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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일제시대에 한국 불교계는 잡지를 간행해 불교연구 및 그 진흥에 노력했다.
잡지에는 국내 논문들뿐 아니라 해외 논문들도 번역하여 수록되었다. 본고에서는
1912～13년에 간행된 조선불교월보에 수록된 ５개의 번역논문을 사례로 하여,
번역 스타일과 번역 의도를 살펴보았다. 그 논문들은 일본의 무라카미 센죠(村上
專精)의 ｢불교통일론(佛敎統一論)｣(권상로 역), 오다 도쿠노(織田得能)의 ｢불교대

의(佛敎大意)｣(김상숙 역), 이노우에 세이쿄(井上政共)의 ｢통불교(通佛敎)｣(중국어;
둔근, 박한영 역), 중국의 량치차오(梁啓超)의 ｢불교와 국민의 관계를 논한다(論佛
* 日本 專修大學敎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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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與國民關係)｣(만양당 역), 탄쓰통(譚嗣同)의 ｢인학(仁學)｣(박한영 역) 등이다. 번

역은 일본어 문헌은 직역하고 중국어 문헌은 전통적인 현토형식으로 되어 있다.
문헌의 유통경로는 기본적으로 일본문헌은 일본에서 수입하고 중국문헌은 중국에
서 수입하였다. 그런데 ｢통불교｣는 일본문헌을 중국어로 번역한 것을 한국어로 번
역한 것이다. 나아가 인학은 일본을 통해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를 통해
당시 한국불교계가 일본 중국 양쪽 불교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문헌 내용에 유의하면 당시 한국불교계는 ｢불교통일론｣, ｢불교대의｣, ｢통불교｣
에서 주제가 된 불교 전체를 새로 파악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
고, 특히 ｢불교통일론｣, ｢통불교｣의 경우에는 나중에 한국불교를 회통불교로 규정
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불교와 국민의 관계를 논한다｣
를 통해 한국불교계가 불교와 국가 사회와의 관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당시 한국불교계가 해외정보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은
앞으로 근대 한국불교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유념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주제어
번역(翻譯), 조선불교월보(朝鮮佛敎月報), 무라카미 센죠(村上專精), 불교통일론
(佛敎統一論), 오다 도쿠노(織田得能), 불교대의(佛敎大意), 이노우에 세이쿄
(井上政共), 통불교(通佛敎), 량치차오(梁啓超), 탄쓰통(譚嗣同), 인학(仁學)

―――――――――――――――――――――――――――――――――

Ⅰ. 머리말

한국이 일본에 의해 강제 점령된 1910년대 이후, 조선 불교계는 잡지
를 간행해서 불교 연구 및 불교 진흥에 힘썼다. 그 중에서는 일본이나 중
국 불교계의 연구를 번역 및 게재해서, 그 성과를 섭취하려 한 내용도 있
다. 필자는 근대 한국불교의 동향을 탐구하기 위해 1910년 이후에 간행된

근대 한국불교잡지에서의 해외 논문 번역 167

잡지 朝鮮佛敎月報1)(이하 月報, 30본산 대표가 간행, 1912년부터 13
년간 간행)의 기사를 분류, 정리한 적이 있다.2) 그 중에서도 일본이나 중
국의 문헌이 번역되고 있던 것에 관심을 가졌다. 즉 일본의 (1) 무라카미
센죠(村上專精) 佛敎統一論(권상로 역), (2) 오다 토쿠노(織田得能) 佛
敎大意(김상숙 역), (3) 이노우에 세이쿄(井上政共) 通佛敎(박한영 역),

(4) 중국의 량치차오(梁啓超) ｢論佛敎與國民之關繋｣(만향당 역), (5) 탄쓰
통(譚嗣同) 仁學(박한영 역), 그 외 중국불교 관련 소식이다. 그런데 전
고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간단히 다룬 것에 그쳤고 번역 상황이나 의미 등
을 상세히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고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본고에서는 이들 다섯 편의 외국문헌을 대상으로 먼저 원전의 개요,
번역자, 번역의 체제 등을 조사하고, 그 다음으로 번역된 배경과 한국 불교
계에 끼친 영향을 고찰할 것이다. 근대 한국불교의 연구에 있어서 잡지에
주목한 연구는 몇 편 발표되었지만,3) 번역 문헌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
1) ≪朝鮮佛敎月報≫, 韓國佛敎雑誌叢書 12-13, 宝蓮閣, 1976.
2) 佐藤厚, ｢近代韓國佛敎の動向(1)－朝鮮佛敎月報(1912～1913)の分析を通して｣,
東洋學硏究 51, 東洋大 東洋學硏究所, 2014.
3) 근대불교잡지를 다룬 論文은 다음과 같다. 佛敎知性에 關해서는 김상일, ｢근대
불교지성과 불교잡지－석전 박한영과 만해 한용운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52,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9. 怪異關係에 關해서는 박상란, ｢근대 불교잡지의
영이담－불교 “부사의(不思議)”란 소재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39, 한민족문화학회, 2012. 童話關係에는 박상란, ｢1930년대 불교잡지 동화의 성격
과 “전시동화(戰時童話)”의 문제｣, 선문화연구 12,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12;
｢근대 불교잡지 동화의 형성과 계몽성 문제｣, 한국어문학연구 52, 2009, 한국어
문학연구학회. 社會認識에 대해서는 이기운, ｢한국 근대불교잡지에 나타난 사회인
식의 근대적 전환－수양론(修養論)을 중심으로｣, 한국선학 24, 한국선학회,
2009. 佛敎大衆化에 대해서는 김기종, ｢근대 불교잡지의 간행과 불교대중화｣, 한
민족문화연구 26, 한민족문화학회, 2008. 女性에 關한 議論에는 박상란, ｢근대전
환기 불교잡지의 여성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地理認識에는 신상필, ｢불교 잡지의 지리의식과 그 전개 양상｣한국어문학연
구학회, <한국어문학연구> 52권. 2009. 講談文學에는 박상란, ｢근대 불교잡지 소
재 강담(講談) 문학의 의의｣, 선문화연구 9권,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10. 詩歌
에는 김종진, ｢전통 시가 양식의 전변과 근대 불교가요의 형성－1910년대 불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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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 이 연구로 근대 한국불교를 고찰할 때,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전체 상황을 시야에 넣을 필요성이 있음을 밝히고 싶다.

Ⅱ. 번역의 사례

본장에서는 번역 사례를 검토한다. 순서는 ‘1.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
한 것’, ‘2.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 ‘3. 중국어로 번역된 일본 문헌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1.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
(1) 무라카미 센죠(村上專精) 佛敎統一論
<개요> 무라카미 센죠는 명치(明治) 대정(大正) 시대에 걸쳐 활약한
죠도신슈(淨土眞宗)의 승려이자 불교학자이다. 특히 불교사학의 개척자로
서 알려져 있다.
佛敎統一論은 ｢第一編 大綱論｣(1901년), ｢第二編 原理論｣(1903년),
｢第三編 佛陀論｣(1905년)의 3편으로 나누어 간행되었다. 출판사는 모두
金港堂書籍이다. 이 중에서 ｢第一編 大綱論｣은 서론, 본론 제1 ｢根底論｣,

본론 제2 ｢敎綱論｣, 본론 제3 ｢大系論｣,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에
잡지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52,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9. 기타에는 김
성연, ｢일제강점기 잡지 佛敎의 간행과 그 성격｣, 선문화연구 5, 한국불교선리
연구원, 2008.
4) 뒤에서 언급하는데 譚嗣同 仁學에 대해서는 임형석, ｢박한영 인학절본 번역과
사상적 문맥｣, 동아시아불교문화 15,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3이 詳細한 硏
究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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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대승불교는 석존의 직설이 아니다’고 하는 이른바 ｢大乘非佛說論｣
은 당시 큰 논의를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 무라카미가 죠도신슈(淨土眞
宗)의 승적을 박탈당하게 된 사실은 유명한 일이다.

<번역> 佛敎統一論은 月報에 13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제목은 ｢佛
敎統一論第一編大綱論略釋｣이다. 저자 항목에는 ｢内地 文學博士 村上專
精 著｣, 역자 항목에는 ｢朝鮮 雲山道士 退耕相老 譯｣이라고 되어 있다. 역자

인 퇴경 상로, 즉 권상로(1879～1965)는 한국 승려이면서 불교 학자이다.
호는 퇴경당이며, 경상북도 예천에서 태어났다. 1886년 문경 김룡사에서
출가하고, 동 사찰 부설의 불교전문강원에서 불교학을 배우고 수료했다.
그 후 김룡사에 세위진 경흥학교에 진학했다. 그 후 주로 불교계 학교의
강사를 거쳐, 1911년에 조선불교월보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일본어
를 잘했고, 1917년에는 한국불교계 간부들의 일본 시찰에도 참가했다. 그
후 1944년에 불교 총본산 교학편수위원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동국대학교 교수, 학장 및 초대 총장을 역임하고, 1962년에 동 대학교로부
터 명예 철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나아가 같은 해에 정부로부터 대한민
국 문화훈장을 받았다. 그 후 현대불교사 사장, 중앙불교연구원장, 불교조
계종 원로원장, 불교사상사 사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 불교계에 기여한 공
헌이 적지 않았기에 대종사의 법계가 증여되었다. 저서로 朝鮮佛敎略史,
朝鮮宗敎史, 朝鮮禅敎史, 李朝實録佛敎鈔存, 韓國地名沿革考 등
등이 있다.
원전과 한국어 역의 구성을 비교하면 다음 <표1>과 같다. 번역은 본론
제1 ｢根底論｣ 중, 제3장 ｢석가의 전기에 대해서 논하다｣의 중간에서 끝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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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원본(일본어)

한국어 역 월보 호수

서론 제1장 연구의 곤란

4호

제2장 연구의 분류

5호

제3장 연구의 준비

6호

제4장 연구의 목적

7호

제5장 연구의 순서

8호

본론 제1. 근저론
제1장 총론
제2장 인도의 역사에 관하여 논하다

9호

제1절 장고인도사상의 조류
제2절 석가의 사상이 끼친 영향

10호

제3절 고대인도사상의 2계통

13호

제3장 석가의 전기에 관하여 논하다

14호

제1절 석가모니의 약전(略傳)

14호, 15호

제2절 석가의 출가 발심에 관하여 논하다
제1항 출가의 인연

16호

제2항 출가의 원망

17호

제3절 석가의 선인 역문(歴問)에 관하여 논하다.

19호

제4장 석가의 교의에 관하여 논하다

＜없음＞

제5장 결론

＜없음＞

본론 제2. ｢敎綱論｣ / 본론 제3. ｢大系論｣ / 여론(餘論)

＜없음＞

다음 <표2>는 佛敎統一論 서언 부분의 원본과 번역을 대조한 것이다.
<표2>
원본(일본어)

に に に が すべき古
の
あるを らず.
然れども, 餘は科學を硏究せんとする者に
あらず, 哲學を硏究せんとする者にあらず,
宗敎を硏究せんとする者なり.
科學 哲學 宗敎 , 吾人 硏究
今 人文史, 其数幾百種
知

한국어역(권상로)
科學에哲學에宗敎에吾人이可히
硏究만古今에人文史가其数가幾百種

이有을知못
然餘科學을硏究者도아니오
哲學을硏究者도아니오、宗敎을硏究
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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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보면 번역은 일본어를 직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오다 토쿠노(織田得能) ｢佛敎大意｣
<개요> 오다 토구노는 명치(明治) 시
대의 진종대곡파(眞宗大谷派) 승려로 호는
운계(雲溪)이다. 후쿠이현 사카이 칸코지
(坂井郡翫香寺)의 이쿠다에카이(生田恵海)
의 3남으로 태어났다. 유년의 이름은 정(貞)
이다. 1872년에 승려가 되었고, 1888년부
터 3년간 태국을 방문하여 남방불교를 시
찰했다. 귀국 후에는 도쿄 아사쿠사(東京ㆍ
淺草)의 슈온지(宗恩寺)에 들어가 오다(織
田)라는 성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1899년

부터 정열적으로 불교사전을 편찬했지
만, 몇 가지 곤란한 일들로부터 신경쇠약에 걸려 도중에 병원에 입원했다.
불교사전은 그의 사후 1916년에 간행되었고, 지금도 ｢오다사전(織田辞
典)｣으로 불리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다룰 불교대의(佛敎大意)는 불교통속강의(佛敎通俗
講義) 시리즈의 제8권으로, 1895년에 고유칸(光融館)에서 간행된 책이다.

불교대의라는 제목을 보면 상식적으로 불교개론을 떠올리겠지만, 내용
을 들여다 보면 흥미있는 것이 쓰여 있다. 즉 불교의 교조(敎祖)에 대해서,
현재 불교는 삼불타(三佛陀)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밀교의 삼존 개념인 석
존(釋尊), 대일여래(大日如來), 아미타불(阿彌陀佛)을 들고 있다. 내용은
대항목이 22문,5) 그리고 세세하게 나눈 170문의 소항목으로 되어 있다.
5) 織田得能 佛敎大意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佛敎의 敎祖, 2. 現今의 敎法은
三佛陀로 成한다, 3. 釋尊의化相, 4. 釋尊,法華會上에서 其化身임을 나타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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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석존의 교설을 천태교학에 기본을 두고 설명한다(대항목 1～20문).
다음에 대일여래의 대일교(대항목 21문), 마지막에 아미타불의 정토교(대
항목 22문)를 설한다.
<번역> 오다의 불교대의는 월보에 불교대의강의(佛敎大意講義)
라는 제목으로 5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저자 항목에는 ｢内地 織田得能 著｣,
역자 항목에는 ｢朝鮮 鶏龍相淑 譯｣이라고 되어 있다. 역자인 계룡상숙은
김상숙(생몰년미상)이다. 그는 한국불교계가 세운 학교인 명진학교를 졸
업하고, 이후 신륵사, 보은사 주지를 맡았던 인물이다. 일본어를 잘해서
1917년에 한국불교계 간부들의 일본 시찰 때 통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원전과 한국어 역의 구성을 비교하면 다음 <표3>과 같다. 소항목 전체
170문 중에서 제17문으로 끝나고 있어 내용적으로 약 10분의 1에 해당한다.

<표3>
원전(일본어)

한국어 역 월보호수

1. 목차 제1문 ～ 제3문

12호

2. 제4문 ～ 제6문

13호

3. 제7문 ～ 제9문

14호

4. 제10문 ～ 제11문

15호

5. 제12문 ～ 제17문

17호

6. 제18문 ～ 170문

＜없음＞

釋尊一代의 說法, 6. 釋尊의 說法은 華嚴에서 시작하고 涅槃에서 끝난다, 7. 說法
의 次第는 人類에 三性의 차이가 있는 것에 의한다, 8. 華嚴時에 唯菩薩乘을 說한
理由, 9. 阿含時에 通해서 五乘을 說한 理由, 10. 人天乘의 大綱, 11方等時에서의
다시 五乘을 說한 理由, 12. 声聞乘의 大綱, 13. 縁覺乘의 大綱, 14. 般若時에서
唯菩薩乘을 說한 理由, 15. 法華涅槃時에서 다시 菩薩乘을 說한 理由, 16. 菩薩乘
의 大綱, 17. 四種의 菩薩과 五時의 說法과의 配当, 18. 法華의 후 다시 涅槃을
說한 理由, 19. 釋尊一代의 化相, 二乘을 敎化하는데에 있을까 아닐까, 20. 一代五
時의 的証 및 異義를 말하는 자의 有無, 21. 大日敎의 大要, 22. 彌陀敎의 要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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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4>는 佛敎大意 서두 부분의 원본과 번역을 대조한 것이다.
<표4>
원본(일본어)

한국어 역(김상숙 역)

○第一問

○第一

佛敎 敎祖 何 称

問 佛敎의敎祖何라称나뇨

答 , 釋迦牟尼佛 称

答 釋迦牟尼佛이라称나니라

ノ ヲ ト スルヤ.
フ
ト スルナリ

이것을 보면 번역은 일본어를 직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
(1) 량치차오(梁啓超) ｢論佛敎與國民之關繋｣
<개요> 량치차오(1873～1929)의 호는 창강(滄江)이며, 청말 민초의 정
치가, 저널리스트, 역사학자로서 불교에도 조예가 깊었다. 청일전쟁 패전
후 중국의 개혁을 목표로 1899년에 캉유웨이(康有爲) 등과 함께 무술변법
을 일으키지만, 서태후의 탄압에 의해 일본으로 망명한다. 이후 1912년까
지 일본에 체재하며 요코하마(横濱)에서 淸議報를 발행하기도 했다. 그
는 일본 저술을 통해서 폭넓은 분야의 서양문명을 배웠다. 그 결과, 新民
叢報, 新小說 등이 간행되어 중국과 한국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912

년 신해혁명 후에는 중국에 돌아가 정당 활동에 전념했다. 한국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뒤에서 서술할 것이다. 그는 또한 불교연구에도 힘을 쏟
아 佛學硏究十八篇 등의 저작을 남겼다.
한국어로 번역된 논문 ｢論佛敎與國民之關繋｣는 원래 중국의 불교 잡
지 佛學叢報 제1호(1912년 10월)에 게재된 것이다. 佛學叢報는 근대
중국불교계의 초기 잡지로서, 1912년 10월에 상하이의 유정서국출판(有正
書局出版)에서 창간되었다. 내용은 이학, 논설, 도상, 전기, 문원(文苑),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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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신문 등으로 구성되었다. 집필진은 당시 중국불교의 중심에서 활동했던
제한(諦閑), 채원배(蔡元培), 구양경무(歐陽竟無)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이 잡지에도 번역 문헌이 있었는데, 즉 시마지 모쿠라이(島地黙雷), 이키
다(오다) 토구노(生田(織田)得能)의 삼국불교약사(三國佛敎略史) (번역
청운(聴雲)ㆍ해추(海秋) 공역)가 게재되어 있다. 총 12권을 간행하고 폐간
되었다(｢民國佛敎期刊簡介｣, p.1).
그의 논문인 ｢불교와 국민의 관계(關繋)를 논한다｣의 내용은 ｢中國之
程度、以佛敎爲最逗機｣, ｢佛敎之事理、以中國爲究竟｣의 두 부분으로 이

루어져 있다. 전자는 불교가 중국에서 제일 적합한 종교라고 말한다. 후자
는 불교 중에서 대승은 중국에 와서 종파가 시작됐다고 하여 불교와 중국
과의 긴밀성을 논했다.
<번역> ｢論佛敎與國民之關繋｣의 한국어 역은 월보 12호(1913년 1월)
에 게재되었다. 저자명에는 ｢支那滄江 著｣, 역자명에는 ｢靑丘晩香堂 譯｣
이라고 되어 있다. 만향당이 누구인지는 불분명하다. 단지 월보의 다른
호에 ｢문명과 종교의 관계｣(17호), ｢파도요월(把棹邀月)｣(18호)등의 논문
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원문과 번역을 대조해 보면 제목의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 같
다. 원문은 ｢論佛敎與國民之關繋｣인데, 이것은 ｢불교와 국민의 관계(關繋)
를 논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한국어 역에는 ｢佛敎가 國民
으로 與야 關繋｣라고 되어 있다. 이것을 해석하면 ｢불교가 국민에게 부
여하는 관계｣가 된다. 포인트는 제목 중의 ｢與｣자의 해석이다. ｢불교와 국
민｣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與｣가 영어의 ‘and’를 의미하고, ｢부여하다｣라고
해석할 경우에는 영어 ‘give’의 의미가 된다. 한문으로 보면 ｢불교와 국민｣
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내용으로 봐도 불교와 중국 국민과의
관계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역자인 만향당의 제목 해석에는 오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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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된다. 다만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다. 즉 ｢與｣자를 ｢더불어｣
의 의미로 해석하면 ｢불교가 국민과 함께하는 관계｣ 정도의 의미가 되고
그렇게 되면 만향당의 해석도 반드시 오해라고는 할 수는 없게 될 것이다.
원전과 한국어 역의 구성을 비교하면 다음 <표5>와 같다. 이것을 보면,
번역은 원본의 ｢2. 佛敎之事理, 以中國爲究竟｣ 중, ｢(1) 佛敎之大乘, 唯中
國傳之｣에서 끝났고, 나머지는 번역되지 않았다.

<표5>
원본(중국어)

한국어 역

佛學叢報 1

朝鮮佛敎月報 18

1. 中國之程度, 以佛敎爲最逗機
(1) 佛敎者唯心之敎也
(2) 佛敎者平等之敎也

12호

2. 佛敎之事理, 以中國爲究竟
(1) 佛敎之大乘, 唯中國傳之
＜없음＞

(2) 佛敎之宗派, 唯中國開之

다음의 <표6>은 ｢論佛敎與國民之關繋｣ 서언 부분의 원본과 번역을 대
조한 것이다.
<표6>
원본(중국어)

한국어 역(만향당 역)

佛敎叢報 1

朝鮮佛敎月報 12

論佛敎與國民之關繋
(滄江)

佛敎가 國民으로 與야 關繋
支那 滄 江 著
靑丘 晩香堂 譯

合多數人民, 立國於大地之上, 思想如 多數人을 合야 國을 大地上에 立야, 其
是其紛糅, 學術如是其複雑, 境遇如是 思想이 如是其紛糅며, 其學術이 如是其複雑
其差別, 敎育之所不能統一, 法律之所 며, 其境遇가 如是其差別야, 敎育으로能히 統
一치못바오, 法律로 能히 整齊치못바로다,
不能整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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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은 중국어에 조사 등을 붙인 현토 방식으로 되어 있다.
(2) 탄쓰통(譚嗣同) 仁學
<개요> 탄쓰통(1865～1898)은 중국 청말 변법(變法) 사상가이다. 자
는 복생(復生), 호는 장비(壯飛)이고 호남성 유양현 사람이다. 30세 때인
1894년에 청일전쟁 패배에 분개하여 캉유웨이(康有爲) 등이 일으킨 변법
(變法)운동에 힘을 쏟았다. 또한 양문회(楊文會), 량치차오(梁啓超)와 알
게 되었고 친하게 지냈다. 그러나 무술정변 때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탄쓰
통의 대표작인 仁學은 불교의 유식, 화엄 사상에 서양 자연과학 지식인
물리학을 결합한 저작이다.
<번역> 仁學은 ｢仁學節本｣이라는 제목으로 8회에 걸쳐 번역되고 있
다. 저자의 항목에는 ｢支那 譚嗣同 遺著｣, 역자 항목에는 ｢朝鮮 沙門石顛
譯｣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석전은 근대기의 유명한 승려이며 불교학자

였던 박한영(1870～1948)이다.
전라북도 완주(完州)에서 태어나 19세에 위봉사 금산스님을 찾아가 출
가하면서 정호(鼎鎬)라는 법명을 받았다. 26세에 순창 구암사에서 설유스
님에게서 법통을 받고 법호를 영호(暎湖)라고 하였다. 27세부터 해인사(海
印寺), 법주사(法主寺), 범어사(梵魚寺) 등에서 강의를 하였다. 1910년 한

일합방 이후 석전은 만해(卍海) 한용운(韓龍雲)과 함께 불교의 명맥을 유
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였고, 해인사 주지 이회광(李晦光)이 조선불교를 일
본의 조동종(曹洞宗)과 통합하려 하자 이를 저지시켰다. 1913년에는 불교
잡지인 해동불교(海東佛敎)를 창간하여 불교의 혁신과 한일합방의 부당
함을 일깨웠다. 1946년까지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
을 역임하고, 8ㆍ15 해방 후 조선불교 중앙총무원회의 제1대 교정으로 선
출되었다. 이후 정읍 내장사에서 만년을 보냈다. 저서로 석전시초(石顚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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抄)ㆍ석림수필(石林隨筆)ㆍ석림초(石林抄) 등이 있다.

월보에 번역된 부분은 다음 <표7>와 같다. 번역은 仁學 전체의 약
4분의 1정도이다.6)
<표7>
원본 : 중국어 仁學 해당항목

한국어 역 仁學節本 : 月報

1, 2, 3

12호

4, 5, 6, 7, 8

13호

9의 일부

14호

9의 일부, 10의 일부

15호

10의 일부, 11

16호

12

17호

13

18호

14의 일부

19호

다음 <표8>은 인학 서두 부분의 원본과 번역을 대조한 것이다. 번역
은 중국어에 조사 등을 붙인 현토로 읽고 있다.
<표8>
원본 : 중국어 仁學

한국어 역 仁學節本(박한영 역)

一

仁學一
偏法界, 虛空界, 衆生界, 有至大, 至精微, 無 偏法界, 虛空界, 衆生에有至大, 至精微
所不膠粘, 不貫洽, 不筦絡, 而充滿之一物焉. 며, 無所不膠粘며, 貫洽며, 不筦絡而
充滿之一物焉호ㅣ.

6) 이는 岩波文庫本 니시 준조(西順藏)ㆍ사카모토 히로코(坂元ひろこ) 譯註 仁學
(岩波書店, 1989)을 쓴 槪算이다. 岩波文庫本譯기 220쪽에 대해 月報에 翻譯된
부분은 冒頭(11쪽)에서 72쪽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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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어로 번역된 일본 문헌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
(1) 이노우에 세이쿄(井上政共) 통불교(通佛敎)
<개요> 이노우에 세이쿄의 통불교는 1905년에 유호칸(有朋館)에서
출판된 서적이다. 본서는 29항목으로 되어 있고, 통불교라는 관점에서 불
교 전체를 논한 것이다.7)

<번역> 본서는 먼저 일본어에서 중국어로 번역되어, 앞에서도 언급한
중국 불교 잡지 佛學叢報 5호, 6호에 게재되었다. 불학총보에서의 제
목은 통불교가 아니라, ｢佛敎與學問｣(｢불교와 학문｣)이라고 되어 있다.
이 ｢불교와 학문｣은 통불교의 앞부분에서 논해지는 항목이다. 따라서
중국어 역은 통불교 전체보다는 ｢불교와 학문｣이라는 소주제에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역자 부분에는 ｢鈍根節譯日本政共居士通佛敎之一
篇｣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둔근(鈍根)이 일본 세이쿄(政共)거사의 통불

교 일부를 번역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8)
둔근의 본명은 부웅상(傅熊湘, 1882～1930)이다. 명은 부, 자는 문거

7) 1. 佛敎의 本領과 學問의 定義, 2. 佛敎와 學問와의 差点, 3. 學問은 未確定의 道程
에 있는 所以, 4. 佛敎는 確定의 位置에 있는 所以, 5. 佛敎와 學問와의 關係, 6.
三世의 實在, 7. 三世의 変化, 8. 無始無終과 始終, 9. 靈魂問題와 六識, 10. 六識과
業相続, 11. 業相続과 阿頼耶識, 12. 人生의 一大疑問, 13. 宇宙의 自性과 宇宙의
自体, 14. 宇宙의 体性과 一大疑問, 15. 通佛敎의 根本義, 16. 通佛敎의 根本義와
眞如實相, 17. 通佛敎의 根本義와 中道實相, 18. 通佛敎의 根本義와 六大法身, 19.
通佛敎의 根本義와 生死의 解決, 20. 通佛敎의 信仰門, 21. 通佛敎의 安心修行門,
22. 通佛敎의 正依經典, 23. 通佛敎에서의 특히 本尊을 安置하지 않는 理由, 24.
通佛敎에서의 특히 敎祖를 安置하는 理由, 25. 通佛敎와 各宗派와의 關係, 26. 通佛
敎와 日本帝國와의 關係, 27. 通佛敎와 破邪顯正, 28. 通佛敎와 基督敎, 29附録.
8) 筆者의 前稿에서는 이 부분을 오해해서 ｢鈍根節｣이라는 사람이 번역했다는 해석
을 했다. 佐藤厚, ｢近代韓國佛敎の動向(1)－朝鮮佛敎月報(1912～1913)の分析を
通して｣, 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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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渠)이며, 호는 둔안(鈍安)이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글을 배웠고,
이어 녹강서원(渌江書院), 악록서원(岳麓書院)에 들어가 장사(長沙)의 왕
선겸(王先謙)에게 사사받았다. 이후 일본에 건너가 가노 지고로(嘉納治五
郎)가 설립한 홍문학원(弘文學院)에서 유학했다. 귀국 후 왕선(王仙)이 설

립한 학교의 교사가 되었다. 둔근과 불교계의 관계에 관해서는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그는 이 통불교 외에도 佛學叢報에 2편의 일본어 문헌을
번역하여 게재했다.9)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둔근은 통불교의 29항목 중에서 제일 앞의
5항만을 취급하여 ｢佛敎與學問｣이라는 제목을 붙여 번역했다. 佛學叢報
4호에서는 ｢1. 불교의 본령과 학문의 정의｣로부터 ｢3. 학문은 미확정의 도
정에 있는 것으로서｣까지, 5호에서는 ｢4. 불교는 확정의 위치에 있는 것으
로서｣와 ｢5. 불교와 학문의 관계｣가 게재되었다.
다음으로 중국어 판 통불교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은 인학을 번역
한 박한영이다. 저자 및 역자의 항목에는 ｢日本政共居士通佛敎之一篇 朴
漢永 譯｣이라고 되어 있다. 이것만 보면 중국어 역에서 중역(重譯)한 것임

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표기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월보에는 2회에
걸쳐 게재되고 있지만, 다음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불교의 본령과
학문의 정의｣로부터 ｢3 학문은 미확정의 도정에 있는 것으로서｣까지로 끝
나고 있다.
다음으로 번역 스타일을 비교해 본다(다음 <표10> 참조). 먼저 중국어
역은 일본어를 한문 문장으로 번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
역은 현토의 형식으로 읽고 있다.
중국어 역은 대개 일본어와 같지만 세밀하게 따져보면 제가 없지는 않
9) ｢王陽明之唯心論｣(第４期, 1913年)은 日本 里見常次郎著陽明と禅(宝文館, 1904
年)의 一部이고 또 ｢說靈魂｣(第７期, 1913年)은 日本 妻木直良著靈魂論(文會堂,
1906年)의 一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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をして宇宙一切を貫け

다. 예를 들면 <표10> 중에서 밑줄 친 일본어 ｢吾人

る根本義を確信せしめ｣은 현대어로 표현하자면 ｢우리에게 우주 일체를

관하는 근본의를 확신시켜｣가 된다. 이는 <사역형 문장>이다. 반면 중국
어 역은 ｢吾人旣貫徹宇宙一切, 以確信其根本義理之所在｣라고 되어 있고,
<표9>
원본 : 일본어
通佛敎(pp.1～2)

중국어 역

한국어 역

｢佛敎與學問｣

｢佛敎與學問｣

1 불교의 본령과 학문의 정의
2 불교와 학문의 차이

18호

5호

3 학문은 미확정의 도정에 있는 것으로서

19호

4 불교는 확정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서

6호

＜없음＞

＜없음＞

＜없음＞

5 불교와 학문의 관계
6 삼세 실재에서 29부록

<표10>
원본 : 일본어

중국어 역

한국어 역

通佛敎(pp.1～2)

佛學叢報 5

朝鮮佛敎月報 18

最新硏究 通佛敎
井上政共著

佛敎與學問

佛敎與學問

の と の
抑も佛敎の本領は轉迷開悟
を以て盡せりと雖とも, 之を
佛敎の全體より通釋し來る
ときは, 吾人をして宇宙一切
を貫ける根本義を確信せし
め, 一定の安心修行法に據り
て, 自由平等の性德を開顯し,
現在不完全なる因緣所成の
身心を改善變化せしむるに
在り.
佛敎 本領 學問 定義

(鈍根節譯日本政共居士通佛 ( 日本政共居士通佛敎之一
敎之一篇)
篇)朴漢永譯
佛敎之本領與學問之定義

佛敎之本領與學問之定義

原夫佛敎之本領, 固盡於轉迷 原夫佛敎之本領, 固盡
開悟矣. 若從佛敎之全體通釋 於轉迷開悟矣니라. 若從佛敎
之, 則吾人旣貫徹宇宙一切, 以 之全體야通釋之, 則吾人이
確信其根本義理之所在, 而依 旣貫徹宇宙一切야,以確信
據于一定之安心修行法, 以求 其根本義理之所在, 而依據于
開顯自由平等之性德, 使因緣 一定之安心修行法야, 以求
所成之身心, 由現在不完全之 開顯自由平等之性德호ㅣ,
域, 而變化之, 而改善之.

使因緣所成之身心으로, 由現
在不完全之域야, 而變化之

며, 而改善之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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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우리는 이미 우주 일체를 관철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그 근본
의리의 소재를 확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국어 역은 의미상으로 크게
차이는 없지만, <사역형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위화감을 느낄 수 있다.
중국어 역에 대한, 밑줄 친 한국어 번역도 동일하다.

Ⅲ. 번역 경로, 번역 동기

이상 번역 문헌에 대해, 개요, 역자, 번역 스타일 등을 검토했다. 이어
서 그 경로와 번역 동기를 고찰하고자 한다.

1. 경로
우선 일본 문헌인 무라카미 센죠(村上專精)의 佛敎統一論과 오다 토
구노(織田得能)의 佛敎大意는 일본에서 전래된 것이 확실할 것이다. 다
음에 중국 문헌인 량치차오(梁啓超)의 ｢論佛敎與國民之關繋｣와 탄쓰통(譚
嗣同)의 仁學 중에 랑치차오의 논문은 중국의 佛學叢報의 1호부터의

번역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전래된 것이다. 그리고 이노우에 세이쿄(井上
政共)의 通佛敎는 일본 문헌이지만, 중국 경유이다. 通佛敎는 중국

佛學叢報 제5기, 제6기에 게재된 번역이 다시 한국어로 번역되었기 때
문이다. 이것은 조선 불교계가 동시대 중국 불교계의 동향에 관심을 가지
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원저의 성립과 번역과의 시간적 간격을
보면, 랑치차오 논문의 경우 원저 간행이 1912년 10월이고 한국어 역 간행
은 1913년 1월이기에 약 2개월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通佛敎의 경우
는 원저(중국어판)의 간행이 1913년 2～3월이고, 한국어 역의 간행은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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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이기에 약 5개월 후이다. 이와 같이 반년 이내에 중국불교의 문헌을 번
역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한국 불교계가 중국 불교계의 동향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중국어 문헌 중, 탄쓰통의 인학은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생각
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다. 임형석의 추정에 따르면 박한영이 인학을
접한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가능성으로서 1908년에 일본을 다녀
온 한용운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했다.10) 만일 이것이
옳다고 한다면 중국어 문헌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해진 것이 된다. 이것
은 일본 문헌 通佛敎가 일본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전해진 것과 아울
러 생각해 볼 때 당시 3국간의 지식정보 교류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아주 흥미롭다.

2. 번역의 동기
이어서 번역의 동기를 고찰한다. 번역할 문헌을 정한 것이 번역자 개
인인지 단체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번역된 문헌의 성격을 살펴보면 당시
한국불교가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지향성’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일본과 중국으로 나누어 생각해 본다.

(1) 일본
앞에서 살펴본 일본 불교의 저술은 무라카미 센죠의 佛敎統一論, 오
다 토구노의 佛敎大意, 이노우에 세이쿄의 通佛敎였다. 이들은 불교
전체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특히 佛敎統一論과 通佛敎는 불
교 전체를 통합하는 내용이 설해져 있다. 번역자들은 이것을 당시 일본
10) 임형석, ｢박한영 인학절본 번역과 사상적 문맥｣, 동아시아불교문화 15, 동아시아
불교문화학회, 2013, 149쪽 각주 12)번.

근대 한국불교잡지에서의 해외 논문 번역 183

불교 연구의 특징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소개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佛敎大意는 불교 개론이지만,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불교 자체
를 새로운 시점에서 재파악한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通佛敎는 한국 불교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있다. 손지혜(孫知慧)는 그의 논문에서 한국인이 자신의 불교를 ｢
통불교｣라고 규정한 것에는 일본 通佛敎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았다.11)
현재 한국에서는 한국불교를 일체의 가르침을 종합한 회통불교, 즉 통불교
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향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최남선
등이 원효를 모든 종파에 걸쳐 통불교라고 규정한 데서 기인한다. 이와
같은 일제 강점기 시대의 통불교 담론의 배경에는 당시 일본에서 통불교라
는 사고방식이 인식이 존재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들 번역이 한국
불교인에게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2) 중국불교인의 저술, 중국불교 동향
중국 불교인의 저술을 생각해 본다. 우선 량치차오에 관해서이다. 그
는 사회진화론 등으로 근대 한국 사상계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최형
욱의 연구에 의하면 량치차오가 최초로 한국에 소개된 것은 1897년이고,
1900년 초에는 단행본 淸國戊戌政變記도 한국에 유입되었다. 더욱이 일
본 망명 중의 량치차오가 발행했던 淸議報는 한국에도 보급처가 있었다
고 한다. 잡지 기사에 수록된 것으로는 1906년에 ｢政治學說｣, 1909년에
｢支那梁啓超新民說｣ 등이 있고, 단행본으로는 1900년에 淸國戊戌政變記,
1907년에 越南亡國史 등이 번역되었다고 한다.12)

11) 孫知慧, ｢韓國近代における元曉認識と日本の｢通佛教論｣｣, 東アジア文化交渉硏
究 5, 關西大學大學院東アジア文化硏究科, 2012.
12) 최형욱, ｢조선의 양계초(梁啓超) 수용과 양계초(梁啓超)의 조선에 대한 인식｣, 동
아시아문화연구 45,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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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치차오의 영향은 불교계에서도 동일하여, 한용운이 朝鮮佛敎維新
論에서 량치차오를 언급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용운은 1908년에 일

본에 가 있었고, 이 때 량치차오도 일본에 있었다. 두 사람이 만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량치차오에 관한 정보는 한용운을 통해서 한국 불교에도 유
입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량치차오의 ｢論佛敎與國民之關繋｣가 번역된 첫 번
째 이유는 이해된다. 두 번째 이유로 생각되는 것은 내용적인 면이다. 즉
불교와 국민이라는 주제, 바꾸어 말하자면 불교와 사회라는 주제가 한국의
승려에게는 염두에 두어야만 할 과제로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은 아닌
가 하는 점이다. 이것을 일본 불교와 대비해 보면, 일본에서 불교는 유명무
실화되었다고 하지만 집과 절을 장의와 묘지로 결합하는 단가제도(檀家制
度)가 있었기에 불교의 사회적 역할은 분명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그

런 제도가 없어서 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에 대해서는 재고해야만 했다고
생각한다.
한편 탄쓰통의 인학이 번역된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인학이 말하는 불교와 과학의 결합과 같은 내용이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다. 둘째, 임형석에 따르면 仁學 번역의 배경에는 번역자
인 박한영이 지향하는 한국불교 자체의 유신이라는 의도와 의지가 반영되
었다는 추측이다.13) 이 점은 필자도 동의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박한
영의 탄쓰통에 대한 동정심이다. 그 근거의 하나가 필자 항목에 표기된
｢譚嗣同遺著｣이라는 표현이다. 박한영 자신이 불교를 포함한 조국의 근대
화를 지향하였으므로 똑같이 조국의 혁신에 몸을 바친 인물을 소개하고
그 공적을 널리 알리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상, 량치차오와 탄쓰통의 글이 번역된 이유를 고찰했다. 그런데 이
13) 임형석, ｢박한영 인학절본 번역과 사상적 문맥｣, 동아시아불교문화 15, 동아시아
불교문화학회, 2013, 158쪽 각주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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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월보에는 중국불교 관계의 정보가 수록되었다. 5호(1912년 6월)
에는 ｢지나불교(支那佛敎)｣라는 제목으로, 상하이에서 불교회를 만드는 움
직임이 있었다고 전한다. 6호(1912년 7월)에는 사불산인(四佛山人)의 ｢지
나불교계(支那佛敎界)의 근일(近日)｣이라는 글에서 상하이 불교회의 취지
문을 게재하고 있다. 또한 18호(1913년 7월)에는 ｢中華佛敎中興瑞相｣이라
는 제목으로 베이징에서 열린｢釋迦聖誕紀念大會｣ 기사를 수록했는데, 이
것은 중국에서 간행된 불교월보 2호(1913년)에서 전재한 것이다. 이와
같이 당시 한국 불교계가 동시대 중국 불교계의 동향에 주의 깊게 관심을
가졌음을 볼 수 있다.

Ⅳ. 결어

이상 1912년부터 이듬해까지 간행된 조선불교월보에 수록된 5편의
번역 문헌에 관해 원전의 개요, 번역자, 번역 방법, 그리고 그 의미를 고찰
했다. 우선 간단히 내용을 정리한다. 첫째,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
으로는 무라카미 센죠의 불교통일론(번역: 권상로), 오다 토쿠노의 불
교대의(번역: 김상숙)가 있다. 이것들은 완역이 아니고, 앞부분만 번역되
었다. 번역 스타일은 일본어를 직역한 것이다. 둘째,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에는 량치차오의 ｢論佛敎與國民之關繋｣(번역: 만향당), 탄쓰통
의 仁學(번역: 박한영)이 있다. 이것들도 완역이 아니다. 번역 스타일은
중국어(한문)에 조사 등을 붙인 현토를 다는 전통적인 한문 읽기이다. 셋
째, 중국어로 번역된 일본 문헌을 한국어로 재번역한 것으로는 이노우에
세이쿄(井上政共)의 통불교(중국어 역: 둔근(鈍根)＜부웅상(傅熊湘)＞,
한국어 역: 박한영)가 있다. 이 중에서 중국어 역은 통불교에서 불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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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의 관계를 서술한 앞부분만을 번역했고, ｢불교와 철학｣이라는 제목
을 붙였다. 한국어 역은 중국어 역에 현토를 달았다.
다음으로 문헌의 한국 유입 경로(정보의 경로)에 대해서 고찰했다. 그
결과 일본어 저작은 일본으로부터 유입되었고, 중국어 저작은 중국으로부
터 유입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통불교는 일본어 저작임에도 불
구하고 중국어 번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유입되었다. 또한 인학은 한
용운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접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이상의 점들로 미루어
보아, 당시 한중일 3국의 정보 교류는 매우 활발했고, 특히 한국이 일본뿐
만 아니라 중국 쪽의 정보도 활발히 접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나아가 번역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일본어 문헌의 경
우는 불교 전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서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중국어 문헌의 경우는 학문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염두에 둔 번역
이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했다.
끝으로 월보 이후 불교잡지에서의 게재된 번역문헌 상황을 개괄한
다. 1913년 월보가 폐간된 후에 잡지에 번역문헌을 게재한 것은 불교진
흥회월보(佛敎振興會月報)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번역되었
다. 1915년에는 량치차오가 칸트 철학을 정리한 ｢西哲康德格致學說｣이 양
건식(梁建植)의 번역으로 7회에 걸쳐 게재되었다.14) 또한 같은 해에 다카
쿠스 준지로(高楠順次郎)의 ｢佛敎의 五大特徴｣(양건식 역)이라는 일본어
논문도 게재되었다. 후속 잡지인 조선불교총보(朝鮮佛敎叢報)에는 무라
카미 센죠의 ｢日本佛敎史의 特色｣(朝鮮彙報에서 전재, 역자 불명), 쯔마
키 죠쿠료(妻木直良)의 ｢高麗의大覺國師｣(정광진 역), 혼다 닛쇼(本多日
生)의｢日本의 文明과 三敎｣(역자 불명)가 수록되었다. 또한 일본에서 간행

된 일본 대장경이 소개되었는데, ｢世界에 誇張할 日本大藏經의出版｣(大
14) 梁建植의 ｢西哲康德格致學說｣에 대한 연구로는 이행훈, ｢양건식의 칸트철학 번역
과 선택적 전유｣, 동양철학연구 66, 동양철학연구회, 2011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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帝國公論에서 전재)(이곤성 역)이 수록되었다.

한편 중국불교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918년 조선불교총보에
는 ｢上海哈同花園華嚴大學緣起｣가 수록되었다. 1924년 佛敎에는 태허
(太虚)의 ｢警告共産党｣이 게재되었고(이는 중국 불교잡지 佛化新靑年에
서 전재), 1925년에는 구양경무(歐陽竟無)의 ｢佛法은 宗敎가 아니고 哲學
이 아니다｣가 5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그리고 태허의 ｢佛法으로 社會主義
를 批評함(支那)｣(佛化新靑年에서 전재) 번역되었다. 이 외에도 1920년
이후로는 중국의 태허와 관련된 기사가 증가했다. 이와 같이 월보 이래
일본과 중국에 관한 정보가 모두 한국 불교계에 섭취된다. 그 중에서도
제일 활발히 해외 정보를 흡수한 것은 양과 질의 양면에서 보면 월보였
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근대 한국불교에 있어서 번역 문헌 정보에 관한 연구의 첫 단
계로서 1912～13년에 간행된 月報를 다루었다. 앞으로는 이 외의 문헌
에 대한 번역 상황도 세밀하게 조사하여 근대 한국불교에 미친 일본과 중
국 불교의 영향을 고찰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이 문제는 동시에 일본 불
교와 중국 불교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016.5.17 투고 / 2016.05.25 심사완료 / 2016.05.25 게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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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nslation of Foreign Articles in the Korean Buddhist
Magazine during Early 1910s
Sato Atsushi

In the era of Japanese ruling period, Korean Buddhists published
many magazines for Buddhist study and Buddhist development. The
magazines also introduced some foreign article originally published in
Japan and China. In this paper, 5 foreign articles are examined. The
examined articles are Murakami Senjo(村上專精)’s “Bukkyo toitsuron(佛
敎統一論) or On the Unification of Buddhism”(translated by Kwon sang

ro), Oda Tokuno(織田得能)’s ”Bukkyo Taii(佛敎大意) or the general
meaning of Buddhism” (translated by Kim sangsuk), Inoue Seikyo(井上
政共)’s ”Tsu Bukkyo(通佛敎) or trans-sectional buddhism” (translated by

Park Han-yeong from Chinese), Liang Qi Chao(梁啓超)’s ”Treatis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 and buddhism” (translated by Man
hyang dang), Tan Sitong(譚嗣同)’s ”Renxue or Study of Ren” (translated
by Park Han-). About translation style, Japanese articles are translated
in word-by word translation, whereas Chinese articles are translated in
traditional Korean reading.
About distribution route, basically Japanese articles came from
Japan, and Chinese article came from China. But we can see irregular
case. The article ”Tsu Bukkyo” was not the direct translation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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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but the translated from Chinese published in Chinese Buddhist
magazine. So we can understand Korean monks concerned about
Japanese and Chinese Buddhism together at that time. Buddhist
informations were interchanged in East Asia vigorously at the time.
Next about content of articles. “Bukkyo toitsu ron”, ”Bukkyo Taii”,
and ”Tsu Bukkyo” suggested new perspective that regard the as the
whole instead of sectarian understanding. The Korean Buddhists
concerned about that topic. Especially “Bukkyo toitsu ron” and ”Tsu
Bukkyo” were important. They must have given not a little influned on
Korean Buddhists whe they defined Korean Buddhism as “tong bulgyo
or whole buddhism”. ”Treatise on relationship between nation and
buddhism” influenced on the notion of the position of Buddhism in
modern nation.
Like this Korean Buddhists concerned overseas information at the
time, which should be examined much carefully.

 Keyword
Translation, chosun bulgyo wolbo(朝鮮佛敎月報), Murakami Senjo(村上專精),
Bukkyo toitsu ron(佛敎統一論), Oda Tokuno(織田得能), Bukkyo Taii(佛敎大意),
Inoue Seikyo(井上政共), Tsu Bukkyo(通佛敎), Liang Qi Chao(梁啓超), Tan Sitong
(譚嗣同), Renxue(仁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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