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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慶南寺刹 經板現況에 대한 考察

서   언(序  言)

전국사찰(全國寺刹)에 소장(所藏)된 경판(經板)은 인쇄문화사(印刷文化史)의 근간(根

幹)으로 일반불교사상(一般佛敎思想)과 한국전통사상(韓國傳統思想)등 한국학(韓國學) 

정립(定立)에 기본 문헌으로 큰몫을 할 수 있는 미개척 분야이다.

경판(經板)은 불전(佛典)의 유통(流通)을 목적(目的)으로 새긴 목판(木板)(책판(冊板))

을 말한다. 이러한 경판(經板)의 간행(刊行)은 신라(新羅)때부터 시작되어 조선조(朝鮮

朝)까지 전통문화계승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인쇄술(印刷術)이며 한국불교교단사(韓國佛

敎敎團史)와 더불어 일반 전적(典籍)과는 달리 신앙(信仰)과 결부되어 왔기 때문에 끊임

없이 판각(板刻)되고 전승(傳承)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고구려 소수림왕 2년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상(佛像)과 경문(經文)이 들

어왔다. 이때 어떤 경(經)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후 계속해서 경전(經典)수입이 산발적

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한정된 경전(經典)의 유통(流通)을 위해 차츰 인쇄술(印刷術)의 

필요성(必要性)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나 언제부터 인쇄술(印刷術)이 보급되었는지는 확

실하지 않다.

현존(現存)하는 최고(最古)의 인쇄물(印刷物)은 1966년도(年度)에 발견된 무구정광대

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인데 이 경(經)은 경주 불국사 석가탑(釋伽塔)에서 발견되

었으며 751년경(年頃)의 간행(刊行)으로 추정되는 목판인쇄본(木板印刷本)이다. 이 목판

본(木板本)으로 신라시대 인쇄술(印刷術)의 면모가 드러나게 되었으며 세계(世界)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印刷物)인 셈이다. 그리고 고려(高麗) 목종(穆宗) 10年(1007年) 총

지사개간판본(摠持寺開刊板本)인 일절여래심비 전신사리보협인다라니경(一切如來心秘

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과 해인사(海印寺)에 수창사년(壽昌四年)(1098)간기(刊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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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화엄경(華嚴經) 등 상당수의 고려경판(高麗經板)이 있어 신라의 인쇄술(印刷術)이 

고려(高麗)때 그대로 계승되어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려때는 계단(契丹)과 몽고(蒙古)의 외침(外侵)에 대항하기 위해서 전국력(全國

力)을 기울여 초조(初雕)․재조대장경판(再雕大藏經板)을 조조(雕造)하게 되어 한국문화

사(韓國文化史)에 있어 최대의 공(功)을 세우게 된 것이다. 이조시대에 와서도 간경도감

(刊經都監)을 위시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와 각(各) 사찰(寺刹)마다 승려들의 필요에 의

해 시주자(施主者)의 도움을 받아 끊임없이 판각사업(板刻事業)이 성행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고려때 몽고(蒙古)의 침입과 조선때 임진왜란(壬辰倭亂)과 일제(日帝), 

6․25사변 등의 민족수난으로 말미암아 초조대장경판(初雕大藏經板)을 위시하여 많은 

중요한 경판(經板)과 판본(板本)들이 유실(流失)되었다. 그러나 경판(經板)이 교리(敎理)

의 유포(流布)라는 차원에서 계속 간행(刊行)되어 왔고 또한 법보(法寶)로서 소중히 다

루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당수가 전해 내려오고 있으나 그 인출본(印出本)인 판

본(板本)은 각 도서관에서 귀중본(貴重本) 희귀본(稀貴本) 또는 일실본(逸失本)으로 취

급되고 있는 자료도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불교(佛敎)는 고대(古代)로부터 가장 큰 향을 끼쳐 왔으므로 각

(各) 시대별(時代別)로 판각(板刻)한 경전(經典) 및 고승저술(高僧著述)등의 넓은 의미

(意味)의 경판(經板)은 불교사상(佛敎思想)은 물론이고 한국사상(韓國思想) 및 사상사

(思想史)에 있어서 자료일뿐아니라 인쇄기술사(印刷技術史)의 산 표본(標本)이고 한국사

(韓國史) 국어사(國語史) 판화(板畵)등 한국전통문화정립(韓國傳統文化定立)이라는 차원

에서 귀중하게 다루어야 할 종합문화재(綜合文化財)인 것이다.

경판(經板)이 우리 뇌리에서 사라진 것은 구한말(舊韓末)때부터 신활자수입(新活字輸

入)으로 경비와 인쇄 과정이 편한 활자인쇄(活字印刷)로 전환하게 되어 각(各) 사찰(寺

刹)에서 소장(所藏)하고 있는 경판(經板)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점점 퇴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경판(經板)은 한국전통문화(韓國傳統文化)의 역사적연구(歷史的硏究)에 있어 분명(分

明)히 짚고 넘어가야 할 종합적인 문화유산(文化遺産)이고 전통문화(傳統文化)의 보존 

개발을 위한 기본 자료(基本 資料)이기 때문에 이것의 발굴조사(發掘調査) 정리(整理)는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조사(調査)된 경남

(慶南) 사찰소장(寺刹所藏) 경판(經板)의 현황(現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Ⅰ. 사찰소장(寺刹所藏) 문화재(文化財)로서 경판조사(經板調査) 및 

경위(經緯)

1. 불교문화재(佛敎文化財)와 경판조사(經板調査)

우리나라의 사찰(寺刹)은 민족문화(民族文化)의 모체(母體)로서 전통문화계승(傳統文

化繼承)의 요람지로 가장 큰 역할을 하여온 곳이다. 사찰(寺刹)은 예배대상인 사리(舍

利), 불상(佛像)등과 예배대상을 봉안(奉安)하기 위한 당(堂), 탑(塔) 그리고 이것의 장

식을 위한 회화(繪畵), 불교의식(佛敎儀式)을 위한 불구(佛具)등을 제작하여 왔다. 이러

한 각종 건축(建築), 회화(繪畵), 조각(彫刻), 공예(工藝)등을 제작할때는 하나의 신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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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仰的)인 차원에서 정성을 기울여 다뤄왔고 또한 보존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성보(聖

寶)라고도 칭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조상의 숭고한 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며 여기서 문화민족(文化民族)의 흔적(痕跡)을 더듬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찰(寺刹)은 우리 민족문화유산중(民族文化遺産中) 그 질

(質)이나 양(量)에 있어서 가장 큰 몫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전통문화(傳統文化)의 차원

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후손들의 보존능력(保存

能力)과 외부(外部)의 침략등으로 보존관리면(保存管理面)이나 계승면(繼承面)에서 혼란

을 가져 온 것도 사실이다.

사찰소장(寺刹所藏)의 많은 문화재중(文化財中)에서도 당(堂), 탑(塔)등 부동산문화재

(不動産文化財)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보존관리(保存管理)되어 왔다. 그러나 

동산문화재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난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마멸(磨滅) 

훼손(毁損)이 계속되고 있다.

사찰동산문화재(寺刹動産文化財)는 현황파악(現況把握)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장사찰(所藏寺刹)을 벗어나게되면 성보(聖寶)로서 생명을 잃게 된다. 사찰문화재(寺刹

文化財)는 성보(聖寶)의 개념을 갖고 있을 때 생명이 있게 되며 학술적 연구대상으로서

도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지금도 많은 사찰문화재(寺刹文化財)가 도난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文化財)가 있는 사찰(寺刹)의 스님들은 도난방지에 고심하고 있는 예가 많다. 몇

몇 큰사찰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찰(寺刹)은 대중(大衆)이 몇 명되지도 않고 산속에 위치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사찰경판조사(全國寺刹經板調査)

는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조사까지 적극적인 협조만을 바랄 수 없는 고충

이 따르게 되었다.

지금 대부분의 경판(經板)은 법당(法堂) 뒤켠 불단(佛壇)밑에 놓아 둔 상태여서 공기

유통이 되어 있지않아 보존관리면(保存管理面)에서 심각한 입장이다. 소극적인 보존방

법(保存方法)을 지양하고 보존대책(保存對策)을 수립하여 공기유통이 잘되는 판고(板庫)

를 짓고 판가(板架)를 만들어 관리소홀로 인한 부패(腐敗), 마멸(磨滅), 도난(盜難)을 막

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책(冊)(판본(板本), 인출본(印出本))은 소중히 다뤄오는데 비해 경판(經板)

은 그동안 학술자료(學術資料)로서 현황조사(現況調査)가 되어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요즘 이러한 경판(經板)까지도 자면(面)에 금박(金箔)을 입혀 장식용(裝飾用)으로 거

래되고 있는 예(例)도 있다. 이런 경판(經板)을 소장(所藏)하는 자(者)의 무지(無智)는 

말할 것도 없지만 장식용(裝飾用)으로 변모(變貌)하여 흩어져 상품화(商品化)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문화재 보존(文化財 保存)이란 보존능력(保存能力)을 항상 갖추

어 산실(産室)과 유실(流失), 부패(腐敗)를 방지(防止)하는데 있는 것이다. 보존관리기술

(保存管理技術)이나 보존능력(保存能力)이 결여(缺如)되면 자연히 흩어지고 유실되며 부

패(腐敗) 마멸(磨滅)되어 귀중한 문화재(文化財)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특히 해당 문

화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보존관리(保存管理)자세의 확립으로 항상 관심과 정성을 기

울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계(學界)에서는 방학(放學)을 이용하여 

문화재로서 보존은 고려하지 않고 조사시기(調査時期) 또는 절차(節次)를 무시한채 자

기들의 필요한 자료수집(資料蒐集)만을 목적으로 하여 해당문화재를 훼손시키는 예(例)

가 상당히 보이고 있다. 특히 경판조사(經板調査)는 여름철에는 하지(夏至)∼처서(處暑) 

겨울철은 입동(立冬)∼춘분(春分)사이의 인출조사(印出調査)는 경판(經板)의 마멸(磨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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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촉진하는 결과(結果)가 되므로 방학(放學)을 이용한 무분별한 조사(調査)는 시정되어

야 할 것이다.

불교문화재(佛敎文化財)는 하나의 고미술품(古美術品)이기 이전에 신앙(信仰)의 대상

(對象)이며 신앙(信仰)에 따른 법구(法具)이기 때문에 조사자(調査者)는 일반 문화재(文

化財)와는 다른 자세에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2. 조사경위(調査經緯)

한국 전통문화의 기본자료로서의 전국 사찰소장 경판조사는 지역별(地域別)로 경상남

도(慶尙南道) 소재사찰(所在寺刹)을 제일차로 선정하 다. 경남지역(慶南地域)은 전국

(全國)에서 가장 고찰(古刹)이 많은 지역으로 경판(經板)이 가장 많이 보존 전승되어 온 

곳이다. 조사대상(調査對象) 사찰선정(寺刹選定)은 잦은 외침(外侵)과 전란(戰亂)등으로 

몇가지 기본자료(基本資料)가 있으나 6․25사변 이전 자료(資料)이기 때문에 현존소장

(現存所藏) 사찰선정(寺刹選定)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 그래서 조사 대상사찰 선정은 일

제당시(日帝當時) 파악한 「조선사찰(朝鮮寺刹) 재산대장(財産臺帳)」이 가장 근접하는 

자료(資料)인 점에서 이를 기본으로 하고 각도서관(各圖書館)의 유간기(有刊記) 불서목

록(佛書目錄)에서 판각(板刻)한 사실(事實)이 있는 사찰(寺刹)을 뽑고 전국사찰(全國寺

刹) 동산문화재(動産文化財) 등록조사시(登錄調査時) 확인 및 예비조사를 겸하 으며 조

계종 총무원의 협조로 선정(選定)하 다. 그외는 소장(所藏)가능사찰을 직접 답사(踏査)

해보는 것 뿐이었다.

우리나라 문화사상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임진왜란(壬辰倭亂)이후에도 일제(日帝)36

년年동안과 6․25사변, 종단정화(宗團淨化)때 많은 문화재가 약탈, 화재, 도난 등으로 

유실(流失)되었기 때문에 판각(板刻)한 사실(事實)이 있는 소장가능(所藏可能) 사찰(寺

刹)을 전부 조사대상에 넣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소장가능사찰을 뒤져 볼 수 있는 시간

을 얻기 위해서 강행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 다.

조사(調査)한 대상사찰(對象寺刹) 및 일정(日程)은 다음과 같다.

´79년도(年度)

① (5. 10∼6. 23) : 하동 쌍계사, 고성 옥천사, 충무 용화사, 남해 화방사, 양산 통도

사, 울주 석남사, 창령 관룡사, 남해 용문사, 양 표충사

② (9. 18∼10. 3) : 합천 해인사

③ (10. 6∼10. 20) : 합천 해인사

④ (10. 25∼11. 8) : 함양 벽송사, 고성 운흥사, 부산 범어사

´80년도(年度)

① (4. 17∼5. 6) : 합천 해인사

② (5. 12∼5. 31) : 합천 해인사

Ⅱ. 경남사찰(慶南寺刹) 경판현황(經板現況)에 대한 고찰(考察)

경상남도(慶尙南道)는 역사적으로 고려(高麗)때 대장도감분사(大藏都監分司)가 있었던 

지역(地域)으로 경판조조(經板雕造)와 인연(因緣)이 깊은 곳이며, 이곳의 사찰(寺刹)은 

지리적(地理的) 이점으로 전란(戰亂)의 피해를 제일 적게 입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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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表的)인 삼대사찰(三大寺刹) 중(中) 통도사(通度寺)(불보사찰(佛寶寺刹))와 해인사(海

印寺)(법보사찰(法寶寺刹))을 위시한 가장 유래가 깊은 사찰(寺刹)이 집되어 있는 곳

이다.

경남(慶南)에 위치한 사찰(寺刹) 중(中) 경판(經板)을 소장(所藏)하고 있는 사찰(寺刹)

은 해인사(海印寺)외 12개사찰(個寺刹)이고 소장(所藏)하고 있는 경판(經板)은 총

(總)321종(種) 14,863매(枚)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국사찰소장경판(全國寺刹所藏經板) 

중(中)에서 과반수에 달하는 숫자라고 생각된다. 경남(慶南)은 해인사(海印寺)의 대장경

판(大藏經板)을 위시하여 실로 경판(經板)의 보고(寶庫)이며 타도(他道)에 비해서 양

(量)이나 질(質)에 있어 월등한 위치에 있다.

그러면 우선 사찰별(寺刹別) 경판현황(經板現況)을 도표(圖表)로서 정리해 보기로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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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찰별(寺刹別) 경판현황(經板現況)

<page 57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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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8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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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9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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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60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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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61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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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62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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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63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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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64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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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65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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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66 표>

이상에서 보면 해인사(海印寺) 소장판(所藏板)이 158종(種)으로 가장 많고 통도사(通

度寺)가 39종(種), 쌍계사(雙溪寺)가 36종(種), 표충사(表忠寺)가 24종(種), 운흥사(雲興

寺)가 16종(種), 범어사(梵魚寺)가 11종(種), 옥천사(玉泉寺)가 9종(種), 석남사(石南寺)

가 8종(種), 화방사(花芳寺)가 5종(種), 벽송사(碧松寺)가 5종(種), 용화사(龍華寺)가 4종

(種), 용문사(龍門寺) 4종(種), 관용사(觀龍寺) 2종(種)으로 모두 13개사찰(個寺刹)이 소

장(所藏)하고있는 경판(經板)은 321종(種)에 달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판(經板)이 모두 

13개사찰(個寺刹)에서 개간(開刊)한 것만이 아니며 또한 경남지방(慶南地方)에서 경판

(經板)을 개간(開刊)한 사찰(寺刹)이 13개사찰(個寺刹)뿐만은 아닌 것이다.

경남지구(慶南地區)에서 개판(開板)한 역사(歷史)가 있는 사찰(寺刹)을 우선 몇 개 도

서관(圖書館)의 도서목록(圖書目錄)에서 살펴보면 지관사(止觀寺), 견불암(見佛庵), 벽운

암(碧雲庵), 옥천사(玉泉寺), 석수암(石水庵), 봉서사(鳳栖寺), 용수사(龍壽寺), 해인사(海

印寺), 장수사(長水寺), 신흥사(新興寺), 철굴(鐵窟), 각사(靈覺寺), 보제사(菩提寺), 군

자사(君子寺), 정사(靈井寺), 통도사(通度寺), 범어사(梵魚寺), 감로사(甘露寺), 삼장사

(三藏寺), 운광사(雲光寺), 화엄사(華嚴寺), 안국사(安國寺), 쌍계사(雙溪寺), 대원암(大源

庵), 운흥사(雲興寺), 흥사(靈興寺), 왕산사(王山寺), 태신사(態神寺), 봉천사(鳳泉寺), 

벽송암(碧松庵), 표충사(表忠寺), 국태사(國泰寺) 등 32개(個) 사찰(寺刹)이 보인다.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現在) 밝혀진 자료(資料)일 뿐이고 이외에도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생

각되는데 현재경판소장사찰(現在經板所藏寺刹)인 13개사찰(個寺刹)에 비하면 엄청난 차

이가 있다. 이는 임란(壬亂), 6․25등의 수난(受難)으로 사찰(寺刹)이 불에 타서 없어졌

거나 소장사찰의 보존 능력 상실로 경판(經板)이 유실(流失) 또는 이전(移轉)되었기 때

문이다. 여기서 간기(刊記)가 확실한 경판(經板)을 간행장소별(刊行場所別)로 분류(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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類)해 보기로 하겠다.

2. 경판(經板)의 개판장소별(開板場所別) 분류(分類)

<page 66 표>

우리는 흔히 경판(經板)을 소장(所藏)하고 있는 사찰(寺刹)에서 개판(開板)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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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다. 그러나 현존(現存) 경판(經板)은 반드시 소장사찰(所藏寺刹)에서 개판(開板)

한 것만은 아닌 것이다. 

위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남사찰경판(慶南寺刹經板)을 개판처별(開板處別)로 살

펴보면 사찰판(寺刹板)과 간경도감(刊經都監) 및 지방관서(地方官暑)의 관판(官板) 및 

가각판(家刻板), 방각판(坊刻板) 등(等)으로 나눠볼 수 있다.

경남지구 13개사찰별(個寺刹別)로 보면 해인사(海印寺)에는 10개사찰(個寺刹)의 판

(板)과 간경도감(刊經都監) 등(等) 4개소(個所)의 관판(官板), 2개소(個所)의 가각판(家

刻板)과 3개소(個所)의 방각판(坊刻板)의 것이 있다. 통도사(通度寺)는 4개소(個所)의 사

찰판(寺刹板)과 5개소(個所)의 관판(官板)이 있고, 쌍계사(雙溪寺)는 6개소(個所)의 사각

판(寺刻板), 범어사(梵魚寺)는 3개소(個所)의 사각판(寺刻板), 표충사(表忠寺)는 4개소

(個所)의 사각판(寺刻板)이 그리고 벽송사(碧松寺)는 1개소(個所)의 판(板)을 소장(所藏)

하고 있다. 한편 운흥사(雲興寺), 화방사(花芳寺), 관용사(觀龍寺), 용문사(龍門寺), 용화

사(龍華寺), 옥천사(玉泉寺), 석남사(石南寺)는 자체(自體)에서 개판(開板)한 판(板)만을 

소장(所藏)하고 있다.

전체 사찰소장(寺刹所藏) 경판(經板)을 보면 36개소(個所)의 사찰간행(寺刹刊行)과 5

개소(個所)의 관판(官板), 2개소(個所)의 가각판(家刻板), 3개소(個所)의 방각판(坊刻板) 

등(等) 모두 46개소(個所)에서 개판(開板)한 것을 13개사찰(個寺刹)에서 나누어 보관하

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경판(經板)이 보관사찰(保管寺刹)과 개판(開板)한 곳이 다른 이유를 다음 몇 

가지로 알아 볼 수 있겠다. 첫째 임의(任意)로 옮겨 보관한 경우, 둘째, 시납(施納)을 받

은 경우, 셋째 단순히 보관처(保管處)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이다.

첫째의 임의(任意)로 옮겨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사찰(寺刹)이 이미 폐사(廢寺)가 되

었거나 기타 이유에서 보존 관리할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개판장소(開

板場所)가 사찰(寺刹)인 것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개판장소(開板場所)가 현

존사찰(現存寺刹)과 다르더라도 이진판(移鎭板)은 여기서 제외된다. 이러한 것은 인쇄기

술면(印刷技術面)에서는 개판처(開板處)가 되지만 주문생산한 것과같이 성격상(性格上) 

진장(鎭藏)한 곳이 개판사(開板寺)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둘째의 경우에 해당된다. 대체로 경판(經板)을 개판(開板)할 때는 온 사력(寺力)을 기울

여 판각(板刻)한 것이다. 이렇게 판각(板刻)한 경판(經板)도 보존능력(保存能力)이 상실

되면 자연히 결손(缺損)․마멸(摩滅)이 따르게 되며 흩어져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의 시납(施納)을 받은 경우는 간경도감등(刊經都監等) 관판(官板)과 가각판(家刻

板)이 여기에 해당한다. 관판(官板)은 국가적(國家的)인 차원에서 불교(佛敎)의 대중화

(大衆化)를 위한 사업(事業)으로 많은 불서(佛書)를 국역(國譯)한 간경도감(刊經都監)과 

지방관서(地方官暑)인 계림부(鷄林府)등에서 간행(刊行)한 판(板)인데 이들 판(板)은 사

찰(寺刹)에 시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김논번(金論番)과 두 진(豆永眞)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인쇄시설(印刷施設)을 갖추고 시주(施主)를 목적(目的)으로 판각(板

刻)한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해인사(海印寺)에 있는 고려(高麗) 고종(高宗) 때 

최우(崔瑀)와 정안(鄭晏)이 발원(發願)하여 판각(板刻)한 경판(經板)도 그들이 모든 경

비를 들여 불(佛)․보살(菩薩)들에게 자기들의 달을 기원하기 위해 판각(板刻)하여 시

주(施主)한 것이다.

끝으로 셋째의 단순히 보관처(保管處) 역할만을 한 경우는 사찰(寺刹)과는 관계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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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一般) 개인(個人) 시문집판(詩文集板)을 사찰(寺刹)에서 소장(所藏)하고 있는 

경우다. 이는 해인사(海印寺)에 17종(種), 용문사(龍門寺)에 2종(種) 쌍계사(雙溪寺)에 1

종(種)이 있다. 해인사(海印寺)의 구당집(久堂集)과 시와유고등(是窩遺稿等)에 해인사장

판(海印寺藏板) 또는 책판장간합천해인사(冊板藏干陜川海印寺)라는 간기(刊記)가 보이고 

있어 해인사(海印寺)를 보관처(保管處)로 이미 개판(開板)할 당시 지정(指定)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달성관(達成館), 성산진(星山鎭)같은 곳에서 개판(開板)한 것들이다. 여

기있는 개인문집(個人文集)은 대개 후손(後孫)이 지방관서(地方官暑)의 장(長)으로 있을 

때 출판(出版)한 것이 대부분인 것 같다. 이러한 문집판(文集板)이 해인사(海印寺)에 보

관(保管)되고 있는 것은 팔만대장경판(八萬大藏經板)을 위시해서 상당량의 경판(經板)을 

보관하고 있어 또한 경판(經板) 보존능력(保存能力)이 있는 사찰(寺刹)이라는 점과 개인

문집판(個人文集板)을 발간(發刊)한 사람들과 지연(地緣) 및 당시의 권력이나 경제적인 

요인이 작용했었기 때문에 이들 개인문집(個人文集)을 보존관리(保存管理)하게 되었을 

것 같다.

이렇게 동일(同一)한 경판(經板)에 개판장소(開板場所)와 보관장소(保管場所)가 다르

게 되어 있는 것은 개인(個人)의 가각판(家刻板) 뿐 아니라 개판장소(開板場所)가 사찰

(寺刹)인 경우도 상당히 있다. 특히 쌍계사(雙溪寺)의 상당수의 경판(經板)이 능인암개

간이진간쌍계사(能仁庵開刊移鎭干雙溪寺) 또는 판류간쌍계사(板留干雙溪寺)라는 간기

(刊記)가 있는 판(板)이다. 이는 경판(經板)을 판각(板刻)할 때 개판사찰(開板寺刹)에 모

든 경비를 지원하여 자기 사찰(寺刹)에 필요한 경판(經板)을 조조(雕造)한 경우이다. 그

러므로 엄격히 말하면 쌍계사(雙溪寺)가 개판사(開板寺)라고 볼 수 있다. 또 해인사(海

印寺)의 감로사(甘露社)나 일연사(日蓮社) 정원사(淨願社) 등(等)은 불교(佛敎)관계전문 

출판사(出板社)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른바 사찰방각판(寺刹坊刻板)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경남(慶南)일원의 현재(現在)까지 보존(保存)되어 오는 경판(經板)을 보면 얼

마나 많은 사찰(寺刹)들이 경판간행(經板刊行)에 열성을 보 는가를 알 수 있다. 당시 

경판(經板)을 판각(板刻)할 수 있었음은 사찰(寺刹)의 능력(能力)이 대단하 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더욱이 억불정책(抑佛政策)으로 사세(寺勢)가 기울던 시대에 사찰(寺刹) 

스스로 불서(佛書)들을 간행(刊行)한 것을 보면 승려(僧侶)들의 열열한 신앙(信仰)을 살

펴볼 수 있는 것이다.

경판(經板)은 사찰별(寺刹別)로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간행(刊行)하 기 때문에 사찰

성격(寺刹性格) 규명에 좋은 자료(資料)이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현경판소유

사찰(現經板所有寺刹)이 간행사찰(刊行寺刹)만이 아니고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임의(任

意)로 통폐합(統廢合)이 된 사찰(寺刹)이 많고 임란(壬亂), 6․25등의 재난(災難)으로 사

찰(寺刹)이 불타고 아울러 경판(經板)도 불에 타서 없어지거나 흩어져 버린 예가 많으므

로 현존판(現存板)만으로 사찰(寺刹)의 성격(性格)을 규정짓는 일은 좀더 신중히 고찰

(考察)되어야 할 것이므로 뒤로 미룰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현존판(現存板)의 

내용(內容)을 시대별(時代別)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3. 시대별(時代別) 내용분류(內容分類)

사찰소장경판(寺刹所藏經板)의 내용(內容)을 크게 ㉮불교경전류(佛敎經典類), ㉯계율

(戒律)에 관한 것 ㉰논소(論疏) ㉱선종(禪宗)관계 ㉲의식(儀式) 법회(法會)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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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언(眞言)관계 ㉴사적(事蹟) ㉵염불정토(念佛淨土)관계 ㉶한국고승문집(韓國高僧文

集) ㉷일반개인(一般個人)의 시(詩), 문집(文集) ㉸기타(其他)로 나누어 시대별(時代別)

로 정리(整理)하여 보기로 한다. 여기서 시대구분(時代區分)은 고려시대(高麗時代), 조선

전기(朝鮮前期)(임란이전(壬亂以前)), 조선후기(朝鮮後期)(임란이후(壬亂以後)), 1900년

대(年代)로 크게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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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시대별(時代別) 판각회수(板刻回數)를 보면 고려판(高麗板)이 54종(種) 조선

전기(朝鮮前期)(임란이후(壬亂以前))가 28종(種) 조선후기(朝鮮後期)(임란이후(壬亂以

後))가 216종(種) 1900년대(年代)가 23종(種)으로 개판(開板)된 것이 모두 321종(種)이

나 된다. 해인사(海印寺)는 고려판(高麗板)부터 1959年 간행(刊行)한 판(板)까지 골고루 

갖추고 있으나 나머지 사찰(寺刹)은 모두 조선조후기판(朝鮮朝後期板) 내지 1900년대

(年代) 간행(刊行)한 판(板)만 소장(所藏)하고 있다.

내용(內容)에 따라 판각종수(板刻種數)를 정리해 보니 경전류(經典類)가 83종(種), 율

부(律部)가 5종(種), 논소류(論疏類)가 10종(種), 선종부(禪宗部)가 32종(種), 의식류(儀

式類)가 49종(種), 진언류(眞言類)가 23종(種), 사적(事蹟) 21종(種), 염불정토관계(念佛

淨土關係) 10종(種), 한국고승문집류(韓國高僧文集類) 23종(種), 일반개인문집(一般個人

文集) 21종(種), 기타(其他)가 43종(種)이다.

가) 경전류(經典類)

먼저 여기서 경전(經典)은 경(經)․율(律)․논(論)․삼장(三藏)가운데 부처님이 설(說)

한 교법(敎法)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전류(經典類)는 화엄경(華嚴經)을 위시해서 27종

(種)의 경(經)이 보인다.

화엄부(華嚴部)는 삼본화엄경판(三本華嚴經板)을 비롯해서, 화엄변상(華嚴變相) 화엄

소초(華嚴疏鈔), 현담회현기(懸談會玄記)가 있고 그리고 화엄경(華嚴經)이 방대하므로 

품별(品別)로 간행(刊行)한 것이 상당수 보인다. 이들은 화엄경(華嚴經)의 39품중(品中) 

제 1 품(品)인 세주묘엄품(世主妙嚴品), 11품(品)인 정행품(淨行品), 36품(品)인 보현행

원품(普賢行願品), 37품(品)인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과 관음지식품(觀音知識品) 등이

다. 이중에서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이 4건(件)으로 가장 많이 판각(板刻)되었다.

삼본화엄경(三本華嚴經)은 정원본(貞元本)(사십권본(四十卷本)), 진본(晋本)(육십권본

(六十卷本), 주본(周本)(八十卷本)을 말한다. 정원본(貞元本)은 당(唐)나라 정원(貞元) 14

년(年)(798)에 반약삼장(般若三藏)이 번역(飜譯)한 것으로 주본(周本)의 입법계품(入法

界品)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진본(晋本)은 동진(東晋)때 불태발타(佛駄跋陀)(35

9∼429)가 번역(飜譯)했으며 주본(周本)은 주(周)나라 즉천무후(則天武後)때 실차난타

(實叉難陀)(652∼710)가 번역한 것인데 진본(晋本)에 대해 이를 신역화엄경(新譯華嚴經)

이라 한다. 이들 삼본화엄경판(三本華嚴經板)은 판식(板式)등으로 보아서 고려판(板)은 

틀림없는데 간기(刊記)를 잃어버려 정확한 연대(年代)를 알 수 없다. 그런데 진본(晋本) 

권사십오(卷四十五) 21장(張)에 가야산(伽倻山) 해인사(海印寺) 의지승성헌특위천장지구

지원시재개차권보시(衣止僧成軒特爲天長地久之願施財開此卷普施) 수창사년(壽昌四年) 

무인(戊寅)(1098)삼월일(三月日) 근기(謹記)라는 간기판(刊記板)이 보인다. 이 수창사년

(壽昌四年)은 고려 숙종(肅宗)3년(年)에 해당되며 이 간기판(刊記板)과 동일(同一)한 판

(板)으로 추정(推定)되는 경판(經板)이 정원본(貞元本)과 주본(周本)에도 보이기 때문에 

이때를 전후해서 방대한 삼본화엄경(三本華嚴經) 판각사업(板刻事業)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수창판(壽昌板)으로 추정(推定)되는 판(板)은 여기서 극소수이므로 단정적

으로 말할 수 없다. 여기서 다만 몇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보면 첫째 수창년간(壽昌年間)

에 전질(全秩)을 판각(板刻)하 으나 마멸되고 현존판(現存板)은 개판처(開板處)가 다른

곳에서 옮겨온 경우, 둘째로는 수창년간(壽昌年間)에 화엄경판각사업(華嚴經板刻事業)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중단되고 후에 다시 판각(板刻)한 경우, 셋째 수창판(壽昌板) 

마멸이후(磨滅以後)에 다시 보각(補刻)차원에서 판각(板刻)한 경우, 넷째 수창판(壽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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板)을 부분적으로 보각(補刻)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수창사년(壽昌四

年)은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을 간행(刊行)한 뒤 10여년밖에 되지 않고 또 대각국사(大

覺國師)가 속장경(續藏經)을 조조(雕造)하던 시기(時期)이므로 이러한 일과 연관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나 이 문제는 단언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며 앞으로 좀더 연구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그리고 화엄변상도(華嚴變相圖)가 있는데 이는 진본(晋本)과 주본

(周本)의 권별(卷別) 변상도(變相圖)인데 진본(晋本)은 6매(枚)뿐이고 주본변상(周本變

相)은 완전(完全)하게 보존(保存)되고 있다. 이는 간기(刊記)가 따로 없어 언제 간행(刊

行)된 것인지 확실치가 않다. 다만 수창년간(壽昌年間)이 아닌 현존(現存) 삼본화엄경

(三本華嚴經)을 판각(板刻)할때가 아닐까 생각된다. (고려고종연간(高麗高宗年間)에서 

고려말(高麗末)로 추정됨)

금강경(金剛經)은 고려시대(高麗時代) 3회(回) 조선후기에 6회(回), 1900년대(年代)에 

4회(回) 판각(板刻)되었으며 9개사찰(個寺刹)에서 소장(所藏)하고 있어 가장 많이 간행

(刊行)되었으며 법화경(法華經)은 고려시대(高麗時代) 2회(回), 조선후기 6회(回), 1900

년대(年代) 1회(回)이며, 아미타경(阿彌陀經)은 고려(高麗)때 1회(回), 이조후기 4회(回), 

1900년대(年代) 2회(回)로서 조선전기간행(朝鮮前期刊行)이 한번도 없다는 점이 특이하

다. 그리고 릉엄경(楞嚴經)이 2회(回), 은중경(恩重經)이 3회(回), 예수십왕생칠경(預修

十王生七經)은 고려때 3회(回)나 간행(刊行)되었고 고왕관세음경(高王觀世音經), 천수경

(千手經), 팔양신주경(八陽神呪經), 광본대세경(廣本大歲經) 같은 위경(僞經)으로 알려진 

것이 각각 2회(回)씩 조선조후기(朝鮮朝後期)에 간행(刊行)되었으며 이들 위경(僞經)으

로 알려진 것을 제외하고 불설예수십왕생칠경(佛設預修十王生七經), 불설십이마가반약

파라 다경(佛說十二摩訶般若波羅密多經), 불설삼십팔분공덕소경(佛說三十八分功德䟽

經), 불설천존각온황신주경(佛說天尊却溫黃神呪經), 불설상천왕제석청명장생경(佛說上天

王帝釋淸命長生經), 불설보문경(佛說普門經), 불설상법멸의경(佛說像法滅義經)등은 해인

사(海印寺)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에는 빠진 내용(內容)들이다. 그리고 현행서방경(現

行西方經)은 해동 주공산거조사도인록(海東永州公山居祖社道人錄)이라 되어 있는 경

(經)이름을 빌어 쓴 정토(淨土)관계 문헌들이다.

나) 계율계통(戒律系統)은 해인사(海印寺)에만 5종(種)이 있다. 고려(高麗)때의 판(板)

으로 원효(元曉)스님이 찬(撰)한 보살계본지범종요판(菩薩戒本持犯宗要板)이 1매(枚)보

이고 있다. 이 내용은 일본속장장경(日本續藏藏經) 및 대정신수장경(大正新修藏經)에 들

어 있으나 판본(板本)이 남아있지 않아 1매(枚)뿐이나 국내판본(國內板本)을 접할 수 있

어 다행스럽고 또한 아쉬운감이 드는 판(板)이다. 또한 간경도감간행(刊經都監刊行)의 

사분율상집기(四分律詳集記)가 있는데 세조칠년(世祖七年)에서 9년(年)사이에 걸쳐 주로 

경상도(慶尙道) 상주목(尙州牧)에서 간행(刊行)했으며 14권(卷)중 한권(7권(卷))만 안동

부(安東府)에서 간행(刊行)한 것이다. 세조칠년(世祖七年)은 간경도감(刊經都監)이 설치

(設置)되던 해이다.

그리고 사분율비구계본(四分律比丘戒本)과 범강경보살계본(梵綱經菩薩戒本)등 2종(種)

은 계율(戒律)의 기본서(基本書)인데 1908년(年)에 간행(刊行)된 것이며 역시 이때 간행

(刊行)된 칠중수계의궤(七衆受戒儀軌)가 있는데 이는 당시 해인사주지로 있던 회광(晦

光)스님이 편찬(編撰)했다.

다) 논소부(論疏部)는 원효(元曉)스님의 찬술(撰述)이 6종(種)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고

려잔존판(高麗殘存板)으로서 그 명목(名目)만 보여주고 있다. 이중 대승기신론(大乘起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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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의 소초(疏抄), 과(科)가 있고 조선조후기(朝鮮朝後期)의 해동소병별기(海東疏幷別

記), 통도사(通度寺)에 소(疏), 쌍계사(雙溪寺)에 기신론소필삭기회편(起信論疏筆削記會

編)이 있다. 해인사(海印寺)에는 이들 잔존판(殘存板)외에 구사론송소초(俱舍論頌疏抄)

가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간행(刊行)한 판(板)이 있고 해동기신론소병별기(海東起信論

疏幷別記)가 완전(完全)히 보존되어 있다. 기신론(起信論)은 대승불교(大乘佛敎)의 통론

(通論)이라 할 수 있는데 고려잔존판중(高麗殘存板中)에 이것의 소(疏), 초(抄), 과(科)

가 보이고 통도사(通度寺)에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 쌍계사(雙溪寺)에 대승기신론

소필삭기회편(大乘起信論疏筆削記會編)이 보이고 있는 등으로 봐서 상당히 비중있게 다

뤄왔음을 보게 된다.

라) 선종부(禪宗部)의 간행건수(刊行件數)는 해인사(海印寺)가 고려시대(高麗時代) 1

건(件), 조선전기(朝鮮前期) 10건(件), 조선후기(朝鮮後期) 3건(件)이며, 통도사(通度寺)

는 조선후기(朝鮮後期)만 6건(件)이고 쌍계사(雙溪寺)는 조선후기(朝鮮後期)만 11건(件)

이고, 범어사(梵魚寺)는 조선후기(朝鮮後期)가 1건(件)으로 모두 32건(件)이다. 이중 시

대별로 보면 조선후기간행(朝鮮後期刊行)이 21건(件)으로 가장 많다. 종별(種別)로는 선

종 가집(禪宗永嘉集)이 4건(件)으로 가장 많이 판각(板刻)되었으며 선요(禪要), 도서(都

序), 대혜서(大慧書), 절요(節要), 육조단경(六祖壇經) 몽산화상법어(夢山和尙法語), 선종

유심결(禪宗唯心訣), 선문촬요(禪門撮要)등이 골고루 판각(板刻)되었다.

마) 법회(法會) 의식문(儀式文) 관계는 10개사찰(個寺刹)에서 판각(板刻)을 소장하고 

있으며 시대별로는 고려시대(高麗時代) 1건(件), 조선전기(朝鮮前期) 2건(件), 조선후기

(朝鮮後期) 45건(件), 1900년대(年代)에 1건(件)으로 모두 49건(件)이다.

수륙문(水陸文)은 물이나 육지에 있는 고혼(孤魂)과 아귀(餓鬼)등에게 법식(法食)을 

베풀어 구제(救濟)하는 의식(儀式)과 절차(節次)인데 12건(件)으로 가장 많이 판각(板

刻)되었다. 그외 운수단(雲水壇)이 14건(件), 제반문(諸槃文), 다비작법(茶毘作法), 청문

(請文), 범음집(梵音集)등이 있다.

바) 진언(眞言)은 진실(眞實)된 말이란 뜻으로 주(密呪), 타라니(陀羅尼)라 불린다. 

이 진언류(眞言類)는 9개사찰(個寺刹)에 골고루 소장(所藏)하고 있으며 고려판(板)이 3

건(件)이고 조선전기판(朝鮮前期板)이 1건(件)이며 조선후기(朝鮮後期) 15건(件), 1900

년대(年代) 4건(件)으로 23건(件)의 판각이 있다. 앞의 의식(儀式)과 진언(眞言)은 접

한 관계가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조선조후기판각(朝鮮朝後期板刻)이란 점에서 조선후기

(朝鮮後期)의 불교(佛敎)가 어떤 양상(樣相)으로 수용(受容)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자료

(資料)들이다.

사) 사적기(事蹟記)는 사찰(寺刹)의 역사(歷史)를 기록한 것과 인경발문(印經跋文), 행

적(行蹟), 불량답모연기(佛粮畓募緣記)등으로 역사적(歷史的)인 기록(記錄)들이다. 이는 

사찰(寺刹)의 성격(性格) 및 그 역사적(歷史的) 사실(事實)을 규명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자료적(資料的)인 가치를 지닌다. 대부분 사찰(寺刹)에서 그 역사(歷史)을 잃고 있는 실

정이다. 그런데 사찰(寺刹)의 역사(歷史)인 사적기(事蹟記)는 대부분 조선조후기(朝鮮朝

後期)에 판각(板刻)된 것 뿐이다. 이는 한국사찰(韓國寺刹)이 선종계(禪宗系)가 그 주도

(主導)역할을 하여왔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歷史的)인 기술(記述)을 등한히 해왔다고

도 볼 수 있다. 해인사고적기(海印寺古跡記) 범어사사적(梵魚寺事蹟)외에 통도사(通度

寺) 관용사사적(觀龍寺事蹟)은 결판(缺板)이 많다. 

아) 염불정토문(念佛淨土文)은 고려시대(高麗時代) 2건(件)외에 조선조후기(朝鮮朝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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期)가 8건(件)이 모두 해인(海印)에만 있다.

자) 한국고승문집류(韓國高僧文集類)

고려시대판(高麗時代板)으로 대각국사문집(大覺國師文集) 및 외집(外集)이 있고 원효

대사(元曉大師)의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이 2매(枚) 보인다. 그리고 조선후기(朝鮮後

期)에 간행(刊行)된 것이 20건(件)이 있다. 문집류(文集類)로 분류(分類)한 것이 모두 23

건(件)인데 이는 한국고승찬술중(韓國高僧撰述中)에서 우선 선종(禪宗) 의식(儀式)등으

로 먼저 분류(分類)한 나머지를 여기에 분류(分類)시킨 것이다. 선종(禪宗), 의식(儀式), 

소초(疏鈔)로 분류(分類)한 것 중에 한국고승(韓國高僧)의 찬술(撰述)이 상당히 포함되

어 있다. 

여기서 한국고승찬술문헌(韓國高僧撰述文獻)을 모두 정리해 보기로 한다.

우선 시(詩) 문집류(文集類)로는 

대각국사(大覺國師)<1055-1101>의 문집(文集) 및 외집(外集)(해인사장(海印寺藏))

벽송집(碧松集)(지엄(智嚴))<1464-1534>의 시집(詩集) (통도사장(通度寺藏))

청허집(淸虛集(휴정(休靜))<1520-1604>의 문집(文集) (해인사장(海印寺藏))

사명당대사집(四溟堂大師集)(유정(惟政))<1544-1610>의 문집(文集) (표충사장(表忠寺藏))

백우수필(百愚隨筆)(명안(明眼))<1646-1710>의 문집(文集)(쌍계사장(雙溪寺藏))

호은집(好隱集)(유기(有璣))<1707-1785>의 문집(文集) (해인사장(海印寺藏))

경암집(鏡巖集)(응윤(應允))<1743-1804>의 문집(文集) (벽송사장(碧松寺藏))

가산고(伽山稿)(계오(戒悟))<1773-1849>의 문집(文集) (석남사장(石南寺藏))

등이다. 그외 한국고승찬술판(高僧撰述板)은 원효(元曉)(617-686)의 대승기신론필삭기

(大乘起信論筆削記), 기신론소(起信論疏), 기신론과(起信論科), 기신론초(起信論抄), 해동

기신론소병별기(海東起信論疏幷別記),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 화엄소보살계본지범종요

(華嚴疏菩薩戒本持犯宗要)등 판(板)이 해인사(海印寺)에 남아 전하고 있다. 원효(元曉)

의 많은 저술(著述)이 일본대정신수장경(日本大正新修藏經)에 그 중 일부가 실려 있고 

동국대학교(東國大學校)에서 10책(冊)으로 간행(刊行)한 유인본(油印本)이 있으나 판본

(板本)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여기서 그 잔편(殘片)으로나마 그 판본(板本)의 면모를 

살펴 볼 수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고려(高麗)때 보조국사지눌(普照國師知

訥)<1158-1210>의 수심결(修心訣)(해인사(海印寺)) 범어사장(梵魚寺藏)).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통도사(通度寺), 쌍계사장(雙溪寺

藏)).

원돈성불론(圓頓成佛論)(쌍계사장(雙溪寺藏)

간화결의론(看話訣疑論)(쌍계사(雙溪寺), 범어사(梵魚寺) 장(藏))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범어사(梵魚寺) 장(藏))

진심직설(眞心直說)(       〃       )

혜심(慧諶)<1178-1234>의 구자무불성화간병론(狗子無佛性話揀病論)(해인사(海印寺) 

장(藏))

체원(體元)(고려인(高麗人))의 백화도장발원문략해(白花道場發願文略解)(해인사장(海

印寺藏))

천책(天頙)(고려진정국사(高麗眞靜國師))의 선문보장록(禪門寶藏錄)(쌍계사장(雙溪寺

藏)), 선문강요집(禪門綱要集)(쌍계사장(雙溪寺藏)).

원참(元旵)(고려인(高麗人))의 현행서방경(現行西方經)(쌍계사장(雙溪寺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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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암(竹庵)(고려인(高麗人))편(編)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해인

사(海印寺) 쌍계사장(雙溪寺藏))

보우(普雨)(?-1561)의 수월도장공화불사여환빈주몽중문답(水月道場空華佛事如幻□主

夢中問答(해인사(海印寺) 장(藏)) 석문가례초(釋門家禮抄)(해인사(海印寺) 장(藏))

지선(智禪)(智嚴門人)의 오종범음집(五種梵音集)(석남사장(石南寺藏))

휴정(休靜)(1520-1604)의 선가귀감(禪家龜鑑)(통도사장(通度寺藏)) 선교석(禪敎釋)(범

어사(梵魚寺) 장(藏)) 운수단(雲水壇)(해인사(海印寺), 통도사(通度寺), 운흥사(雲興寺) 

장(藏)) 벽송당야노행록(碧松堂埜老行錄)(통도사장(通度寺藏)).

유정(惟政)(1544-1610)의 분충서난록(奮忠紓難錄)(표충사(表忠寺) 장(藏))이외에 표충

사(表忠寺)에는 사명대사(四溟大師)에 관한 것으로 차송운대사표충사병서(次松雲大師表

忠祠□幷序)와 표충사제 (表忠祠題詠), 표충사기문부록(表忠祠記文附錄) 사명대사행적

(四溟大師行蹟) 사명석장비명병서(四溟石藏碑銘幷序)등이 있다.

성총(性聰)(1631-1700) : 대승기신론필삭기회편(大乘起信論筆削記會編) (쌍계사(雙溪

寺) 장(藏))

명안(明眼)(1646-1710) : 현행법회례참의식(現行法會禮懺儀式)(쌍계사(雙溪寺) 장

(藏))

유기(有機)(1707-1785) : 신편보권문(新編普勸文)(해인사장(海印寺藏))

명연(明衍)(조선(朝鮮)) : 염불보권문(念佛普勸文)(해인사장(海印寺藏))

정신(井辛)(조선(朝鮮)) : 승가일용식시묵언작법(僧伽日用食時黙言作法)(해인사(海印

寺) 통도사(通度寺) 범어사(梵魚寺) 화방사(花芳寺) 장(藏)) 다비작법(茶毘作法)(해인사

장(海印寺藏))

수 (秀暎)(조선(朝鮮))찬(撰) : 모운대로행적(募雲大老行蹟)(통도사장(通度寺藏))

이회광(李晦光)(일제시(日帝時)) : 칠중수계의궤(七衆受戒儀軌)(해인사장(海印寺藏))

석성능(釋聖能)(?)편(編) : 자연문절차조열(仔燕文節次條列)(해인사장(海印寺藏))

응윤(應允)(1743-1804)의 성절불공록(聖節佛供錄)

    성절불공절차(聖節佛供節次) (옥천사장(玉泉寺藏))

차) 일반개인문집(一般個人文集)은 해인사(海印寺)에 19종(種), 용문사(龍門寺)에 2종

(種), 쌍계사(雙溪寺)에 1종(種)이 있다. 해인사(海印寺)의 백분화(白賁華)(고려(高麗))의 

남양선생시집(南陽先生詩集)과 찬자미상(撰者未詳)인 당현시(唐賢詩)는 고려판(高麗板)

이고 그외는 모두 조선조후기판(朝鮮朝後期板)이다. 이들을 저자별(著者別)로 해인사(海

印寺) 소장(所藏)은

정광필(鄭光弼)(1462-1538)의 정문익공유고(鄭文翼公遺稿)

이의건(李義健)(1533-1621)의 동은선생고(峒隱先生稿)

심지원(沈之源)(1593-1662)의 만사고(晩沙稿)

박장원(朴長遠)(1612-1671)의 구당선생집(久堂先生集)

박세채(朴世采)(1631-1695)의 남계선생(南溪先生) 박문순공문집(朴文純公文集) 및 숭

효록(崇孝錄)

이지걸(李志傑)(1632-1702)의 금호유고(琴湖遺稿)

박  선(朴  銑)(1639-1696)의 지관재유고(止觀齋遺稿)

이  옥(李  沃)(1641-1698)의 박천선생문집(博泉先生文集)

최석정(崔錫鼎)(1646-1715)의 명곡집(明谷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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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동(韓泰東)(1646-1687)의 시와유고(是窩遺稿)

박태한(朴泰漢)(1664-1697)의 박정자유고(朴正字遺稿)

박창한(朴恒漢)(1666-1698)의 박 은유고(朴靈恩遺稿)와 월악서소부(月嶽書疏附)

신유한(申維翰)(1681- ? )의 청천집(靑泉集) 등인데 판수(板數)가 모두 4,742매(枚)이

다. 이중에서 구당선생문집(久堂先生文集), 지관재유고(止觀齋遺稿), 박정자유고(朴正字

遺稿), 박 은유고(朴靈恩遺稿)는 이조(李朝) 조(英祖)때 어사(御史)로 유명(有名)한 

박문수(朴文秀)의 직계(直系) 선조(先祖)의 문집(文集)들이라 특기(特記)할 만하다.

박장원(朴長遠)(증조(曾祖))―박선(朴銑)(조(祖))――박태한(朴泰漢)(백부(伯父))

     ―박항한(朴恒漢)(부(父))

이들의 간행(刊行)은 구당선생집판(久堂先生集板)이 달성관(達成館)에서 시와유고판

(是窩遺稿板)은 성산진(星山鎭)에서 그리고 월악서소부판(月嶽書疏附板)은 성주(星州)에

서 개판(開板)했다는 간기(刊記)가 보인다. 이를 보면 관판(官板)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해인사(海印寺)는 보관처(保管處)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사자(調査者)의 

생각으로는 해인사(海印寺)에서 청부(請負)를 맡아 간행(刊行)했을 가능성이 짙다.

해인사(海印寺)는 많은 경판(經板)을 판각(板刻)해낸 저력으로 판각(板刻)을 위해 필

요한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러한 판(板)들은 해인사(海印寺)와 

인연(因緣)이 있는 판(板)임에는 틀림없다. 해인사(海印寺)와 인연(因緣)이란 지리적인 

요인과 인적(人的) 경제적(經濟的)인 요인(要因) 및 보존능력(保存能力)등과 보관처로서 

적합성등을 말한다.

결   어(結   語)

이상 해인사(海印寺)를 비롯한 경남지구(慶南地區) 경판소장사찰(經板所藏寺刹)의 현

존경판(現存經板)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경남(慶南) 13개사찰(個寺刹) 소장경판(所藏經板)을 개판(開板)한 장소별로 보면 모두 

46개소(個所)에서 개판(開板)한 것이었다. 시대별(時代別)로는 고려판(高麗板)이 46종

(種), 조선전기(朝鮮前期)가 54종(種), 조선후기(朝鮮後期)가 216종(種), 1900년대(年代)

가 23종(種)으로 모두 321종(種), 14,863매(枚)에 달하고 있다.

경판(經板)은 불가(佛家)에서 말하는 불(佛), 법(法), 승(僧), 삼보중(三寶中)에 법보

(法寶)에 해당하므로 한국에서 유통된 경(經)은 물론이고 고승(高僧)의 문집(文集), 법어

(法語) 등(等) 저술(著述)과 일반 개인 문집판(文集板)까지도 시대별(時代別)로 끊임없

이 판각(板刻)되었으며 대단한 정성을 갖고 보존관리(保存管理)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쇄술(印刷術)의 변천으로 이러한 많은 중요(重要)한 책판(冊板)들이 사람들의 

무관심속에 방치되어 왔음은 가슴아픈일이다.

한국전통문화계승(韓國傳統文化繼承)이란 차원에서 이러한 민족문화유산(民族文化遺

産)으로서 전승할 책임이 비단 사찰(寺刹)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다함

께 힘을 모아 훌륭하게 보존관리(保存管理)할 수 있는 능력(能力)을 배양하고 한층 더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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