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eaves of Korean Buddhist History （조선불교사고）
Tracts on the Modern Reformation of Korean Buddhism （근대한국불교개혁론）
The Gyeongheo Collection （경허집）
A Study of Korean Pagodas （조선탑파의 연구）
Essential Compendium for Buddhists （불자필람）
An Anthology of East Asian Commentaries on the Nyāyapraveśa （인명입정리론회석）
The Sun over the Sea of Enlightenment （각해일륜）
A Collection of Modern Korean Buddhist Discourses （근대한국불교논설집）
The Temple of Words （근대한국불교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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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출판 사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한국 근대기의 대표적 불교 저작들을 분야별로 선별하여 영어로 번역, 출판함으로써
한국의 근대불교가 남긴 지적 유산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2013년부터 2017년까
지 총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이 사업을 주관하였고 대표 불서 10종의
영역 및 출판을 완료하였다.
불교는 한국 문화와 사상의 중심축을 이루었고 근대를 거치며 현재까지도 그 영향력이 결코 적
지 않다. 역사적으로 인도에서 발원하여 중국을 거쳐 한국에 안착한 불교는 독자적 고유성과 세계
사적 보편성을 동시에 가지면서 이어져 왔다. 불교는 그 수용 이래 한국인의 사유세계를 확장시켰
고 대중화를 통해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문명화와 토착화의 두 가지 길을 걸어온 불
교는 한국의 전통을 수준 높고 다채롭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한국불교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 사상과 역사, 문화를 적극적으로 소
개할 필요가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신라에서 조선까지 한국
찬술 불교문헌들을 엄선하여 ‘한국전통사상총서’ 영문판을 출간한 바 있다.
본 사업은 이를 계승·발전시켜 불교가 근대기에도 한국인들의 정신적 자산이 되었을 뿐만 아
니라 세계적 수준의 보편담론을 제기하였음을 널리 알리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외 한국학의 저
변을 넓히고 한국불교의 세계화와 한국적 전통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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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The Collected Works of Modern Korean Buddhism

Project Overview
This project was designed to introduce the intellectual heritage of modern Korean Buddhism to
the world by selecting representative works of Korea’s modern Buddhist tradition in various fields
and publishing them in English. For a five-year period from 2013 to 2017,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supervised the project with the support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has published ten representative Buddhist works in English.
Buddhism has been the central axis of Korean culture and thought for thousands of years, and has
exerted considerable influence to the present. Buddhism, which originated in India and settled here
in Korea via China, maintains both local particularity and global universality. Since its introduction
to Korean peninsula, Buddhism has broadened the spiritual realm of the Korean people and
contributed to solving the problems of life and death through its popularization. Through the two
ways of civilization and indigenization, Buddhism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traditional Korean heritage more sophisticated and diverse.
Various works on philosophy, history and culture of Korean Buddhism need to be published
to introduce the originality and excellence of Korean Buddhism to the world.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previously published The Collected Works of Korean Buddhism: English
translations of carefully selected Korean Buddhist works from the Silla to Joseon dynasties as part
of the globalization of Korean Buddhism.
Succeeding and further developing upon the previous undertaking, this project aims to inform
the world of modern Korean Buddhism, which not only served as an indispensable spiritual asset
for Korean people but also provided them with the locus of universal discourse. The ultimate goal
of this project is to expand the worldwide base for Korean studies, promote the globalization of
Korean Buddhism, and improve the “brand equity” of Korean tradition.

Korean Buddhism Library
Collected Works of Modern Korean Buddhism

발간사
문화는 소통이며, 향유하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체화됩니다. 또한 문화는 교류를
통해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여럿이면서 하나인 공동문명을 형성합니다. 이 공동의 문화 유전자는
상호 이해와 현재와 미래의 공동 번영의 기반이 됩니다. 세계의 갈등을 치유하고 인류 평화를 도
모하는 종교의 사명은 문화의 소통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발원한 불교는 중국에 들어와 동아시아 문명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서
번역된 한문경전을 받아들여 승가의 전통을 수립하고 대승불교를 체계화하였습니다. 나아가 일
본에 불교를 전파하여 문화수용과 전파의 매개자로서 역동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동아시아 불교
문화권의 중요한 축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석굴암과 고려불화, 팔만대장경과 언해불서 등 다채로
운 문화를 창출하였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이러한 한국불교문화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자 지난 2010년에 ‘한국
전통사상총서’ 전13권을 영어판으로 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 근대 불교문헌 10종
을 영어로 번역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한국불교의 반면교사인 근대불교를 통해 21세기
의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 것입니다. 근대는 식민지라는 암울한 현실에서 한국불교의 주체적 대응
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이때 나온 불교저술들은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 불교사의 한 부분이며 ‘오
래된 미래’입니다.
한국근대불서 영역서 10종의 출간은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대한불교조계종의 지속적 노력
의 결과물입니다. 근대불교의 특징인 ‘한국어로 불교하기’는 한국문화를 더욱 풍부하게 했습니다.
이를 현재의 국제어인 영어로 번역하는 것은 문화의 소통과 확산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번
역자와 여러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본 사업을 뒷받침해준
문화체육관광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근대한국불교대표문헌영역 편찬위원장

자승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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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word
Culture communicates. Culture is embodied in different appearances according to those who

enjoy it. As mutual exchange proceeds, culture also forms a common civilization, which may
be one and many or many and one. This common cultural gene constitutes the basis for mutual

understanding and co-prosperity of both the here and the hereafter. The mission of a religion that

heals world conflict and promotes the peace of mankind will be accomplished through cultural

communication.

Buddhism, having originated in India, arrived at China and then became a religion of East Asian

civilization. Importing the Buddhist scriptures translated in China, Korea established a Buddhist

tradition of a sangha (monastic community) and systematized Mahayana Buddhism. Korea also

became the important axis of East Asian Buddhist culture by playing a dynamic role in transmitting

Buddhism to Japan as a cultural messenger. As a result, Korea has diverse cultural treasures,

such as Seokguram, Goryeo Buddhist paintings, the Goryeo Buddhist Canon in Eighty-Thousand

Woodblocks (Palmandaejanggyeong 八萬大藏經), and Buddhist texts in the Korean language, etc.

In 2010,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published The Collected Works of Korean Buddhism

in thirteen volumes, which were English translations of Han’guk jeontong sasang chongseo, to
introduce the excellence of Korean Buddhism to the world. Presently we have published ten modern
Korean Buddhist works in English for the purpose of anticipating the twenty-first century though

contemporary Buddhism, which is a reaction to present-day Korean Buddhism. The modern era
was a difficult time during which Korea was colonized by Imperial Japan, yet the response of

Korean Buddhism was independent even in that dark reality. The Buddhist writings that appeared

in this era constitute a part of the Buddhist history of not only Korea but also East Asia, as an “old

future.”

The publication of the ten modern Korean Buddhist texts is a result of the continuous efforts

of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to globalize Korean Buddhism. In particular, “Doing
Buddhism in the Korean Language,” a distinctive feature of contemporary Buddhism, has enriched

Korean culture. Translating Korean Buddhist texts into English, the current international language,

is essential in terms of cultural communication and expansion.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thanks to the translators and all of the other contributors for their valuable efforts, and also to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providing indispensable

support for the project of globalizing Korean Buddhism.

Jaseung

President of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President, Publication Committee of Modern Korean Buddhism

Korean Buddhism Library
Collected Works of Modern Korean Buddhism

편집자 간행사
불교가 한반도에 들어온 지 1700년이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불교는 생사윤회 속에서 세상의 이
치(Dharma)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 붓다가 되는 길을 추구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누구나 붓다가 될
수 있는 성품을 본래 가지고 태어난다는 본성론적 변형을 거쳐 이론과 실천을 담당하는 종파불교
를 형성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여러 종파의 이론과 대립적 주장들을 종합하여 조화를 이루려
는 통섭적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근대에 들어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한국불교의 전통 계승과 서구적 근대성의 수용이라는 이중
의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시대적 혼란 속에서도 당시의 탁월한 불교인들은 주목할 만한 저작들
을 남김으로써,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현대불교로 넘어가는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
였습니다.
이 사업은 근대기의 대표적 불교저작 10종을 선별하여 영어로 번역 출판함으로써, 한국의 근대
불교가 남긴 지적 소산물을 해외에 널리 알리려는 기획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였고, 원전의 직독 번역이 가능한 전
공자의 책임번역과 국내외 전문학자의 교감과 원어민 감수를 거쳐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5년의 기간 동안 10권의 책을 모두 회향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총무원장 자승 스
님과 교육원장 현응 스님의 원력 덕분이며, 이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총서의 출판을 통해 한국
불교가 근대성의 충격을 독자적인 방식으로 소화함으로써, 1700년의 역사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그 사상과 문화의 고유성뿐 아니라 보편성을 담보해 낸 사실을 세계에 널리 알려, 한국 불교문화
의 위상이 고양되기를 기대합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
근대한국불교대표문헌영역 기획편집위원장 김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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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Preface
Buddhism arrived on the Korean peninsula one thousand seven hundred years ago. In India,

Buddhism was the pursuit of the attainment of enlightenment regarding the Dharma of the

world and ultimately becoming a Buddha by overcoming the eternal cycle of birth and death. In

China, Buddhism experienced a transformation of the theory of original nature—that everyone
originally has the nature or capacity to become Buddha—and formed Buddhist schools centered on
doctrinal theories and practices. In Korea, Buddhists had a remarkable tendency of integration or
harmonization by synthesizing the theories of various schools and opposing arguments.

In the modern era, Japanese colonial rule charged Korean Buddhists with the dual tasks of

securing the succession of traditional Korean Buddhism and the acceptance of Western modernity.
Despite the turmoil of modern times, outstanding Buddhists of the time left remarkable works and

thereby contributed to maintaining the identity of Korean Buddhism, laying the groundwork in the
transitional process leading toward modern Buddhism.

This project started with a plan to introduce intellectual works of the modern Korean Buddhism

to the world, by publishing ten representative Buddhist works of the modern period in English.
With the support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inaugurated this project in 2013. The results have been achieved

through all the process of translation by specialists of each field, reviews of the translation drafts by

domestic and foreign scholars, and proofreading by native speakers.

I owe all of these to the aspiration by Ven. Jaseung, president of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and Ven. Hyeoneung, president of Education Bureau of the Jogye Order. It is thanks to
them that we have been able to transfer merit by publishing all ten volumes over a period of five

years. I am deeply grateful for that. I hope that the Collected Works of Modern Korean Buddhism

contributes to informing the whole world of the fact that Korean Buddhism inherits the tradition

of one thousand seven hundred years and secures the particularity as well as the universality of its
thought and culture by digesting the impact of modernity in its own ways.

Kim Jongwook

Director, The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at Dongguk University

Series Editor & Chair of the Editorial Board, Collected Works of Modern Korean Buddhism

Korean Buddhism Library
Collected Works of Modern Korean Buddhism

근대 한국불교 대표문헌 10종
[사상과 종교] 경허집, 각해일륜, 인명입정리론회석, 백교회통
[역사와 사회] 조선불교사고, 근대한국불교개혁론, 근대한국불교논설집
[문화와 의례] 근대한국불교시선, 조선탑파의 연구, 불자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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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 Representative Works of Modern Korean Buddhism
[Philosophy and Religion]
The Gyeongheo Collection
The Sun over the Sea of Enlightenment
An Anthology of East Asian Commentaries on the Nyāyapraveśa
Harmonizing the Hundred Teachings
[History and Society]
Sheaves of Korean Buddhist History
Tracts on the Modern Reformation of Korean Buddhism
A Collection of Modern Korean Buddhist Discourses
[Culture and Ritual]
The Temple of Words: An Anthology of Modern Korean Buddhist Poetry
A Study of Korean Pagodas
Essential Compendium for Buddhists: A Modern Buddhist Liturgy

Korean Buddhism Library
Collected Works of Modern Korean Buddhism

『경허집鏡虛集』
경허 저┃John JORGENSEN 역

『경허집』은 한국 근대의 대표적 선승인 경허 성우鏡虛惺牛
(1849~1912, 1857년 생년설도 있음)의 법어집法語集이자 문집文
集이다. 경허는 9세에 출가하여 교학을 연마하고 한국 선종의 간

화선看話禪 수행 기풍을 진작시켰고 수선결사修禪結社를 결성하였다. 말년에는 한반도
북쪽 지역에 가서 대중 교화에 힘쓰다가 입적하였으며 그의 선풍을 계승한 제자로는 혜월慧月, 만
공滿空, 한암漢岩 등이 있다.
이 책은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선종 전통의 흐름이 어떻게 지속되고 또 변용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문헌이다. 구성은 법어法語, 서문序文, 기문記文, 서간문書簡文, 행장行狀, 영찬
影讚, 시詩(5언 및 7언 다수) 등으로 되어 있다. 오언율시 중 「중노릇하는 법」은 승려의 수행 지침서

이다. 「청규淸規」는 선원의 규범과 생활 방식을 제정한 것이다. 시문은 격외格外의 선풍을 담고 있
으며 「오도가悟道歌」는 그의 깨달음의 경지를 읊은 것이다.
본서의 내용은 간화선看話禪 수행에서 요구되는 철저한 자내증自內證을 강조하는 글, 정토淨土
사상을 수용한 글, 계율과 청규淸規의 중시 및 결사운동에 관한 글, 선과 교를 융합한 글, 대중교
화와 선의 생활화를 위한 「참선곡參禪曲」 등의 가요, 전국 선원禪院의 설립과 제자 양성에 관한 글
등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다. 영역의 저본은 제자인 한암漢岩이 스승의 행장을 써서 붙인 필사본
(1931년)이며, 한용운韓龍雲이 서문을 쓰고 중앙선원中央禪院에서 간행한 연활자본鉛活字本(1943)

을 대조본으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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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yeongheo Collection
Gyeongheo-jip

By Gyeongheo┃Translated by John JORGENSEN

The Gyeongheo Collection is a collection of dharma
talks and other literary works by Gyeongheo
Seong’u 鏡虛惺牛(1849/1857–1912), one of the

representative Korean Seon masters of modern
times. Gyeongheo was tonsured at the age of
nine, and he studied Buddhist doctrine on the
one hand and promoted Ganhwa Seon practice
on the other. Geongheo also established a
meditation practice society. In his later years Gyeongheo dedicated himself to the edification of the
common people in the northern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Among his prominent disciples are
Hyewol 慧月 (1861–1937), Man’gong 滿空 (1871–1946), and Han’am 漢岩 (1876–1951).

The Gyeongheo Collection is a significant work in that it enables us to see the process of evolution
and transformation of Seon tradition during the period of modernization. This work consists of
dharma talks, prefaces, records, letters, accounts of conduct, eulogies offered up to portraits of
famous monks, hundreds of Seon verses (in both five character and seven character formats), and so
forth. Among the poems written in regulated verses with five logographs per line, “How to Be a
Monk” is a guide book of practice for monks and nuns. “The Pure Regulations” includes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Seon monastic community. The verses also contain unconventional features
of Seon teaching. “The Song of the Way to Enlightenment” is the verse written on Gyeonheo’s
attainment of the state of enlightenment.
Besides, The Gyeonheo Collection contains essays on various topics, such as the exhaustive
realization within one’s mind required in Ganhwa Seon practice, the adoption of Pure Land
thought, the importance of monastic precepts and the Pure Rules, societies and movements focused
on meditation, the synthesis of practice and doctrine, the edification of the masses and songs such
as “Sŏn meditation” (Chamseon gok) introducing the daily life of Seon, the establishment of Seon
monastic community and education, and so on. The base script for The Gyeongheo Collection is
Han’am’s hand-copied edition (1931), which also includes a brief biography of Gyeongheo written
by Han’am himself. For the translation, this script was compared to the printed edition published
in 1943 by Jung’ang Seonwoen, which is prefaced by Han Yongun 韓龍雲(1879–1944), the
prominent Korean monk and wr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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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해일륜覺海日輪』
백용성 저┃서정형 역

『각해일륜』은 근대 선불교의 중흥과 신불교 운동을 주도한 백
용성白龍城(1864~1940)이 불교의 교리와 선 수행의 요체를 정리
한 책이다. 백용성은 해인사海印寺, 통도사通度寺, 송광사松廣寺의
삼보三寶사찰에서 수학하였고, 1911년 임제종臨濟宗 건립 운동에 앞장섰다. 1919년 3·1
운동 때는 한용운과 함께 불교계를 대표해 민족대표 33인으로 참여하였다. 1920년대에는 신불교
운동으로 대각교大覺敎를 창설하였고 불전의 한글 번역과 불교 대중화, 생활불교를 주창하였다.
또한 전통적 선 수행 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선학원禪學院 건립을 주도하였고, 1926년에는 대처帶
妻와 육식肉食을 금지할 것을 총독부總督府에 요구하였다.

본서는 대각교의 교전敎典 성격을 가지며 저자 서문에서는 깨달음의 세계가 하늘의 해처럼 무
한히 넓고 치우쳐 있지 않아서 제목을 각해일륜이라고 붙였다고 하였다. 구성은 총 3권 60편과 부
록으로 『육조단경六祖壇經』의 요체 및 번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권1은 18편으로 모든 중생에게 불
성이 내재한다는 여래장如來藏, 유식唯識과 유심唯心, 인과因果 등 불교의 기본 개념과 교리를 설
명하고 있다. 권2는 44편까지로 관법觀法과 간화선 수행 등을 다루고 있는데 모든 현상존재는 마
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설하고 깨달음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권3은 60편까지로 수심修心의 바른 길
을 밝히면서 참선 수행의 방법을 설명하였다. 본서의 저본은 대각교당大覺敎堂에서 간행한 연활
자본(193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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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n over the Sea of Enlightenment
Gakhae illyun

By BAEK Yongseong┃ Translated by SUH Junghyung

The Sun over the Sea of Enlightenment is one of

the influential works by Baek Yongseong 白龍
城 (1864–1940), the prominent Buddhist monk

who revived Seon Buddhism and led the New
Buddhism movement. This work offers an

organized explanation of essential points

of Buddhist doctrine and Seon practice.

Baek Yongseong, who studied at the Three-Jewel monasteries of Korea, Tongdo Monastery 通

度寺, Haein Monastery 海印寺, Songgwang Monastery 松廣寺, took the lead in the movement to

establish the Imje Buddhist 臨濟宗 in 1911. He is also well known for having signed the Kore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during the March First Movement as one of the thirty-three cultural

and religious leaders. In 1920s, Baek Yongseong established the new religion of Daegakgyo

(Teaching of Great Enlightenment) and translated Buddhist scriptures into modern Korean to spread

Buddhism to the common people. He also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founding the Seon monastic

community to preserve and promote traditional Seon practice. In 1926, Baek Yongseong requested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to prohibit monastic marriage and meat-eating.

The Sun over the Sea of Enlightenment is generally regarded the foudational scripture of

Daegakgyo. Baek Yongseong explains in the preface that this work is so titled because the world

of enlightenment applies to everything infinitely and equally just as does sunlight. This work
is composed of sixty sections in three volumes and at the end the gist of the Platform Sutra of

the Sixth Patriarch is added as an appendix along with its Korean translation. The first volume,
consisting of the first eighteen sections, explains fundamental Buddhist doctrines and concepts

such as tathāgatagarbha, consciousness-only, mind-only, cause and effect. The second volume,
consisting of the next thirty-six sections, deals with contemplation practice and Ganhwa Seon, and

offers the way to enlightenment describing that every phenomenon originates from the mind. The
third volume, comprised of the remaining sections, suggests the right way of cultivating the mind

by explaining how to do the meditative practice. The base text for the translation of this work is the

printed edition published at Daegakgyodang in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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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입정리론회석
因明入正理論會釋』
박한영 저┃함형석 역

『인명입정리론회석』은 불교 논리학인 인명因明의 특징을 정리
한 교학서이다. 저자 박한영朴漢永(1870~1948)은 교학에 정통
한 학승으로 임제종 건립운동에도 참여하였고 불교계의 최고 교
육기관인 중앙불교전문학교中央佛敎專門學校의 교장을 지냈으며, 1945년 해방 직후 조
선불교중앙총무원總務院의 초대 종정으로 추대되었다.
본서는 인도의 상갈라주商羯羅主(Śaṇkarasvāṇmin)가 찬술하고 당의 현장玄奘이 647년에 한역한
『인명입정리론』을 중국 명明의 유식학승 명욱明昱의 『인명입정리론직소因明入正理論直疏』에 근거
해 주석한 것으로 ‘보해補解’, ‘증주增註’의 형식으로 저자의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명말청초에 활
동한 지욱智旭의 『인명입정리론직해因明入正理論直解』 등도 인용하였기에 ‘여러 주석을 모아 해석
한다’는 뜻의 ‘회석會釋’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본서는 저자가 독자적 학설을 제기한 것은 아니지만 인명 주석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을 단
것으로 근대기 한국불교의 교학적 수준을 잘 보여주는 책이다. 영역의 저본은 끝에 ‘구산사문회석
龜山沙門會釋’이 쓰인 불교중앙학림본(1916년)과 송광사 지방학림본地方學林本(19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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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thology of East Asian
Commentaries on the Nyāyapraveśa
Inmyeong ipjeongni ron hoeseok

By BAK Hanyeong┃Translated by HAM Hyoung Seok

An Anthology of East Asian Commentaries on

the Nyāyapraveśa is a manual of Buddhist Logic

by the scholar -monk Bak Hanyeong 朴漢永
(1870–1948). Bak Hanyeong participated in

the establishment movement of the Imje

Buddhist Order 臨濟宗 in 1911, attempting
to maintain authenticity of Korean Buddhist

tradition. He served as principle of the Jung’ang Professional School of Buddhism (Jung’ang Bulgyo
Jeonmunhakgyo 中央佛敎專門學校), the highest educational institute for Buddhism, and right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in 1945, he was appointed as the first Supreme

Patriarch of the Administrative Headquarters of Korean Buddhist Order (Joseon Bulgyo Jung’ang
Chongmuweon 朝鮮佛敎中央總務院).
An Anthology of East Asian Commentaries on the Nyāyapraveśa is a selected collection of East

Asian commentaries on Xuanzang’s Chinese translation (647) of Śaṇkarasvāṇmin’s (ca. the late 6th
century) Nyāyapraveśa. This work is written by centering on Ming dynasty Yogācāra monk Mingyu’s 明昱

(d.u.) commentary, the Yinming ruzhengli lun zhishu 因明入正理論直疏, along with Bak Hanyeong’s

own “supplementary explanations” (bohae 補解) and “additional comments” (jeungju 增註), and also

cites Zhixu’s 智旭 (1599–1655) commentary, the Yinming ruzhengli lun zhijie 因明入正理論直解.
The expression hoeseok in the title means “to reconcile [conflicting] interpretations.”

Although An Anthology of East Asian Commentaries on the Nyāyapraveśa is not Bak Hanyeong’s

original arguments, it is one of important sources for the study of the modern Korean Buddhism,

since this work contains detailed explanations of the commentaries on such a specific area as

Buddhist Logic and thus represents Korean Buddhist scholastic standards of the modern period.
The base texts for the translation are the edition of the Bulgyo jung’ang hangnim (1916) and the

edition of the Jibang hagnim at Songgwang Monastary (1920). Both texts end with the phrase “The

śramaṇa Gusan has interpreted [the Nyāyapraveśa] by reconciling [conflicting] interpretations” (龜山
沙門會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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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교회통百敎會通』
이능화 저┃정단비 역

『백교회통』은 근대기 한국의 종교 이해를 엿볼 수 있는 책으
로 11개 종교와 불교를 비교 설명하고 불교의 장점을 정리한
책이다. 저자 이능화李能和(1869∼1943)는 불교사를 비롯한 근대
한국학을 선도한 학자이다. 그는 여러 외국어를 습득하여 한성漢城외국어학교 교장을
지냈고 최초의 근대식 불교 교육기관인 명진明進학교에서 어학과 종교사를 가르쳤다. 그는 불교
잡지 간행에도 참여하였고 방대한 자료집의 성격을 갖는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敎通史』(1918)를 저
술하였다. 『조선 기독교와 외교사朝鮮基督敎及外交史』, 『조선종교사朝鮮宗敎史』, 『조선무속고朝鮮
巫俗考』, 『조선여속고朝鮮女俗考』 등의 저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종교와 민속학 분야에서 큰

성과를 냈다.
본서는 여러 종교와 불교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총 14장으로 구성되었다. 도교와 불교, 무교(귀
신술수鬼神術數의 교)와 불교, 신선교神仙敎와 불교, 유교와 불교, 기독교와 불교, 이슬람교와 불

교, 브라만교와 불교, 태극교太極敎와 불교, 대종교大倧敎와 불교, 대종교大宗敎와 불교, 천도교
天道敎와 불교, 모든 종교와 불교의 대조, 불교의 요체 순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 14장은 불교가

허무적멸虛無寂滅의 염세주의적 가르침이라거나 우상숭배라는 등의 다양한 비판론에 대해 반박
하는 내용이다.
본서는 세계 여러 종교와의 비교를 통해 보편적 종교의 공통점을 추출하는 한편 불교가 가진 우
수성을 드러내어 설명한 책이다. 근대기 종교경쟁의 장에서 불교의 비교우위를 내세우고 방향성
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조선불교월보사朝鮮佛敎月報社에서 1912년에 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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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monizing the Hundred Teachings
Baekkyo hoetong

By YI Neunghwa┃Translated by Dan B. JUNG

Harmonizing the Hundred Teachings shows us

the way in which religions were understood

during the modern times in Korea. In this book,
Yi Neunghwa attempts to demonstrate the

superiority of Buddhism by comparing it to
eleven other religions. Yi Neunghwa, one

of the prominent scholars of modern Korea,

was a leader in the field of modern Korean studies, including the history of Buddhism. He was well
versed in several foreign languages, served as principle of Hanseong Foreign Language School, and

also taught such courses as Linguistics and the History of Religion at Myeongjin School, the first

modern institute of Buddhist studies in Korea. Besides, Yi Neunghwa worked for the publication

of Buddhist journals, and composed the Joseon Bulgyo tongsa (1918), which covers broad range
of historical periods and materials. He was a prolific writer in the area of Korean religions and

folklores as seen in such works as the Joseon Gidokgyo geup oegyosa (Korean Christianity and
Diplomatic History), the Joseon Jonggyosa (History of Korean Religions), the Joseon Musok go

(Research on Indigenous Religions of Korea), the Joseon Yeosok go (Research on Korean Women’s
Life).

Harmonizing the Hundred Teachings consists of fourteen chapters, and in each of the first

twelve chapters Buddhism is compared to another religion. The religions compared to Buddhism

are Taoism, Indigenous Religion, Hermitism, Confucianism, Christianity, Islam, Brahmanism,
Taegeukgyo, Daejonggyo, Daejonggyo, Cheondogyo, and all other religions. The thirteenth chapter

discusses the essential teachings of Buddhism. The last chapter comprises Yi Neunghwa’s refutation

of various criticisms on Buddhism, such as the views that Buddhism is nihilistic or that Buddhists
worship idols.

This work attempts to find commonality between religions by comparing them on the one hand

and express the superiority of Buddhism over other religions on the other hand. Harmonizing

the Hundred Teachings has its value for its suggestion of a direction during the times of religious
rivalry, by arguing for the superiority of Buddhism. It was originally published in 1912 in the
Joseon Bulgyo wolbo (Korean Buddhist Monthl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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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불교사고
朝鮮佛敎史藁』
김영수 저┃Tonino PUGGIONI 역

『조선불교사고』는 한국불교의 역사적 흐름을 통시적으로 서
술한 근대기의 대표적 불교사 개설서이다. 저자 김영수金映遂
(1884∼1967)는 승려 출신의 한국불교사학자로서 오교구산五敎
九山, 오교양종五敎兩宗, 선교양종禪敎兩宗의 교단사 체계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그

는 출가 후 교학을 연찬하였고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수와 그 후신인 혜화惠化전문학교의 학장을
역임하였다.
본서는 중앙불교전문학교의 교재로 쓰기 위해 집필한 책으로서 삼국시대 12장, 고려시대 23장,
조선 및 근대 20장, 총 55장으로 구성되었다. 삼국과 통일신라는 불교 전래 이후 고승의 구법求法,
교학의 수용과 발전, 화엄종 등 종파의 성립, 선종 전래와 9산 선문 등을 다루었다. 고려는 국왕
의 숭불, 승과僧科와 고승, 천태종 창건과 오교양종, 대장경 판각과 동아시아 불교의 문화적 교류,
선종의 중흥과 간화선 도입 등을 서술하였다.
조선은 전기의 억불정책과 종파의 통합, 임진왜란의 의승군 활동, 조선 후기 선·교·염불의 종
합적 수행 전통과 임제臨濟 법통, 교육체계와 강학講學 등을 정리하였다. 근대는 일제 강점기 사
찰령寺刹令과 불교계의 제도적 변화 등을 소개하였다. 저본은 저자가 필사한 초고의 유인본油印
本(1939년)으로 『조선불교사朝鮮佛敎史』라는 제목으로 영인 출판(2002년, 민속원民俗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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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aves of Korean Buddhist History
Joseon Bulgyo Sago

By GIM Yeongsu┃Translated by Tonino PUGGIONI

Sheaves of Korean Buddhist History, a brief history

of Korean Buddhism,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works on Korean Buddhism in the modern period.
The author Gim Yeongsu was a scholar-monk,
who was well known for his influential research
on the systems of religious orders in Korean

Buddhism by advancing such theories as Five

Doctrinal [schools] and Nine Mountains [school

of Seon], Five Doctrinal [schools] and Two [Meditative] schools, and Two Schools of Meditative
practice and doctrinal Teaching.

The first part on the Three Kingdoms and the Unified Silla period includes various topic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Buddhism to Korean peninsula; the achievements of eminent monks in
pursuing the Buddhist truth; the adoption and development of doctrinal learning; the establishment

of Buddhist schools, such as the Hwaeom school; and the transmission of Chan and the formation

of Nine Mountains school of Seon. The contents of the second part on the Goryeo period include

the royal worship of Buddhism, monastic examinations; the activities of eminent monks; the

establishment of the Cheontae 天台 school and the Five Doctrinal [schools] and Two [Meditative]

schools; the carving of the woodblocks of the Goryeo Buddhist canon; Buddhist cultural exchange
with neighboring countries; the flourishing of the Seon school and the introduction of Ganhwa

Seon; and so forth.

The part on the Joseon period describes the official policy of persecuting Buddhism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the forced unification of Buddhist schools; the activities of monk militias

during the Hideoyoshi invasion of Korea (1592–1598); synthesis of the three practices of Seon,

Gyo (Buddhist doctrines), and chanting the Buddha’s name during the late Joseon; the problem of

Dharma lineage of the Imje school; and Buddhist educational systems and practices. The part on

the modern period examines such topics as the Temple Ordinances issued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and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Buddhist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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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한국불교개혁론』
권상로·이영재·한용운 저┃Pori PARK 역

본서는 근대 전환기에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한국 불교계의 현
실인식과 지향을 담은 3인의 글 4편을 모은 것이다. 한용운韓龍
雲(1879~1944)의 『조선불교유신론朝鮮佛敎維新論』(1913)과 「조선불

교개혁안朝鮮佛敎改革案」(1931), 권상로權相老(1879~1965)의 「조선불교개혁론朝鮮佛敎改革
論」(1912-1913), 이영재李英宰(1900~1927)의 「조선불교혁신론朝鮮佛敎革新論」(1922)이 그것이다.

한용운은 대표적 불교 개혁론자이자 시인이며, 3·1운동에 민족대표로 참여한 독립운동가로도
유명하다. 권상로는 불교연구에 전념한 학자로서 중앙불교전문학교와 동국대에서 가르치고 역
사, 문학 등 여러 분야의 저술을 남겼다. 학승인 이영재는 일본 도쿄대 인도철학과에서 공부하였
고 산스크리트, 팔리어를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 스리랑카에 유학 갔다가 요절하였다.
『조선불교유신론』은 철학과 종교를 아우르는 불교의 장점과 근대적 특징을 부각시키고 한국불
교의 구폐 청산과 유신을 주창한 책이다. 근대적 교육과 해외 유학, 사상의 자유가 시급함을 역설
하였다. 「조선불교개혁안」에서는 통일기관의 설립, 한글번역과 불교대중화를 주창하였다. 「조선
불교개혁론」은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종교경쟁 시대에 한국불교의 의타적·순종적 구습과 폐쇄성
을 극복하고 체질 개선을 해야 함을 주장한 글이다. 「조선불교혁신론」은 사찰령 체제에 대한 비판
적 인식을 전제로 불교개혁의 제도적 방향을 제시하고 권력 분립적 민주공화정을 모델로 한 교헌
제정과 혁신교단의 건설을 제안한 글이다. 불교의 사회화와 교육, 제도적·경제적 자립의 필요성
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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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ts on the Modern
Reformation of Korean Buddhism
Joseon Bulgyo Gaehyeongnon

By GWON Sangro, YI Yeongjae and HAN Yongun┃Translated by Pori PARK

Tracts on the Modern Reformation of Korean Buddhism

consists of four selected works by three writers:
Han Yongun’s 韓龍雲 (1879–1944) Treatise on the

Restoration of Korean Buddhism (1913) and “Reform

Proposals for Korean Buddhism” (1931); Gwon

Sangro’s 權相老(1879–1965) “Treatise on the
Reformation of Korean Buddhism” (1912-

1913); and Yi Yeongjae’s 李英宰(1900–1927)

“Treatise on the Renovation of Korean Buddhism” (1922). These works represent modern Buddhist
intellectuals’ awareness of social reality and their new visions at the contemporary turning point of
modernization.

The Treatise on the Restoration of Korean Buddhism emphasizes on superiority of Buddhism,

which encompasses both philosophy and religion, and its modern features on the one hand, and

argues for the elimination of past evils and a social renovation on the other. This work stresses the

urgent necessity of the modern education, studying abroad, and the secured freedom of thought.

In “Reform Proposals for Korean Buddhism,” Han advocat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institute, the necessity of translation into the Korean language using the Korean script (Han-geul),

and the popularization of Buddhism. In “Treatise on the Reformation of Korean Buddhism,” Gwon

insists that Korean Buddhism should overcome the old traditions of dependency or obedience as

well as its exclusiveness and be radically reformed in the age of religious competition that is based

on social evolution theory. The “Treatise on the Renovation of Korean Buddhism” suggests an

institutional direction of Buddhist reformation with a critical awareness of the system under the

Temple Ordinances issued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This work also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a religious constitution and an innovative organization following a democratic

model that pursues the separation of power. These works emphasize the necessity of socialization,

education, institutional, and economical independence of Buddhism.

Korean Buddhism Library
Collected Works of Modern Korean Buddhism

『근대한국불교논설집』
최남선 외 저┃김성욱 역

본서는 근대기 불교잡지에 실린 논설 가운데 다양한 분야와
주제의 글 12편을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역사, 종교, 문학, 정
치, 사회, 문화 등 여러 영역에 걸쳐 한국불교의 과거와 현재를 진
단하고 미래의 전망을 다룬 글들이다. 저자는 김법린金法麟(1899~1964), 김영수金映遂
(1884~1967), 김태흡金泰洽(1899~1989), 백성욱白性郁(1897~1981) 등 불교학자 외에도 최남선崔
南善(1890~1957), 이광수李光洙(1892~1950)처럼 당대 한국학과 한국문학의 거두로 명성을 떨치

던 이들까지 포함하였다.
본서에 수록된 12편의 글은 다음과 같다.
① 崔南善, 「朝鮮佛敎의 大觀으로부터 「朝鮮佛敎通史」에 及함」(1918)
② 李光洙, 「佛敎와 朝鮮文學」(1925)
③ 白性郁, 「現代的 佛敎를 建設하랴면」(1926)
④ 金泰洽, 「宗敎와 社會事業 發達의 硏究」(1926-1928)
⑤ 金壁翁, 「朝鮮佛敎 杞憂論」(1927)
⑥ 崔南善, 「朝鮮佛敎-東方文化史上에 있는 그 地位」(1930)
⑦ 柳葉, 「佛敎와 社會思潮」(1931)
⑧ 姜裕文, 「最近百年間 朝鮮佛敎槪觀」(1932)
⑨ 金法麟, 「政敎分立에 對해서」(1932)
⑩ 許永鎬, 「反宗敎運動의 根據와 그 誤謬」(1932)
⑪ 夢庭生, 「危機에 直面한 朝鮮佛敎의 原因考察」(1932)
⑫ 金映遂, 「朝鮮佛敎 宗旨에 對하야」(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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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llection of
Modern Korean Buddhist Discourses
Geundae Han’guk Bulgyo nonseol-jip

By CHOE Namseon and others┃Translated by KIM Seong - Uk

A Collection of Modern Korean Buddhist Discourses

consists of twelve articles which were carefully
selected from Buddhist journals of the modern
period. These articles critically discuss the past
and the present of Korean Buddhism and offer

the prospect for the future by dealing with

various topics in different fields, such as

history, religion, literature, politics, society, and culture. The authors include not only renowned

scholars of Buddhist studies, such as Gim Beomnin 金法麟 (1899–1964), Kim Yeongsu 金映

遂 (1884–1967), Gim Taeheup 金泰洽 (1899–1989), and Baek Seonguk 白性郁(1897–1981), as

well as prominent figures in Korean studies and Korean literature, such as Choe Namseon 崔南善

(1890–1957) and Yi Gwangsu 李光洙 (1892–1950).

The twelve selected articles are as follows:

① Choe Namseon, “Overview of Korean Buddhism: A Diachronic Approach to Korean
Buddhism” (1918)

② Yi Gwangsu, “Buddhism and Korean Literature” (1925)

③ Baek Seonguk, “To Establish a Modern Buddhism” (1926)

④ Gim Taeheup, “Research on Religion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Work” (1926–1928)

⑤ Gim Byeokong, “A Concern for Korean Buddhism: The Words Addressed to All Korean
Buddhist Clerics” (1927)

⑥ Choe Namseon, “Korean Buddhism: Its Position in the Cultural History of the East” (1930)

⑦ Yu Yeop, “Buddhism and the Trend of Social Thought” (1931)

⑧ Kang Yumun, “Overview of Korean Buddhism for the Last Hundred Years” (1932)
⑨ Gim Beomnin, “On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 (1932)

⑩ Heo Yeongho, “Foundations and Errors of Anti-Religion Movement” (1932)

⑪ Mong Jeongsaeng, “Examining the Causes of Korean Buddhism Facing a Crisis” (1932)
⑫ Gim Yeongsu, “On the Principle Teachings of Korean Buddhism” (1933)

Korean Buddhism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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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한국불교시선』
한용운 외 저┃David MCCANN 역

본서는 선승을 포함한 시인 15인의 불교시 132편을 엄선한
것으로 근대 한국문학사에서 높이 평가받는 작품들로 구성되
어 있다. 불교시를 한 권에 모아, 근대 지성인들의 정서에 녹아들
어 있는 불교의 심미적 세계를 음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서에 실린 시인과 시 편수는 다음과 같다. 승려의 시는 경허鏡虛 9편, 용성龍城 6편, 한영漢永
14편, 구하九河 1편, 만공滿空 8편, 한암漢岩 5편, 만해萬海 48편, 효봉曉峰 3편, 경봉鏡峰 11편,
일엽一葉 14편의 총 120편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 시인은 오상순吳相淳 1편, 신석정辛
錫正 3편, 김달진金達鎭 3편, 서정주徐廷柱 2편, 조지훈趙芝薰 4편으로 13편을 선별하였다. 이중

만해 한용운韓龍雲의 <님의 침묵>과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조지훈의 <승무>는 일반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유명한 시이다.
승려들의 시에는 참선을 통해 깨달음을 추구하는 전통적 수행법에서 얻은 파격破格의 선풍과
통찰력이 잘 드러나 있다. 또한 일반 시인의 불교시도 한글로 불교의 오묘한 진리를 형상화하는
데 노력하여 불교적 사유방식과 정서를 대중에게 알리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본서는 근대 한국불교 지성인들의 서정적 감수성이 어떤 색채를 띠며 또 어떤 코드를 통해 대중과
소통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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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mple of Words: An Anthology
of Modern Korean Buddhist Poetry
Geundae Han’guk Bulgyo siseon

By HAN Yongun and others┃Translated by David MCCANN

The Temple of Words: An Anthology of Modern

Korean Buddhist Poetry is a collection of one
hundred and thirty -two Buddhist poems by

fifteen poets, including Seon monks. This
volume, which is composed of highly praised

poetry in modern Korean literature, offers an
opportunity to appreciate the aesthetic world

of Buddhism that is embedded in sentiments of the modern intellectuals.

The majority of the poems (120 pieces) in this book are written by monastics, monks and nuns.

The list of the monks and the number of their poems included in this collection are as follows:

Gyeongheo 鏡虛 9 poems, Yongseong 龍城 6 poems, Hanyeong 漢永 14 poems, Guha 九河 1
poem, Man’gong 滿空 8 poems, Hanam 漢岩 5 poems, Manhae 萬海 48 poems, Hyobong 曉

峰 3 poems, Gyeongbong 鏡峰 11 poems, and Iryeop 一葉 14 poems. The other poets include O
Sangsun 1 poem, Shin Seokjeong 3 poems, Gim Daljin 3 poems, Seo Jeongju 2 peoms, and Jo
Jihun 4 poems. Manhae’s “Nim ui Chimmuk” (My Love’s Silence), Seo Jeongju’s “Gukhwa yeop
eseo” (Beside a Chrysanthemum), and Jo Jihun’s “Seungmu” (Monk’s Dance) are widely known to the

general public in Korea.

The monastic poetry represents the unconventional features of Seon and their insights attained

by the traditional practice of meditative contemplation. The other poetry by the secular Buddhist

writers also attempts to express the subtle truth of Buddhism in the Korean script (Han-geul),
thereby making a great contribution in causing the masses to know the Buddhist way of thinking

and feeling, and leading them to empathize with the religion. The Temple of Words: An Anthology of

Modern Korean Buddhist Poetry helps us to understand the “colors” of the modern Korean Buddhist

intellectuals’ lyrical sensitivity and the “codes” in which they were communicating with the public.

Korean Buddhism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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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탑파의 연구』
고유섭 저┃이승혜 역

『조선탑파의 연구』는 한국의 석탑을 양식사 중심으로 서술하
여 이 분야의 입론을 세운 기념비적 연구서이다. 즉 한국불교
미술사에서 석탑 연구의 형태상의 기준, 시기구분 및 이해의 기
본 틀을 제시한 고전적 명저이며, 이 책에서 제기한 이론은 현재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저자 고유섭高裕燮(1905~1944)은 한국미술사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식민지기의 유일한 대학이
었던 경성제대京城帝大를 졸업하고 개성開城 박물관장, 연희전문·이화여전 교수를 역임하였다.
한국의 명승과 고적, 사찰을 직접 답사하고 연구하였으며 본서 외에 『송도고적松都古蹟』 『조선미
술사논총朝鮮美術史論叢』 등을 남겼다.
본서에서는 한국의 석탑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목탑과 전탑塼塔에서 출
발하였으며, 전형적 양식이 확립되는 통일신라 중대 전기에 규모가 작아졌고, 장식적 요소가 가미
되는 중대 후기를 지나 통일신라 말기에는 전형성을 벗어난 이형異形석탑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
였다. 저자는 본전인 금당金堂과 탑의 상호 관계로 삼국시대 사찰의 배치와 변화상을 이해하였는
데, 그에 대한 반론과 이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탑 2개를 세운 쌍탑雙塔식 가람의 등장을 설명하
는 데는 여전히 유효한 학설로 인정받고 있다. 본서의 저본은 저자 사후에 유고로 나온 을유문화
사 간행본(1948년)이며, 동화출판공사본(1975년), 통문관본(1993년), 열화당본(2010)을 참고로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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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Korean Pagodas
Joseon tappa ui yeon’gu

By GO Yuseop┃Trandslated by LEE Seunghye

A Study of Korean Pagodas, a monumental work

of research in which Korean pagodas are described

by focusing on their stylistic history, is considered
as the archetype of this field. In Buddhist

art history this work is a classic that set the

stylistic standard for studying stone pagodas,
the periods of classification, and the basic

framework of analysis. The theories first presented in this book have exerted a great influence to the
present day.

The author Go Yuseop 高裕燮 (1905–1944), a representative scholar in the field of Korean art

history, studied at Gyeongseong Jedae 京城帝大, the only university during the colonial period, and

served as director of Gaeseong Museum and professor at Yeonhui Professional School and Ewha

Womans Professional School. His research was based on the direct exploration of scenic spots,

historical remains, and Buddhist temples. In addition to A Study of Korean Pagodas, Go Yuseop left

Songdo gojeok 松都古蹟 (Historical Remains at Songdo), Joseon misulsa nonchong 朝鮮美術史論叢
(A Collection of Studies on History of Korean Art), and other writings.
A Study of Korean Pagodas explains that Korean pagodas originated from wooden and brick

pagodas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their size was reduced during the early period of the

Unified Silla dynasty, in which the typical style was established; during the middle to the end of

the Unified Silla dynasty, the atypical pagoda appeared. Go Yuseop explains the arrangement of

buildings in temples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and its variations on the ba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in hall, Geumdang金堂, and pagodas. Although criticism and alternative theories

have been advanced, his explanation is still valid to understand the emergence of the monastery

arrangement with twin pagodas. The base text for this translation is the published edition by Eulyoo
Munhwasa (1948), but references are made to other editions, including those of Donghwa Chulpan

(1975), Tongmungwan (1993), and Yeolhwadang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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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필람佛子必覽』
최취허·안진호 저┃Seonjoon Amanda R. YOUNG 역

『불자필람』은 근대 불교의례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의례서
로서 불교 대중화와 현대화의 구체적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다.
편자는 안진호安震湖(1880~1965)와 최취허崔就墟(1865~?)이다.
안진호는 경북 예천과 문경을 근거지로 했던 학승으로 1930년대에는 만상회卍商會를
설립하여 불교경전의 한글 번역과 출간에 힘썼다. 전통적 불교의례를 집성한 『석문의범釋門儀範』
(1935)의 편자로도 유명하다. 최취허도 승려로서 예천 연방사蓮邦舍 등 주로 경상북도 지역에서

활동하였으며 심전心田개발운동에 참여하였다.
본서는 불교의 과송課誦 및 예공禮供의식을 모은 책으로 불교학자인 권상로權相老(1879~1965)
와 김태흡金泰洽(1899~1989)이 교정을 보았고 한용운韓龍雲(1879~1944)이 간행을 후원하였다.
한문과 한글로 본문 상하를 나누어 기재하고 요점을 간추려서 내용을 정리하였다. 상편은 「조례
종송朝禮鐘頌」, 「향수해香水海」, 「사성례四聖禮」, 「행선축원行禪祝願」, 「화엄경약찬게華嚴經略簒偈」,
「다비문茶毘文」, 「거사오계居士五戒」 등이고, 하편은 「제불통청諸佛通請」, 「미타청彌陀請」, 「산신청
山神請」, 「구병시식救病施食」, 「상용영반常用靈飯」 등을 수록하였다. 부록에는 「포교방식」, 「입교양

식」, 「설교의식」, 「추도의식」, 「화혼의식」 등이 실려 있다.
이처럼 본서에는 게송, 축문, 계율, 청請과 함께 전통적 불교의식절차 및 일상의례가 망라되어
있고 또한 새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불교의 근대적 변화 노력도 잘 드러나 있다. 본서는 불교의례
의 핵심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 사찰의 의식과 일상 행사의 지침서로서 활용되었다. 저본은 연방사
연활자본(1931)이며 불교사佛敎社에서 판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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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tial Compendium for Buddhists:
A Modern Buddhist Liturgy
Bulja pillam

By CHOE Chwiheo and AN Jinho┃Translated by Seonjoon Amanda R. YOUNG

Essential Compendium for Buddhists: A Modern

Buddhist Liturgy is a book on Buddhist rituals,

which was edited by An Jinho 安震湖 (1880–
1965) and Choe Chwiheo 崔就墟 (1865–?).

This work represents the process of evolution

of modern Buddhist rituals and concrete
features of popularization and modernization

of Buddhism. An Jinho, a scholar-monk who

worked around Yecheon and Mun-gyeong of North Gyeongsang Province, dedicated himself to

th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Buddhist canonical texts by establishing the publishing institute

Mansanghoe. He is also well known as the editor of Seongmun uibeom (Buddhist Ritual Manual,
1935), the compilation of traditional Buddhist rituals. Choe Chwiheo is also a scholar-monk
who worked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and participated in the Mind-field Development

Movement, a movement in the middle and late 1930s to educate people common people that

simultaneously promoted agriculture in the countryside.

Essential Compendium for Buddhists: A Modern Buddhist Liturgy is a collection that describes

various Buddhist chanting or worship ceremonies. This book was reviewed by the Buddhist scholars

Gwon Sangno and Gim Taeheup, and Han Yongun sponsored the publication. The main body is
comprised of abbreviated excerpts from various Buddhist ceremonial texts along with additional
explanations in the Korean language. This work encompasses the traditional process of Buddhist

rituals and regular ceremonies along with verses, ritual prayers, precepts, and entreaties on the one

hand, and reflects Buddhist efforts toward modernization in the process of its adaptation to the new

age on the other. As an essential guide to Korean Buddhist rituals and ceremonies, this book was
used as an indispensable manual for temple ceremonies and daily Buddhist events. The source text

of this translation was the moveable lead type edition published at Yeonbangsa (1931), which was

sold at Buddhist societies (Bulgyosa 佛敎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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