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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돈황 불교가사는 작품 자체의 문학적, 사회사적 의의에 한 전문적인 논의가 거

의 전무하다. 이는 이들 작품이 종교선전문학으로 평가되는 등 비교적 단조로운 인

상을 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당⋅오 시기에 이르러 돈황 불

교는 세속화되고 평민화되는 과정 중에 사회 기층민중에 관심을 두게 되고, 그들의 

삶에 한 연민 등을 불교가사 등에 반 하기 시작했다. 본 논문은 불교계의 현실

인식이 반 된 敦煌 佛敎歌辭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를 중심으로 작품이 

가진 사회사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돈황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당⋅오 라는 ‘시 적 특성’을 기반으로, 우선 敦煌 ｢十二時⋅普勸四衆依敎

修行｣의 조명과 형식에 관해 고찰한 뒤, 당시 불교의 성질과 연계하여 그 연행 특

징을 분석하고, 작품에 투 된 불교계의 현실 인식과 한계, 그리고 그 의의를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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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Ⅰ. 들어가는 말

敦煌歌辭는 그 절반이상이 佛敎歌辭이다.1) 현재 돈황 불교가사의 연구 상황을 

보면, 개별 작품 자체에 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은 많지 않다. 더욱이 작품 

자체의 문학적, 사회사적 의의에 한 전문적인 논의는 거의 전무한데, 이는 불교

가사가 종교선전문학으로 평가되는 등 비교적 단조로운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된다.2) 그러나 불교가사는 제작 동기가 기본적으로 불교 교리의 전파에 있

는 만큼, 그 안에 불교교리를 선전하는 기능, 즉 종교문학적 기능을 가진 것은 당

연하다.3) 

종교의 발전은 사회 일반 중의 참여를 기반으로 그 중적 기초를 공고히 할 

수 있다. 따라서 불교는 자신의 교리를 전파하여 교세를 확장할 효과적인 수단이 

 1) 任二北의 《敦煌曲校 》(1955)에 수록된 545수 중 불교가사는 모두 298수이며, 任二

北(任半塘)이 이를 더 확 하여 저술한 《敦煌歌辭總編》(1987)에 수록된 전체 1241

수 중 절반 이상이 불교가사이다. 이 외에도 饒宗頤⋅龍晦⋅李世英 등 표적인 돈황 

학자들 역시 많게는 3/4 가량을 불교가사로 보는 등, 불교가사가 돈황가사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2) 돈황 불교가사를 연구하는 표학자는 王志鵬이다. 그는 <敦煌佛敎歌辭的特徵及其影

響>(《蘭州學刊》, 2009년 제9기)에서 돈황 불교가사는 일종의 歌唱 文本으로, 주로 

중을 향해 진행된 불교선전의 자료로 음악문학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면서, 형식상 강한 

음악적 성질이 있고, 내용상 선명한 종교 선전의 색채를 띠고, 표현형식은 풍부하고 다

양하며, 언어는 쉽고 질박하여 상당히 구어화된 점을 돈황 불교가사의 특징으로 도출하

다. 이외에도 王志鵬은 <敦煌佛敎歌辭的形成及其調名特徵>(《唐代文學 西北民族

文化硏究》, 民族出版社 2008), <從敦煌聯章歌辭看佛敎 民間歌唱體式的吸收 發

展>(《中國詩歌硏究動態》, 2008년 1기), <唐代敦煌地區淨土信仰的流行及其在敦煌文

獻中的表現>(《蘭州學刊》, 2006년 제1기) 등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돈

황 불교가사 연구에 상당히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3) 돈황 불교가사는 크게 불교성 제재의 작품과 非불교성 제재의 작품으로 나눌 수 있다. 

불교가사는 기본적으로 종교문학적 성격을 띠는 만큼, 불교성 제재의 작품들은 불교 교

의를 선양하고 太子成道故事를 서술하며 여러 衆生들을 啓發하고 그들에게 修行을 권

하는 등의 내용을 쓰고 있다. 이들 작품이 전체 돈황 불교가사 중에 략 반 이상을 점

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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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했고, 일반 중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돈황 불교가사에는 점차 세속성이 

증가되었다. 또한 일반 중의 교화를 위한 勸善⋅勸學⋅勸孝 등의 교육적 역할도 

중시되면서4), 종교가 가지는 사회적 기능도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1組 13段 134首에 이르는 장편의 定格聯章歌辭5) ｢十二時⋅普勸四

衆依敎修行｣6)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작품이 창작된 시 의 불교 특징에 주의하여, 

그 연행성질 분석과 작품에 반 된 당시 불교계의 현실인식을 고찰함으로써 돈황 

불교가사가 가진 사회사적 의미를 탐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7)

Ⅱ. 돈황 정격연장체가사 ｢十二時｣ 調名 고찰

이질적인 문화인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된 후 그 교세를 확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중국 전통문화의 사상을 흡수하여 서로 교섭, 융합되면서 점차 중

 4) 781년 티베트가 돈황을 점령한 이후, 돈황에 官學이 폐지되자 민간의 자제들은 모두 

불교사원으로 모여들어 寺學이 활성화되었다. 불교계 입장에서도 기본적인 학식을 갖춘 

사람들로 승단의 조직을 충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관학이 폐지된 상황에서 민중

교화라는 불교 본연의 임무를 외면할 수 없었다. (陳大爲, <論敦煌淨土寺 歸意軍政

權承擔的世俗義務>(二)(《敦煌硏究》, 2006년 제5기), 李正宇, <唐宋時代的敦煌學

校>(《敦煌硏究》, 1986년 제1기). 정병윤, <돈황문서로 본 中古시기 돈황불교의 포용

성 연구>(《중국연구》 제63권, 2015) 등 참고.

 5) 定格聯章은 곡조와 내용이 일치하고, 句式과 段數가 모두 고정된 격식을 가지고, 음악

과 配 하는 詞의 형태를 말한다. 任半塘에 의해 명명되었으며, 唐代에 크게 유행하

다. ｢十二時｣ 외에도, ｢五更轉｣⋅｢百歲篇｣⋅｢五更轉兼十二時｣⋅｢十二月｣이 있으며, 

시간의 순서로 노래하여 分時聯章體歌辭라고 부르기도 한다.(《敦煌學大辭典》 ‘定格聯

章’조 참조) 

 6) 任半塘은 《敦煌歌辭總編》 卷6 雜曲⋅長篇定格聯章에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
을 수록하 다. 전체 돈황가사 중 長篇의 定格聯章은 이 1組뿐이다.

 7) 주의 깊게 봐야할 것은 국내의 한국 불교가사 연구 성과이다. 한국의 한국불교가사에 

한 연구는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왔다. 특히 본 논문과 관

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볼 때, 김종진, <불교가사의 口演과 주제구현방식의 관련양상>

(《국어국문학》 130집, 2002), 金周坤, <불교가사에 나타난 정토사상고찰>(《 구어문논

총》 10집, 1992), 전재강, <신체 불교가사에 나타난 현실 인식과 현실 응의 방향>

(《우리문학연구》 34집, 2011), 조태성, <18-9세기 불교가사에 나타난 현실인식>(《한국

시가문학연구》 20권, 2007) 등은 돈황 불교가사 연구에 있어 상호보완적 관계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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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되고 세속화되었던 점에 있다. 

이러한 과정 중에 불교는 교의를 선전하고 중을 교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음악을 중시하 다. 그러나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초기, 불교경전을 노래

할 때 전문적으로 사용되던 梵唄와 轉讀은 관현에 入 되거나 音曲의 규칙이 엄격

한 탓에 일반 중들에게 불교의 교리를 설파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보다 더욱 

중적인 포교방식이 필요하 던 불교계에서는 당  불교의 세속화와 평민화 과정 

속에서 민간예술의 요소를 량으로 흡수하 다.8) 

불교의 교리 설파에 주로 이용된 ｢十二時｣⋅｢五更轉｣⋅｢百歲篇｣ 등은 모두 

漢⋅魏⋅六朝 이래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곡조로, 모두 민간 성질이 강한 俗

曲들이다. 이들은 부분 定格의 聯章 형식을 채용하고 있는데, 단순한 형식을 이

용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확 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반복 서술 등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교리를 조리 있게 표현함으로써 주제를 더욱 

명확히 드러낼 수 있었다.9) 

하루를 12時로 나누고 ‘夜半子’⋅‘鷄鳴丑’⋅‘平旦寅’⋅‘日出卯’⋅‘食時辰’⋅‘隅中

巳’⋅‘日南午’⋅‘日昳未’⋅‘晡時申’⋅‘日入酉’⋅‘黄昏戌’⋅‘人定亥’처럼 그 時를 표하

는 명칭과 12支를 결합하여 쓰는 ‘十二時’ 형식은 漢代부터 시작되었다. ‘十二時’의 

형식으로 쓴 가장 초기의 가사는 南齊 王融의 ｢法樂辭｣ 十二章으로, 싯탈타 태자

를 노래한 불교 내용의 가사이다.10) 이후 唐代에 이르러 ｢十二時｣ 곡조는 보편적

으로 쓰이기 시작하 다. 唐⋅五代 때는 道敎에서도 이 곡조를 사용했으며, 宋代

 8) 敦煌 佛曲 曲調의 원류는 첫째, 불교의 전래와 함께 인도에서 전래된 불교곡조, 둘째, 

佛讚을 위해 중국에서 창작한 곡조, 셋째, 중국에 이미 있던 민간곡조를 불교에서 이용

한 것이다. 王定勇, <敦煌佛曲曲調 述>(《 州大學學報》 11권3기, 2004년 7월)

 9) 王志鵬, <敦煌佛敎歌辭的形成及其調名特徵>: ｢불교가사 가운데 많은 수가 ｢十二

時｣⋅｢五更轉｣⋅｢百歲篇｣ 및 ‘十’으로 이름 하는 여러 가지 형식의 민간의 俗調를 이

용하여 가창하 다. 이런 가사는 부분 장편의 연장형식으로, 장법이 간단하고 복잡한 

내용을 서술하는 것에 더욱 적합하 다. 이렇듯 민간에서 유행하는 속곡악조에 한 불

교계의 중시는 당  불교 교화 상의 중심이 민간에 있었음을 설명해준다.｣(《唐代文學

西北民族文化硏究》, 民族出版社, 2008, 378쪽) 龍沐勛 또한 돈황 불교가사의 특

징으로 ｢언어는 소박하고 늘여쓰기에 힘써 함축의 맛이 적다(詞俱朴拙, 務鋪敍, 含

蓄之趣.)｣라고 평한 바 있다.(龍沐勛, <詞體之演進>(《詞學季刊》, 창간호, 상해서점, 

1985, 33쪽)

10) 買 英, <餓藏本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校勘和硏究>, 《蘭州大學學報》, 2002년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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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와서도 佛家에서 이 곡조를 여전히 사용하 다.11) 민간에서 유행하던 俗曲 ｢十
二時｣는 돈황의 불교계에 의해 채용된 뒤, 전통적 구식을 유지하면서 또 한편으로

는 句法과 體式에서 변화를 주어 새로운 형식을 출현시키기도 하 다. 또한 偈

의 형식으로까지 발전하는 등 불가에서 ‘十二時’ 형식은 널리 사용되었다.12) 

敦煌 ｢十二時｣는 총 13組의 가사가 존재한다.13) 이들은 기본적으로 1組 12首

의 규모로 각 時당 각 1首의 가사가 있으며, 3777을 기본 구식으로 한다.14) 이와 

달리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은 총 13段으로 구성된 134首의 장편의 정격연

장가사로, 기타 ｢十二時｣에 비해 평균 10배 이상 그 편폭이 확 된 유일한 작품이

다.15) 

‘鷄鳴丑’ 8수⋅‘平旦寅’ 12수⋅‘日出卯’ 10수⋅‘食時辰’ 12수⋅‘隅中巳’ 12수⋅
‘日南午’ 10수⋅‘日昳未’ 10수⋅‘晡時申’ 13수⋅‘日入酉’ 10수⋅‘黄昏戌’ 12수⋅
‘人定亥’ 9수⋅‘夜半子’ 10수⋅총결 6수

앞의 12段은 각 時를 하나의 段으로 한 것으로, 每 段은 ‘3 句’로 시작하여 

11) 《敦煌學大辭典》, 537쪽 ‘十二時’조 참조.

12) 五代 宋初에도 불교 선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十二時’가 크게 유행한 듯하다. 宋 莊

綽의 《鷄肋集》에 匡眞禪師의 ｢十二時歌｣가 기록되어 있고, 《大正新修大藏經》에도 宋

初 無德禪師의 ｢十二時歌｣와 明覺禪師의 ｢往復無間十二時｣大梅山  僧의 ｢十二時

歌｣가 기록되어 있다. 周丕顯, <敦煌俗曲分時聯章歌體再議>, 《敦煌學輯刊》, 총제4기, 

1983.8.

13)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 외에, 任半塘은 《敦煌歌辭總編》卷5 ｢雜曲定格聯章｣조
에 다양한 내용의 ｢十二時｣12組를 수록하 다. 그 구체적인 작품은 다음과 같다. ｢十
二時⋅詠史｣ 12수, ｢十二時⋅發憤勸學｣ 12수, ｢十二時⋅天下傳孝｣ 12수, ｢十二時⋅
行孝文｣ 12수, ｢十二時⋅勸凡夫｣ 12수, ｢十二時⋅佛性成就｣ 12수, ｢十二時⋅禪門｣ 
12수, ｢十二時⋅法體｣ 12수, ｢十二時⋅學道｣ 12수, ｢十二時⋅聖敎(佛本行讚)｣ 12

수, ｢十二時⋅勸學｣ 8수, ｢十二時⋅求宦｣ 4수. 이외에 전반부에 ｢五更轉｣을 쓰고 후

반부에 ｢十二時｣를 써서 하나의 작품으로 묶은 ｢五更轉兼十二時｣가 있다. 13組가운데 

8組가 불교가사에 속한다.

14) 예외적으로, ｢十二時⋅勸凡夫｣와 ｢十二時⋅勸學｣은 상⋅하단으로 구식이 나누어져 있

다. ｢十二時⋅勸凡夫｣는 상단 33777 하단 7777의 구식을, ｢十二時⋅勸學｣은 상단 

3777 하단 7777의 구식을 보인다.

15) 王重民은 P.2054, P.2714, P.3087, P.3286 사본에 필사된 것을 모아 ‘普勸四衆依

敎修行’이라 제목을 정한 뒤, ‘大十二時’라는 칭호를 붙 다.(<說十二時>, 《敦煌遺書論

文集》, 中華書局, 1984),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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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수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段은 6수로 작품의 총결 역할을 한다. 매 首 

33777을 기본 句式으로 하는데16), 기타 ｢十二時｣와는 달리 제2구의 3 이 추가

되어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운율감을 증가시킨다. 이는 정해진 형식에 매이지 않는 

비교적 자유로운 창작환경을 가진 이들 곡조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기할 것은, 13組의 돈황 ｢十二時｣가운데 4組의 가사가 ‘夜半子’로, 8組의 가

사가 ‘平旦寅’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비해, 오직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 만이 

‘鷄鳴丑’, 즉 ‘丑時’에서 시작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十二支’는 子時에서 시작되

고, 寅時는 하루의 시작을 나타내기17) 때문에 ｢十二時｣의 시작이 ‘子時’ 혹은 ‘寅

時’에서 시작되는 것은 그리 특기할 만한 것이 못된다. 그에 비해 새벽 1시부터 3

시까지를 가리키는 丑時는 아직 밤 시간에 속한다. 그럼에도 이 작품이 丑時에서 

시작되는 것은 동 트기 전부터 이미 인생살이의 ‘苦’가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불교계 현실인식이 표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해서는 <Ⅳ｢十二時⋅普

勸四衆依敎修行｣ 현실인식> 장에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Ⅲ.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 연행성질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은 당시의 일반 중을 상으로 口演으로 연행된 

작품이다. 단순한 문자기록이 아닌 만큼, 작품 속에 반 된 불교계의 현실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오  돈황 불교의 평민화 경향 및 작품이 가지는 연행 성

질에 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 장은 다음 장 현실인식 고찰을 위한 사전작업의 성

격을 지닌다.(서술상의 편의를 위하여 인용문을 제시할 때는 ‘鷄鳴丑’-1, ‘鷄鳴

丑’-2, ‘平旦寅’-1 등으로 표기함을 밝힌다.)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은 副題에서 밝혔듯이, 중에게 인생은 무상하므

16) 33777의 구식은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 외에는 ｢十二時⋅勸凡夫｣의 상단 

33777 구식과 ｢五更轉兼十二時｣ 중의 ｢十二時｣ 구식이 유일하다. 

17) 任半塘, 《敦煌歌辭總編》: ｢今知居延已有武帝太初三年以後之木簡出土, 簡上果以‘夜

半’ ‘鷄鳴’等十二事紀時, ‘平旦’至‘黃昏’屬晝, ‘黃昏’至‘平旦’屬夜.……而十二時之唱原出我

國民間, 非佛文所唱, 亦可知.｣(上海古籍出版社, 1987년), 1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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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처를 믿어 인생의 고해를 벗어나 해탈하여 극락세계에 이르도록 권고하는 내

용의 작품으로, 무미건조하고 지루하다는 평을 듣는다. 또한 불교 8苦 가운데 老와 

死만 반복하는 등18) 매우 단순한 구도를 가진, 그리고 거의 하루 동안의 긴 공연

시간을 필요로 하는 불교선전문학으로 간주하여, 작품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

고 있다.19)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지적은 역으로 생각하면, 바로 불교가사, 특히 

定格聯章 형식의 歌辭가 가지는 현장 연행의 특징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불교가사는 제작 동기가 기본적으로 불교의 포교에 있는 만큼 연행 현장에서 가

사의 향유 상이 누구냐에 따라 형식과 내용면에서 변화가 있게 된다. ｢十二時⋅普

勸四衆依敎修行｣의 부제 ‘普勸四衆依敎修行’ 속의 ‘四衆’은 작품의 연행 상을 지

칭한다. ‘四衆’은 불가의 출가한 比丘⋅比丘尼와 재가 제자인 우바새⋅우바니의 통

칭이기도 하지만 發起衆⋅當機衆⋅影響衆⋅結緣衆의 사부 중을 뜻하기도 한다. 

이들은 모두 道場에서 혹은 講席에서의 강연의 상이 되는 청중들을 지칭하는 말

이다.20) 이로 볼 때 이 작품은 불교의 승려 외에도 재가 수행하는, 혹은 아직 佛

門에 들지 않은 중을 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의 현장 연행성질을 살펴보면 아래

18) 8苦는 불교용어이다. 불교 四諦 가운데 苦諦를 말한다. 8苦는 生(출생하는 고통)⋅
(늙어가는 고통)⋅病(병드는 고통)⋅死(죽는 고통)⋅怨憎 苦(원망하고 미워하며 함께 

살아야하는 고통)⋅愛別離苦(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고통)⋅不得求苦(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五蘊盛苦(오온이 성함으로 인한 고통) 등 여덟 가지 인간의 고통

을 말한다.

19) 張長彬은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及其代表的敦煌宣傳文學>(《敦煌硏究》, 2015년 

2기)에서 6종의 사본을 조 분석한 후, 현재까지 이론이 분분한 작품의 작가, 창작시

기, 필사시기 등을 재정리하 다. 그는 단조롭고 지루한 내용, 빈약한 문학기교, 단조로

운 공연수단, 지나치게 긴 공연시간 등을 이유로 작품의 예술적 가치는 높지 않다고 주

장하 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널리 오랫동안 향력을 발휘한 것은, 이 

작품 본연의 성격이 불교계의 선전 문본으로 조직적이고 강제적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이

라고 주장하 다. 張長彬의 주장은 작품 속에 내재된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부분에 

한 언급은 전혀 없이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 을 단순한 선전문학으로 봄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한계를 보인다. 

20) 任半塘, 《敦煌歌辭總編》: ｢四衆 . 佛家有‘發起衆’、‘當機衆’、‘影響衆’、‘結緣衆’之說, 

見《法華文句》, 就道場或講筵之聽衆而分之也. ‘發起衆’指講經大 之發起人;‘當機衆’指

當場受益, 合機緣 ; ‘影響衆’指遠來助化, 借以莊嚴法座 ; ‘結緣衆’指眞正聽衆, 

凡夫之來結‘見佛聞法’之緣 .｣(上海古籍出版社, 1987), 15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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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첫째, 주제 면에서 볼 때, 중적이고 오락성이 강한 일반 강창 작품과 달리 교

리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불교가사는 편폭의 한계로 인해 내용상 큰 변화를 주기

가 쉽지 않다. 게다가 교리가 심오하고 복잡할수록 현장에서의 설득력과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종교적 한계를 벗어나고 중의 이해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전

략으로 ‘苦’, 그중에서도 ‘老’, ‘死’ 등 중이 가장 집중할 만한 요소를 선정하여 작

품에 반복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그 목적하는 바에 도달하고자 하 다. ｢十二時⋅普

勸四衆依敎修行｣ 역시 그 예외는 아니다. 

둘째, 구조면에서 볼 때,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은 전편에 걸쳐 기승전결

을 갖춘 구체적인 하나의 줄거리를 서술한 것이 아니라 각 段별로 각기 다른 내용

을 서술하는 병렬식 구조를 가로축으로, 시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는 순차식 구

조를 세로축으로 하는 서술구조를 채용하고 있다. 구조면에서 작품의 이러한 특징

은 현장 연행에서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 반복과 병렬을 통해 전달의 효

과를 극 화할 수 있고, 어느 한 목만 들어도 목적하는 강의 주제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은 다른 기타 ｢十二時｣ 가사에 

비해 평균 10배 이상 그 편폭이 확 된 작품이다. 보통 1時 1首인 ｢十二時｣의 곡

조를 가지고 각 時段 별로 8수에서 13수까지 자유롭게 편폭을 확장한 것은 현장 

연행성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이다. 

셋째, 사본 상황으로 볼 때,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은 다른 불교가사와는 

달리 그 사본만도 6종에 달한다.21) 이것은 이 작품이 다른 불교가사에 비해 널리 

21) 돈황사본에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 관련 사본은 6종이 있다. 王重民의 <說｢十
二時｣>(《敦煌遺書論文集》, 中華書局, 1984)를 필두로 하여, 《敦煌曲校 》(任二北, 

上海文藝聯合出版社, 1955)⋅《敦煌歌辭總編》(任半塘, 上海古籍出版社, 1987)⋅《隋

唐五代燕 雜 歌辭集》(任半塘⋅王昆吾 편저, 巴蜀書社, 1990)⋅《全唐五代詞》(曾

昭岷 등편, 中華書局, 1999)⋅《全敦煌詩》(張錫厚 주편, 作家出版社, 2006) 등은 기

존에 발견된 P.2054⋅P.2714⋅P.3087⋅P.3286 등 4종의 사본을 근거로 교록하

다. 買 英은 여기에 새로 발견된 俄藏本을 추가한 후 사본에 한 교감 및 사본의 창

작 시기를 정리하 으며(買 英, <餓藏本｢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校勘和硏究>, 《蘭

州大學學報》, 2002년 3기), 張長彬은 또 여기에 上海博物館48호본을 더해 총 6종의 

사본을 조 분석한 후, 현재까지 이론이 분분한 작품의 작가, 창작시기, 필사시기 등

을 재정리하 다.(張長彬,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及其代表的敦煌宣傳文學｣>, 
《敦煌硏究》, 2015년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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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되었고, 그 향력 또한 컸음을 보여준다. 6종 사본을 보면 각 사본 간 구문의 

누락, 표현의 변화 등이 확인되는데,22) 이는 비록 동일한 내용을 암기하여 가창한

다 하더라도 연행자의 암기능력, 현장 상황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매번 변화가 생

겨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장 연행의 특징을 뚜렷이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사본의 

필사연 23)에 따라 작품의 出入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食時辰’ 제8수 ‘中和年’과 

제9수 ‘饑火侵’은 中和 원년에서 5년(881~885) 시기, 흉년으로 인한 백성들의 처

참한 생활상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들이 초기 필사본에는 수록되었지만 후

기 필사본에서 누락된 것은24) 연행 당시의 時宜性 여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이 문자로 고정된 文本이 아닌 살아있는 곡조로 

중들에게 연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된다. 

넷째, 문학기교면에서 볼 때,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는 체적으로 문학

기교의 결핍으로 인해 문학적으로 평가할 만하지 않다는 평을 받는다.25) 그러나 

이 작품은 일반 중을 상으로 하는 것으로 굳이 어려운 문학적 수사와 기교를 

가할 필요가 없다. 또한 장편이니만큼 연행자가 복잡한 내용을 암기해서 가창하기

는 쉽지 않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연행을 위해 단순하고 쉬운 내용을 반복하여 강

조하고 있으며, 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징적이고 전형적인 어휘 또는 인

물을 이용하여 의도하는 바를 표현하 다. 

ㄱ) 위로는 삼황에서, 아래로는 사호까지, 미남자 반악도 장수한 팽조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라. (上三皇, 下四皓, 潘岳美容彭祖 .)(日出卯-5)

22) 張長彬,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及其代表的敦煌宣傳文學｣>(《敦煌硏究》, 2015년 

2기) 중의 ‘諸寫本主要異文表’ 참조.

23) 張長彬은 俄藏本과 P.3087의 필사 시기는 891년 전후, P.2714와 P.3286의 필사 시

기는 926년 혹은 약간 앞선 시기, P.2054와 上海博物館48호본의 필사 시기는 924년 

전으로 고찰하 다. 張長彬,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及其代表的敦煌宣傳文學｣>, 
《敦煌硏究》, 2015년 2기.

24) ‘食時辰’ 제8수 ‘中和年’과 제9수 ‘饑火侵’은 俄藏本과 P.3087, P.2714와 P.3286에는 

필사되어 있으나, 후기사본인 P.2054와 上海博物館48호본에는 누락되어 있다. 

25) 任半塘은 내용면에서 볼 때 ‘酉時’段의 몇 작품 외에는 문학이라 할 만하지 않다고 평

하 다. 이는 역으로 ‘酉時’段의 몇 작품의 문학성과 그 가치를 인정하는 평이 된다. 

｢徒爲內容所累, 除酉時數首外, 多不能登今日之文學作品選.｣ 任半塘, 《敦煌歌辭總

編》, 上海古籍出版社, 1987, 16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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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반악의 용모와, 석숭의 부유함이여. 아름다운 서시도 宓妃처럼 죽고 말았

네.(潘岳容, 石崇富, 美麗西施並洛浦.26))(日南午-4) 

ㄷ) 삼황오제도 모두 空이 되고, 사호칠현도 모두 흙무덤 되었구나.(三皇五帝

總成空, 四皓七賢皆作土.)(日南午-5)

ㄹ) 안회는 요절했고, 팽조는 장수했으나, 요절이다 장수다 해도 누군들 죽지 

않으리오. ( 顔回, 彭祖, 前後雖殊盡 去.)(日南午-8)

ㅁ) 더욱이 부유하기가 석숭 같은 이라 해도, 무덤아래 한줌 흙으로 되는 것 뉘

라서 면하리오.(更饒富似石崇家, 誰免身爲墳下土.)(黃昏戌-12)

위에서 제시한 三皇⋅四皓⋅彭祖 등은 장수를 상징하는 인물들이고, 潘岳와 西

施는 남녀 아름다움을 표하는 인물들이며, 石崇은 부유함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가사에서는 이들 역시 결국은 한줌 흙으로 돌아갔다라고 노래함으로써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불교의 ‘無常觀念’을 쉽게 전달할 수 있고, 듣는 중 역시 인물이 주는 

연상 작용으로 인해 가사 속의 숨은 의미를 바로 포착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전

형성을 띤 인물 혹은 어휘들, 즉 상투어[套語]의 사용을 통해 연행자는 중의 이

해도와 집중력을 높여 목적하는 바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 

다섯째, 당시 불교가사의 현장 연행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 내에는 현장 연행의 성질을 뚜

렷이 나타내는 固定句 또는 어휘들이 몇 군데 보인다. 

ㄱ) 비린 것 먹고, 독한 술을 마시니, 죄업과 어리석은 마음 깨우치기 어렵구

나. 사원에서 강연을 여는 것 또한 알 터이니, 봄날의 꽃과 버드나무 즐겨보시오.

(吃腥膻, 飮燒酒, 業障癡心難化誘. 也知寺裏講筵開, 却趁 春玩花柳.)(‘鷄鳴丑’

-4)

ㄴ) 조반 때 진시, 지금 이 순간이라, 선남선녀는 나의 설법 들으시오. 점포에

서도 인가에서도, 다들 삶고 볶아서 비린 피를 먹고 있습니다.(食時辰, 若時節, 

善女善男聽我說. 不論店肆 人家, 多是烹炮啗腥血.)(‘食時辰’-1)

ㄷ) 재가의 신도들이여, 오늘 아침 내가 그 들에게 권한 말 들어보십시오. 전

생에서 일찍이 좋은 인연을 맺었기에, 금생에 바야흐로 좋은 때를 만난 것입니다.

26) 洛浦는 洛水를 칭한다. 宓妃는 伏羲氏의 딸로, 洛水에 빠져 죽어 그곳의 신이 되었다

고 하는데, 후에 시문에서 이 말을 사용해 미인을 지칭하고 있다. 여기서는 西施의 아

름다움을 비기는 상으로 해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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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信男, 淸信女, 聽我今朝相勸語. 曩生曾早結緣來, 此時方得相逢遇.(‘黃昏戌’-

7)

ㄹ) 더 말하려 해도, 해가 서쪽으로 지려합니다. 문도들께서는 모두 돌아가셔야 

할 때입니다. 염불하며 함께 집으로 돌아가시고, 내일 시간에 맞추어 늦지 마시지

요.(更擬27)講, 日 西, 計想門徒總待歸. 念佛一時歸 去, 明日依時莫敎遲.)

(총결-6)

ㄱ) 제4구 ‘也知寺裏講筵開’에서의 ‘講筵’은 불교 교리를 강의하는 장소를 이른

다. 강연을 여는 목적은 교의를 선양하는 것으로, 이 구절의 출현으로 미루어보아 

이 작품은 당시 절 안의 강석에서 습용되던 唱本이었음을 알 수 있다.28) ㄴ) 辰時

는 아침 7시-9시로, 아침밥을 먹을 시간이다. 강석을 시작되는 시간을 알려주고 있

다. 그 뒤의 ‘善女善男聽我說’은 연행 시의 고정문투이다. ㄷ) 淸信이란 부처의 가

르침에 해 깨끗한 믿음을 가진다는 뜻으로, 청신남 청신녀는 부처의 가르침을 따

르고자 하는 불가의 남녀신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는 이 강석의 상이 바로 이

들임을 알려준다. 제3구 ‘聽我今朝相勸語’는 현장 연행의 상황을 보여준다. ㄹ) 강

경의 마지막에는 解座文이 있는데, 이는 연행이 끝난 후 자리를 정리하면서 다음을 

기약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작품 마지막인 134수 중 ‘更擬講, 日 西’와 ‘明日依

時莫敎遲’는 바로 이 해좌문에서 ‘固定句’처럼 상용하는 문투로 ｢十二時⋅普勸四衆

依敎修行｣의 현장 연행 성질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예이다.29) 이는 ㄴ)의 ‘食時

辰, 若時節’와 더불어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의 연행시간이 거의 하루 종일 

걸렸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이 외에도 ｢나의 이 말이, 설령 호되고 매섭더라도, 다만 사람들은 듣고서 마음

을 철저히 고쳐야하리.(我此 , 雖磣糲, 只要人聞心改徹.)(‘食時辰’-11)｣ 중의 ‘我

27) 擬는 사본에 따라 疑 혹은 凝으로도 필사되어 있다. 여기서의 擬는 ‘ 起’의 뜻, 또는 

‘疑’로 보아 전하다[傳, 度]의 뜻으로도 본다. 任半塘, 《敦煌歌辭總編》(上海古籍出版

社, 1987), 1666쪽.

28) 任半塘, 《敦煌歌辭總編》: ｢若此辭全套正是當時講筵中習用之本也.｣(上海古籍出版社, 

1987), 1600쪽.

29) 王重民은 이 작품이 4개의 사본(P.2054⋅P.2714⋅P.3087⋅P.3286)에 필사된 것은, 

당말 오  사원에서 많이들 이 작품을 가지고 강창의 독본으로 삼았기 까닭이라며, 마

지막 한 수에서 그 것을 알 수 있다고 하 다. (<說十二時>, 《敦煌遺書論文集》, 中華

書局, 1984),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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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 ’, ｢오늘의 이야기는 모름지기 진심이니, 만 가지 계책 모조리 연이어 끌어들인

다.(今日 , 是衷墾, 萬計頭頭相接引.)(‘平旦寅’-9)｣ 중의 ‘今日 ’, ｢ 장부는, 스

스로를 돌보는 법. 두 번 세 번 말하게 하지 마시오.(大丈夫, 自支料, 不用敎人再

三道.)(‘平旦寅’-6)｣ 중의 ‘敎人再三道’, ｢이익이 비록 많다 해도, 해악도 적지 않

으니, 말하면서 문도들은 모름지기 번뇌해야 하리라.(利雖多, 害不 , 說著門徒

痛惱.)(日出卯-3)｣ 중의 ‘說著’ 등을 통해서도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이 가

진 현장 연행 성질을 확인할 수 있다.30)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에 나타난 다양한 현장 연행 성질은 당시 불교가사 

내의 세속성질이 증강되었음을 뜻한다. 당시 교화의 중심을 民間에 두었던 돈황 불

교는 그들이 가진 기층민중에 한 연민과 동정을 口演을 통해 연행되던 佛敎歌辭 

안에 반 하면서 중 속으로 쉽게 스며들어갈 수 있었다. 

Ⅳ.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 실인식

敦煌 ｢十二時｣는 13組 모두 ‘夜半子’⋅‘鷄鳴丑’⋅‘平旦寅’처럼 시간 를 밝히는 

‘3 句’로 시작하는데, 이는 시간 에 한 인식이 이미 고정화되었음을 뜻한다. 그

러나 같은 ｢十二時｣라도 작품마다 그 배열순차 및 서술구조는 다소 차이를 보인

다.31) 

30) 김종진, <불교가사의 口演과 주제구현방식의 관련양상>: ｢불교가사에는, 구연의 과정을 

거친 다른 시가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속성의 어휘가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리듬감을 형

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구전공식구가 반복되어 장면을 확장하거나 암기의 편의에 기여

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한 작품의 이본 간에는 구문의 변형과 누락, 도치와 부언 등

의 변이와 함께 다양한 입말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구전공식구의 활용은 작시원리

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고, 각 구문의 변화와 입말의 흔적들은 전승에 따르는 문체론적 

변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존재양상은 불교가사를 구비연행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한

다.｣ (《국어국문학》 130집, 2002)

31) 예를 들어, ｢十二時⋅詠史｣ 12수는 ‘夜半子’로 시작한다. 옛 인물과 역사 이야기를 노

래하고 있으나 인물이나 역사의 시  순차는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병렬식 서사구조를 

보인다. ｢十二時⋅發憤勸學｣ 12수는 앞에 7 12句의 序詩가 있고 뒤를 이어 ‘平旦寅’

부터 시작된다. 안사의 난 이후 혼란한 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전란 중일지라도 발분권

학을 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역시 시간의 흐름과는 관계없으며 병렬식 서사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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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은 ‘鷄鳴丑’, 즉 ‘丑時’에서 시작되고 있다.32) 이 

작품이 다른 ｢十二時｣ 계열의 작품과는 달리 丑時에서 시작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

까? 丑時는 새벽 1시-3시를 일컬으며, 아직 밤인 시간이다. 

鷄鳴丑, 닭 우는 축시, 

鷄鳴丑, 닭 우는 축시,

曙色才能分戶牖. 새벽 불빛에 겨우 문과 창 구분할 수 있구나.

富 高眠醉夢中, 부자는 편히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貧人已向塵埃走. 빈자는 이미 먼지구덩이로 걸어간다. 

(‘鷄鳴丑’-1)

동이 트기도 전, 새벽빛으로 겨우 문과 창이 구별되는 시간이다. 부유한 이가 편

안하게 깊이 잠든 이 시간에 가난한 자는 먹고살기 위하여 집을 나서며 고난의 하

루를 시작한다.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은 이렇듯 첫 수부터 빈자와 부자의 

삶의 현격한 비를 통해 모순이 가득한 현실 사회를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강렬

한 시작은 중들에게 ‘인생은 苦’임을 제시하면서 연행자가 목적하는 바 로 중

을 이끌고자 하는 의도를 노출시킨 것이다. 

敦煌 佛敎歌辭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 전편의 주제는 인생은 ‘苦’이고 ‘無

常’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수양하고 부처를 섬겨 고난에서 해탈할 것을 권하는 것이

다. 그러나 특기할 것은, 이 작품 안에는 기층민중에 한 관심과 연민을 바탕으로 

당시 현실의 종종의 모순을 반 한 작품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은 따로 떼

어놓고 보면 불교와 전혀 관련 없으며, 철저히 중지향적이고 현실지향적인 성격

을 보인다. 이는 불교 교리의 선전, 혹은 불교관련고사 서술을 통한 청중들의 흥미 

유도, 혹은 유교의 전통 윤리를 표하는 ‘효’를 강조함으로써33) 널리 유행했던 다

보인다. ｢十二時⋅天下傳孝｣ 12수는 ‘平旦寅’에서 시작한다. 효의 기본 도리부터 ‘董

永’ 등 역사 속의 효행인물이나 형제간의 우애 등을 강조하여 서술하고 있다. 역시 시

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병렬식 서사구조를 보인다. ｢十二時⋅行孝文｣ 12수 역시 ‘平旦

寅’에서 시작한다. 다양한 行孝 고사를 서술하고 있으며, 병렬식 서사구조와 순차식 서

사구조가 결합되어 나타난다. 

32) 본문 <Ⅱ 돈황 정격연장체가사 ｢十二時｣ 調名 고찰> 참조.

33) 불교계가 이 시기에 가장 중시했던 것은 전통적인 ‘孝 윤리의 선양’이다. 돈황불교가사 

중에 ‘효’윤리를 선양한 작품으로는 ｢皇帝感｣ 18수, ｢十二時⋅天下傳孝｣ 12수, ｢十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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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불교가사와는 명백히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부분 불교가사의 작가가 승려인 점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작품 속에는 창작주

체인 승려가 가진 현실 인식이 반 되게 된다.34) 또한 이 현실인식은 바로 승려가 

속한 그 당시 불교 사회의 현실인식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인식이 佛敎系 작품 속에 반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사회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唐代 중국 불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현실 세

상에 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35) 당말 오 시기에 중원의 불교가 쇠퇴일로에 

놓 던 것과는 달리, 돈황 지역은 귀의군정권의 비호 하에 불교가 백성들을 안정시

키고 다양한 민족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역할을 수행하 다.36) 또한 위진16국에서 

만당 오 까지 돈황불교는 끊임없이 사회화되고 평민화되는 과정 속에서 점차 상층

사회와 유리되고 일반 기층의 민중들에게 그 눈길을 돌려 세속의 기층 민중의 생존

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 다. 그리고 이로 인한 인도주의적 연민을 작품 속에 표

현함으로써 불교가 세속과 결합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여 종교와 현실의 융합을 

구현해내었다.37) 당시 돈황에서 유행하던 불교 교파는 교의가 비교적 쉬워 일반

德｣ 10수, ｢十種緣｣ 13수, ｢孝 樂｣ 12수, ｢十二時⋅行孝文｣ 12수, ｢好住娘｣ 14수 

등 제법 많은 수의 작품들이 존재한다. 중국에 전래된 뒤 불교는 유교 전통사회에서 가

장 중시되었던 ‘효’ 윤리를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그들 자신만의 독특한 윤리규범으로 

승화시켰다. (김금남, <敦煌佛敎歌辭 중의 儒敎性 作品  - ‘孝’윤리의 선양에 하

여>, 《중국문학연구》 16집, 1998)

34)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의 작가에 해서는 이견이 많다. P.2054 사본의 ‘智嚴

大師十二時一卷’의 기록을 두고 작가를 唐 中和 년간의 僧 智嚴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나, 그 정확한 작가는 고증할 수가 없다. 張長彬은 智嚴은 창작자가 아니라 전

파자로 보고 있다. (張長彬,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及其代表的敦煌宣傳文學｣>
(《敦煌硏究》, 2015년 2기) 명확히 작자를 확정지을 수는 없으나 ｢十二時⋅普勸四衆

依敎修行｣에는 작가의 현실인식이 반 되어 다른 불교가사의 내용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十二時｣ 곡조를 이용한 趙州禪師의 ｢十二時歌｣는 

禪師의 하루를 禪的 수행자의 입장에서 쓴 것으로 수행 및 수행하는 일상 속에서의 깨

달음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박규리, <趙州 ｢十二時歌｣의 禪詩學的 특성 

연구>(《한국불교학》 58권, 2010)를 참고할 수 있다.

35) 余英時, 《中國近世宗敎倫理 商人精神》(上): ｢唐代中國佛敎的變化, 從社 史的觀

點看, 其 重要的一點便是從出世轉向入世.｣(安徽敎育出版社, 2001), 96쪽.

36) 정병윤, <돈황문서로 본 中古시기 돈황불교의 포용성 연구>, 《中國硏究》 63권, 48-50쪽.

37) 陳大爲는 <中古時期敦煌佛敎的特點探析>(《石河子大學學報》(哲學社 科學版), 29권

4기, 2015)에서 돈황불교가 민중불교의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면서 평민화의 성질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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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비교적 쉽게 흡수할 수 있었던 淨土宗이었고38), 정토사상은 사회 기층의 일

반 중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는 이 당시 돈황 지역 불교의 세속화, 평민화 색

채가 이미 뚜렷이 증강하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39) 이러한 사상적 기반 위에서,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은 생동적이고 구체적으로 당시40)의 사회현실의 종

종의 모순을 드러내었다.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은 앞서 설명했듯이 빈부의 격차를 작품의 제1수로 

제시하면서 작품 전반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빈부 격차로 인한 사회모순

은 작품 곳곳에 등장한다.

使府君, 관리는

食香糗, 향기로운 쌀밥 먹으면서,

念樵農住山藪. 염두에나 둘까? 나무꾼과 농부 산과 늪에 있는 것을.

旱澇忍苦自耕耘, 장마와 가뭄에 힘든 노동 참으며 밭 갈고 김을 매지만, 

美飯不曾沾一口. 맛있는 밥 한 수저 일찍이 입에 지 못했다오.

(‘日入酉’-3)

화되었다고 주장하 는데, 이는 당시 돈황의 불교문화의 의의를 심도 있게 인식하고 이

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38) 榮新江, 《敦煌學十八講》: ｢吐藩統治時期, 宣揚西天淨土思想的《佛說無量壽宗要經》, 

成爲 流行的經典, 藏經洞中有數量相當龐大的一批漢文和藏文的寫本保存下來.｣(北
京大學出版社, 2001), 249쪽.

39) 돈황 불교의 중국화, 세속화에 관해서는 이미 연구된 바가 적지 않다. 種海波는 <敦煌

講唱文學中的佛敎文化>(唐都學刊), 20권 3기, 2004)에서 변문을 텍스트로 하여 돈

황강창문학 중의 불교문화의 특징을 미학화⋅세속화⋅본토화로 분석하 다. 馬德은 <從

敦煌看佛敎的社 化>(《敦煌學輯刊》, 2007년 4기)에서 돈황불교를 통해 사회발전에 

한 불교계의 진보성을 고찰하면서, 돈황불교가 중국에서 승불교 실천의 결과로서 

사회화를 이루어냈다고 주장하 다. 이밖에도 楊富學, 王書慶은 <從生 病死看唐宋時

期敦煌佛敎的世俗化>(《敦煌學輯刊》, 2007년 제4기)에서 불교 8苦 가운데 生 病死 

4苦를 가지고 불교의 세속화를 고찰하 다. 

40)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의 창작시기에 해서는 이견이 많다. 張長彬은 기존의 

P.2054, P.2714, P.3087, P.3286 외에 새롭게 발견된 俄藏本과 上海博物館48호본

을 합쳐 분석하여, 창작 시기는 885년 윤3월에서 891년 정월8일 사이, 필사 시기는 

891년에서 924년 사이로 보았다. 張長彬,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及其代表的敦

煌宣傳文學｣>, 《敦煌硏究》, 2015년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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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구의 使府君은 자사[使君]나 태수[府君] 등의 관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제3

구의 나뭇꾼과 농부[樵農]와 뚜렷한 신분 비를 보인다. 향기로운 쌀밥을 먹는 관

리와는 달리 하루 종일 힘들게 농사를 짓지만 굶주림에 시달리며 밥 한 숟가락 입

에 지 못하는 나뭇꾼과 농부의 힘든 삶을 통해 신분의 격차, 나아가 빈부 격차로 

인한 불합리한 사회현실의 모순을 폭로하고 있다. 

體單寒, 얇은 옷 하나 걸치고 추위에 떨며,

面塵垢, 얼굴은 온통 먼지구덩이인 채,

火焙竈薰形黑瘦. 불 쬐고 부엌 아궁이 불 때니, 여윈 몸 온통 시커멓구나.

你輩城隍聚落居, 그 들 성황 취락에 살면서,

人間苦事 知有. 인간사 고난임을 알아야 하리. 

(‘日入酉’-4) 

養鷄鵝, 닭과 거위를 길러,

餵猪狗, 돼지와 개에게 먹이고,

雀鼠穿窬圌囤漏. 참새와 쥐는 작은 협문 지나 곳간 틈을 뚫는구나.

撮來抛向糞 頭, 모아 담아두었다가 두엄더미에 버리니, 

日蒸雨爛成蛆臭. 날 덥고 비 내려 문드러져 구더기 썩는 냄새난다.

(‘日入酉’-6) 

위 두 首의 가사는 각각 가난한 이와 부자를 묘사하면서 명확한 비를 보이고 

있다. ‘日入酉’-4는 추운 날에도 홑겹 옷을 입고 추위에 떨며 일하느라 먼지투성이 

얼굴을 드러낸 가난한 이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日入酉’-6은 닭과 거위를 돼지와 

개에게 먹이는 것도 모자라 온갖 곡식을 모아두었다가 결국은 두엄더미에 내다 버

리는 후안무치한 부자의 생활을 묘사하 다. 특히 제5구 ‘日蒸雨爛成蛆臭’는 唐 杜

甫의 ｢自京赴奉先縣詠懷五百字｣ 중의 ｢고관들 집에는 술과 고기 썩는 냄새요, 길

거리에는 얼어 죽은 해골들이라.(朱門酒肉臭, 路有凍死骨)｣구절이 그 로 연상된

다. 이렇듯 극명한 비를 통해 기층 중의 질고에 한 관심을 표출함으로써 작

품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의를 높이고 있다.41) 당시 돈황 지역의 상황을 보면, 

41) 任半塘은 < 宗敎歌辭總批判> 一文에서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의 사회적, 문

학적 가치에 해 부정적인 관점을 보 다. 그는 이 글에서 취할 만한 몇 작품을 제시

하고 있는데, 모두 ‘酉時’에 속하는 작품들이다. ｢除上列各類都屬糟粕外, 亦尙有可取



敦煌 佛敎歌辭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에 나타난 실인식 고찰  17

주변 소수민족과의 전쟁 속에서 병참이자 양식 기지 던 돈황 지역의 백성들은 잦

은 요역과 병역에 동원되면서 그 부담이 날로 가중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均田을 

경작하는 외에도 과중한 부세에 시달려야 했고, 그 결과 살던 곳을 떠나 인근의 甘

州와 涼州, 肅州 등지로 도망치는 일도 부기기수 다.42) 敦煌詞 중 ｢열네다섯 살

에 전장에 나가, 손에 긴 창 잡았다. 머리 떨구고 눈물 흘리며 정부의 양식을 먹은 

것 후회하노라. 한 걸음 한 걸음 창칼이 가까이 왔다. 어젯밤에는 말이 놀라 재갈

이 끊어졌다. 이 슬픔을 막을 이 없구나.(十四十五上戰場, 手執長槍. 低頭淚落悔

喫糧. 步步近 槍. 昨夜馬驚轡斷, 惆愴無人遮攔.)｣43)처럼 과중한 군역으로 인한 

어린 병사의 고충과 절망을 노래한 사가 당시 돈황에서 유행한 것은 그 무렵 돈황

의 사회상황을 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44)

設深機, 계략을 세워, 

窺 利, 작은 이익을 도모하며,

恨不剜挑人腦髓. 다른 사람 골수 후벼 파지 못한 것 한스러워 하네.

飽餐腥血飮杯觴, 피비린내 나는 것 배불리 먹고 술잔 들어 마시며,

恣長無明生意氣. 오랫동안 無明45)에 빠진 채 장사치 노릇 하는구나.

(‘日昳未’-3)

嫌善人, 착한 이 싫어하고,

親惡友, 악한 이 가까이하며, 

處.……皆有心民福, 而不附宗敎抽心 , 不當沒.｣ 任半塘, 《敦煌歌辭總編》(上海古籍

出版社, 1987), 1596쪽. 任半塘이 지적한 작품은 모두 신분의 격차, 빈부의 격차로 

인한 모순된 삶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42) <敦煌戶籍殘卷>에는 수많은 戶 상황과 도망한 丁男의 숫자 등이 기록되어 있어, 당

시 상황을 증명하고 있다. 聶鋒⋅祁淑虹, 《敦煌歷史文化藝術》(甘肅人民出版社, 1996), 

97-100쪽.

43) 任半塘, 《敦煌歌辭總編》에 ‘失調名⋅上戰場’으로 수록되어 있다(上海古籍出版社, 

1987), 319쪽.

44) 唐代 돈황에서는 호적을 근거로 세역이 부과되었다. 이 할당 장이 差科簿인데, 돈황 

6鄕의 차과부를 검토한 니시무라 겐유[西村元佑]는 모든 丁男 중의 70% 가량이 병역 

복무자 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가사와 카즈토시 저, 민병훈 역, 《돈황의 역사와 

문화》(사계절, 2010년), 178-181쪽.

45) 無明은 불교용어이다. 일체 사물에 한 도리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리에 한 無知

를 뜻한다. 이러한 어리석음[癡]은 모든 번뇌의 근본이자 惡業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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習狎薰蕕46)行乖醜. 선과 악 희롱하며 추악한 행동 일삼는다. 

交關多使七成錢. 교역을 하는데 부분 돈을 덜 주거나,

糴糶無非兩般斗. 쌀을 사는데 속이지 않는 것이 없구나.

(‘日入酉’-8)

黄昏戌, 황혼녘 술시,

有可說, 말할 만한 것 있어,

鼓罷長街人不出. 북소리 끝나니 거리엔 사람들 보이지 않는다.

莫 遇夜得身閒, 밤이 되니 몸이 한가로워졌다 말하지 말라,

算錢徹曙猶啾唧. 돈 세느라 날 샐 때까지 두런두런 애기한다.

(‘黄昏戌’-1)

‘日昳未’-3은 이익을 얻기 위해 온갖 꾀를 짜내고, 다른 사람 골수 빼먹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 하는 상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日入酉’-8에서 그리는 상인은 표

면적으로는 선악을 구분하고 그 가치를 달리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악인을 좋아한

다. 그리고 그는 교역 시에도 돈을 덜 주거나 저울의 눈금을 속이는 등 추악한 사

기 행위를 일삼는다. ‘黄昏戌’-1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날 샐 때까지 계략을 세우는 

상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들 세 작품은 無明에 빠진 채 이익을 위해 남을 착

취하며 후안무치한 생활을 하는 당시 상인들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47)

悲囚徒, 가련하구나, 죄수들,

牢獄裏, 옥 안에 갇혀있도다,

夜靜領來力拷捶. 밤 시간 고요할 때 사령이 와서는 힘껏 매질한다.

仗鞭繩縛苦難任, 채찍 맞고 온 몸 묶여있으니 그 고통 감당하기 어려워,

皮肉痠疼連骨髓. 가죽과 살은 저리고 욱신거려 뼛속 깊이까지 스미는구나. 

(‘夜半子’-4)

46) 薰蕕는 향초와 냄새나는 풀을 말하며, 善惡⋅賢愚⋅好壞를 비유한다. ‘薰蕕有別’이란 

이들 善惡⋅賢愚⋅好壞는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을 말한다. 여기서는 이 의미를 차용하

여, 표면적으로는 이들을 분별하여 가치를 달리하는 듯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추악한 행

위를 일삼는 자의 모습으로 해석하 다. 

47) 任半塘, 《敦煌歌辭總編》: ｢均寫唐代民間商賈, 如何欺詐剝削.｣(上海古籍出版社, 1987), 

16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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悲孤孀, 가련하구나, 고아와 과부는, 

沒依倚, 어디 하나 의지할 곳 없어,

髮鬢茸茸雪相似. 머리카락 귀밑머리 여릿여릿 눈처럼 하얗다.

霜天寒夜自嗟吁, 서리 내리는 날 추운 저녁 스스로 탄식하니, 

骨冷衣單多怨懟. 뼈까지 시린데 옷은 홑겹이라 원망이 많다네.

(‘夜半子’-7)

‘夜半子’-4는 비록 죄를 지었다하나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온 몸에 몽둥이찜

질 당하는 감옥에 갇힌 죄수가 겪는 어려움을 묘사하고 있다. ‘夜半子’-7은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고아와 과부의 신세를 묘사하고 있는데, 서리 내리는 추운 날에도 홑

겹 옷만 걸친 외롭고 비참한 상황이 눈에 그려진다. 이 외에도 ‘夜半子’段에는 병자

[‘夜半子’-5 ‘悲病人’], 임부[‘夜半子’-6 ‘悲姙婦’] 및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이

유로 가족을 두고 집을 떠나야만 하는 인물[‘夜半子’-8 ‘悲行人’] 등 각각의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묘사하면서, 그들에 한 연민과 비통함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당

시 불교가 민간의 종종의 고통에 광범위하게 관심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中和年, 중화 년간,

閏三月, 윤삼월에,

飢餓人民遞相殺. 배고픔에 사람들 서로를 잡아먹는다.

或是父子相窺圖. 설령 아비 자식 간이라도 서로를 잡아먹으려 하니,

到此恩親皆斷絶. 이때는 골육지정도 모두 끊어져버렸구나.

(‘食時辰’-8)

‘食時辰’-8은 中和 원년에서 5년(881~885), 흉년으로 인해 기아에 허덕이는 일

반 민중들의 처참한 생활상을 묘사하고 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기아에 농민폭동

까지 겹치면서48) 인륜도덕을 잊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심지어는 골육지정조

차 끊기는’ 처참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유가의 ‘효’윤리에 위반함

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배고픔에 내몰린 중의 비참한 상황을 강조하고 

48) 唐 僖宗 乾符 2년(875) 黃巢의 亂이 발발하여 10년간 지속되었다. 황소의 난으로 長

安이 함락된 것은 僖宗 廣明 원년(880)부터 中和 3년(883)까지 다. 韋莊(836~ 

910)은 직접 황소의 난을 겪은 인물로, 중화 3년에 1,600자의 ｢秦婦吟｣을 지어 唐末 

황소의 난으로 인한 사회적인 충격과 상황을 심각하게 묘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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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이 ‘食時辰’-8은 전기 사본에만 보인다.49) 이것은 時宜性이 있는 사건

을 바로바로 반 하여 중의 고통에 연민을 표하는 것으로, 작품이 가진 현실인식

을 더욱 명확히 드러낸다.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은 134편에 달하는 장편 형식으로 긴 연행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품인 만큼 여타 불교가사와는 달리 중을 흡인할 새로운 장치가 필

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연행자는 삶의 다양한 고통과 모순을 반복 강조하여 중들

의 삶에 한 연민과 관심을 감각적이고 자극적으로 노래함으로써 현장 연행 시 자

칫 지루해질 수 있는 청중들의 흥미를 유도하 고, 이로써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교

리를 설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종종의 사회모순에 한 관심과 묘사는 결국 ‘인간의 현실은 고통이 가득

한 세계’이므로 중들에게 ‘염불하여 부처에게 귀의할 것’을 설파하고자 하는 불교

계의 의도가 투 된 것인 만큼, 그 본원적인 한계성도 보여주고 있다. 

晡時申, 해질 무렵 신시, 

日 晏, 해는 장차 지려하고,

殘景難留如急箭. 남은 풍광 나는 화살처럼 급히 스러진다. 

不論貧富 公私, 가난한 이와 부자, 공과 사 따질 것 없이,

盡爲生涯走疲倦. 모두 다 생계를 위해 지치도록 내달린다네.

(‘晡時申’-1)

或公私, 공무에 종사하거나, 사리를 꾀하거나,

或營討, 혹은 일들을 처리하고 다스리느라,

不揀高低皆擾擾. 높은 이 낮은 이 할 것 없이 모두 마음이 산란하다.

一生多是聚眉 , 한평생 부분이 미간 찌푸리는 근심들이니,

百年 見開顔笑. 백년 인생동안 웃는 얼굴 거의 본적이 없다오. 

(‘平旦寅’-2)

‘晡時申’-1은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 부자나 가난한 이나 생계를 위해 하루 

종일 지치게 뛰어야 하는 모습을, ‘平旦寅’-2는 공적인 일을 하거나 사리를 꾀하거

나 한평생 근심뿐인 인생을 묘사하고 있다. 이들 가사 속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49) 주 23)과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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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육도윤회의 수레바퀴 안에 갇힌 고통이 가득한 세계로 보는 불교 본원적 현

실인식이 투 되어있다. 

日昳未, 늦은 오후 미시,

日昳未, 해가 기울어 가는구나.

幻世浮生如夢寐. 허깨비 세상 부평초 인생 꿈과 같도다.

紅顔潛去沒人知, 홍안은 아무도 모르게 어느새 숨어서 가버리고,

白髮暗來何處避. 백발이 몰래 오니 어디로 피할 건가.

(‘日昳未’-1)

春復秋, 봄인가 했더니 다시 가을이 오고,

且復暮, 날은 다시 저물어 가니,

改變桑田易朝祚. 뽕나무 밭 바뀌고 임금도 바뀌네. 

三皇五帝總成空, 삼황오제도 모두 空이 되고,

四皓七賢皆作土. 사호칠현도 모두 흙무덤 되었구나.

(‘日南午’-5)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평생을 근심하며 종일 지치게 뛰었으나 종국에 남는 것은 

‘老’와 ‘死’뿐이다. ‘日昳未’-1은 부평초 같은 인생을 살다보니 어느새 백발[老]이 된 

모습을, ‘日南午’-5는 상전벽해 하듯 어느새 세상은 몰라볼 정도로 변해버리고 三皇

이나 四皓 역시 결국은 무덤[死]으로 변해버린 상황을 그리고 있다. 

或富豪, 혹은 재산이 넉넉하고 권세를 가지거나, 

或貧匱, 혹은 가난하여 모든 것을 탕진하거나,

各自前生緣果異. 각자 전생의 인과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

或藏草 避驚憂, 혹자는 초막에 숨어 놀라고 근심스러운 일 피하고, 

或臥紅樓整沉醉. 혹자는 화려한 저택에 누워 종일 취하여 있도다.

(‘夜半子’-9)

작품 가장 후반부의 ‘夜半子’-9를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은 결국 ‘각자가 전생

의 因果에 따라 그 처지가 달라진 것’이라는 불교의 업보 윤회설을 드러내고 있다. 

즉, 현실의 불공평함은 모두 ‘因果應報’인 만큼, 가난한 자는 지금의 현실을 원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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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도, 또 부자는 지금 그들이 누리는 것을 사양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한 해답으로 ｢부처님 말씀 들으면서 온 힘을 다해 행하고, 계율을 준수하고 

염불하며 정진에 힘쓰시라.(聽法聞經勉力爲, 持齋念佛加精進.)｣(‘平旦寅’-8)고 

중에게 권하고 있다. 

이렇듯 표면적으로는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은 사회 기층 중의 고통을 

그려낸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을 보면 일반 중들의 현실적 고난을 집중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고난의 근원인 현실을 벗어나 불가 세계로의 귀의를 유도하는 불교의 

목적과 의도를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50) 즉, 돈황 불교가사는 종종의 현실모순

을 적시했다 하나, 불합리한 사회현실의 본질은 폭로하지 못하는 불교 본원적인 한

계를 보이게 된다.

Ⅴ. 결론

본 논문은 불교계의 현실인식이 반 된 敦煌 佛敎歌辭 ｢十二時⋅普勸四衆依敎

修行｣를 중심으로 작품이 가진 사회사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돈황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당⋅오 라는 ‘시 적 특성’을 기반으로, 우선 敦

煌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의 조명과 형식에 관해 고찰한 뒤, 당시 불교의 

성질과 연계하여 그 연행 특징을 분석하고, 작품에 투 된 불교계의 현실 인식과 

한계, 그리고 그 의의를 고찰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敦煌 ｢十二時｣ 13組 가운데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 만이 ‘鷄鳴丑’, 

즉 ‘丑時’에서 가사가 시작된다. 이는 ‘인생은 苦’임을 강조하는 불교계의 현실인식

을 표출한 것이다.

둘째,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은 각 段별로 각기 다른 내용을 서술하는 병

렬식 구조를 가로축으로 하고 시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는 순차식 구조를 세로

축으로 하는 서술구조를 채용하고 있다. 이는 口演을 통한 현장 연행에서 전달의 

50) 任半塘은 任半塘은 < 宗敎歌辭總批判>一文에서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의 부

제 ‘普勸四衆依敎修行’를 ‘普騙四衆依敎 施’로 바꿔 쓰는 등 종교가사를 비판하는 입

장을 견지하 다. 任半塘, 《敦煌歌辭總編》(上海古籍出版社, 1987), 1587-159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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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극 화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된다. 

셋째, ‘食時辰’ 제8수 ‘中和年’과 제9수 ‘饑火侵’은 中和 년간의 백성들의 처참한 

생활상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들이 초기 필사본에는 수록되었지만 후기 필

사본에서 누락된 것은 연행 당시의 時宜性 여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十二

時⋅普勸四衆依敎修行｣이 문자로 고정된 文本이 아닌 살아있는 곡조로 중들에

게 연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된다. 

넷째,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에는 빈부나 계급의 차로 인한 사회적 모순, 

사회적 약자에 한 동정 등이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현실

은 고통이 가득한 세계’이므로 중들에게 ‘염불하여 부처에게 귀의할 것’을 설파하

고자 하는 불교계의 의도가 투 된 것인 만큼, 그 근원적인 한계성도 보여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모순된 현실에 한 불교계의 인식 및 그 인식의 반 은 불교 평

민화 과정 속에 불교가 중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방식이

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돈황 불교가사가 불교문학이라는 종교적인 한계를 뛰어넘

어 大衆敎化의 사회적 기능을 발휘한 것으로, 불교문학으로서의 새로운 가치를 획

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敦煌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 연구는 부분 ‘定格聯章體 佛敎歌

辭’의 틀에서 校勘이나 調名⋅體制에 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기타 정격연장체

가사의 연구 상황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본 논문은 이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작품이 창작된 시 의 불교 특징에 주의하여,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에 

한 연행성질 분석과 佛家의 현실인식을 상호관련성에 주의하여 연구한 것이다. 이

러한 시도는 작품 자체에 한 전문적인 분석 외에도, 기타 정격연장가사의 연행성

질 연구 및 唐⋅五代시기 서북지역의 사회문화사 관련으로 연구주제를 확장시켜나

갈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이 분야에 한 연구는 미미하다. 비록 초보적인 고찰

이지만 새로운 연구 역으로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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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敦煌長篇定格聯章歌辭｢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總共1組13段134首, 是

將一日一夜分爲十二個時辰, 幷與十二支名搭配使用, 形成‘十二時’來聯章歌詠。
此論文首先對敦煌｢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之調名和句式特徵進行了考察, 幷

就該歌辭之演行性質及所反映之現實認識等問題做了初步的分析和硏究。其硏究

結果如下。
首先,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從丑時來開始聯章歌詠, 這是敦煌｢十二

時｣當中唯一無二的。其二,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的敍事構造是具有反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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鋪排、層次性質的。其三, 兩首‘中和年’⋅‘饑火侵’都寫在早期寫本裏, 可 晩出的

寫本裏都未見。這說明作爲口演文本的｢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所具有的時宜

性質。其四, ｢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裏有許多有關社會矛盾的內容及對一般

老百姓的憐憫之情。但, 由于該作品主要是說明人生處處都是痛苦和虛幻, 因此, 

這種佛敎現實認識也暴露出了其根源性的局限性。盡管如此, 这是敦煌佛教家突破

佛教文学这个纯宗教界限,发挥大衆教化的社会功能, 也可以說它獲得了佛敎文學

之新價値。
目前, 現有的有關｢十二時⋅普勸四衆依敎修行｣硏究一般都以寫本、調名、校

勘、內容分類等爲主, 這跟其他定格聯章歌辭硏究情況別無二致。本論文借用這些

硏究成果, 根據唐五代敦煌佛敎平民化特質來對該歌辭之演行性質及所反映之現實

認識做了分析的。這樣的硏究方法, 就其他敦煌佛敎係聯章歌辭的硏究有效。這也

說明今後可以將其硏究範圍擴大到其他敦煌聯章歌辭的演行性質以及有關唐五代

西北地區社會文化的方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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