분 3국을 대조하여 어느 한 본의 오
류와 착오를 정정하거나, 문장 내용을 수정하였다. 목록집인 개원석교
록, 속정원석교록, 우록, 법상록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교감하
였음은 이미 밝혀졌다. 교정별록에 수록된 교감 경전의 주요 내용과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교감 경전을 대상으로 著․譯者 및 경전
의 조성 연도와 도감 등을 분류해 본 결과 <표 2>와 같다.
<표 2> 교정별록 교감 경전의 著․譯者 및 조성 연도와 도감
卷

經典
K-35 決定毗尼經
K-36 須摩提經

1

總卷/
卷次
單
單

函

著․譯者

服 群錄皆云焞煌三藏
服 大唐三藏法師菩提流志

K-56 大集經

60

推

K-56 大集經

60/59

虞

北凉天竺三藏曇無讖

연도/
도감
25/대장
25/대장
28～32/
대장
30/대장

비고

35) 중국에서는 고대부터 교감 방법에 의한 분석 방법은 對校法, 本校法, 他校
法, 理校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교감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倪其心 지음, 신승운 외 옮김, 校勘學槪論, 한국고전번역원, 2013, 254∼
260쪽 참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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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67 般舟三昧經
K-117 正法華經
K-112 普耀經

3/상
10/6
8/2

伐 後漢月氏三藏支婁迦讖
鳳 西晉月氏國三藏竺法護
王 西晉月氏三藏竺法護

2

26/대장
29/대장
30/대장

K-182 月燈三昧經

單

鞠 宋沙門釋先公

K-197 佛說彌勒下生經
3 K-199 佛說彌勒下生成
佛經
K-234 佛說申日經
K-316 六字神呪經
K-349 東方最勝燈王陀
羅尼經
K-350 最勝燈王如來經

單

養 西晉月氏三藏竺法護

單

養 唐三藏法師義淨

單
單

敢 西晉月氏三藏竺法護
才 南天竺國三藏菩提流志

K-181 月燈三昧經
나련제야사역
29/대장
K-183 月燈三昧經
선공 역
26/대장
K-198 佛說彌勒下生
26/대장
成佛經 구마라집 역
30/대장
26/대장

單

知 大隋北印度三藏闍那崛多

27/대장

知 隋天竺三藏闍那崛多

33/대장
26/대장
거란본 3권
27/대장
26/대장
27/대장
28/대장

單
4/1,2,4
4 K-372 須眞天子經
4/3
8/4,6,7
K-387 賢劫經
8/1,2,5,8
8/3
5～ K-431 蘇悉地羯羅供養 3/상중
10 法
하
11 K-463 魔逆經
單
100/4
100/14
K-549 大智度論
12
100/31
K-552 大寶積經論
13 K-590
K-598
K-600
14 K-612
K-640
K-648
15
K-650
16
K-651
17

攝大乘論釋
決定藏論
寶性論
轉識論
法界無差別論
中阿含經
雜阿含經
別譯雜阿含經

4/1
15/9
3/하
4/2
單
單
60/11,15
50/4
50/34

必 西晉月氏三藏竺法護
罔 西晉月氏三藏竺法護
詩 大唐中印度三藏善無畏

32/대장

羔 西晉三藏竺法護
作
後秦龜玆國三藏法師鳩摩羅
聖
什
建

29/대장
27/대장
27/대장
28/대장

谷 後魏北印度三藏菩提流志

29/대장

日
當
竭
力
命
薄

30/대장
30/대장
30/대장
30/대장
31/대장
30/분사
31/대장
32/대장

陳天竺三藏眞諦
梁天竺三藏眞諦
後魏北印度三藏勒那摩提
陳代眞諦
大唐于闐三藏提雲般若
東晉罽賓三藏瞿曇僧伽提婆

松 宋天竺三藏求那跋陀羅

16/5～6 不 失譯人名今附秦錄

31/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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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660 起世經

10

K-661 起世因本經

10

K-662 大樓炭經
6/1
K-663 中本起經
2/하
K-688 受歲經
單
K-716 佛說頻毗婆羅詣
單
18 佛供養經
K-735 舍衛國王十夢經
單
K-748 佛說四未曾有法經
單
19 K-803 本事經
7/3
K-806 大安般守意經
2/下
K-871 受新歲經
單
K-864 護淨經
單
20 K-890 十誦律
61/5
K-892 根本說一切有部
20/19
苾蒭尼毗奈耶
21

K-901 彌沙塞五分戒本

30,31/
대장
동일경전
30,31/
取 隋天竺沙門達磨笈多
대장
映 西晉沙門法立共法炬
31/대장
映 後漢西域沙門曇杲共康孟詳 31/대장
容 西晉三藏竺法護
30/대장
澄 隋天竺三藏闍那崛多

止 西晉沙門釋法炬

30/대장

若
若
藉
甚
竟
竟
攝

30/대장
30/대장
30/대장
30/대장
30/대장
-

附西晉錄
西晉三藏竺法護
大唐三藏法師玄獎
後漢安息三藏安世高
西晉月氏國三藏竺法護
失譯人今附東晉錄
後秦北印度三藏弗若多羅

樂 三藏法師義淨

31/대장

單

隨 宋罽賓三藏佛陀什等

32/대장

K-903 摩訶僧祗比丘尼
戒本
22
K-912 沙彌尼離戒文

單

隨 東晉天竺三藏佛陀跋陀羅

32/대장

單

外 東晉失

31/대장

K-919 四分比丘尼羯磨

單

傅 宋罽賓三藏求那跋摩

32/대장

單

入 失譯人名今附東晉錄

32/대장

23 K-929 目連問戒律中五
百輕重事
24
25 K-936 鼻奈耶

10/7

32/대장
諸 姚秦凉州沙門竺佛念

33/대장

K-944 發智論

30/6
30/8
20/8

符秦罽賓三藏僧伽提婆共竺 31/대장
念佛
31/대장
孔 三藏法師玄獎
32/대장

K-946 集異門足論

20/14

同 三藏法師玄獎

K-943 阿毗曇八揵度論
26

10/5

K-951 阿毗曇毗婆沙論 60/14
K-952 阿毗達摩大毗婆 200/14
沙論
200/32

子

31/대장

分 北凉天竺沙門浮陀跋摩共道泰等 31/분사
慈
31/대장
三藏法師玄獎
惻
31/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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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5
200/109
K-952 大毗婆沙論
200/199
200/200
5/1,2,4,5
K-973 分別功德論
27
5/3
K-976 十八部論
單
K-988 菩薩本緣經
3/상
K-1001 雜寶藏經
10/1
K-1032 金七十論
3/3
K-1069 神州三寶感通錄
3
28
K-1069 神州三寶感通錄 3/상
K-1076 辨正論

8/7

29
K-1290 一字頂輪王經
K佛說木槵經
K-1390 根本說一切有
部毗奈耶破僧事
K摩訶衍論
30
K玄文論
K-1402 高麗國新離大
藏校正別錄
K-1404 佛名經

5/1,2

20/13

弗
廉

31/대장
31/대장
三藏法師玄獎
32/대장
逸
31/대장
30/대장
渭 失譯人名附後漢錄
거란본 4권
31/대장
渭 陳眞諦
32/대장
觀 吳月支優婆塞支謙字恭明
31/대장
驚 元魏西域三藏吉迦夜共曇曜 31대장
晝 陳天竺三藏眞諦
32/대장 佛法 아님
右 唐麟德元年終南山釋道宣 撰 32/대장
旣 穎川陳子良 撰
33/대장
開府儀同三司特進試鴻臚卿
肅國公食邑三千戶賜紫贈司
佐
33/대장
空謚大鑑正號大廣智大興善
寺三藏沙門 不空
추후 孰函에 편입해 주기
K-862 佛說木槵子經
孰
를 기대함.
失譯人今附東晉錄
傾 大唐三藏法師義淨

30

廻
漢
俊乂
密

30

寧晉
楚

33/대장

33,34/
대장
32,33/
대장

* <표 2>의 經名, 函次, 著․譯者 등은 해인사 팔만대장경연구원 홈페이지
(i8000.com) 경판 이미지사진을 기반으로 조사하였고, 일부 내용은 다음의
논고를 참조하여 보완하였다.
김윤곤 편저, 고려대장경 조성명록집, 영남대출판부, 2002 ; 정승석편저, 고
려대장경해제, 고려대장경연구소, 1998 ; 한보광, 임종욱 편저, 중국역대불
교인명사전, 이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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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추이를 상호 비교해 볼 수 있다. 교정별록 권1에서 권12까지 수록
된 경전은 고종 25～29년까지, 권13부터 권28까지는 고종 30～31년, 그
리고 권29와 30은 고종 33～34년에 각각 조성되었다. 교정별록에서
권1에 먼저 수록된 경전은 服函 결정비니경(K-35)이다. 大般若波羅
蜜多經(K-1)으로부터 佛說幻士仁賢經(K-34)에 이르는 경전에 대해

서는 교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내용
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감해야 할 경전을
고르는 기준은 평소 문제가 제기된 경전 위주일 것이다.36)
교감 경전 중 각성사업 첫해인 고종 24년에 조성된 경전은 없다. 고
종 24년에는 大般若波羅密多經 권1～99사이의 총93권, 그리고 放光
般若波羅蜜經(K-2) 권1～19사이의 총18권만 조성되었다.37) 각성사업

첫해의 경전을 제외하면 고종 25년부터 교정별록이 조성된 고종 34
년 이전에 간행된 경전이 교감 대상이 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정별록 각 권이 일정한 종파에 따라 구분된 내용38)이라 한다면 평
소 불교계에서 문제 제기가 있던 경전을 각 본과 비교 교감하면서, 고
려대장경 편제에 의거해 교정별록에 편성한 것으로 추론된다. 그리
고 교감 과정에서 송본·단본에는 없고, 국본 즉 고려에만 존재한 경전
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교정별록 권30이 주목된다. 佛名經
(K-1404)을 교정별록 교감에 이어 첨부한 것은 교감 대상의 有無에

따른 것이지만, 고려대장경과 교정별록 편제에 있어서 우리 고유
의 敎學을 계승시키고자 불명경을 첨부한 것이 아닌가 한다. 교정
36) 교감 대상 총 수가 79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교감 대상이 경전 전체가 아니
라 평소 문제 제기된 경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라 한다. 김윤곤, 앞
의 논문, 2003, 87쪽.
37) 고려대장경 각성사업 첫해인 고종 24년의 조성 경전과 주요 내용에 대
해서는 다음 논고가 참조된다. 최연주, ｢고종 24년 강화경판 고려대장경
의 각성사업｣ 한국중세사연구 5, 1998.
38) 채상식, 앞의 글,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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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록을 끝으로 교감 내용 편제를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굳이 불명
경을 추가한 것은 이러한 의도를 반영한39)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교정별록에 수록된 각 교감 경전은 대부분 대장도감에서 조
성되었으나, 권15의 中阿含經(K-648) 권11, 15와 교정별록 권26의
阿毗曇毗婆沙論(K-951) 권14는 분사대장도감에서 조성되었다. 중
아함경은 총 60권으로 고종 30년에 1～20권은 분사대장도감에서 나머
지는 대장도감에서 조성되었다. 아비담비파사론은 총 60권으로 고종
31년 대장도감에서 6, 8권만, 나머지는 분사대장도감에서 각각 조성되

었다.40) 교정별록에 수록된 경전 조성과 관련하여 도감의 특징이라
든가, 서지 사항과 관련하여 특이 사항은 없다. 부분의 교감 경전이 대
장도감에서 판각되었다는 사실은 교감과 판각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교감 경전과 교정별록의 조성 연도를 고려해 볼 때, 대장도감
에서 교감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을 것이다.
<표 2>에서 특정 경전의 편중이라든가, 著․譯者의 구분 등이 확연

하게 구별되는 것은 없다. 그런데 교정별록 권4의 最勝燈王如來經
(K-350)과 권27의 金七十論(K-1032)의 교감 내용이 주목된다. 전자

는 조성년도가 늦다는 점, 후자는 불교 경전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승
등왕여래경의 전후에 편제된 경전보다 조성 연도가 늦은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 금칠십론은 불교 경전이 아님이 밝혀졌는데
도 편입시킨 배경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39) 불명경의 교감에 따르면 “이 경은 송본과 단본에 없으나, 우리나라에서
성행한지 오래되어 남겨둔다”고 한다.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 권30.
40) 다만 중아함경 13권은 고려대장경조성명록집에는 분사대장도감에서
조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필자가 해인사 팔만대장경연구원(i8000.com)
의 이미지 화일을 대조해 본 결과 대장도감으로 밝혀졌다. 한편 아비담
비파사론 중에서 3, 7, 33, 36, 44권은 간기가 없어 도감을 확인할 수 없었
다. 김윤곤 편저, 고려대장경조성명록집, 영남대출판부, 2001, 201․395
～4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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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最勝燈王如來經의 校勘과 對校의 嚴正性
교정별록 권4의 최승등왕여래경에 대해 살펴보자. 최승등왕여
래경의 검토를 위해 교정별록 권4 내용을 정리하면, 총 20장으로
闍那崛多가 번역한 知函 東方最勝燈王陀羅尼經과 知函 最勝燈王如
來經 丹本에 대한 교감내용, 그리고 隋 天竺三藏 闍那崛多 等이 번역

한 最勝燈王如來經 丹本 전문이 18장에 걸쳐 게재되어 있다. 또 必函
須眞天子經과 同函 賢劫經8권에 대한 교감 내용이 각각 있다. 권4
는 분량 상 최승등왕여래경 관련 교감이 대부분이다. 교정별록 전
체를 一別해 보면 각 권에 편입된 경전의 조성 연도가 거의 순차적이
다. 권4에 수록된 單권인 東方最勝燈王陀羅尼經(K-349)은 고종 27
년, 4권인 須眞天子經(K-372)은 고종 26년과 27년, 8권인 賢劫經
(K-387)은 고종 26～28년에 조성되었다. 그런데 최승등왕여래경만이

고종 33년에 조성되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최승등왕여래경이 다른
경전 또는 이역본과 달리 5～7년 간격을 두고 고려대장경에 편입된
이유는 무엇일까.
知函 동방최승등왕다라니경은 闍那崛多가 번역한 것으로 교감내

용은 단본과 송본에 대한 교감 내용을 제시하면서 2본 모두를 존속시
키고자 한다41)고 하였다. 이어 知函 최승등왕여래경단본의 교감 내
용과 동방최승등왕여래경단본의 전문이 수록되었다. 동방최승등왕
다라니경이 이역본 중에서 가장 상세하며 다라니 종류에 따라 약간의
41)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 권4. 교정별록에 수록된 동방최승등왕다라
니경의 교감내용과 동방최승등왕다라니경의 권말에 수록된 권내교감
기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동일하나 일부 내용은 다르다. 예를 들면 교정별
록에는 ‘正經六紙雜呪三紙 ～ 因書其意伏俟明哲’로 시작하여 마무리된 것
에 비해 권내교감기에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도 일부 다른 부분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그
내용만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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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을 뿐, 구성과 내용에서 크게 다를 바 없다42)고 한다. 그렇다
면 이역본보다 늦게 조성된 배경은 무엇일까. 교정별록권4의 최승등
왕여래경단본 교감 내용은 다음과 같다.
知函

最勝燈王如來經 丹本
闍那崛多 譯

此經此本宋藏失之今得丹藏而編
入云又爲看舊宋本藏者具錄其經
于㔫
我闍那崛多 歸命大智海 毘盧遮那佛
東方最勝燈王如來經
知丹
隋天竺三藏闍那崛多等 譯
如是我聞一時佛在舍衛城祗樹給
～以下 省略～
43)
行 東方最勝燈王如來經竟

위에서 闍那崛多가 번역한 최승등왕여래경단본은 송본에는 없었
고, 고려대장경 조성할 때 단본에서 추가 발견되어 이를 편입하였다.
그리고 옛 송본을 보는 사람을 위해 단본을 모두 수록해 두니 다음과
같다고 전제한 후 단본 동방최승등왕여래경 전문을 게재하였다. 고
려대장경에 편입시킨 단본 동방최승등왕여래경의 구성과 비교해
보기로 하자.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我闍那崛多 歸命大智海 毘盧遮那佛
42) 정승석 편저, 앞의 책, 381～382쪽. 한편 동방최승등왕여래경의 별칭은
동방최승등왕여래견이보살송주봉석가여래조호지세간경, 동방최승등왕
여래조호지세간신주경, 최승등왕신주경이다. 이역본으로 동방최승등
왕다라니경, 불설성최상등명여래다라니경, 불설안택다라니주경, 불
설지구신주경 둥이 있다.
43)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 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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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方最勝燈王如來經一卷
知丹
隋天竺三藏闍那崛多等 譯
如是我聞一時佛在舍衛城祗樹給
～以下 省略～
行
東方最勝燈王如來經
丙午歲高麗國大藏都監奉
勅雕造
東方最勝燈王如來經 第十八張

知丹44)

隋의 天竺三藏闍那崛多가 번역한 동방최승등왕여래경은 총 18장

에 걸쳐 게재되어 있다. 다른 경전과 달리 동방최승등왕여래경 번역
자인 사나굴다의 기원을 시작으로 전개된다. 즉 ‘저 사나굴다는 위대한
지혜의 바다인 비로자나 부처님께 歸命하옵니다’라고 하면서 권수제
(경명․함․역자)-본문-권미제(경명․간기-경명․장․함) 순으로 구

성되었다.45) 동방최승등왕여래경과 교정별록을 상호 비교해 보면
경명에 동방최승등왕여래경의 ‘一卷’이라는 卷次 有無의 차이가 있
고, 교정별록에는 본문 말미에 細字로 ‘東方最勝燈王如來經竟’를 표
기한 반면, 동방최승등왕여래경은 일반적인 편제에 의거하였다. 따라
서 내용 또는 체제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정별록의 동방최승등왕여래경과 고려대장경에 편입
44) 동방최승등왕여래경.
45) 교정별록 한글판에는 사나굴다의 기원문을 제시한 이후 ‘13-2 동방최승
등왕여래경 거란본 수(隋)천축삼장 사나굴다 역’으로 하여 사나굴다의 기
원문을 ‘13-1 최승등왕여래경 거란본(丹本) 사나굴다 역 지함(知函)’의 내
용으로 구분해 편제해 두었다. 그러나 고려대장경에 편입된 동방최승
등왕여래경은 사나굴다의 기원문으로 시작되므로 잘 못된 구분이라 할
수 있다. 박진효 외, 한글대장경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 동국대역경원,
2002,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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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동방최승등왕여래경의 각성인을 대조해 보았다. 동일한 본이지
만, 판각은 전자가 고종 33년, 후자는 고종 34년으로 다르며 참여한 각
성인은 달랐다. 교정별록권4의 각성인은 제1․3장 公仁, 제5장 右元,
제7장 陽右元, 제9․11장 正元, 제14～16장 升玄, 제18․20장 元諦로
조사되었다.46) 고려대장경에 편입된 동방최승등왕여래경은 제2장
韓○, 제3장 盧禧, 제5장 崔呂, 제7․10․12장 南佞(?), 제13․16․18장
得文으로 조사되었다. 전자는 양각으로 판각된 반면, 후자는 제3장 盧
禧를 제외하고 계선 밖 음각으로 판각되었다.47) 조성 연도도 다르고,

참여한 각성인이 다른 점은 대장도감 체제 아래에서 고려대장경 편
입된 본과 교정별록 편입된 본의 판각 工房이 달랐음을 의미한다.
동방최승등왕여래경이 고려대장경 목록상에 편제된 다른 경전보
다도 늦게 판각되었다는 사실은 각성사업 중에 조성하여 편입시킨 것
이 아닌가 한다. 이는 교정별록 교감 내용에 의거할 수밖에 없고, 앞
서 제시된 교감 내용에 근거하여 추론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개원
석교록과 속정원석교록, 우록, 법상록 등 목록집에 의거해 3국
본을 대조해 보니 동방최승등왕여래경이 단본에만 있고, 송본에는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송본에 동방최승등왕여래경이 없음
을 단본을 통해 확인하고 그 내용을 고려대장경에 편입시켰다는 논
리이다. 그래서 이를 구분하기 위해 단본을 정본으로 권수제와 권미제
에 동방최승등왕여래경丹本으로 ‘丹本’이라 표기하고, 函次에 이어 ‘丹’
이란 세자로 표기해 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동방최승등왕여래경丹本은 고려대장경 각성사업 도중에 추가 편

46) 최연주, 앞의 논문, 2013, 180쪽.
47) 동방최승등왕여래경의 각성인은 필자가 해인사 팔만대장경연구원의 이
미지 파일에서 조사하였다. 한편 고려대장경조성명록집에서는 제3장에
盧禧만 조사되었는데, 동아대 소장 인경본에서 계선 밖은 인경이 제대로
되지 않아 파악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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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된 것이지만, 추후 잘못된 교감이라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각성사업 이전에는 이 경전의 존재를 알지 못했음을 의미한다.48) 고
려대장경의 편제 순서를 천자문으로 한 배경은 일부 불교 경전의 존
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견되면 연관되는
경전에 따라 추가 편입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부여된 K-경번호는 고려대장경 인경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부여한
번호임을 상기한다면 추가 편입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 추가 편
입되어야 할 경전의 순서에 의거해 해당 函次에 경전을 보충 수록한
후 기존의 경전과 다른 것을 표기해 두었던 것이다. 즉 단본에서 추가
조사된 동방최승등왕여래경을 연관이 깊은 知函 동방최승등왕다라
니경에 이어 편입시키면서 동방최승등왕여래경丹本이라 하였던 것이
다. 고려대장경 大藏과 外藏의 편제 구성과 목록상의 특징을 고려해
볼 때, 동방최승등왕여래경丹本의 추가 편입은 고려대장경의 교감
자들이 동아시아에 산재된 대장경에 대한 관심과 학문탐구가 지속적으
로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 고려대장경을 定本대장경으로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金七十論의 校勘과 對校의 融通性
동방최승등왕여래경丹本은 각성사업 도중에 추가 발견되어 그 교감
내용을 적시하고 고려대장경에 편입시켰다. 하지만 金七十論은 그
성격상 기존 대장경 편제에서 삭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감내용을
적시한 후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교

48) 동방최승등왕여래경은 국본에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데, 아마도
단본에 수록된 것은 국본이 조성 완료된 이후에 그 체제에 편입되었을 수
도 있다. 아니면 송본과 국본 조성과정에서 그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
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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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별록 권27에 수록된 금칠십론의 교감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원록을 고찰해 보면 이 論을 僧伽論이라고도 한다라고
하였고, 혹은 二卷이라고도 하여 이르기를, 위 한 권의 논은
外道 迦毗羅仙人이 만든 것으로 二十五諦를 밝히고 있다. 소위
數論의 경 가운데 이르기를 가비라의 논이 이것이다라고 하
였으며, 또 長房內典의 두 기록을 眞諦法師가 번역한 것 중에
금칠십론 두 권이 다시 승가론 세 권이 있어 두 책의 이름
이 함께 있는 것은 잘 못된 것이다.
이 논과 勝宗十句義論이란 책은 佛法이 아니다. 그런데도
여러 外道의 종파에서는 이 數勝 二論(數論과 勝伽論)의 두
논을 上으로 삼고 있으니, 박학을 타파하고 정도를 나타내게 하
고자 한다면 먼저 이단의 종파에 대하여 모든 것을 소상하게 알
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번역해 낸 것이다. 혹 그것이 잃어버려
전해지지 아니할까 두려워 하였기 때문에 이를 대장경 안에 편
입한 것이다.49)

금칠십론은 3권으로 晝函에 편제되었고, 고종 32년 대장도감에서
조성되었다. 卷首題에 따르면 陳天竺三藏眞諦가 번역하였다. 하지만
금칠십론은 불교 경전이 아니라 인도 6파 철학의 하나인 數論 즉 상
키야 학파의 문헌이다. 불교의 논서가 아니라 상키야 학파의 논서이기
때문에 불교 역서 중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며, 상키야 교학의 성립
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50)고 한다. 특히 數論頌에 대한
주석 중 현존하는 것으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원문은 발견되지 않았으
며, 저자는 알 수 없다. 진제가 서기 548～569년경에 漢譯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수론학파는 일찍부터 불교와 빈번하게 교섭하고 있는데,
금칠십론은 世親과 관계있다고 전한다. 外道51)의 문헌임에도 중국에
49)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 권27.
50) 강형철, ｢眞諦의 상키야 용어번역에 관한 소고｣ 선문화연구 6, 2009, 189
～2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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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번역된 것은 이 때문이라52)한다. 금칠십론의 역자는 남조의 陳나
라 때 승려인 眞諦인데, 拘那羅陀로서 西天竺 優禪尼國 사람이다. 유식
학에 밝았는데, 양무제 태청 2년(548) 建康에 오자 황제가 예경을 갖추
니 역경에 종사하였다53)고 한다.
교감기에 따르면 금칠십론은 불교 정통 경전이 아니고 外道의 경
전이지만, 전하기 위해 고려대장경에 편입시켰다. 금칠십론은 3국
본의 대교를 통해 문장의 잘못을 바로 잡은 것이 아니라 목록인 개원
석교록과 長房內典의 비교 검토에서 불교 정통 경전이 아님을 밝혀
졌다. 만약 수기를 비롯한 교감자들이 금칠십론이 불교 정통 경전이
아니라서 삭제 폐기시켰다면, 경전 성격과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했을
것이다.54) 여기서 교감을 신중하게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교감의 신
중함을 보여 주는 사례는 교정별록 권30에 수록된 佛說木槵經 교
감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不空이 번역한 孰函 佛說木槵經
은 국본과 송본에 있지만, 竟函 木槵子經(K-862, 失譯人今附東晉錄)
과 비교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속개원석교록을 살펴보니 불공이 번
역한 불설목환경이란 것이 있으니 곧 孰函에 들어 있는 것과 동일함
이 판명되었다. 그래서 “송본에는 진짜 不空 번역의 木槵經을 잃어
51) 外道는 外敎․外學․外法이라고 한다. 인도에서 불교 이외의 모든 교학 종
류가 많아 96종이 있고, 부처님 당시에 6종의 외도가 있었다. 범어인
Tirthaka는 신성하고 존경할 만한 은둔자라는 Ent이나 불교에서 보면 모
드 다른 교학이므로 외도라고 한다. 운허용하, 불교사전, 동국역경원,
1996, 631쪽.
52) 정승석편, 불전해설사전, 민족사, 1991, 54쪽 ; 정승석 편저, 앞의 책, 126
～127쪽.
53) 한보광, 임종욱 편저, 앞의 책, 384쪽.
54) 금칠십론은 18～19세기 동안 일본의 불교도들에 의해서 여러 번 주석서
가 편찬되었다. 정승석 편저, 앞의 책, 126～127쪽. 한편 금칠십론의 일
본 유통에 대해서는 강형철, ｢에도시대의 상키야 연구｣ 일본불교사연구
2, 2010 참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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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고 竟函 木槵子經을 不空 번역본으로 생각하고 편입시킨다. 지
금 이 함에 있는 원본은 삭제하였으나, 후세에 竟函의 木槵子經과 내
용이 다른 경전을 보게 되거든 孰函에 편입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55)
고 하였다.56) 목환자경을 정본으로 채택하면서 이를 남겨놓은 이유
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고려대장경 교감자들은 교감 경전을 단순하게 문장 字句의 오류,
착오, 3국본의 내용 비교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당
시 교감 경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고려했음을 교정별록권1의
大集經 60권에 대해 교감 내용에서 확인된다. 즉 “반드시 바로 잡아
야 하지만 바로 잡지 못하는 것은 이 60권 본을 우리나라의 芬皇宗에
서 선택하여 사용해서 經行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니 오래된 것은 變
改시키기 어렵다”57)고 하였다. 그렇다면 불교 정통 경전이 아닌 금칠

십론을 고려대장경에 편입시킨 것과 그 오류를 알면서도 고려대장
경에 편입시킨 대집경의 교감 내용을 통해서58) 교정별록의 교감
방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교감자들이 고려대장경을 통해 불교 경전의 체계화와 함께
교감 과정에서 밝힌 오류들을 모두 수록함으로서 추후 있을 수 있는
불교 경전의 是是非非에 대해서도 그 근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55)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 권30.
56) 강순애는 경전의 重出로 인해 삭제된 것으로 국본(부인사장 고려대장경)
에는 들어야 있어야 할 것이라 하였다(앞의 논문, 1994, 11․29쪽).
57)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 권1.
58) 이와 관련하여 김윤곤은 금칠십론의 교감문에(본문의 인용문) 국․송․
단본 중에 어느 본을 준거로 삼았다는 말은 고사하고 3국본에 대한 일체
의 언급이 없음에 주목하였다. 교감문 말미의 ‘그것이 잃어버려 전해지지
아니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이를 대장경 안에 편입한 것’은 강화경판
고려대장경 조성이 단순히 高麗本의 재정비 혹은 새로운 조성이란 차원
이 아니라 국제적 통일 판본의 창조란 원대한 목표 하에 이루어졌음을 의
미하는 것이라 하였다(앞의 논문,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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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교정별록 편찬 의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59) 주요
불교 경전의 오류 및 계통상 잘 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대장경
에 편입시킬 수 있었던 것은 부인사장 고려대장경 조성 이후 고려
불교계가 이룩한 敎學의 발전이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당시 학승·유불
학지식인들이 경․율․론을 각 분야로 체계적으로 재편성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음을 보여 준다.
고종 24～35년까지 16년간 대장도감과 분사대장도감에서 고려대장
경이 조성된 점을 고려해 보면 처음부터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막
바지에 이르러 편찬되었다. 교정별록에 수록된 교감 내용과 고려대
장경에 편제된 각 경전의 권내교감기가 일부 다르다는 점을 통해 교
정별록은 고종 33～34년에 대장도감에서 각 권내교감기를 취합하여
수기대사 등에 의해 최종 편찬 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감 과정에
서 특정 국가의 체제나 특정 목록에만 의거하지 않고 각 본을 대조한
후 고려대장경 체제60)에 편입시킨 것은 그 편제가 정형화된 것이 아
59) 교정별록의 편찬 의의와 관련해 오용섭은 교감 내용 분류와 분석을 통
해 그 의의를 소위 초조대장경의 충실성, 거란대장경의 우수성, 소위 재조
대장경의 精校性으로 구분해 이해하고 있다(앞의 논문, 1986). 강순애는
소위 초조대장경의 내용 중 7개 항목으로 구분하면서 소위 재조대장경에
변용 적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앞의 논문, 2000).
60) 고려대장경의 大藏과 外藏의 편제, 목록의 편성 등에 대해서는 다음 논
고가 참조된다.
김윤곤,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 불교시대사, 2002 및 ｢강화경판 高麗
大藏經의 체계에 대한 一考｣ 釜山女大史學 10․11합, 1993 및 ｢고려대
장경의 東亞大本과 彫成主體에 대한 考察｣ 석당논총 24, 1997 및 ｢江華
京板 高麗大藏經 內․外藏의 특징｣ 민족문화논총 18‧19합, 영남대,
1998 및 ｢고려 ‘國本’대장경의 혁신과 그 배경｣ 민족문화논총 27, 영남
대, 2003 ; 최영호,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판각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2008 및 ｢13세기 중엽 高麗國大藏都監의 조직체계와 운영형태｣ 석당논총
43, 2009 및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조성사업에 대한 근대 100년의 연
구사 쟁점｣ 석당논총 44, 2009 및 ｢高麗國大藏都監의 조직체계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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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상황에 따라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였다. 그것은 最勝
燈王如來經과 金七十論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Ⅵ. 맺음말
교정별록이 현존하는 최고 교감본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그 내용이
매우 엄정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교정
별록을 다각도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교정별록에 수록
된 교감 경전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먼저 교정별록의 교감 방식에 대한 이해를 기왕의 연구 성과를 중
심으로 분석․검토하여 연구 성과와 한계뿐 아니라 앞으로의 연구 방
향을 살펴 보았다. 교정별록의 체제와 편제 방식, 그리고 교감 절차
와 과정에 대하여 서지학과 역사학의 접근 방식과 검토 내용이 달랐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인식과 연구 방법은 앞으로 교정별록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미진한 부분도 있는
데, 일부 논고는 이미 발표된 내용을 중복 게재하거나, 일부 내용을 약
간 수정하여 발표하는 등 특정 분야에서는 다소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앞으로 시정 보완되어야 한다. 보다 더 논의되어
야 할 부분은 교정별록 교감 내용과 권내교감기의 상호 대조이다. 교
정별록에서 교감 대상이 된 불교 경전에 대한 연구도 다각도로 검토
되어야 하며, 앞으로의 연구 확산을 위해서라도 한국중세사, 불교학,
서지학 등 학제간 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
다음은 교정별록에 수록된 경전의 著․譯者, 그리고 조성 년도와
도감 등을 중심으로 그 추이를 살펴보았다. 경전 교감의 주요 특성과
한국중세사연구 3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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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별록 편제와의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교정별록의 교감은 경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평소 문제가 제기된 경전을 중심으로
교감이 진행되었다. 각 본을 비교 교감하면서 고려대장경 편제에 의
거해 교정별록에 편성된 교감 경전과 교정별록 자체가 대장도감에
서 판각된 사실은 교감과 판각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정별록에서 最勝燈王如來經과 金七十論은 주목된다. 전자는
이역본보다도 늦게 조성되었고, 후자는 불교 경전이 아니라는 교감 내
용이 있다. 최승등왕여래경은 송본에 없었는데, 고려대장경 조성
할 때 단본에서 발견되어 추가 편입한다고 하였다. 고려대장경에 편
입된 것은 고종 33년, 교정별록에 편입된 것은 고종 34년에 각각 조
성되었으나 동일본이다. 각 본의 조성에 참여한 각성인도 달랐다. 대장
도감 체제에서 고려대장경 편입된 본과 교정별록 편입된 본의 판
각 工房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추가 편입시킨 것을 구분하기 위해 권
수제 및 권미제의 경명 다음에 ‘丹本’, 그리고 函次에 이어 ‘丹’이란 細
字로 구분 표기하여 추후 잘못된 교감으로 판정될 경우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금칠십론의 경우 불교 정통 경전이 아니고 外道의 경
전이지만, 이를 전하기 위해 고려대장경에 편입시켰다. 금칠십론
은 3국본의 대교를 통해 문장의 잘못을 바로 잡은 것이 아니라 목록인
開元釋敎錄과 長房內典의 비교 검토에서 불교 정통 경전이 아님을
밝혀졌다. 만약 수기를 비롯한 교감자들이 금칠십론이 불교 정통 경
전이 아니라서 삭제 폐기시켰다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을 것이
다. 여기서 교감이 아주 엄정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대장경의 교감자들이 동아시아에 산재된 대장경에 대한 관심
과 학문탐구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또 고려대장경을 定本
대장경으로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교감 과정에서 특정 국가의 체제나 특정 목록에만 의거하지
않고 각 본을 대조한 후 고려대장경 체제에 편입한 것은 그 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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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였
다. 最勝燈王如來經과 金七十論의 교감 내용을 통해 잘 알 수 있
다.

이 논문은 2017년 5월 31일에 투고 되어,

2017년 6월 18일부터 7월 11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7년 7월 12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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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vise type and Personality in
the ‘Koryokukshinjodaechangkyochongbyollock(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Choi, Yeon-Joo
This

study

had

been

discussed

with

two

ways

about

‘Koryokukshinjodaechangkyochongbyollock’. By collecting existing
research, ‘Koryokukshinjodaechangkyochongbyollock’ is recognized
the top of a revised scriptures. Various perception and method will
build the foundation which strengthen understanding of ‘Koryokukshinjodaechangkyochongbyollock’.
However, following of the research, irrational case of research
must be complemented. And comparison of the revised scriptures
between ‘Koryokukshinjodaechangkyochongbyollock’ and Tripitaka
Koreana is necessary for study.

Also,

joint research with

Historiography, Buddhology and bibliography must go ahead to
encourage study of ‘Koryokukshinjodaechangkyochongbyollock’.
This is a part of author and translator who had included in
scriptures ‘Koryokukshinjodaechangkyochongbyollock’ as well as
Dogam(都監) and period when it carved. The revised scriptures of
‘Koryokukshinjodaechangkyochongbyollock’ was not processed for
the whole of scriptures but for scriptures which is brough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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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It is supposed to made by using Tripitaka Koreana’s list in
the process of comparison with some scriptures. Revising of
‘Koryokukshinjodaechangkyochongbyollock’ is mutually associated
with its carving, so it efficiently went along with Daejangdogam(大
藏都監).
‘Agrapradīpadhāraṇīvidyārāja(最勝燈王如來經)’ and ‘Suvarṇasaptati
(金七十論)’ -Scriptures which is the revising object in ‘Koryokukshinjodaechangkyochongbyollock’‘Agrapradīpadhāraṇīvidyārāja’

was

is
later

out
than

of

the

another

ordinary.
revised

scriptures and ‘Suvarṇasaptati’ was confirmed not Buddhism
scriptures.
‘Agrapradīpadhāraṇīvidyārāja’ was nonexistent in Song dynasty’s
Tripitaka, however it was discovered in Liao Dynasty’s Tripitaka
when Tripitaka Koreana was carved and added to Tripitaka
Koreana. Tripita Koreana and part which added to ‘Koryokukshinjodaechangkyochongbyollock’ respectively were same edition.
But ‘Agrapradīpadhāraṇīvidyārāja’ of the Tripitaka Koreana was
carved in King Gojong 33 year, but ‘Agrapradīpadhāraṇīvidyārāja’ of
the ‘Koryokukshinjodaechangkyochongbyollock’ was carved in King
Gojong 34 year and different technicians conducted. In other words,
it was added to Tripitaka Koreana additionally. To separate this, it
was designed to if something had wrong letters, it could be marked
‘DanBon(丹本)’ behind the first section and last section in the
scripture’s name and small letter ‘丹(Dan)’ behind Ham(函) to be
revised.
‘Suvarṇasaptati’ was not authentical Buddhism scriptures by
comparison of the East Asia(Song, Goryeo, Liao Dynast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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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itaka. But it was added to Tripitaka Koreana. We can presume
Reviser like monk Sugi(守其) had conducted the revising prudently.
Finally, Reviser of Tripitaka Koreana had a continuous interest to
Tripitaka where located in East Asia and studied. They compared
with various type of Tripitaka and added as well Certain nation’s
system and list in the revising to Tripitaka Koreana. So this
organization was not behind the times and not standardized but it
showed operation with mutual and flexible process situationally.
Key Words : Tripitaka Koreana,
‘Koryokukshinjodaechangkyochongbyollock(高麗國新雕
大藏校正別錄)’,
‘Agrapradīpadhāraṇīvidyārāja(最勝燈王如來經)’,
‘Suvarṇasaptati(金七十論)’, East Asia(Song, Goryeo,
Liao Dynasty)’s Tripitak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