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8월 31일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

담당 : 홍보실 이욱호

전화 : 02)2260-3027 / 팩스 : 2260-3600 / 이메일 : dgupr@hanmail.net

불교학술원, ‘한국불교전서’ 한글본 2책, 『석보상절』 권3 주해본 발간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BC) 사업단에서 한국불교전서 한글본 2책과 『석보
상절』 권3 주해본을 발간했다. 이번 한글본 출간으로 2017년 총 55종을 발간한 이후로 한국불교전서
한글본 문헌은 모두 67종이 되었다. 이번에 출간된 한글본은 『백암집』과 『동계집』이다.



『백암집』
『백암집』은 성총

(1631∼1700)의 문집으로 한국불교전서 제8책에

수록되어 있다. 성총의 호는 백암

이며, 취미 수초

의 법을 이

었다. 백암집은 2권 1책으로, 간행 연대와 장소가 분명치 않은 목판본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 필사본이 전한다. 권상에는 시,
권하에는 문이 실려 있는데, 시는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편집되었으며, 증
여시와 차운시의 형태가 많다. 문은 기記·서

·상량문·서

·소

·권선문 등

으로 양이 풍부한 편인데 대개 문체별로 모여 있으나 엄격하지는 않다.
이 중에 특히 기記가 많아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동계집』
『동계집』은

효종

·현종

·숙종

연간에

활동한

경일敬

(1636~1695) 대사의 시문집이다. 네 권으로 이루어진 본서는 권1에 오언
절구 21편, 육언절구 3편, 칠언절구 20편, 오언율시 43편, 칠언율시 57편
등의 시가 수록되어 있으며, 권2에는 서
5편, 비명

4편, 잡저

2편, 기記 12편, 권3에는 기記

로 채워진 권4에는 6편의 산문이 실려 있다.

『동계집』은 경일이 서거한 지 16년 되던 신묘년(1711)에 간행되었는데,
생전의 명성과 경외되었던 상황을 생각하면 늦은 시기에 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집 간행에 임해서는 문도인 자감

鑑·익상

·원순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감은 직접 「태허당 대사 행적」

을 찬술했으며 익상은 『동계집』의 개간과 관련, 간기刊記를 작성하는 한편, 당시 영남의 큰 학자였던
신주백

을 찾아 서

를 부탁한 인물이다. 이외 원순은 풍계

溪에게 『동계집』의 또 다른 서문을

부탁했던 것으로 드러나는데, 『동계집』 판각의 원고로는 신주백의 서

를 취택하였다.

『석보상절』 권3 주해본



또한 ABC사업단의 다른 사업인 『석보상절』 주해본은 이번 권3 출간으
로 권6, 권9, 권13을 포함해 총 4종이 되었다. 『석보상절』은 세종의 명에
따라 수양대군(세조)이 소헌 왕후를 추천

하기 위하여 『석가보』를 기본

으로 각종 불전에서 내용을 발췌·번역하여 편찬한 석가모니의 일대기이자 불
교의 홍포와 전래 과정을 담은 책이다. 전체 24권 중에서 초간본 권6, 9,
13, 19, 20, 21, 23, 24 등과 중간본 권3, 11 등 모두 열 권이 전한다. 『석
보상절』은 간경도감 언해본보다도 먼저 이루어진, 훈민정음 반포 이후의 최
초의 산문 번역 문헌으로서 정음 문헌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문체가 자연스
럽기 때문에 중세국어 연구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문헌 중의 하나이다. 또한
그 내용이 방대하여 조선 초기 불교학의 역량을 알 수 있는 문헌이기 때문에 국문학과 불교학에서도 소
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석보상절』 해당 권의 내용을 전공한 불교학자와 중세국어를 전공한 국어학
자가 공동으로 우리의 고전인 『석보상절』을 역주하게 된 것은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첫 번째
권에 해당하는 것이 『석보상절』 권3이다.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한국불교전서 한글본 역주 사업은 신라시
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총 324종에 달하는 불교저서를 집대성한 한문불전 ‘한국불교전서’(전 14책)를 한
글화하는 사업이다. 고승들의 사상과 행적, 각 시대의 불교문화와 역사, 철학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
들을 우리말로 알기 쉽게 집대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 문의 :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육홍보팀 (02-6713-5154)
■ 첨부 : 동계집 (표지 ) 사진 ,
백암집 (표지 ) 사진 ,
석보상절 권 3 (표지 ) 사진 총 3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