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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토(京都)의 오타니대학(大谷大學)에는 1381년 인경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대장경 인경본이 있다. 이색이 

직접 쓴 발문(跋文)을 통해 이 인경본은 1381년 해인사에서 인경되어 여주 신륵사에 보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신륵사

에 보관되던 인경본은 1414년 일본에 사여되었고 현재 오타니대학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오타니대학 소장 인경본은 2000년대 초반 박상국의 기본조사를 통하여 목록이 작성되었고 기본적인 내용이 보고되

었으나, 세부 형태와 포장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다. 이에 비록 109면의 제한된 수량이지

만 인경본에 대한 세부조사를 실시하였다. 

오타니 인경본은 포장지와 내지로 구분된다. 포장지의 경우 재질에 따라 황색과 적갈색으로 구분되는데, 황색 포장지

는 1381년 인경 당시 제작된 것으로 이해되며, 적갈색 포장지는 일본으로 이운된 이후 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 황색 포장

지는 먼저 묵서로 권수의 끝 글자를 기재하고, 이어 금자로 경전명을 쓴 뒤 은으로 쌍곽을 만들어 마무리하였다. 적갈색 포

장지의 경우, 일본에서 수리되었다는 가정 하에 추정해보면 금자로 쓴 부분이 온전했다면 금자를 절단하여 새 포장지 위에 

붙여두었을 것이다. 금자가 없었다면 적갈색 포장지에 묵서로 글씨를 쓰거나 별도의 도장을 만들어 인쇄하였을 것이다.

내지는 표지와 속지로 구분되며 표지는 제첨을 만들어 붙였다. 속지는 3매의 종이를 절단하여 이접한 후에 인경한 

경우가 다수 확인되는데, 이는 종이의 부족 때문이라기보다 다른 원인이 작용한 결과로 이해되나 현재로서는 정확한 이

유를 예단하기 어렵다. 

‘신륵사 대장각기’에 의하면, 오타니 인경본은 1380년 2월부터 기금을 모아 1381년 4월에 경·율·론 삼장을 인경하였고 9

월 장정을 마쳤다. 10월에는 금자로 제목을 써 황색 포장지를 만들었으며 11월에는 함(函)을 제조하였다. 이듬해인 1382년 

4월 신륵사 대장각으로 이안되었다가 1414년 신륵사에서 일본으로 이운되었다. 일본으로 이운된 이후 후코오우지(普光王

寺)에 보관되어 있었으나 그 후 1541년 오우치 요시타카(大內義隆)가 인경본을 구입하여 이쓰쿠시마 신사(嚴島神社)에 봉안

하였다. 메이지유신 이후 히가시 혼간지(東本願寺)로 이운되었으며 1962년부터 오타니대학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오타니대학 인경본은 별도의 경함에 보관되어 있는데, 경함은 32.1×25.3㎝ 크기에 전체 높이 23.6㎝로 장방형이다. 

현재 경함 4면의 직사각형 판은 붉은색이지만 내면에 흑색이 보이며 내부는 붉은색 칠, 각 모서리는 다른 판으로 제작한 

다음 검은색 칠로 마감하였다. 경함 역시 1381년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언제인가 부분적인 보수가 이루어

졌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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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해인사 소장 ‘팔만대장경’은 세계문화유산이자 세계

기록유산이다. 몽골 침략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조성된 

고려대장경판은 그 자체로도 불보(佛寶)이지만 인쇄를 

목적으로 제작된 목판본이다. 특히 대장경 인경은 “널리 

법문을 유통시키는”1 공덕으로 간주되어 그 자체가 불교

신앙의 한 형태였다. 따라서 고려대장경판은 1251년(고

종 38) 완성된 이래 수차례 인경되었다.2 그런데 고려대장

경 인경본은 초조본과 달리 조선시대 이후 인경본이 다수 

현전하고 고려시대 인경본은 매우 소략하게 현전하고 있

다. 고려시대 대장경판 인경은 3차례 정도 알려져 있다. 

1318년(충숙왕 5) 인경은 문헌을 통해서만 알려져 있고, 

1334~6년의 인경은 문헌기록은 없고 인경본 일부만 전하

고 있으며, 1381년의 인경은 문헌기록과 인경본이 함께 

남아 있다. 

고려대장경판의 최초 인경 관련 기록은 1318년(충

숙왕 5) 작성된 「영봉산용암사기(靈鳳山龍巖寺記)」3다. 

박전지(朴全之)가 지은 중창기에 의하면 무외국통(無畏

國統)의 하산소였던 용암사를 중창할 때 누락된 대장경

이 있었다. 이에 염장별감(鹽場別監) 이백경(李白經)과 

방우정(方于楨)이 상(上, 충선왕)의 명령을 받들어 설전

지(雪牋紙) 3만여장과 칠함(漆函) 140부(副)를 마련하였

는데, 무외국통의 문인이었던 대선사 승숙(承淑) 등이 강

화도의 판당으로 가서 누락된 함, 권, 그리고 누락된 장차

를 인출하여 와서 새로운 전각의 새로운 장(藏)에 안치하

였는데 모두 600여함이었다. 박전지의 기문에 의하면 이

때 대장경의 인경은 모두 인경된 것이 아니라 용암사 소

장 대장경의 결함 140여함을 인경한 것이었다.

1334~36년 즈음에도 대장경은 인경되었다. 쓰시마 

콘고잉(金剛院)은 고려대장경판 인경본 가운데 『대반야

바라밀다경(大般若波羅蜜多經)』을 소장하고 있다. ‘천화

사대장(天和寺大藏)’이라는 주인(朱印)이 있는 이 경전의 

말미에는 최문도(崔文度)의 글이 남아 있다. 이 글에 의

하면 최문도는 세상을 등진 부친 최성지(崔誠之)와 모친 

마한국대부인(馬韓國大夫人) 김씨가 서원한 일대장(一大

藏)을 인경하여 선친이 조영한 천화사(天和寺)에 안치하

였다.4 천화사는 장단현에 있던 사찰이다.5 

고려시대 대장경 인경으로 가장 유명한 기록과 인경

본은 1381년(우왕 7)의 사례다. 일본 교토 오타니대학(大

谷大學)이 소장하고 있는 인경본은 이색(李穡)의 발문이 

남아 있으며, 이숭인이 쓴 「여흥군신륵사대장각기(驪興

郡神勒寺大藏閣記)」6에 인경과 관련된 자세한 기록이 있

다. 해인사에서 인경된 후 여주 신륵사로 이안된 이 인경

본은 1414년(태종 14) 일본에 보내졌다.7 

이들 고려시대 인경본은 인경의 주체와 목적이 기재

된 발문 혹은 원문(願文)을 포함하고 있어 당시의 불교신

앙, 인경을 둘러싼 여러 정치 상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더욱이 인경본은 대장경판의 초기 상태와 경판

의 보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인경 당시 지질(紙質), 인경 방식 등 서지사항에 대한 핵심

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 가운데 오타니대학 소장 1381

1 “廣造論疏, 流通法文”(‘天正惠興發願文’, 개운사 소장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발원문)(정은우·신은제, 2017, 『고려의 성물, 불복장』, 경인문화사).

2 고려대장경판의 인경 사례는 박상국, 1996, 「대장도감과 고려대장경판」 『한국사』 21, 국사편찬위원회에 잘 정리되어 있다. 다만 대장경 인경 회수에 대해서는 

논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박상국은 13차례로 정리하였으나 『해인사지』에는 횟수가 증대한다. 최근 인경본의 확인을 통해 인경 사례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인경 횟수의 문제는 추후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과제이다. 

3 『동문선』 권68, 記, 靈鳳山龍巖寺重創記.

4 先考光陽崔文簡公諱誠之與先妣馬韓/ 國大夫人金氏同發願許造一大藏事巨未/ 就而相次下世文度泣血繼述今已拪置/ 先公所營天和禪師恭願/ 三寶證明功德者元統

二年甲戌六月日男/ 前正順大夫千牛衛上護軍崔文度謹識(유부현 외, 2015, 『고려 재조대장경과 동아시아의 대장경』, 한국학중앙연구원, p.223).

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2, 경기도 장단도호부 고적.

6 『도은집』 권4, 文 驪興郡神勒寺大藏閣記.

7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 7월 임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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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인경본은 발문이 남아 있고 여러 가지 관련 기록을 확

인할 수 있어 1381년 인경 당시 대장경판의 상황, 인경 주

체와 목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오타니대학 인경본의 이러한 가치 때문에 인경본에 

대한 기본적 조사와 연구가 2007년과 2015년 각각 진행

된 바 있다.8 다만 2007년 조사는 인경본 목록화를 중심

으로 진행되었고, 2015년에는 중복판의 편년과 인경본의 

서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때문에 오타니대학 소장 

인경본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서는 매우 간략하게만 소개

되었다.9    

이에 본고에서는 오타니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1381

년 인경본의 현황과 특징을 자세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오타니대학 소장 인경본의 현상과 특징을 포장지와 

내지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이어서 오타니대학 소장 인경

본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인경되었는지 그리고 발원자들의 

문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대장경함이 담겨져 

있었던 경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오타니대학 소장 인경본의  
현상과 특징

일본 교토 오타니대학에는 1381년 인경된 것으로 알

려진 고려대장경 인경본으로 고려시대에 인경된 사례가 

적은 고려대장경본인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그럼에

도 오타니대학 소장 인경본 연구는 자료와 조사의 한계로 

인해 본격적인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이번 조사는 오

타니대학 소장 인경본 중 경전 55권 109면에 대하여 진행

되었다(표 1). 

8 오타니대학 소장 고려대장경판 인경본은 2차례 조사되었다. 첫 번째 조사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주관한 해외전적문화재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2008년 보

고서가 출간되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 두 번째 조사는 해인사 대장경판 중복판의 편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오타니대학 

소장 인경본을 활용하기 위해 2012년 조사를 진행하였고 2015년 보고서가 발간되었다(법보종찰 해인사·합천군, 2015, 『해인사 대장경판 중복판 조사용역사

업 보고서』). 

9 2008년 보고서 말미의 논문에서 인경본에 대한 기본적 내용이 소개되어 있으나 매우 소략하다(박상국, 2008, 「大谷大學의 高麗版大藏經」 『해외전적문화재조사

목록』, 국립문화재연구소, pp.371~373; 바바 히세유키, 2008, 「日本 大谷大學 소장 高麗大藏經의 傳來와 特徵」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 국립문화재연구소, 

p.436). 

표 1 조사 인경본 목록

순번 經名 函次 卷 張 장수

1 大般若波羅蜜多經 天 2卷 1 / 2 / 21 / 22 4

2 大般若波羅蜜多經 天 9卷 1 / 3 2

3 大般若波羅蜜多經 地 15卷 9 / 10 2

4 大般若波羅蜜多經 玄 21卷 13 1

5 大般若波羅蜜多經 玄 22卷 16  / 17 2

6 大般若波羅蜜多經 玄 23卷 21 / 22 2

7 大般若波羅蜜多經 黃 31卷 26 / 27 2

8 大般若波羅蜜多經 黃 33卷 12 / 13 2

9 大般若波羅蜜多經 黃 34卷 5 1

10 大般若波羅蜜多經 黃 37卷 9 / 10 2

11 大般若波羅蜜多經 黃 38卷 8 1

12 大般若波羅蜜多經 黃 39卷 7 / 8 2

13 大般若波羅蜜多經 宇 42卷 7 / 8 2

14 大般若波羅蜜多經 宙 56卷 3 / 4/ 15 / 16 / 23 / 24 6

15 大般若波羅蜜多經 洪 67卷 3 / 4 / 9 / 10 3

16 大般若波羅蜜多經 洪 69卷 24 1

17 大般若波羅蜜多經 荒 76卷 20 / 21 2

18 大般若波羅蜜多經 荒 78卷 23 / 24 2

19 大般若波羅蜜多經 月 96卷 14 1

20 大般若波羅蜜多經 盈 106卷 3 / 4 / 5 / 6 4

21 大般若波羅蜜多經 盈 109卷 16 / 17 2

22 大般若波羅蜜多經 辰 122卷 12 / 13 2

23 大般若波羅蜜多經 辰 126卷 19 / 20 2

24 大般若波羅蜜多經 辰 130卷 9 / 10 2

25 大般若波羅蜜多經 列 141卷 6 1

26 大般若波羅蜜多經 列 144卷 22 / 23 2

27 大般若波羅蜜多經 張 153卷 20 / 21 2

28 大般若波羅蜜多經 張 159卷 3 / 4 2

29 大般若波羅蜜多經 寒 162卷 1 / 2 2

30 大般若波羅蜜多經 寒 170卷 23 / 24 2

31 大般若波羅蜜多經 來 176卷 21 1

32 大般若波羅蜜多經 來 178卷 19 / 20 2

33 大般若波羅蜜多經 來 180卷 11 / 12 2

34 大般若波羅蜜多經 署 187卷 12 1

35 大般若波羅蜜多經 署 188卷 15 / 16 2

36 大般若波羅蜜多經 秋 209卷 10 / 11/ 20 / 21 4

37 大般若波羅蜜多經 收 216卷 1 /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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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타니대학 소장 인경본은 함차별로 경함(經

函)에 담겨 보관되어 있으며 경함은 587개이고 그 안에

는 5,605첩(帖)의 절첩본 대장경이 있다. 이 가운데 고려

대장경판 인경본은 4,995첩이고 나머지는 이본과 사본이

다.10 절첩본 경전은 황색 혹은 적갈색 포장지 내부에 있

으며 별도의 황색 혹은 적갈색 표지가 있다. 여기서는 포

장지와 내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현상과 특징을 살펴보고

자 한다.  

1. 포장지

오타니대학 소장 고려대장경판 인경본은 포장지로 

싸여 있다. 가로 32㎝, 세로 28.8㎝의 이 포장지는 3겹의 

종이를 붙여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 포장지를 접

어 포장했을 경우 가로 길이는 11.4㎝가량이다. 흥미로운 

점은 포장지의 형태가 각각 상이하다는 사실이다. 포장

지는 크게 2가지로 대별되며 세부 특징에 따라 각각 2~3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2). 

우선 포장지는 황색과 적갈색으로 구분된다.11 황색 

포장지는 0.3㎝ 두께의 쌍선(雙線)으로 쌍곽을 만들었는

순번 經名 函次 卷 張 장수

38 大般若波羅蜜多經 冬 224卷 7 / 8 2

39 大般若波羅蜜多經 冬 228卷 8 / 9 2

40 大般若波羅蜜多經 餘 254卷 3 / 4 2

41 大般若波羅蜜多經 巨 506卷 7 / 8 2

42 大般若波羅蜜多經 稱 534卷 19 / 20 2

43 大乘悲分陀利經 白 1卷 28 / 29 2

44 大乘廣百論釋論 是 4卷 15 1

45 菩提心離相論 起 單卷 5 / 6 2

46 呵毗達磨大毗婆沙論 節 88卷 5 / 6 2

47   阿毘達磨順正理論 志 7卷 17 / 18 2

48 合部金光明經 場 5卷 9 / 10 2

49 佛說彌勒下生經 養 單卷 7 / 8 2

50 大莊嚴論經 事 2卷 19 / 20 2

51 摩訶僧祇律 仕 33卷 24 1

52 集古今佛道論衡 星 丁卷 44 1

53 法苑珠林 滅 53卷 30 1

54 法苑珠林 踐 66卷 17 / 18 2

55 佛說秘密三昧大敎王經 軍 2卷 8 / 15 2

계 109

10 바바 히세유키, 2008, 앞의 논문, p.436.

11 박상국와 바바 히세유키는 포장지를 褐色으로 명명하였다(박상국, 2008, 앞의 논문, pp.371~372; 바바 히세유키, 2008, 앞의 논문, p.436).

그림 1 포장지 규격.

A B

C ED

그림 2    포장지의 종류, A: 황색 포장지 1유형, B: 황색 포장지 2유형, C: 적갈

색 포장지(후대 수리) 3유형, D: 적갈색 포장지 (후대 수리) 4유형, E: 적

갈색 포장지 (후대 수리) 5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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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제명(題名)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략 가로는 3.0㎝ 

내외. 세로는 16㎝ 내외가 가장 많다. 은을 이용해 만든 

곽 안에는 금자로 경전명을 기재하였다. 

황색 포장지와 적갈색 포장지는 확연하게 색과 재질

에서 차이가 확인된다(그림 2). 3유형의 경우 이전 황색 

포장지의 표제를 절개하여 후대에 제작한 적갈색 포장지

에 붙여놓았다. 이로써 적갈색 포장지가 후대에 제작되

었음을 알 수 있고, 적갈색 포장지는 아마도 후대에 일본

에서 수리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황색 포장지는 전체 

조사 55건 가운데 46건을 차지하며 대부분의 포장지는 

황색이고 적갈색은 8점 정도이다.

황색 가운데 은으로 그은 쌍곽 안에 묵서로 숫자를 

기재한 경우(2유형)는 34건, 기재하지 않은 경우(1유형)

는 12건이다. 쌍곽 안에 묵서로 권수를 적지 않은 경우도, 

위의 그림처럼 곽 외부에 묵서를 한 경우도 있고 아예 기

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소수에 해당

한다. 한편 쌍곽의 외부에는 ‘일(一)’, ‘우(宇)’, ‘이(二)’ 같

은 글씨가 쓰여 있다. ‘우(宇)’는 천자문 함차이고, ‘이(二)’

는 각 권의 마지막 숫자, 즉 ‘사십이(四十二)’권일 경우 마

지막 ‘이(二)’만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일(一)’은 전체 대

장경의 수납을 위해 만든 보관장소와 유관한 것으로 1각

(角)에서 8각까지의 숫자 가운데 1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3).12

황색 포장지 2유형에서 주목되는 점은 은(銀) 외곽

선, 금자, 묵서의 순서이다. 일견 은으로 외곽선을 먼저 

그려 넣은 후 금자(金字)로 경전명을 기재하고 금자로 쓴 

경전명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묵서로 권차를 기재한 것으

로 이해된다. 그러나 포장지에 대한 조사 결과, 묵서로 권

차를 가장 먼저 쓰고, 이어 금자의 경명을 쓴 뒤 마지막으

로 은으로 외곽선을 그려넣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 

포장지를 검토할 때 제기되는 문제는 포장지의 제작 

시기와 장소이다. 적갈색 포장지는 후대에 수리된 것이 

명확하므로 추측컨대 1414년 일본으로 반출된 이후 이

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선행 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오

타니대학 소장 인경본은 1496년 상심노사(常心老師)가 

5,000여권을 수리한 바 있다. 박상국은 오타니대학 소장 

인경본이 이때 대대적인 수리가 이루어졌고 원형에 많은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예컨대 “원래 6行씩으

로 된 折帖本으로 제본된 것이었는데 5行씩으로 모두 改

裝”하였으며, 이는 윤장에 보관하기 위해 일정한 크기의 

상자를 짜 맞추어야 했고 이를 위해 절단하여 개장하였

다는 것이다.13 이처럼 1496년 대대적인 개장이 이루어졌

다면 다수를 차지하는 황색 포장지 역시 이즈음 일본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만 포장지가 일본에서 

제작되었다는 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확

정적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오타니대학 소장 인경본의 인경 경위는 이숭인(李

12 박상국은 이를 일본에서 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輪藏의 번호로 이해하였다. 

13 박상국, 2008, 앞의 논문, p.372. 바바 히세유키 역시 원래는 6행 절첩된 것을 5행으로 개장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림 3 포장지와 내지 표제.

그림 4   경명 기재 순서, A: 대반야바라밀다경 224권, B: 대반야바라밀다경 

178권.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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崇仁)이 쓴 「여흥군신륵사대장각기(驪興郡神勒寺大藏閣

記)」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숭인은 이색의 부탁으

로 여주 신륵사 대장각의 기문을 썼는데 이숭인은 기문의 

말미에 인경불사에 공헌한 인물에 대해 기록하였다. 

法號가 無及과 琇峯인 두 승려가 문도를 거느리고 인경을 

독려하여 경신년(1380, 우왕 6) 2월부터 연화를 모집하였다. 

(중략) 닥나무로 종이를 만들고 흑연을 녹여 먹으로 만들어 신

유년(1381) 4월에 經律論 三藏을 印出하였고, 9월에는 裝幀을 

마쳤다. 10월에는 覺珠가 제목에 금박을 입히고, 覺峯이 黃複

을 만들었으며, 11월에는 性空이 函을 제조하였다. (有號無及

琇峯二浮屠者, 率其徒縱臾. 始自庚申二月, 募緣 --중략-- 化楮

爲紙, 釋幻造墨, 至辛酉四月, 印出經律論, 九月, 粧褙,十月, 覺

珠泥金題目, 覺峯造黃複, 十一月, 性空造函.)14 

이 기록에 의하면 1381년 대장경 인경은 9월 책의 

표지와 내용이 완성되었고 10월 각주가 제목에 금을 입혔

으며 각봉이 황색 책가위(포장지)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

다. 금색 글자와 황색 책가위 기록은 현재 오타니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인경본의 현상과 일치한다. 따라서 보다 

정밀한 과학적 조사를 거쳐야 확실해지겠지만 황색 포장

지는 1381년 인경 당시 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참

고하면 적갈색 포장지는 1496년 수리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15 

1496년 보수가 윤장(輪藏)과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

에 대하여 적갈색 포장지에는 윤장 번호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주목된다(그림 5). 1번과 6번은 ‘일

각(一角)’이라고 기재된 반면 2~5번은 이런 번호 자체가 

생략되어 있다. 대부분의 황지가 ‘각(角)’자가 생략된 채 

숫자만 기재된 것과 비교하면 적갈색 포장지는 황색 포장

지와 다른 표기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내지

오타니대학 소장 인경본의 내지는 적갈색 혹은 황색 

표지가 있고 5행씩 절첩되어 있으며 일부 권에는 이색이 

쓴 유명한 발문이 권미에 붙어 있다. 표지 위에는 제첨(題

簽)이 붙어 있는 형태가 있고 제첨 없이 필사한 경우도 있

다. 제첨은 크게 3종류로 구분된다. 첫 번째 형태는 쌍곽

을 만들고 내부에 3줄을 두어 상부에는 ‘고려(高麗)’가 있

고 그 아래 세로로 경전명과 권차가 있으며 제일 아래 줄

에는 각(角) 번호와 천자문의 함차가 각각 기재되어 있다. 

두 번째 형태는 여러 경전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경우

로 넓은 제첨을 붙이고 역시 상부에 ‘고려(高麗)’가 있고 

그 아래 경전명, 맨 아래에는 각 번호와 함차가 기재되어 

있다. 세 번째 형태는 ‘고려(高麗)’라는 문구 없이 경전명

과 그 아래 각 번호, 함차가 기재된 경우이다. 이들 표지

는 표지 색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고 일부 표지의 경우 이

14  『陶隱集』 권4, 文.

15 적갈색이면서 금자가 아닌 도장으로 쌍곽을 찍고 그 안에 경전명을 기재한 5유형이 언제 제작된 것인지는 추후의 과제이다. 이 문제는 보다 면밀한 조사 이후 평

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D FE

A CB

그림 5 일본 수리 포장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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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지를 활용하여 만든 사례도 확인된다(『대반야바다밀다

경』 187권). 제첨 없이 그냥 필사된 표지는 제첨이 떨어져 

나간 후 후대에 필사한 것으로 보이나 제첨의 제작 시기

와 양식의 차이 등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규명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내지의 표지는 가로 10~10.5㎝, 세로 28~9㎝ 내외

이고 제첨은 『대반야바라밀다경』의 경우 가로 3.1~2㎝, 

세로 20.9㎝ 정도이나, 위의 그림에서 확인되듯이 경전

에 따라 차이가 있다. 표지 다음으로는 5행 절첩된 인경

본 내지가 있다. 전장 길이는 가로 49~53m 정도이고 세

로 28㎝ 내외이며, 변계선은 잘려져 절첩된 경우가 많아 

다 확인할 수는 없으나 가로 47~49.5㎝ 정도이며 세로는 

21~22㎝ 내외이다(그림 7).    

보다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경전 1면

이 인출되어 있는 내지 1장은 3매의 종이를 이접하여 만

든 경우가 대다수이다. 종이를 이접했을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별지를 대어 이접한 부분을 보강한 반면, 별지

가 없이 이접한 경우도 확인되었다. 별지가 없는 경우는 

원래부터 없었는지, 아니면 후대에 별지가 떨어진 것인지

의 여부는 불분명하다(그림 8). 

 

인출 상태와 3매의 종이가 규칙성을 가지고 이접된 점

을 고려하면 내지는 인출 전에 이접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접된 종이의 크기는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내지의 이

접 양상은 『대반야바라밀다경』 170권 23장, 178권 19장, 180

권 11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된다. 인출면 첫째 부분은 

15~16㎝, 둘째 부분은 24~24.5㎝로 거의 일치하며 마지막 

부분도 12~14㎝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첫 장과 마지막 장

의 차이는 각 장을 이접하면서 양쪽 종이를 절단하는 과정

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9).

3매의 종이를 이접하여 인출한 이유를 현재로서는 

명확하기 확인하기 어렵다. 처음 조사 때는 종이의 부족

을 원인으로 추측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내지가 같은 

형식으로 제작된 점을 고려하면 이 또한 정확한 이유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6 내지 표지 형태.

그림 7 내지 규격.

그림 8 내지, A: 별지로 보강한 경우, B: 별지가 없는 경우.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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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지의 이접과 관련하여 이접된 행이 6행과 18

행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 흔적 때문에 1381년 인경 당

시 원래 접어 절첩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16 실제 12

행과 13행 사이에도 흐리게 접혀진 흔적이 확인되어 내

지는 6행 단위로 접혀 절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고 하더라도 내지를 접기 위해 3매의 종이를 이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굳이 종이를 붙이지 않더라도 접어서 절

첩할 수 있고 12행과 13행의 경우 종이를 이접하지 않고 

하나의 종이를 접었다. 따라서 절첩을 위해 3매의 종이를 

이접한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

으나 신앙적 차원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내지와 관련한 난제는 현재의 내지 상태가 언제쯤 

갖추어졌는가의 문제이다. 『대반야바라밀다경』 권2 말

(末) 별지에 적힌 묵서가 있는데 “상심상인이 일대의 장

경 5천여권을 수보하였다(후략)[常心上人 修補一代之藏

五千餘卷(후략)]”는 내용으로 보아 상심상인이 대장경을 

보수하였고 그 시기는 명응(明應) 병진년(1496, 연산군 

2)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이 즈음에 오타니대학 소

장 인경본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가 있었고 지금의 형태로 

보수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7 

그러나 <그림 6>에서 확인되듯이 내지의 표지가 

여러 형태라서 내지는 수차례 보수되었던  것으로 이해된

다. 특히 『집고금불도논형』의 내지 제첨에는 ‘고려(高麗)’

라는 글씨도 없어 다른 제첨과 명백한 차이를 보이고 있

다. 따라서 현재의 형태로 보수된 시기와 보수 과정에 대

해서는 오타니대학 소장 인경본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

를 거쳐 판명되어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

Ⅲ.   1381년 고려대장경의  
인경 과정과 발원자

오타니대학 소장 고려대장경 인경본에는 이색의 발

문이 있어 발원자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숭인의 「여흥군

신륵사대장각기(驪興郡神勒寺大藏閣記)」는 이 인경본의 

인경 배경과 과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

다. 이숭인의 「여흥군신륵사대장각기」에 의하면 인경 과

정은 다음과 같다. 1350년(충정왕 2) 이색의 조모가 사망

하자 이곡(李穀)은 부처 앞에서 대장경 1부의 인경을 서

원하였다. 그러나 1351년 이곡은 모친 상중에 사망하여 

서원을 행하지 못했다. 이에 이곡에게 대장경 인경을 권

한 승려 총공(聰公)이 이곡의 서원을 이색에게 전해주었

다. 그러나 당시 이색은 상중이라 인경할 여유가 없었고 

곧이어 관직에 올라 인경을 실행하지 못했다. 

16   박상국, 2008, 앞의 논문, p.372.

17   박상국, 2008, 앞의 논문, p.372.

그림 9   내지 현황, A: 『대반야바라밀다경』 170권 23장, B: 『대반야바라밀다경』 

178권 19장, C: 『대반야바라밀다경』 180권 11장.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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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년 이색의 모친이 사망하고 1374년 공민왕 역

시 세상을 등지자 이색은 모친과 공민왕의 은혜에 대한 

보답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379년 총공이 산중

에서 내려와 공민왕의 명복을 빌고 선친의 뜻을 이어 대

장경의 인경을 권했다. 당시 이색은 나옹(懶翁)의 탑명

(塔銘)을 지었을 때라 나옹 문도들과 각별한 관계를 유

지하고 있었고 이에 나왕 문도들에게 도움을 구했다. 나

옹의 문도 무급(無及)과 수봉(琇峯)이 이색의 부름에 응

해 1380년(우왕 6) 2월부터 기금을 모아 1381년 4월에 경·

율·론 삼장을 인경하였고 9월 장첩을 마치면서 10월에 금

자로 제목을 써 황색 포장지를 만들었으며 11월에 함을 

제조하였다. 

「여흥군신륵사대장각기」에 의하면 이색은 선친의 

유지를 받들고 공민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대장경 인경을 

기획했고 필요한 재원은 나옹 문도들의 도움을 받아 마련

했다. 1380년(우왕 6) 2월부터 재원을 모아 이듬해 4월 인

경을 완료하고 이후 5개월 동안 장정을 완성했으며 1개월 

동안 포장지와 금자로 제목을 만들었고 1개월 동안 함을 

제작하였다. 

당시 대장경이 인경된 곳은 해인사였다. 이색은 

1380년 3월 말경 대장경 인경을 위해 해인사로 떠나는 나

옹의 제자를 송별하는 시를 지었다.18 이즈음 이숭인 역시 

대장경을 인출하고 있는 수암 문장로(睡菴 文長老)에게 

시를 써준 바 있다.19 수암은 해인사 인근의 청량사(淸凉

寺)에 거주하던 승려로 해인사 인경 작업에 참여한 것으

로 이해된다.20 당시 인경이 주로 해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은 이색에게 인경을 권유한 총공 역시 해인사에 머

무르고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1381년 11월 가

야산에 머무르고 있던 총공이 이색에게 홍시를 보냈다.21 

당시 총공이 가야산에 머물렀던 것은 대장경 인경 때문이

었을 것이다. 해인사에서 인경된 경전은 곧 영통사로 이

운되었고 1382년 4월 신륵사로 이안되었다. 신륵사에는 

대장경 보관을 위해 대장각을 새로 지었는데 263명이 단

월에 참여하였다. 단월에 참여한 이들은 당대 이름 높았

던 승려들뿐 아니라 왕족, 고관대작, 귀부인 등이었다.22  

그런데 해인사에서 인출한 대장경, 즉 1381년 인경 

대장경의 이색 발문에 기재된 단월의 수는 그리 많지 않

다. 인경본에는 이색의 발문과 후원자 명단이 적힌 별지

가 첩부되어 있다. 발문에는 대장경 인경의 경위가 간략

하게 소개되어 있다.

이색 발문에 의하면 문하평리 염중창, 즉 염흥방이 

이색에게 대장경 인출을 위한 발문을 요청했다. 염흥방

은 공민왕에게 입은 은혜가 크며 대장경을 인경 유포하는 

일이 깨달음을 이루는 대방편임을 말하면서 이 인경불사

에 도움을 준 이들의 이름을 함께 언급하며 발문을 지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색 역시 부친 이곡과 자신이 공민왕

에게 입은 은혜가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장경을 인경하

려 했다고 하면서 염흥방의 부탁을 사양하지 않고 흔쾌히 

발문을 지었다(그림 10).

이 발문의 내용은 「여흥군신륵사대장각기」에서 이

색이 이숭인에게 말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여흥군신

륵사대장각기」에서는 마치 이색이 인경을 주도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발문에 의하면 대장경의 인경은 염흥방이 주

도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당시 인경에 필요한 재원의 상

당수를 염흥방이 부담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당시 

이색은 고려 조정에서 큰 힘을 가지지 못했으며 대장경을 

인경할 여력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여

흥군신륵사대장각기」의 단월에도 이색의 이름이 없었던 

18  『목은시고』 권28, 送懶翁弟子印大藏海印寺.

19  『도은집』 권3, 睡菴文長老印藏經于海印寺戲呈.

20  『도은집』 권3, 清涼長老傳睡菴書.

21  『목은시고』 권30, 答伽耶聰公寄紅柹.

22  대장각의 후원자에 대해서는 남동신, 2013, 「이색의 고려대장경 인출과 봉안」 『한국사연구』 1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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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이유로 인경본 발문 뒤 별지에 기

재된 이들은 발문에 언급된 인물들로 한정되었다. 「여흥

군신륵사대장각기」에 언급된 각 지역에서 재원을 마련한 

승려들,23 포장지를 만든 승려,24 함을 제작한 승려들의 이

름은 발문 뒤에 첨부된 단월에 포함되지 않았다.

단월의 명단은 2가지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큰 

글씨로 기재된 인명과 작은 글씨로 우측에 기재되어 있

는 인물들이다. 공덕주는 이색에게 발문을 부탁한 염흥

방과 그의 부인 평양군부인 조씨이다. 인경에 참여한 인

물은 염흥방의 부친 염제신과 모친인 진한국부인 권씨, 

칠원부원군 윤환, 진현관제학 박린과 그의 부인으로 추

정되는 문화군부인 류씨로 후원자는 총 7명이다. 한편 우

측에도 3명의 관직자들이 단월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

의 관직이 진주목사, 경상도 안렴사, 경상도 상원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인사에서 인경할 당시 인근 지역의 지

방관들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월

에 참여한 승려는 6명으로, 이색에게 인경을 권한 총공, 

23  「여흥군신륵사대장각기」에는 “覺旵은 順興에서, 覺岑은 안동에서, 覺洪은 寧海에서, 道惠는 淸州에서, 海珠는 忠州에서, 覺雲은 평양에서, 梵雄은 鳳州(황해도 鳳山)에

서, 志寶는 牙州에서 각자 시주자들을 모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24  금자를 쓴 승려는 覺珠이고 황복을 만든 승려는 覺峯이다.

원문

門下評理廉仲昌父語予曰, “興邦事玄陵 由進士至密直 典貢士 極儒者榮 所以

圖報之 靡所不爲也. 如來一大藏敎 萬法具擧 三根齊被 無幽明 無先後 革凡

成聖之大方便也. 是以歸崇日多 流布日廣. 如吾者亦幸印出全部焉.  所以追

玄陵冥福也. 同吾心 助以財者 雖甚衆. 吾父領三司事曲城府院君  母辰韓國

大夫人權氏 吾室之義父判門下漆原府院君尹公

前判書朴公 出錢尤最多. 幹茲事 化楮爲紙 化紙爲經 捐其財 盡其力者 華藏大

禪師尙聰  陽山大禪師行齊 寶林社主覺月 禪詗社主達劒 又與吾同志者也 將誌

諸卷末 以告後之人 幸子無辭.“ 穡曰 ”吾先人文孝公事玄陵潛邸及卽位 穡由及

第至政堂 圖報之至 亦化大藏一部矣. 吾二人者 心同事又同焉.“ 故不辭. 蒼龍辛

酉九月日 推忠保節同德贊化功臣三重大匡領藝文春秋館事韓山君 李穡跋.

번역문

문하평리 염중창(염흥방)이 나에게 말하기를 “염흥방은 공민왕을 섬겨 진사

에서 밀직에 이르렀으며 관리의 선발을 관장하여 유자의 영예가 극에 달했

으니 보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래의 대장은 만법을 갖추고 있고 삼근

을 두루 가지고 있으니 유명이 없고 선세·후세가 없이 범상함을 뒤집어 깨달

음[聖]을 이룰 수 있는 대방편입니다. 이에 매일같이 귀의하여 숭배하며 해

가 다하도록 항상 널리 유포하려 합니다. 나 같은 자가 요행히 전부 인출할 

수 있었던 것은 공민왕의 명복을 빌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처럼 재물을 

내어 도운 자가 매우 많습니다. 나의 부친 영삼사사 곡성부원군, 모친 진한

국대부인 권씨, 나의 부인의 의부인 판문하 칠원부원군 윤공, 전판서 박공이 

낸 돈이 가장 많습니다. 이 일을 주선하여 닥나무를 종이로 만들고 종이를 

경전으로 만들었으며 재물을 내고 온 힘을 다한 이는 화장사 대선사 상총, 

양산사 대선사 행제, 보림사주 각월, 선형사주 달검입니다. 또 나와 함께 뜻

을 같이 한 이들은 장차 권말에 기록해 후세 사람들에게 알리려 하니 선생께

서는 사양하지 마십시요.” 나 이색이 말하기를 “나의 부친 문효공도 잠저에

서 즉위할 때까지 공민왕을 섬겼으며 나 역시 급제하여 정당문학에 이르렀

으니 보답해야 할 은혜가 지극하여 대장경 1부를 만들려 합니다. 우리 두 사

람은 마음도 같고 일하려는 것 역시 같습니다.” 그리하여 사양하지 않았다. 

창룡 신유년 9월 일. 추충보절동덕찬화공신 심중대광 영예문춘추관사 한산

군 이색 발.      

그림 10 이색 발문.

번역문

大功德主忠勤翊戴贊化功臣匡靖大夫判門下評理兼成均大司成藝文館大提學

上護軍 廉興邦

平壤郡夫人 趙氏

同願忠誠守義同德論道保理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領三司事上護軍曲城府院

君 廉悌臣

同願辰韓國夫人 權氏

同願推忠秉義同德變理翊贊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判門下事上護軍漆原府院

君 尹桓

同願奉翊大夫前禮儀判書進賢館提學 朴僯
同願文化郡夫人 柳氏

同願華藏寺住持行解相應圓悟大禪師 尙聰

同願陽山寺住持廣智圓明妙悟無㝵大禪師 行齊 

同願寶林社道人 覺月

同願禪詗社道人 達劒

同願 道人 惠宗

幹善道人 智正

同願江州道兵馬使奉翊大夫晉州牧使兼管內勸農防禦使 朴威

同願慶尙道按廉使兼監倉安集勸農使轉輸提點刑獄兵馬公事奉常大夫軍簿摠

郞 全五倫

同願慶尙道上元帥兼都巡問使推誠翊衛保理功臣中大匡宜春君 南秩

그림 11 후원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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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선사 상총25과 대선사 행제, 도인 각월, 달검, 혜종, 

지정이었다.26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인사에서 인경된 인경본은 

1382년 4월 신륵사 대장각에 봉안되었다. 인경본이 봉안

된 신륵사에서는 1382년, 1383년, 1384년 3년에 걸쳐 전

장(轉藏)을 8회 개최하였다. 이후 전장이 지속되었는지

는 알 수 없으나 조선이 건국된 이후까지 신륵사 대장각

에 대장경 인경본은 잘 봉안되어 있었다. 신륵사에 봉안

된 대장경 인경본은 1414년(태종 14) 일본 사신 규수(圭

壽)의 요구에 따라 일본으로 보내졌다.27 일본으로 간 대

장경 인경본은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으나 나가토노쿠니

(長門國)에 있던 후코오우지(普光王寺)에 보관되어 있었

다. 그 후 1541년 오우치 요시타카(大內義隆)가 인경본을 

구입하여 이쓰쿠시마신사(嚴島神社)에 봉안하였다. 메이

지유신 이후 신불(神佛) 분리 운동이 발생하여 불상과 인

경본을 모셔둔 전각이 훼손될 때 히가시 혼간지(東本願

寺)가 인경본을 구입하였다. 이후 히가시 혼간지에 봉안

되어 있던 인경본은 같은 재단인 1962년 오타니대학 도

서관으로 옮겨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28

Ⅳ. 대장경함의 현상과 특징
 

현재 오타니대학에는 함차별로 587개의 경함에 인

경본이 보관되어 있다(사진 1).29 이 경함에 대해서는 그

동안 공개된 바가 거의 없고 조사도 어려운 실정이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사나 연구는 매우 부족

한 편이었다. 

경함은 오타니대학 소장 인경본을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경함에 대한 문헌기록은 무외국

통(無畏國統)의 하산소였던 용암사 중창 시에 염장별감

(鹽場別監) 이백경(李白經)과 방우정(方于楨)이 충선왕

의 명령으로 칠함(漆函) 140부(副)를 만들었다는 내용과30 

1381년 ‘11월 性空이 函을 만들었다’라는 「여흥군신륵사

대장각기」의 내용이 있다. 이 가운데 후자는 현재 오타니

대학에 소장된 인경본의 인경 시기인 1381년 12월 함께 

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귀중한 기록이다. 따라서 오타니

대학 소장 경함은 신륵사 대장각에 봉안하기 위해 고려에

서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의 가능

성은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인 조선 초기에 제작되었을 경

우와 일본으로 이운한 다음 일본에서 보관을 위해 제작하

였을 경우이다. 따라서 경함의 현상과 특징을 통해 그 가

능성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 경함은 32.1×25.3㎝ 크기에 전체 높이 23.6㎝의 

직사각형 형태이며 위에 뚜껑이 있는 구조이다. 경함 4면

의 직사각형 판은 붉은색에 앞으로 살짝 돌출된 상태이

며 각 모서리는 다른 판으로 제작한 다음 검은색 칠로 마

감하여 전체적으로는 붉은색과 검은색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검은색 칠은 흑칠(黑漆), 붉은색 칠은 주칠(朱漆)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육안 조사만으로는 확인이 어렵다. 

다만 경함의 내부에 삼베 또는 모시에 옻칠을 한 흔적이 

25 남동신은 그의 논문에서 상총을 총공으로 파악하였다(남동신, 2013, 앞의 논문).

26 오타니대학 소장 인경본 이색 발문의 후원자의 성격과 신륵사 대장각 조성에 참여한 후원자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 분석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여기서

는 후원자만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27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 7월 임오일.

28 일본에서의 1381년 인경 대장경의 행방에 대해서는 바바 히세유키, 2008, 앞의 논문 참조.

29 박상국, 2008, 앞의 논문, pp.371~372.

30 『동문선』 권68, 記, 靈鳳山龍岩寺重創記.

사진 1 오타니대학 소장 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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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박상국, 2008, 앞의 논문, pp.372~374.

32 최영숙, 2007, 「용문사 윤장대 연구」 『미술사연구』 21호, pp.267~290.

33 최영숙, 2007, 앞의 논문, p.273, 도4 참조.

잘 남아 있어 경함 제작에 옻칠이 사용된 점은 확인된다

(사진 2). 앞면의 한가운데에는 무엇인가를 고정하는 국

화동의 둥근 금구장석이 있는데 작은 크기의 잎사귀가 일

정하고 연속적으로 연결된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그 밑

으로 크게 ‘천(天)’이라는 글자가 큼직한 원 안에 검은 먹

색으로 쓰여 있으며 그 위에 붉은색으로 ‘천(天)’을 쓰고 

뚜껑에도 ‘천(天)’자가 조금 작게 쓰여 있다. 아마도 검은

색으로 가장 크게 쓴 ‘천(天)’은 원래의 것으로 보이며, 위

에 붉은색으로 쓴 ‘천(天)’은 선명하고 글씨체도 달라서 나

중에 쓰여진 것으로 판단된다. 장석의 측면에는 빛이 바

랜 붉은색의 ‘각(角)’자가 쓰여 있다. 천(天)은 함차(函次)

이며 각(角)은 윤장(輪藏)에 넣는 번호로 해석하기도 한

다.31 함의 밑면에는 ‘래(來)’가 쓰여 있으며 뚜껑의 내면에

는 ‘일천십권(一天十卷)’이라고 쓰여 있어(사진 3) 인경본 

10권을 넣어 보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함의 각 면은 붉은색이 많이 보이지만 그 안쪽으

로 검은색 칠도 약간 남아 있는데, 원래는 검은색으로 칠

한 다음 나중에 붉은색으로 다시 칠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를 다시 추론해보면 원래는 검은색 옻칠로 표면을 칠한 

다음 함차가 쓰여진 ‘천(天)’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둥근 원

을 남기고 그 위에 함차를 쓴 것으로 판단된다. 경함의 각 

모서리는 검은색 칠이 매우 분명하게 잘 남아 있어 원래의 

칠인지 혹은 나중에 다시 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경함의 내부와 표면의 일부는 나무색이 드러나

는 부분도 보이며, 특히 뚜껑을 열면 내부에는 일정한 목

리를 가진 나무가 확인되 잣나무, 즉 홍송으로 추정된다. 

잣나무는 심재가 빨간색을 띠고 있어 홍송이라고도 부른

다. 홍송은 우리나라 북부 고산 지역에 집중 분포되는데 

재목이 가볍고 내구성이 높아 판재로 쓰이지만 송진이 많

은 단점도 있다. 특히 강원도와 경기도가 주산지이며 소

나무류 가운데 질이 매우 좋은 재료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경함의 현상을 토대로 그 특징을 

정리하면 현재는 표면에 붉은색이 강하게 보이지만 원

래는 검은색 칠(또는 옻칠)이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내부

는 붉은색을 띠고 있으므로 전통적인 ‘내주외흑(內朱外

黑)’이 된다. 그리고 가장자리 모서리의 검은색 칠은 선명

하게 잘 남아 있는 점에서 나중에 다시 칠해졌을 가능성

도 있다. 표면에 쓰여진 ‘각(角)’을 통해 원래 봉안된 경전

은 문헌에 명시된 대장각과 같은 전각에 모셔졌을 가능성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신륵사 대장각의 모습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며 현재 남아 있는 8각형의 전각형을 갖

춘 용문사 윤장대와의 비교만으로 전체적인 대장각의 형

상을 추론하기는 어렵다.32 경전을 안치하는 방식은 대장

전(大藏殿), 장경전(藏經殿), 장경각(藏經閣) 등이 있으며 

조선 후기에는 별도의 함 없이 경전을 그대로 넣는 경장

이 등장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구미 대둔사 대웅전의 불

단 양측에 대칭으로 놓여 높이 120㎝의 1630년에 제작된 

<경장(經藏)>이다(사진 4). 중국의 경우 북송 969년 하

북성 융흥사(隆興寺) 전륜장전(轉輪藏殿),33 명대 1443년 

사례감태감(司禮監太監) 왕진(王振)이 가묘(家廟)로 세운 

다음 죽은 뒤 명 황실 사찰이 된 북경 지화사(智化寺)의 

장전(藏殿)이 있는데 8각(8면)으로 이루어져 있다(사진 

5). 지화사 장전은 서랍식으로 구성된 경함에 경전을 안

사진 2 경함 내부 옻칠. 사진 3 경함 내부 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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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는 방식이다. 만일 오타니대학 소장의 경함 앞에 쓰

인 ‘각’이 이와 같은 8면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대장각의 전

체 형태는 북경 지화사 장전이 참고된다. 특히 장전의 꼭

대기에는 비로자나불좌상이 있는데 「여흥군신륵사대장

각기」에도 비로자나삼존불상을 조성한 기록이 남아 있다.  

고려시대의 경전함은 13세기에 제작된 나전경함이 

유명하며 현재 전 세계에 7점만 남아 있는 귀한 작품이다

(표 2).34 이 경전함은 1272년(원종 13) 원 황후의 요구로 

대장경을 넣어둘 함을 제조하기 위해 설치된 전함조성도

감(鈿函造成都監)에서 만든 것으로 형태는 물론 크기나 

기법까지 거의 비슷하다. 고려시대 경전함의 가장 큰 특

징은 장방형의 상자 형태에 사선으로 내려오는 모깎기를 

한 뚜껑이다.  

현재 일본에는 중국의 남송과 원대의 경함이 다수 

남아 있다. 남송대의 대반야경을 담은 일본 장롱사(長瀧

寺) 소장의 경함은 장방형의 직각형으로 오타니 경함과 

같은 형식이다(사진 6). 내부에 있는 경전의 크기는 29.9

×11.5㎝로서 밀주관찰사(密州觀察使) 왕영종(王永從)과 

그 일족이 개판한 일체경(一切經)이다. 1126년 간행을 시

작하여 보각(1240~1252)하였으며 현재 경함은 196함이 

남아 있다.35 원대의 작품은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데 크

게 2가지 형식이다(표 3). 하나는 1315년 제작된 히로시

마(廣島) 코묘보(光明坊) 소장의 금칠경상(金漆經箱)이

나 원대의 교토(京都) 다이토쿠지(大德寺) 쟁금칠경함(鎗

金漆經函)으로 역시 장방형에 직각형이다(사진 7). 다른 

사진 4 대둔사 경장, 조선 1630년, 경상북도 구미.

사진 5 북경 智化寺 藏殿과 비로자나불좌상, 명.

34 <표 2>는 삼성미술관 리움, 2015, 『細密柯貴』, 도23~28을 참조하였다.

35 奈良國立博物館 편, 2009, 『聖地寧波』, 圖12, p.25, 276 참조.

표 2 고려시대 나전경함 목록

  명칭  크기 (높이, 너비) (㎝) 소장처 명문 및 기타

1
나전국당초문

경전함
25.6, 47.3, 25.0 개인 소장

2
나전국당초문

경전함
26.4, 47.3, 25.0

동경

국립박물관
측사면 ‘于’ ‘靈’

3
나전국당초문

경전함
25.8, 47.2, 24.8

보스턴

미술관
‘寶下’

4
나전국당초문

경전함
25.9, 47.4, 24.9 영국박물관

5
나전국당초문

경전함
34.0, 47.0, 25.0

암스테르담

국립박물관
일부 보수

6
나전모란당초

문경전함
22.8, 41.8, 20.4 개인 소장

7
나전모란당초

문경전함
22.6, 41.9

국립중앙

박물관

일부 보수 

(보물 제1975호)

경함 23.6, 32.1, 25.3  
일본 

오타니대학

전면 ‘天’ ‘角’,

내면 ‘來’ ‘一天十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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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은 고려시대 나전경함처럼 뚜껑이 모깍기가 된 형식

으로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제작되어 일본 히로시마 죠

도지(淨土寺)에 소장된 원(元, 1315년) 공작문쟁금경상

(孔雀文鎗金經箱, 높이 25.5㎝, 40.0×22.1㎝)이 대표적이

다.36 따라서 중국 원대 14세기에는 현재 고려나전경함 같

은 모깍기형과 오타니대학의 경함 같은 직각형 등 2가지 

형식을 모두 제작하였음이 확인된다(표 3). 이 2가지 형

식은 국가나 시대별 특징보다는 경전을 봉안하는 방식이

나 후원자 계층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경전을 담은 오타니대학 소장 경함에 대

해 현상적 특징과 함의 형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오

타니대학 소장의 인경본은 신륵사 대장각에 봉안되었던 

경전이 일본으로 보내진 것으로, 당시 인경본을 넣기 위

한 경함도 함께 제작하였다는 사실이 기록을 통해 확인

된다. 이 경함의 구조는 ‘내주외흑’에 직각형으로 이루어

져 있는 점이 특징이다. 고려시대 나전경함은 모깎기형

의 뚜껑이 많은 편이지만 직각형 뚜껑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같은 시기 중국 원대의 경함을 통해서 2가지 형식

이 모두 제작되었음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1381년 신륵

사 대장각에 봉안되었던 당시의 경함이 일본으로 보내졌

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1414년 일본으로 인

경본이 건너간 이후 1496년 보수가 이루어진 내력이 확

인되는데, 이때 경함도 보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상태에서는 표면

의 일부 칠이나 장석, 상단부에 쓴 ‘천(天)’ 등은 일본에서 

다시 쓰거나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Ⅴ. 맺음말
 

일본 교토의 오타니대학에는 1381년 인경된 고려대

장경 인경본이 있다. 이 인경본은 이색이 직접 쓴 발문을 

통해 1381년 해인사에서 인경되어 여주 신륵사에 보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신륵사에 보관되던 인경본은 1414년 

일본에 사여되었고 현재 오타니대학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오타니대학 소장 인경본은 2000년대 초반 국립문화

재연구소가 조사를 실시하여 목록이 작성되었고 기본적

인 내용이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세부 형태와 포장지 등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다. 이에 

비록 109면의 제한된 수량이지만 인경본에 대한 세부조

사를 실시하였다. 

오타니 인경본은 포장지와 내지로 구분된다. 포장지

의 경우 재질에 따라 황색과 적갈색으로 구분되는데, 황

36 이외에도 중국 원대의 경상이 일본에 다수 남아 있다(奈良國立博物館 편, 2009, 『聖地寧波』, 圖76, 77 참조).

사진 6 長瀧寺 경함, 남송, 일본 岐皁. 사진 7   大德寺 鎗金漆經函, 

원, 일본 京都.

표 3 고려와 원대의 경함 형태 비교

구분 모깍기형 직각형

高麗

나전국당초문경전함, 13세기, 

개인 소장

나전국당초문경전함, 13세기, 

동경국립박물관

元

孔雀文鎗金經箱, 1315년, 

廣島 淨土寺 

鳳凰文鎗金經箱, 1315, 

廣島 光明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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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포상지는 1381년 인경 당시 제작된 것으로 이해되며 

적갈색 포장지는 일본으로 이운된 이후 수리된 것으로 판

단된다. 황색 포장지는 먼저 묵서로 권수의 끝 글자를 기

재하고, 이어 금자로 경전명을 쓴 뒤 은으로 쌍곽을 만들

어 마무리하였다. 일본에서 수리되었다면 수리 당시 쓴 

부분이 온전할 경우 금자를 절단하여 적갈색의 새 포장지 

위에 붙여두었을 것이다. 금자가 없었다면 갈색 포장지

에 묵서로 글씨를 쓰거나 별도의 도장을 만들어 인쇄하였

을 것이다.

내지는 표지와 속지로 구분되며 표지는 제첨을 만들

어 붙여두었다. 속지는 3매의 종이를 절단하여 이접한 후

에 인경한 경우가 다수 확인되는데, 이는 종이의 부족 때

문이라기보다 다른 원인이 작용한 결과로 이해되나 현재

로서는 정확한 이유를 예단하기 어렵다. 

오타니 인경본은 1380년 2월부터 기금을 모아 1381

년 4월에 경·율·론 삼장을 인경하였고 9월 장첩을 마쳤고 

10월에 금자로 제목을 써 황색 포장지를 만들었으며 11월

에 함을 제조하였다. 이듬해인 1382년 4월 신륵사 대장각

으로 이안되었다가 1414년 신륵사에서 일본으로 이운되었

다. 일본으로 이운된 이후 후코오우지(普光王寺)에 보관되

어 있었다. 그 후 1541년 오우치 요시타카(大內義隆)가 인

경본을 구입하여 이쓰쿠시마신사(嚴島神社)에 봉안하였

다. 메이지유신 이후 히가시 혼간지(東本願寺)로 이운되었

으며 1962년 이후 오타니대학 도서관이 인경본을 소장하

고 있다. 

오타니대학 인경본은 별도의 경함에 보관되어 있는

데, 경함은 32.1×25.3㎝ 크기에 전체 높이 23.6㎝로 장방

형의 직각형이다. 현재 경함 4면의 직사각형 판은 붉은색

이지만 내면에 흑색이 보이며 내부는 붉은색 칠, 각 모서

리는 다른 판으로 제작한 다음 검은색 칠로 마감하였다. 

경함은 1381년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후 

언제인가 부분적인 보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오타니대학 소장의 경함은 조사가 어렵고 미흡하여 국적

이나 제작 시기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앞으로 인경본만이 아니라 경함에 대한 관심과 연

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본 연구는 2019년 2월 일본 오타니대학 소장 인경본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는 해인사 중복판 보존처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에 도움을 주신 선

생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오타니대학 도서관 관계자 분들에게 각별한 고마움을 표한다. 본 연구는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진행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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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py of Tripitaka Koreana at 
Otani University in Kyoto, Japan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2 No. 4, December 2019, pp.38~55.
Copyright©2019,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t Otani University in Kyoto, Japan, there is a rubbed copy of  Tripitaka Koreana, presumably printed in 1381. 

According to the postscript of  the copy, written by Saek Lee himself, the rubbed copy was made at Haeinsa temple 

in 1381 and was kept at Sinluksa temple in Yeuju . The copy was delivered as a gift to Japan in 1414 and now is kept 

at the Library of  Otani University. 

Although an approximate summary of  the content of  the copy was reported in the early 2000s after a basic 

survey, details of  the copy, including the concrete format and packaging paper, are not known yet. In this paper a 

detailed survey of  the copy is conducted on the 109 pages. 

The copy is divided into two parts: the wrapping and the inner pages. The wrapping paper is divided into yellow 

and brown colors depending on the material of  the paper. The yellow colorwrapping paper was possibly made in 

1381 at the time of  the rubbed printing, and the brown wrapping paper was repaired after being moved to Japan. 

Using funds collected in February 1380, the copy of  Gyeong(經), Yul(律), and Ron(論) chapters was printed in 

April 1381. Binding of  the copy was completed in September, and the wrapping paper with the title in gold was 

made in October 1380. The box for keeping Buddhist scriptures was manufactured in November 1380. The copy 

was moved to Sinluksa temple in April 1382 and delivered to Japan in 1414.

At Otani University, the copy is stored in separate rectangular boxes 32.1×25.3cm in size with a height of  23.6cm. 

The rectangular plate on the four sides is red in external color but black colorinside. The box for keeping Buddhist 

scriptures was probably made in 1381, but a partial repair was made later. Because of  the difficulty of  executing a 

detailed survey of  the box for Buddhist scriptures, it is hard to find out its nation and period of  production. We look 

forward to studying the copy as well as the box for Buddhist scriptures in future.

Abstract

Keywords      Tripitaka Koreana, Sinleu The Copy, Rectangular Boxes, Lee S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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