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벳어 한글 표기안 

 

 

 

 

 

 

 

 

 

  





 

‘티벳어 한글  표 기안’을  발간하면서  

 

 

티벳어는 히말라야 산맥을 포함하는 

티벳고원(Tibetan Plateau), 파키스탄 북동부의 

발티스탄(Baltistan) 지역과 읶도 최북단의 

라닥(Ladakh), 히말라야 산맥 남록의 네팔 

(Nepal)과 시킴(Sikkim)과 부탄(Bhutan), 그리고 

동장 (東 藏 )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쓰촨 

( 四 川 )과  칭하이 ( 靑 海 )  등지에  거주하는 

티벳읶들이 사용하는 얶어다. 얶어학적 

으로 붂류하면 넓게는 중국어를 포함 

하는 시노-티벳어(Sino-Tibetan) 족에 속하며, 

세붂하면 이 가욲데 티벳-버마어(Tibeto-

Burman)족에 속핚다. 지역에 따라 라싸(Lhasa), 캄(Kham), 암도(Amdo), 라닥 

(Ladakh)의 얶어가 다른데 티벳의 수도읶 라싸의 얶어가 표준어로 

사용된다. 

7세기 중엽 쏭짼감뽀(Srong Tsan sGam Po: 569~649) 왕의 명령으로 읶도에 

파견되었던 퇸미 쌈보따(Thonmi Sambhota)는 카슈미르(Kashmir) 지역의 

문자에 토대를 두고 티벳문자를 만들었다. 티벳문자는 표음문자로 

‘아’ 발음이 내재하는 30개의 기본자음과 ‘이, 우, 에, 오’ 로 발음 

되는 4개의 모음부호로 이루어져 잇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잇는 

문자 가욲데 고려 시대에 원나라를 통해 들어옦 파스파 문자가 

티벳문자의 변형에 다름 아니다 . 또 핚역불젂에서 다라니 등 



산스끄리뜨를 표기하던 실담자(悉曇字: Siddham)의 모양이 티벳 문자와 

유사하다. 티벳어는 핚글과 마찬가지로 음젃 단위로 표기 하는데 

하나의 음젃을 표기핛 때 최소 하나의 자음에서 최대 읷곱 개의 

글자까지 사용되며 지역에 따라 음젃을 인는 방법이 다르다. 

음젃의 구성요소 가욲데 기본자(초성)와 후접자(받침)를 제외핚 대부 

붂의 자음은 묵음이지만 라닥의 방얶에서는 이 모두를 드러내어 

발음하기도 핚다. 본 ‘티벳어 핚글 표기안’은 표준어읶 중앙티벳어, 

즉 라싸어의 발음에 토대를 둔다. 

이상적읶 ‘티벳어 핚글 표기안’이 되려면 ‘외래어 핚글 표기법’을 

준수하면서, 표기에 읷관성이 잇어야 하고, 발음 역시 원음에 가까 

워야 하며, 핚글표기만을 보고서도 원래의 티벳어를 복원핛 수 잇 

어야 핛 것이다. 그러나 티벳문자와 핚글의 자음과 모음의 개수와 

발음의 차이, 서구의 얶어 가욲데 특히 영어를 주 대상으로 삼아 

제정되었던 ‘외래어 핚글 표기법’의 핚계 등으로 읶해서 이런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표기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티벳어 핚글 표기안’에서는 이 가욲데 ‘표기의 읷관성’을 가장 

중시하였다. 본 표기안을 준수핛 경우, 읶명이나 지명 등 고유 

명사를 포함하여 티벳어를 핚글로 음사하고자 핛 때 원음에서 

크게 벖어나지 않으면서 누구나 동읷핚 핚글표기를 만들어낼 수 

잇을 것이다. 

티벳어는 물롞이고 산스끄리뜨어와 빠알리어 등 불교 고젂어를 

핚글로 표기핛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핛 것은 이들 얶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그에 대핚 영어식 발음과 무관핚 숚수핚 ‘발음기호’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산스끄리뜨어나 티벳어의 로마자 표기읶 ‘ka, 

ca, ta, pa’의 영어식 발음은 ‘카, 싸(또는 카), 타, 파’이겠지만 옧바른 

음가(音價)는 ‘까, 짜, 따, 빠’이다. ‘ca’의 경우 ‘cease(씨즈)’나 ‘car(카)’ 



에서 보듯이 영어식 발음으로는 ‘싸’나 ‘카’가 되어야 하겠지만 발음 

기호에서는 반드시 ‘짜’라고 인어야 핚다. 티벳어를 포함핚 불교 

고젂어에 대핚 ‘로마자 발음기호’를 영어식으로 발음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3월 3읷 경주 동국대의 티벳장경연구소에서 ‘티벳어 핚글 

표기안’을 만들기 위핚 회의가 열렸다. 티벳 스님으로는 본 연구 

원의 땐진 남카 스님과 부산의 핚국-티벳센터 주지 쐬남 걜챈 

스님이 동참하셨다. 두 스님 모두 핚국어에 능통하실 뿐만 아니라 

불교에 대핚 최고의 학식을 갖춘 하람빠 게쎼이다. 핚국읶 젂문가 

로는 본 연구원 젂문연구원읶 최연철 박사님과 객원 연구원읶 

박은정 선생님이 동참하셨다. 최연철 박사님은 읶도 델리의 국립 

박물관연구소에서 티벳 밀교 무상요가 깔라짜끄라 딴뜨라 의궤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입보리행롞역주』와 저서 『티벳불교의 

향기』를 출간핚 바 잇는 티벳불교 젂문학자 이시며 박은정 선생 

님은 티벳어와 티벳불젂에 정통핚 붂으로 다람살라의 티벳승가 

대학에서 7년간의 반야사상 과정을 마치고 현재 중관철학 과정을 

밟으면서 달라이라마 졲자님의 통역을 담당하고 계시다.  

이 이외에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티벳불교를 젂공하는 대연 스님 

과 강남옥 선생님 등 두 붂의 연구조교, 그리고 티벳어 폰트와 

키보드에 정통핚 조영수 선생님이 함께 하셨다. 외래어 핚글 

표기법을 숙지핚 상태 에서 티벳 스님들의 발음을 들으면서 티벳어 

의 자음과 모음, 그리고 변음의 표기안을 하나하나 싞중하게 

결정하였다. 회의 결과에 토대를 두고서 최연철 박사님이 

티벳어 발음과 관렦핚 나머지 규칙들을 취합하여 정리해 주셨고 

대연 스님이 최종 편집을 담당하셨다. 앞으로 티벳장경연구소 

에서 제작, 발간핛 모듞 문서에서는 본 표기안을 사용핛 예정이다. 



티벳불교를 연구하는 핚국의 다른 모듞 학자들에게도 본 표기안 

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달라이라마 졲자님의 지원금을 계기로 불기 2553년(2009) 11월 

6읷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티벳장경연구소가 설립되었고 12월 9읷 

개원식을 가졌다. 학교 측의 도움으로 훌륭핚 연구공간과 기본적읶 

사무용 가구를 마렦핛 수 잇었고, 티벳불교를 외호하는 많은 붂 

들의 후원으로 컴퓨터 등 사무집기와 참고도서를 구입핛 수 잇 

었다. 본 연구소의 첫 성과물읶 이 소책자 말미에 후원해 주싞 

모듞 붂들의 졲함을 적어 그 공덕을 기리고자 핚다. 

 

 

    불기 2554년(2010) 5월 3읷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티벳장경연구소장 김성철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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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티벳어 음운론(音韻論) 
 

티벳 문자는 30개의 기본자음(གསལ་བྱེད་)과 4개의 기본모음(དབངས་) 
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자음  

 

ཀ་  ཁ་  ག་  ང་     ཅ་   ཆ་   ཇ་  ་ 
ka     kha     ga      nga              ca       cha       ja      nya 

                                         
  

ཏ་  ཐ་  ད་  ན་      པ་  ཕ་  བ་  མ་ 
ta     tha       da       na               pa        pha       ba      ma 

 
 

ཙ་  ཚ་  ཛ་  ཝ་     ཞ་  ཟ་  འ་  ཡ་ 
tsa      tsha     dza      wa               zha       za       a      ya  

     
                                   

ར་  ལ་  ཤ་  ས་      ཧ་  ཨ་ 
ra       la       sha     sa              ha       a 

 

 

 

2)  모음 

 

ཨི་ i    ཨུ་  u     ཨྱེ ་ e    ཨོ་ o 

 

하나의 음절을 나타낼 때 하나의 문자만 사용하기도 하지만 

많게는 모음 기호를 포함하여 일곱 개의 문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1 

                                            
1
 이 중에서 특히 앞뒤로 붙는 글자들을 유접자(有接字, འཕུལ་ཅན་)라고 한다. 



① 기본자( མིང་གཞི་ )  

② 모음기호( ིི་= གིགུ་/  ི་= ཞབས་ཀྱུ་ / ྱིེ་= འགྱེང་བུ་/ིོ་= སྣ་རོ་)  
③ 전접자(前接字, ས ནོ་འཇུག་)  
④ 유두자(有頭[冠]字, མག་ོཅན་)  
⑤ 첨족자(添足字, འདགོས་ཅན་)  
⑥ 후접자(後接字, རྱེས་འཇུག་)  

⑦ 재접자(再[後]接字, ཡང་འཇུག་)  

 

티벳어 자음에는 기본모음 <ㅏ>자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자음들은 기본 모음 <ㅏ>를 넣어서 발음한다. 전접자, 

유두자, 첨족자, 후접자, 재접자는 모두 자음이지만 하나의 음절 

에서 실제로 발음하는 부분은 모음기호가 붙어있는 기본자 

(초성)와 일부의 후접자(받침)뿐이다. 한 음절의 구성요소 각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30개의 자음은 모두 잠재적인 기본자이다.  

②  30개의 자음과 4개의 모음기호에는 기본적으로 모자음 

  (母字音)  <ㅏ(ཨ་ཆྱེ་)>가 들어있다. 

③  전접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글자는 < ག་ད་བ་མ་འ་  >의 다섯 

가지이다. 

④  유두자로는 < ར་ལ་ས་ >의 세 가지 글자를 사용한다. 

⑤  첨족자로는 < ྱ་ྲ་ླ་ྭ་ >의 네 가지 글자를 사용한다. 



⑥  후접자로 사용되는 글자는 <ག་ང་ད་ན་བ་མ་འ་ར་ལ་ས་>의 열 가지 

이다. 

⑦  재접자로 사용되는 글자는 <ད་ས་>의 두 가지이다. 

 

기본자는 사전 등에서 어휘의 순서를 매길 때 그대로 적용 

되는 음절 단위이다. 

 

- 거의 대부분2의 음절에서 기본자를 제일 먼저 발음한다. 

- 기본자보다 전접자와 유두자를 앞에 쓰지만 전접자나 유두 

자를 먼저 발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유두자와 첨족자 그리고 네 가지 모음기호는 기본자에만 

붙는다. 

 

   이와 같이 한 음절 안에 여러 글자가 모여 있어도 실제 발음 

되는 부분은 기본자를 중심으로 한 부분이다. 따라서 티벳어의 

기본 발음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3 
 

 

- 기본자로 배치된 주된 자음소리 

- 기본자에 붙어 있는 하나의 모음소리 

- 기본자에 이어 쓰는 후접자의 받침소리 

                                            
2
 ལ་ྷ는 예외적으로 유두자ལ་가 먼저 발음되고 기본자인ཧ་가 발음된다. 실제발음은 [라]와 [하]를 빨리 

  발음한 소리가 난다. 
 

3
 인도 서북부의 라닥 지방과 같은 티벳어 문화권 일부에서는 드물게 전접자와 유접자를 모두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 



2.  티벳어 한글 표기4  
 

1)  자음  

 

ཀ་  ཁ་  ག་  ང་     ཅ་  ཆ་  ཇ་5 ་ 
[까] [카]    [가]   [응아]     [짜]      [차]    [자]   [냐] 

ka     kha     ga      nga              ca       cha       ja      nya 
                                          

ཏ་  ཐ་  ད་  ན་      པ་  ཕ་  བ་  མ་ 
[따]    [타]     [다]    [나]               [빠]   [파]     [바]     [마] 

ta     tha       da       na               pa        pha       ba      ma 
 

ཙ་  ཚ་  ཛ་  ཝ་     ཞ་  ཟ་  འ་6  ཡ་ 
[짜] [차]    [자]    [와]       [샤]   [사]     [아]      [야] 
tsa      tsha     dza      wa              zha       za        ‘a     ya  

                                       

ར་7  ལ་8  ཤ་  ས་     ཧ་  ཨ་ 
[라] [라]   [쌰]     [싸]                        [하]  [아]  

ra       la      sha     sa             ha       a 

                                            
4
 티벳어 한글 표기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번째, 티벳어의 지명이나 고유명사 등을 한글로 

변환할 때 발생하는 표기방식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규칙이다. 두번째, 티벳어 발음과 유사한 한글 

발음을 표기함으로써 실제 발음과 가깝게 하려는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세번째, 티벳어 철자를 한글로 

표기하기 위한 것(transliteration)으로 티벳어로 복원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본 티벳어 한글 

표기법은 첫번째 규정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두번째, 세번째 규정은 차후 제정하기로 한다. 

실제 한글로 티벳어의 전접자나 후접자 유관자 등을 모두 표기할 수 있는 철자표기법은 구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계에서 통용되는 와일리식(Wylie system) 표기법(Turrell Wylie, “A Standard 

System of Tibetan Transcription,”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22 [1959]:pp. 261-67)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와 함께 기본자 부분을 대문자로 사용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성조(聲調)를 표기하기 

위해 발음자 위아래에 [-]기호를 넣어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표기법들은 모두 원음에 가까운  

표기법을 사용하기 위한 학자들의 노력에 따른 것이다. 

5
 ཅ་  ཆ་  ཇ་는 ‘쨔, 챠, 쟈’로 표기하는 것이 원래 발음에 가까우나 외래어 한글표기법 중 파찰음의 표기 

규칙과 어긋나기에 위와 같이 ‘짜, 차, 자’로 표기하기로 한다.  

6
 འ་ 와 ཨ་는 실제 티벳어 발음에서 약간의 성조 차이를 보이지만 표기는 모두 [아]로 한다.    

7
 기본자로 사용하는 ར་자는 영어의 Ra 발음에 해당한다. 

8
 기본자로 사용하는 ལ་자는 영어의 La 발음에 해당한다. 



2)  모음  

 

ཨི་ [이] i    ཨུ་ [우]  u     ཨྱེ ་ [에] e    ཨོ་ [오] o 

 

기본모음(=모자음母字音)인 <ㅏ>는 발음 그대로 [아]로 발음 된다. 

그러나 자음에 모음이 붙는 경우, 기본모음 <ㅏ>를 뺀 모음가 

(母音價)를 적용하여 발음한다. 표기법도 이와 같이 한다. 

 

예시)  

ཀ་[까]  ཀི་[끼]  ཆ་[차]  ཆྱུ་[추]  ་[냐]   ྱེ་[녜]  མ་[마]  མོ་[모] 

 

후접자 <ད་ ན་ ལ་ ས་ >가 붙는 경우 기본자의 모음 발음에 변화가 

일어난다. 후접자에 의해 변화된 모음의 발음을 한글로 그대로 

구현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슷한 음가를 적용하여 [아]는 [애]로, 

[우]는 [위]로 [오]는 [외]로 표기하기로 한다. [이]와 [에]는 발음 

변화가 없기에 그대로 사용한다.  

 

예시)   

 ངལ་གསོ་[응앨쏘]      ཆོས་[최]       གལ་ཆྱེན་པ་ོ[갤첸뽀]                       ཚྱུལ་[췰]     དནོ་[된] 

 

[아]가 변화되는 경우, ྱིེ་[에]가 쓰이는 경우와 구분하기 위해 

[애]를 사용하도록 한다.  

 
예시) 
   

ཐལ་ཆ ་[탤차]     ཐྱེག་པ་[텍빠]      ཕན་ [팬]      ཕྱེབས་[펩]       ལས་ [래] 



* 복모음(複母音)
9이 쓰인 경우에는 별도의 규칙을 적용한다. 복모

음이 쓰이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자음에서 <ㅑ>음가가 포함된 <་ ཞ་ ཡ་ ཤ་> 

 ② ཡ་첨족자가 붙은 글자10
 

 

<ㅑ>음가가 포함된 복모음에 후접자 <ད་ ན་ ལ་ ས་>가 쓰이면 모 

음이 변화된다. 기본모음만 가지는 음절은 <ㅑ>모음가를 포함한 

모음변화를 적용하여 [얘]로 표기한다. 모음 <ㅣ>가 쓰이는 경우는 

<ㅑ>음가가 적용되지 않고 후접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기에 

그대로 [이]를 사용한다. 모음 <ㅔ>가 쓰이는 경우도 후접자의 

영향을 받지 않기에 <ㅑ>음가만 적용시켜 [예]로 표기한다. 

모음 <ㅠ>나 <ㅛ>가 올 경우는 변화된 모음 표기가 불가능하

므로 예외적으로 후접자에 의한 모음변화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예시)    
 

ལ་ [ 냴 ]      ྱེལ་[ 녤 ]    ཤིང་[ 씽 ]  ཤྱེས་[ 쎼 ]     ཞནོ་[ 숀 ]     ཡུལ་ [율 ] 

 

③ 기본자가 [와]로 발음되는 경우, 즉 자음 ཝ་와 전접자 ད་에 

བ་가 기본자로 쓰이는 དབ་의 경우 

                                            
9
  티벳어에는 복모음의 개념이 없지만, 한글표기에서 한글의 겹소리(複音)에 해당하기에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10
 이에 대해서는 ཡ་첨족자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기본모음만 가지는 음절은 그대로 [와]로 표기한다. 모음 <ㅣ>가 

쓰이는 경우는 [위]로, 모음 <ㅔ>가 쓰이는 경우는 [웨]로 표기 

한다. 모음 <ㅜ>나 <ㅗ>가 쓰이는 경우는 변화된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기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기본발음  [와 ]에서  자음 

<ㅇ>만을 적용시켜 [우]와 [오]로 표기한다. 

  
예시)  

དབང་[왕]   ཝིའ་ན་[위나]   ཝུང་[웅]   ཝྱེར་མ་[웨르마]   ཝརོ་ག་[오르가] 

 

<ㅘ>음가가 포함된 복모음에 후접자 <ད་ ན་ ལ་ ས་>가 쓰이면 모음이 

변화된다. 기본모음만 가지는 음절은 후접자에 의한 변화음을 적용 

시켜 [왜]로 표기가 가능하다. 모음 <ㅣ>나 <ㅔ>는 후접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기에 [위]와 [웨]를 그대로 사용한다.  

모음 <ㅜ>나 <ㅗ>가 쓰이는 경우는 기본발음 [와]에서 자음 

<ㅇ>만을 적용시켜 [위]와 [외]로 표기한다. [위]의 경우 앞서 

살펴본 <ㅘ>에 모음 <ㅣ>가 적용된 경우의 표기법과 같아지지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로 한다.  

 

예시)   

དབལ་[왤]   དབན་[왠]   དབྱེན་[웬]   ཝི་[위]   དབུས་[위]  དབནོ་[왼] 

 

기본자 다음에 འ་ི가 올 경우는 기본자의 모음가에 འ་ི[이]를 

더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예시)     

ངའ་ི  응아 + 이 = [응애]     སུའ་ི 쑤 + 이 = [쒸]    
མོའ་ི 모 + 이 = [뫼]        དྱེའ་ི 데 + 이 = [데이]    

བའ་ི11 와 + 이 = [왜] 

 

3)  유두자 (有頭[冠]字, མག་ོཅན་) 
   

   기본자의 발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① ར་유두자 12개 

  

 རྐ་   རྒ་   རྔ་   ར་   རྙ་   རྟ་    

[까]              [가]            [응아]            [자]           [냐]       [따]         

 

 རྡ་     རྣ་    རྦ་    རྨ་       རྩ་    རྫ་ 
[다]          [나]              [바]            [마]             [짜]            [자] 

 

예시)  

རུྐ་མ་[꾸마]       དགྱེ་རྒན་[게갠]         རྔམ་ཅན་[응암짼]        རྱེས་མ་[제마] 

རྙངི་པ་[닝빠]                        རྟགོ་པ་[똑빠]     རྡ་ོཐ་ོ[도토]      རྣམ་རྟགོ་[남똑] 

རྦབ་ཆྱུ་[밥추]     རྨ་ོམ་[모마]              བརྩྱེ་དངུ་[쩨둥]  རིྫ་གསང་ [지쌍] 

 

                                            

11 བ་ 는 བ་ 뿐만이 아니라 ཝ་ 를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발음을 [바]로 할지 [와]로 할지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각 단어에 따라 달라진다.  



② ལ་유두자 10개 

 

 ལ་ྐ   ལ་ྒ   ལ ་   ལ་ྕ   ལ་ྗ   ལ་ྟ    
[까]           [가]             [응아]           [짜]           [자]            [따] 

  

ལ་ྡ      ལ་ྤ     ལ་ྦ       ལ་ྷ12 
[다]           [빠]                    [바]             [하] 

 

예시)   

 

 ལྐགོ་གཏམ་[꼭땀]       ལྐགུས་པ་[꾹빠]    ལངྒ་ཞུ་[강슈]         ལ ་[응아] 

 ལགྕས་ཕ་ོརི་[짝포리]    ལྕ ྱེ་ཚ་[쩨차]          ལངྗ་ཐིང་[장팅]        ལྟ་ོཆས་[또채] 

ལྡགོ་པ་[독빠]       ལགྤས་པ་[빡빠]         ལ་ྦནད་[바내]            ལ་ྷཁང་[하캉]    

 
 

③ ས་유두자 11개 

 

 ས་ྐ   ས་ྒ   ས ་   ས་ྙ   སྟ་   ས་ྡ 
[까]           [가]             [응아]            [냐]           [따]            [다] 

 

སྣ་     ས་ྤ      ས་ྦ      ས་ྨ     སྩ་  

[나]            [빠]              [바]             [마]            [짜] 

 

예시)  

སརྐ་མ་[ 까 르 마 ]      སམྒ་[ 감 ]        ས ་རབས་[ 응 아 랍 ]     སནྙ་པ་ོ[ 냰 뽀 ] 
སྟགུ་པ་ོ[뚝뽀]               སྣནོ་[뇐]          སྤུས་ཀ་[쀠까]              སྦ་ིརག་[비락] 
སནྨ་[맨]          སྨནོ་ལམ་[묀람]             སོྩལ་[쬘]                    སྩལ་[쨀] 

                                            
12

 실제발음은 [라]와 [하]를 빨리 발음한 듯한 소리가 나지만 한글표기가 불가능하기에 본 표기안에선 

[하]로 표기한다. 



4) 첨족자 (添足字, འདགོས་ཅན་) 

 

①  ཡ་첨족자 8 개   
 

 ཀ་    ཁྱ་    གྱ་    པྱ་    ཕྱ་    བ་ 
[꺄]          [캬]            [갸]       [쨔]         [챠]             [쟈]  

 

མྱ་     ཧྱ་  
[냐]            [햐] 

 

ཀ་ + ཡ = ㄲ + ㅑ= [꺄]와 같이 기본자음에 모음 <ㅑ>가 결합

되어 발음된다. ‘꺄 캬 갸 햐’의 경우는 기본음가 그대로 적용되 

지만, <པྱ་ ཕྱ་ བ་ མྱ་>는 발음이 변화된다. 실제 변화된 티벳어 

발음은 한글로 구현하기 불가능 하기에 비슷한 음가를 적용하여 

각각 [쨔], [챠], [쟈], [냐]로 표기한다.  

ཡ་첨족자에 모음이 쓰일 경우 기본적으로 <ㅑ>모음가를 포함 

한 모음변화를 적용하여 표기한다. 모음 <ㅣ>가 올 경우에는 

[야]모음이 적용되지 않기에 [이]를 그대로 사용한다. 모음<ㅔ>가 

올 경우는 [예]로, 모음 <ㅜ>가 올 경우는 [유]로, 모음 <ㅗ>가 

올 경우는 [요]로 표기한다.  
 

예시)    

ཀང་[꺙]              སབོ་གསོ་[꾭쏘]                ཁིྱམ་[킴]               ཁྱགོ་པ་ོ[쿅뽀] 
འགིྱས་[기]             རྒྱ་གར་[갸가르]       སྤྱང་ཀི་[쨩끼]     ཕྱག་དྱེབ་[챡뎁] 

བང་ཆྱུབ་[쟝춥]   བྱེ་ཐང་ [졔탕]           མྱྱུ་གུ་[뉴구]           མྱངོ་[뇽] 



하지만 후접자 <ད་ ན་ ལ་ ས་> 가 붙는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복 

모음의 별도의 규칙을 다시 적용한다. 기본모음만 가지는 음절은 

<ㅑ>모음가를 포함한 모음변화를 적용하여 [얘]로 표기한다.  

모음 <ㅣ>나 <ㅔ>는 후접자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와 [예]를 그대로 사용하고, 모음 <ㅠ>나 <ㅛ>가 올 경우는 

한글 표기의 한계로 인해 모음변화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예시)   
 

དཀྱུས་[뀨]                 ཁྱནོ་[쿈]                མཁྱྱེན་[켼]        གིྱས་[기]  

གྱནོ་ཆས་[굔채]          རྒྱལ་པ་ོ[걜뽀]             རྒྱྱུན་[균]          སྤྱན་[쨴]        

 

예외로 전접자 ད་ 다음에 བ་가 오면 [야]발음이 된다. 이 경우도 

위와 같은 표기 규칙을 적용한다.  

   
예시)   
 

དབངས་ཅན་མ་[양짼마]            དབར་ཁང་[야르캉]            དབར་ཕིྱ་མ་[야르치마] 

དབིན་[인]               དབྱུང་བ་[융와]          དབྱེ་བ་[예와]            དབྱེས་[예] 

  
②  ར་첨족자 13개  

 기본자의 발음을 변화시킨다.13 실제 티벳어 발음은 한글로 구현 

하기 불가능 하기에 비슷한 음가를 적용하여 표기하기로 한다.  

                                            

13
 전체적으로 영어의 R 발음이 약간씩 들어 있다.  



 

 ཀྲ་    ཁྲ་    ག་    ཏྲ་    ཐྲ་    དྲ་ 
[따]           [타]             [다]        [따]           [타]            [다]

         

ནྲ་    པྲ་    ཕྲ་    བྲ་    མྲ་    སྲ་    ཧྲ་ 
[나]          [따]          [타]       [다]          [마]      [싸]          [하] 

 

예시)    

 བཀྲ་ཤིས་ [따씨]              ཁྲག་[탁]          གུབ་མཐའ་[둡타]      ག་ཤག་[다쌱] 

དྲང་སྲངོ་[당쏭]             སིན་པ་[띤빠]         ཕྲ་རྒྱས་[타걔]        ཕྲ་མོ་[타모] 

བྲམ་ཟྱེ་[담세]              སྨྲ་སྒ་ོ[마고]           ཧྲང་པ་ོ[항뽀]       སྲ་སྲ་ [싸싸] 

 

③  ལ་첨족자 6개  

기본자의 발음을 [라]14로 변화시킨다. ཟླ་[다]는 예외이다.  

 ཀ་ླ    གླ་    བ་ླ    རླ་    ས་ླ    ཟླ་ 
[라]           [라]             [라]        [라]           [라]            [다] 

 

예시)    

ཀླུ་སུབ་[루둡]     ཀླུང་ཁང་[룽캉]          གླངི་ག་ [링가]          གླ ྱེང་མོ་[렝모]  

གླ ྱེང་གཞི་[렝시]     བ་ླམ་[라마]        བླ་ོསངོ་[로종]        རུླང་[룽] 
སླབོ་ཕུྲག་[롭툭]     སླབོ་སངོ་[롭종]           ཟུླམ་པ་ོ[둠뽀]      ཟླགོ་[독] 

                                            

14
 전체적으로 영어의 L 소리가 나도록 발음한다.  



④   ཝ་첨족자 13개 
 

 기본자의 발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ཀྭ་    ཁྭ་    གྭ་    ་ྭ    དྭ་    ཙ་ྭ 
[까]           [카]              [가]        [냐]    [다]            [짜] 

    

ཚྭ་    ཞྭ་    ཟྭ་    རྭ་    ལྭ་    ཤྭ་    ཧྭ་ 
[차]        [샤]          [사]      [라]           [라]      [쌰]     [하] 

 

예시)   

ག་ྭཔ་[다빠]            རྭྩ་[짜]        ཚྭ་[차]              ཞྭ་མོ་[샤모]  
ཟྭ་ཁུ་ [사쿠]          རྭ་ཅ་ོ[라쪼]             རྭ་སྟག་ [라딱]      རྭ་སྱེང་[라뎅] 
ལོ་ཙ་ྭབ་[로짜와]           ལྭ་བ་[라와]      ཧྭ་ཤང་[하썅]         ཧགྭས་[학] 

  

55))   전접자 (前接字, ས ནོ་འཇུག་)   

전접자 <ག་ ད་ བ་ མ་ འ་>는 실제 발음에선 미세한 영향을 미치 

지만 철자표기 안에서는 따로 적용하지 않고 기본음가 그대로 

표기한다. 예외로 전접자 ད་가 붙은 음절 དབ་는 [와]발음이 난다.  
 
예시)  
 

ག་ -  ག ྱེར་[녜르]       གཤྱེགས་[쎽]    གསུངས་[쑹]     གསོལ་[쐴] 

ད་ -  དཀའ་ཐུབ་[까툽]    དགནོ་པ་[괸빠]      དག་ [다]          དངསོ་པ་ོ[응외뽀]         



བ་ -  བཀའ་[까]       བཟ་ོཔ་[소빠]        སྡགུ་བས ལ་[둑응앨]  བརྩྱེ་བ་[쩨와] 

མ་ -  མགནོ་པ་ོ[괸뽀]      མཐུན་ལམ་[튄람]     མགྱགོས་པ་ོ[굑뽀]     རྒྱ་མཚོ་[갸초]  

འ་ -         ག་ོའཕང་[고팡]      འཁུྲལ་ཤྱེས་[튈쎼]   འཆང་བ་[창와]       འདདོ་པ་[되빠]  

དབ་ - དབུ་མ་[우마]    དབང་[왕]            དབྱེན་པ་[웬빠]      དབུགས་[욱]       
 

6) 후접자(後接字, རྱེས་འཇུག་)  

 

후접자<ག་ང་ད་ན་བ་མ་འ་ར་ལ་ས་>는 기본적으로 한글 받침에 해당하기 

때문에 받침의 형태로 표기한다. ག་는 <ㄱ>으로, ང་는 <ㅇ>으로, 

ན་는 <ㄴ>으로, བ་는 <ㅂ>으로, མ་는 <ㅁ>으로 표기한다. ད་는 실제 

티벳어 발음에선 받침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발음되지 않기도 

하지만 표기의 통합을 위해서 표기법에는 음가를 적용 하지 않기로 

한다.  

 འ་와 ས་는 받침으로서 음가를 가지지 않는다15 ར་와 ལ་는 기본자 

음으로 쓰일 경우 모두 <ㄹ>음가를 가지지만, 후접자로 쓰일 

경우, ར་는 [르]라는 단독 음가로 표기 하고, ལ་는 기본자에 붙는 

<ㄹ> 받침으로서 적용한다. (예) སརྐ་༒ [까르] /  རྡལོ་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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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접자 가운데 ད་ ན་ ལ་ ས་ 가 오면 모음에는 영향을 미친다. [아]는 [애]로, [우]는 [위]로, [오]는 

[외]로 표기 한다. [이]와 [에]는 그대로 사용한다.  



예시)   
 

ག་ -   སྡགུ་པ་[둑빠]    འཇགོ་སྒམོ་[족곰]   རྟགོ་བཅས་[똑째]   བདག་དི་[닥니] 

ང་  -  ཚང་མ་[창마]     ཟང་ཟངི་[상싱]       དཔུང་པ་[뿡빠]        སྟངོ་[똥] 

ད་  -  དད་པ་[대빠]      ཚད་མ་[채마]          བསོད་ནམས་16[쐬남]  རྦད་ད ྱེ[배데]  

ན་  -  ཐུན་མོང་[튄몽] དནོ་དམ་[된담]        ནནོ་[뇐]      གཞན་དག་[섄닥] 

བ་  - ཐུབ་པ་[툽빠]    རབ་རིབ་[랍립]           ཁྱབ་ཡུལ་[캽율]  འབབ་པ་[밥빠] 

མ་  -  དམ་ཚིག་[담칙]  ནམ་ཡང་[남양]   ལམ་རིམ་[람림]   རྣམ་དག་[남닥]   

འ་  - བཀའ་འདྲ་ི[까디]  མཛད་དཀའ་[재까]      འཁྱྱེར་བ་[켸르와]    འགུབ་[둡]  

ར་  - ནརོ་བུ་[노르부]  ཡང་སར་[양꺄르]   སོ་སོར་ཐར་པ་[쏘쏘르타르빠] 

ལ་  - འབུལ་བ་ [뷜와]  རྟ ྱེན་འབྲ ྱེལ་[뗀델]   རྣ༴ལ་འབརོ་[낼죠르]  སལྐ་བཟང་[깰상] 

ས་  - ཆོས་ཅན་[최짼]  ལས་ཀ་[래까]     སྲས་[쌔]           རྱེས་དཔག་[제빡] 
  
7) 재접자(再接字, ཡང་འཇུག་)  

 

 재접자 ད་와 ས་는 음가를 가지지 않기에 표기하지 않는다. 

 

예시)    

  བསྟནད་པ་[땐빠]    སྱེམས་[쎔]    བཏགས་མིང་[딱밍]   འཕགས་པ་ [팍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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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규칙에 따라 [쐬남]이라고 표기하지만 실제 발음은 [쏘남]에 가깝다.  



8)  불규칙 발음 표기  
 

변화된 발음을 표기하기로 한다.17  
 

①  두 음절이 결합할 때 오는 불규칙 발음 
 

 후접자가 없는 음절은 다음에 오는 음절의 전접자 영향을 

받아 발음이 변화한다.  
 

예시) 
ཁ་ལག་[칼락]         ཁྲ་ིལམ་[틸람]      དགུ་བཅྱུ་ [굽쭈]   དགྱེ་སླངོ་[겔롱]   

ཕྱ་ལྱེ་བ་[챨레와]      ལ་ྦལྱེ་ལྦ་ོལྱེ་[발레볼레]    བླ་ོབཟང་ [롭상]    མི་ངན་ [밍응앤]   

 

 후접자가 없는 음절이 다음에 오는 음절의 전접자 영향을 

받아 발음이 변화할 때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다. 
 

예시)                                                                

མྱེ་མདའ་[멘다]  དགྱེ་འདནུ་[겐뒨]     སྐ་ུམདནུ་[꾼뒨]   རྟགས་འཇུག་[땅죽] 

 
 

 앞 음절이 འ་로 끝나고 두번째 음절의 전접자에 འ་가 오는 

경우는 앞 음절에 <ㄴ>받침이 붙는다.  
 

예시)   
བཀའ་འགྱྱུར་ [깐규르]  མཁའ་འག་ོ[칸도]   

                                            

17
 이 경우는 주로 음절과 음절을 부드럽게 발음하는 연성(連聲)규칙에 해당한다.  



②  조사로 쓰여 단어의 끝이 한 음절로 된 བ་나 བ་ོ로 끝나는 경우는 

 [와]와 [오]로 발음되기에 표기법도 이를 따른다.    
 

예시)  

ཁྲ་ོབ་ོ[토오]          བྲ་བ་ོ [다오]           དགའ་བ་ོ[가오]          ལྦུ་བ་[부와]  

ཟླ་བ་[다와]       རྱེ་བ་[레와]     རི་བ་ོ[리오]       གཙོ་བ་ོ[쪼오] 

 

 

 

 

 

 

 

 

 

 

 

 

 

 

 

 

 

 

 

 

 

 

 

 

 

 

 



33..  티벳어화된 범어 표기  

 

티벳어화된 범어는 주로 범어를 그대로 음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범어 발음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하지만 범어가 일단 티벳 

어로 음사되어 표기되고 나면 티벳어 발음 규칙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 경우 티벳어의 발음규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한 

음절에 여러 철자를 나열할 수 있는 티벳어의 특성상 실제 범어 

발음과는 다른 불규칙적인 발음이 다양하게 발생한다. 특히 

유두자나 첨족자로 올 수 있는 철자들의 경우 티벳어의 문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티벳어 한글 표기법 

과는 다른 규칙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표기안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 규칙을 적용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하지만 학술적 

철자표기를 하는 경우에는 범어의 원어 그대로 표기할 수 있을 

것이다. 

 

1) 두 번째 음절의 유두자 위치에 있는 철자는 첫번째 음절의 

받침 역할을 한다. ཀ་는 <ㄱ>음가를 지니기에 [ㄱ]으로 표기 

하고, ད་ ཏ་와 같이 한글받침의 <ㄷ>음가에 해당하는 발음은 

[ㅅ]으로 표기한다. ་는 <ㄴ>음가를 가지기에 [ㄴ]으로 표기 

한다. 
 

2) 첨족자  ི་는 모음 <ㅗ>의 음가를 가진다.  



 

क  ख  ग  घ  ङ     च  छ  ज  झ  ञ 
ཀ་   ཁ་  ག་   གྷ་  ང་     ཙ་   ཚ་  ཛ་   ཛ་ྷ   ་  

(ka)   (kha)   (ga)   (gha)  (ṅa)         (tsa)  (tsha)  (dza)  (dzha)  (ña) 

   까      카     가     가    응아         짜      차    자     자     냐 

 
 

  ट  ठ  ड  ढ  ण    त  थ  द  ध  न 
ཉ་   ཊ་  ཋ་  ཌྷ༓་   ཎ་     ཏ་   ཐ་   ད་   ད་ྷ   ན་  

(ṭa)   (ṭha)  (ḍa)  (ḍha)   (ṇa)        (ta)     (tha)   (da)   (dha)   (na)  

따    타    다     다      나         따      타     다     다      나 

 

ऩ  प  फ  ब  भ     म   य   र   ऱ    
པ་   ཕ་  བ་  བ་ྷ  མ་     ཡ་   ར་   ལ་    ཝ་  

(pa)   (pha)  (ba)   (bha)  (ma)        (ya)     (ra)     (la)      (va) 

빠     파     바     바     마         야       라      라       와 

 
 

श  ष  स  ह  क्ष  
ཤ་   ཥ་  ས་   ཧ་   ཀ་ྵ  

(śa)   (ṣa)    (sa)   (ha)  (kṣa) 

쌰     카     싸    하     캬    

 
 

अ आ इ ई उ ऊ ऋ ॠ ऌ ॡ ए ऐ ओ औ अ ंअः 
ཨ་  ཨཱ་   ཨི་  ཨཱི་ ཨུ་ ཨཱ ་  ཪ་ྀ  རཱ་ྀ  ལྀ་  ལཱྀ་ ཨྱེ ་ ཨཻ་  ཨོ་  ཨཽ་ ཨཾ་ ཨ༔ 

(a)   (ā)   (i)  (ī)    (u)  (ū)   (ṛ)  (ṛi)  (l) (ḷ)  (e)  (ai)  (o)  (au)  (am) (aḥ) 

아    아    이   이  우   우   리   리    리   리  에   에   오   오   암   아 



예시)   이름 

Amitābha : ཨམིཏཱབྷཱ ་  [아미따바]      Arhate : ཨརྷཏྱེ་    [아르하떼]    

Avalokiteśvara : ཨབལོཀིཏྱེཤྭརཱ་      Bhagavate : བགྷབཏྱེ་ [바가와떼]  
[아와로끼떼쑈라]  

 

Bodhisattva : བདོྷ་ིསཏྟྭཱ་ [보디쌋또]      Buddha : བུདྡྷཱ་ [붓다] 

Dharma : དརཱྷྨ་      [다르마]       Dharmakīrti : དརྨ་ཀི་རྟ་ི[다르마끼리띠] 
Dharmapāla : དརྷྨ་པཱ་ལ་    [다르마빨라]   Gautama : གོཏོམ་    [고땀] 

Heruka : ཧྱེརུ་ཀ་     [헤루까]      Jinamitra : ཛི་ན་མི་ཏྲ་  [지나미따] 

Kamalaśīla : ཀ་མ་ལ་ཤཱི་ལ་[까말라씰라]  Kaniṣka : ཀ་ན་ིས་ྐ   [까니까] 

Maitreya : མཻཏྲཡི་ [메띠야]      Mañjuśriye kumārabhūta : མཉྗུཤིཡྱེ་ཀུམཱར་བྷཱུཏཱ་ 
[만주씨리예 꾸마라부따] 

 

Padmasambhava : པདྨ་སམ་བ་ྷབ་     Pandit : པཎ་ིཏ་ [뺀디따] 
[빠드마쌈바바]  

 

Prakaraṇa : པྲ་ཀ་ར་ཎ་ [따까라나]     Ratnarakṣīta : རཏྣ་ར་ཀྵ་ིཏ་ [랫나라키따]  
Śakuni : ཤ་ཀུ་ན་ི    [쌰꾸니]            Śākyamuni : ཤཱ་ཀ་མུ་ན་ི  [쌰꺄무니]    

Śakyaśrī : ཤཱཀ་ཤི་   [쌰꺄씨르]         Saṃgha : སཾགཱྷ་       [쌍가] 
Samyaksaṃbuddha : སམྱཀབུཾདྡྷཱ་     Sāri-putra : ཤཱརི་འ་ིབུ་   [쌰리부] 

[쌈약쌈붓다] 
 

Surūpa : སུརུ་པ་   [쑤루빠]           Tathāgata : ཏཐཱགཏཱ་  [따타가따] 

Tīkā : ཉཱི་ཀཱ་        [띠까]       Vairocana : བྱེྱེ་རོ་ཙ་ན་   [베로짜나] 



예시)   지명 
 

Asmaka : ཨས་ྨཀ་    [애마까]     Gayā : ག་ཡ་     [가야]  

Gāyadhara : ག་ཡ་ད་ྷར་ [가야다라]   Kaliṅga : ཀ་ལིང་ག་ [깔링가]  

Kosala : ཀ་ོས་ལ་    [꼬쌀라]     Kuśa : ཀུ་ཤ་     [꾸쌰]                      

Magadha : མ་ག་ད་ྷ   [마가다]       Nālandā / Nalendra : ནཱ་ལྱེནྡྲ་ [날렌다] 

 

예시)   진언 
 
 

Oṃ maṇi padme hūṃ : ༀ་མཎི་པདྨ ྱེ་ཧ ཱུྃ།    [옴마니뺏메훔] 

Oṃ vāgīśvari muṃ :   ༀ་ཝཱགཱིཤཱརི་མཾུ།   [옴와기쌰리뭄] 

Oṃ vajrapāṇi hūṃ :   ༀ་བཛྲ་18པཱཎི་ཧ ཱུྃ།  [옴밴자빠니훔] 

Oṃ arapacana dhīḥ :  ༀ་ཨ་ར་པ་ཙ་ན་དྷཱ ཿི། [옴아라빠짜나디] 

Oṃ tāre tuttāre ture svāhā : ༀ་ཏཱརྱེ་ཏུཏཱརྱེ་ཏུརྱེ་སྭཱཧཱ། [옴따레뚯따레뚜레쏘하] 

 
 

Tadyathā Oṃ gate gate pāragate pārasaṃgate bodhi svāhā  
 

 ཏདྱཐཱ།  ༀ་གཏྱེ་གཏྱེ།  པཱརགཏྱེ།  པཱརསཾགཏྱེ་བདོྷ་ིསྭཱཧཱ། 
[때야타] [옴가떼가떼] [빠라가떼] [빠라쌈가떼보디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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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규칙 발음으로 [밴자]로 표기한다. 





부록: 티벳어 한글 표기안을 따른  

음절표기의 실례 

 

1) 이름(역사적 인물) 
 

ཀུ་མ་ར་ [꾸마라]                       ཀུན་དགའ་རྒྱལ་མཚན་ [뀐가걜챈] 

ཀངོ་ཇ་ོ  [꽁조]                     ཀླུ་མྱེས་ [루메]                  

ས་ྐབ་དཔལ་རྩྱེགས་      [까와뺄쩩]     སྐ་ུམདནུ་ [꾼뒨] 

ཁུ་སྟནོ་བརྩནོ་འགུས་གཡུ་དུྲང་[쿠뙨쬔뒤유둥]  ཁྲ་ིལྡ ྱེ་སྲངོ་བཙན་ [티데쏭짼]           

ཁྲ་ིགཙྱུག་ལྡ ྱེ་བཙན་     [티쭉데짼]     ཁྲ་ིབཙྱུན་ [티쮠]  

ཁྲ་ིརལ་པ་         [티랠빠]        ཁྲ་ིསླངོ་བཙན་    [틸롱짼] 

ཁྲ་ིསྲངོ་ལྡ ྱེའུ་བཙན་     [티쏭데(우)짼]    ཁྲདི་བད་ུདམུ་བཙན་  [티두둠짼] 

འཁནོ་དཀནོ་མཆོག་རྒྱལ་པ་ོ [쾬꾄촉걜뽀]      གུང་སྲངོ་གུང་བཙན་ [궁쏭궁짼] 

གླང་དར་མ་        [랑다르마]    དགྱེ་འདནུ་གུབ་པ་   [겐뒨둡빠] 

མགར་སྟང་བཙན་ཡུལ་ཟུང་ [가르땅짼율숭]  མགར་མང་ཞམ་སུམ་སྣང་[가르망샴쑴낭] 

འགསོ་ཁུག་པ་ལསྷ་བཙས་ [괴쿡빠해째]        རྒྱ་བརྩནོ་འགུས་སྱེང་གྱེ་ [갸쬔뒤쎙게] 

རྒྱལ་བ་རིན་པ་ོཆྱེ་     [걜와린뽀체]    རྒྱལ་བའ་ིཤྱེས་རབ་    [걜왜쎼랍]  

རྒྱལ་དབང་སལྐ་བཟང་རྒྱ་མཚོ་          རྒྱལ་དབང་མཁས་གུབ་རྒྱ་མཚོ་ 
[갤왕깰상갸초]                [갤왕캐둡갸초] 

 

རྒྱལ་དབང་དགྱེ་འདནུ་རྒྱ་མཚོ་             རྒྱལ་དབང་ངག་དབང་བླ་ོབཟང་རྒྱ་མཚོ་ 
[갤왕겐뒨갸초]                 [갤왕응악왕롭상갸초] 

 

རྒྱལ་དབང་འཇམ་དཔལ་རྒྱ་མཚོ་          རྒྱལ་དབང་བསྟན་འཛིན་རྒྱ་མཚོ་  
[갤왕잠뺄갸초]                  [갤왕땐진갸초] 



རྒྱལ་དབང་ཐུབ་བསྟན་རྒྱ་མཚོ་         རྒྱལ་དབང་འཕྲནི་ལས་རྒྱ་མཚོ་ 
[갤왕툽땐갸초]                       [갤왕틴래갸초]     

  

རྒྱལ་དབང་ཚངས་དབངས་རྒྱ་མཚོ་      རྒྱལ་དབང་ཚྱུལ་ཁྲམིས་རྒྱ་མཚོ་ 
[갤왕창양갸초]                       [갤왕췰팀갸초] 

 

རྒྱལ་དབང་ལུང་རྟགོས་རྒྱ་མཚོ་         རྒྱལ་ཚབ་དར་མ་རིན་ཆྱེན་   

[갤왕룽똑갸초]                         [걜찹다르마린첸] 
 

ཅགོ་རོ་ཀླུའ་ིརྒྱལ་མཚན་ [쪽로뤼걜챈]      ཆོས་ཀི་བླ་ོགསོ་༴༴༒    [최끼로되] 

ཇ་ོབ་ོརྱེ་       [조오제]             རྱེ་དགྱེ་འདནུ་གུབ་པ་ [제겐뒨둡빠] 

གའ་ཁྲ་ིབཙན་པ་ོ [냐티짼뽀]           ཏ་ལའ་ིབ་ླམ་ [딸래라마], (달라이라마)19 

ཏག་ས་ཀླུ་གངོ་   [딱다루공]            ཏྱེ་ལོ་པ་    [뗄로빠]    

ཐནོ་མི་སམ་བྷ་ོཉ་ [퇸미쌈보따]          ཐསོ་པ་དགའ་ [퇴빠가]  

དཕ་པ་སངས་རྒྱས་ [파빠쌍걔]            ན་རོ་པ་    [나로빠] 

གནམ་རི་སྲངོ་བཙན་[남리쏭짼]            པཎ་ཆྱེན་   [뺀첸]  

པཎ་ཆྱེན་བླ་ོབཟང་ཆོས་རྒྱན་          པཎ་ིཏ་ཤམ་ཐབས་ས ནོ་པ་ོ  
[뺀첸롭상최걘]                    [뺀디따썀탑응왼뽀] 

སྤུང་སད་ཟུ་ཙྱེ་   [뿡쌔수쩨]            དཔལ་གིྱ་རྡ་ོརྱེ་ [뺄기도제] 

ཕ་བངོ་ཁ་རིན་པ་ོཆྱེ་ [파봉카린뽀체] ་         ཕག་མོ་གུ་པ་ [팍모두빠] 

འཕགས་པ་ལོ་གསོ་རྒྱལ་མཚན་        འཕིྱན་ལས་ལྷུན་གུབ་ [친래훈둡] 

[팍빠로되걜챈]  
བན་ད ྱེ་ཆྱེན་པ་ོ   [밴데첸뽀]            བ་ིམ་ལ་མི་ཏྲ་    [비말라미따]  

བ་ིརུ་པ་      [비루빠]              བང་ཆྱུབ་རྒྱལ་མཚན་ [쟝춥걜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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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법에 따르면 [딸래라마]로 표기해야 하지만 영어식 표기인 [달라이라마]로 표현이 굳어졌기에 

변용가능하다. 다음의 단어 중 변용가능한 표현는 ()표시를 하겠다. 



བང་ཆྱུབ་འདོ་    [쟝춥외]              བྲན་ཀ་དཔལ་ཡོན་      [댄까뺄욘] 

བ་ླཆྱེན་དགངོས་པ་རབ་གསལ་[라첸공빠랍쌜] བླ་ོཆྱེན་རིན་ཆྱེན་བཟང་པ་ོ [로첸린첸상뽀] 

འབྲ་ོཁྲ་ིསུམ་རྱེ་   [도티쑴제]            འབྲགོ་མི་     [독미] 

འབྲམོ་སྟནོ་རྒྱལ་བའ་ིའབྱུང་གནས་        འབྲམོ་སྟནོ་པ་   [돔뙨빠] 

[돔뙨걜왜중내] 
 

མང་སྲངོ་མང་བཙན་ [망쏭망짼]            མར་པ་      [마르빠]  

མི་ཏྲ་ིཔ་       [미띠빠]              མི་ལ་རས་པ་  [밀라래빠] 

མུ་ན་ིབཙན་པ་ོ    [무니짼뽀]            མྱན་ཏངི་ངྱེ་འཛིན་ [냰띵응에진] 

དམར་ཤཱཀ་ཡྱེ་ཤྱེས་ [마르쌰꺄예쎼]           ཙོང་ཁ་པ་     [쫑카빠]  

གཙང་རབ་གསལ་ [짱랍쌜]               ཚྱེ་སྤངོ་བཟའ་   [체뽕사] 

འ་ོལྡ ྱེ་སྤུ་རྒྱལ་     [오데뿌걜]              འདོ་སུྲང་      [외쑹] 

ཡིད་བཞིན་ནརོ་བུ་ [이신노르부]            ཡྱེ་ཤྱེས་སྡ ྱེ་     [예쎼데] 

ཡྱེ་ཤྱེས་འདོ་     [예쎼외]               ཡོན་ཏན་རྒྱ་མཚོ་ [욘땐갸초] 

གཡོ་དགྱེ་ཆྱུང་    [요게충]               རལ་པ་ཅན་    [랠빠짼] 

རིན་ཆྱེན་བཟང་པ་ོ [린첸상뽀]             ལོ་ཆྱུང་གགས་འབརོ་ཤྱེས་རབ་ 
 [로충닥죠르쎼랍] 

 

ལོ་ཙཱ་བ་        [로짜와]               ཤཱི་ལ་མཉྗུ་      [씰라만주] 

ཤྱེས་རབ་སྱེང་གྱེ་ [쎼랍쎙게]             སི་ཏུ་         [씨뚜] 

སྱེང་གྱེ་རྣམ་རྒྱལ་ [쎙게남걜]            སྲངོ་བཙན་སམྒ་པ་ོ [쏭짼감뽀] 

བསོད་ནམས་རྒྱ་མཚོ་ [쐬남갸초]             ལ་ྷཐ་ོཐ་ོརི་གན་བཙན་ [하토토리냰짼]    

ཨ་ཏ་ིཤ་      [아띠쌰]    
  



2)  보통 이름 
 

བཀྲ་ཤིས་   [따씨]              སལྐ་བཟང་ [깰상]           རྒྱ་མཚོ་   [갸초] 

སལོ་དཀར་  [될까르]      སལོ་མ་  [될마]     ངག་དབང་  [응악왕] 

འཇིགས་མྱེད་ [직메]      ་ིམ་   [니마]       བསྟན་འཛིན་  [땐진] 

ཐུབ་བསྟན་  [툽땐]       དནོ་གུབ་ [된둡]     བདྱེ་སིད་    [데끼] 

རྡ་ོརྱེ་      [도제]          རྣམ་རྒྱལ་ [남걜]      པད་མ་    [빼마] 

དཔལ་ལནྡ་  [뺄댄]       འཕྲནི་ལས་ [틴래]        བླ་ོབཟང་   [롭상] 

ཚྱེ་རིང་    [체링]          ཟླ་བ་     [다와]     བསོད་ནམས་  [쐬남] 

  
3) 소임명 

 

སྐ་ུག ྱེར་ [꾸녜르]           མཁན་པ་ོ  [캔뽀]           དགྱེ་སྐསོ་  [게꾀] 

ཆབ་རིལ་ [찹릴]                ག ྱེར་པ་  [녜르빠]        ཕྱག་མཛོད་ [착죄] 

བ་ླམ་དབུ་མཛད་ [라마우재]   དབུ་མཛད་ [우재] 

 
4) 학위명 

 

 

གླངི་བསྲྱེ་དགྱེ་བཤྱེས་     [링쎄게쎼]       

དགྱེ་བཤྱེས་ས གས་རམས་པ་ [게쎼응악람빠] 
དགྱེ་བཤྱེས་ཚོགས་རམས་པ་ [게쎼촉람빠]    

དགྱེ་བཤྱེས་ལ་ྷརམས་པ་   [게쎼하람빠] 
དགྱེ་བཤྱེས་མད་ོརམས་པ་  [게쎼도람빠] 



5) 종파 
 

 

ཀརྨ་བཀའ་རྒྱྱུད་    [까르마까규]     བཀའ་རྒྱྱུད་པ་   [까규빠]   
བཀའ་གདམས་གདམས་ངག་པ་        བཀའ་གདམས་པ་ [까담빠]  

[까담담응악빠] 

བཀའ་གདམས་སྙངི་མ་ [까담닝마]      བཀའ་གདམས་མྱེ་ངག་པ་ [까담메응악빠] 

བཀའ་གདམས་གཞུང་པ་བ་[까담슝빠와]   བཀའ་གདམས་གསར་མ་ [까담싸르마] 

ཁྲ་ོཕུ་བཀའ་རྒྱྱུད་ [토푸까규]              དགྱེ་ལུགས་པ་ [겔룩빠] 

ངརོ་པ་        [응오르빠]            ཇ་ོནང་བ་   [조낭와] 

རྙངི་མ་པ་    [닝마빠]              སྟག་ལུང་བཀའ་རྒྱྱུད་ [딱룽까규] 

དྭགས་པ་ོབཀའ་རྒྱྱུད་  [닥뽀까규]      ཕག་གུ་བཀའ་རྒྱྱུད་  [팍두까규] 

ཕྱག་ཆྱེན་པ་       [착첸빠]         བུ་ལུགས་པ་     [부룩빠] 

འབའ་རོམ་བཀའ་རྒྱྱུད་ [바롬까규]        འབྲ་ིགུང་བཀའ་རྒྱྱུད་ [디궁까규] 

འབུྲག་པ་བཀའ་རྒྱྱུད་  [둑빠까규]        ཚལ་པ་བཀའ་རྒྱྱུད་  [챌빠꺄규] 

རྫགོས་ཆྱེན་པ་ [족첸빠]               རྫངོ་བ་  [종와]  

ཞ་ལུ་པ་    [샬루빠]                ཞི་བྱེད་པ་ [시졔빠]  

གཡའ་བཟང་བཀའ་རྒྱྱུད་[야상까규]     ཤངས་པ་བཀའ་རྒྱྱུད་ [썅빠까규] 

ས་ས་ [싸꺄]                          གསར་མ་ [싸르마]   
 

 



6) 지명 

 

ཀཏ་མན་ཏུ་ [까뜨맨뚜], (까뜨만두)     ཁམས་    [캄]  
གར་ལོག་  [가르록]                 གུ་གྱེ་     [구게] 
མངའ་རིས་ [응아리]                   ཆབ་མད་ོ  [찹도] 
ཆྱུ་མིག་ལུང་ [추믹룽]            མཆིམས་བུ་ [침부] 
ཇ་ོཁང་   [조캉]                    ལངྗས་    [장]   
མ ྱེས་ཐང་ [녜탕]                    སྟདོ་     [뙤] 

དྷ་ིལི་     [딜리](델리)          མད་ོཁམས་ [도캄]  
མད་ོསདྨ་    [도매]                    རྡ་རམ་ས་ལ་ [다람쌀라] (다람살라) 

བང་ཐང་  [장탕]                     བྲག་ཡྱེར་པ་  [닥예르빠]  

དབུས་   [위]                དབུས་གཙང་ [위짱]  
གཙང་   [짱]                      ཞང་ཞུང་   [샹슝]   
གཞིས་ཀ་རྩྱེ་ [시까쩨]                  ཡར་ཀླུང་   [야르룽] 
རྭ་སྱེང་  [라뎅]                    རི་བ་ོདགའ་ལནྡ་ [리오간댄] 

ལ་དྭགས་  [라닥]               བསམ་གུབ་ཙྱེ་  [쌈둡쩨] 
བསམ་ཡས་ [쌈얘]               ལ་ྷལུང་    [하룽]  
ལ་ྷས་    [하싸](라싸)               ཨ་མད་ོ      [암도]  

 

 



7) 고유명사 

 

བཀྲ་ཤིས་ལྷུན་པ་ོ [따씨휜뽀]           ཁ་བཏགས་ [카딱]   
ཁམས་ཚན་   [캄챈]          གུབ་མཐའ་ [둡타]   
ག་ྭཚང་   [다창]           དགའ་ལནྡ་ [간댄]  

རྒྱྱུད་སདྨ་    [규매]               བཅམོ་ལནྡ་འདས་ [쫌댄대]  
བསྟན་འགྱྱུར་    [땐규르]         དན་ཏགི་ཤྱེལ་གིྱ་ཡང་དགནོ་[댄띡쏄기양괸] 

བསྡསུ་ག་ྭ     [뒤다]              བནོ་   [뵌]  
འབྲས་སྤུངས་   [대뿡]              བ་ླམ་   [라마]  
དབུ་ཅན་     [우짼]          དབུ་མྱེད་ [우메] 

མི་ཚན་       [미챈]          རྩདོ་པ་  [쬐빠]  
ཚོགས་མཆོད་    [촉최]              རིན་པ་ོཆྱེ་ [린뽀체]   
སུམ་ཅྱུ་པ་   [쑴쭈빠]         སྱེ་ར་   [쎄라] 

 

 

 

 

 

 

 

 

 

 



 

 

 

 



 
 
།རྣམ་གྲོལ་ཞི་བའི་རྒྱ་མཚོ་རྲོ་གཅིག་ཏུ།      །གཞྲོལ་བའི་མཐའ་ཡས་ཆྲོས་ཚུལ་དལ་འབབ་ཀླུང་། 

།ཚིག་གི་གཟེགས་མ་རེས་ཀྱང་དུག་གསུམ་གི།        །དི་མ་ཡྲོངས་འཁྲུད་ལེགས་བཤད་བདུད་རི་འདི། 

།དཔར་དུ་བསྐྲུན་པའི་རྣམ་དཀར་ཕུང་པྲོའི་མཐུས།  །ཡང་དག་ཆྲོས་ཀྱི་སྲོ་མྲོ་སྲོང་ཕྲག་བརྒྱ། 

།གདངས་ཏེ་རྒྱུད་ལྔའི་འགྲོ་བ་མ་ལུས་པ།      །ངེས་ལེགས་ནྲོར་བུའི་མཛོད་ལ་དབང་འབྲོར་ཤྲོག 

ཅེས་དགེ་བསྲོའི་སྲོན་ཚིག་འདི་བཞིན་༧སི་ནྲོར་གྲོང་ས་སྐྱབས་མགྲོན་ཆེན་པྲོ་མཆྲོག་གིས་མཛད་པའྲོ།། 

 

 

 

 

 

증득해탈(證得解脫)의 적멸의 바다가 핚 맛(一味)으로 

어우러져 핚 없는 법의 방식을 이어 옦 강물, 

어구(語句)의 사소핚 부붂마저도 삼독(三毒)의 

때를 완젂히 씻어주는 선설(善說)의 이 감로를, 

출판하여 생긴 숚백의 공덕을 쌓은 힘으로 

수천억 개의 바른 법(正法)의 문이, 

활짝 열려 육도(五道)의 중생들이 남김없이 

해탈(決定善)의 보고(寶庫)에서 주읶이 되게 하소서. 

 

 

- 법왕 14대 달라이라마 땐진갸초께서 지으싞 공덕 회향 찬탄문 - 

 

 



 



후원해주신 분들 

 

강정실님 

경봉스님 

권남수님 

기유형님 

김나영님 

김명균님 

김명숙님 

김명준님 

김미미님 

김복구님 

김삼숚님 

김선이님 

김영희님 

김유리님 

김윢미님 

김은덕님 

김자년님 

김종중님 

김지연님 

김지환님 

김태종님 

김현경님 

김현정님 

김현지님 

김혜정님 

김화자님 

김희진님 

깨플모임 

 

 

다보화님 

대덕심님 

대욲심님 

도은스님 

무구스님 

무애지님 

박경원님 

박미향님 

박성관님 

박성범님 

박성숙님 

박성용님 

박성욱님 

박춘삼님 

방주연님 

배옥이님 

보림선님 

비화심님 

빌 리 님 

상견지님 

성호스님  

세원젂설 

손명희님 

손민국님 

손지영님 

손혜영님 

손혜진님 

송정우님 

 

 

송하윢님 

싞은희님 

싞현아님 

안병남님 

엄양자님 

연화심님 

원담스님 

원영주님 

윢보라님 

윢정화님 

이경진님 

이리라님 

이미화님 

이상만님 

이영지님 

이은미님 

이은주님 

이읶형님 

이진욱님 

이철헌님 

이총희님 

이형훈님 

이화자님 

읶경스님 

장주옥님 

젂연숚님 

정영자님 

정윢주님 

 

 

정재현님 

정정희님 

정토화님 

정형미님 

조읷환님 

진량스님 

최미향님 

최설희님 

최소아님  

최재형님 

최종춘님 

하 모 님 

함 월 사 

현도스님 

현민석님 

현윢석님 

현재호님 

현핚석님 

혜덕스님 

혜문심님 

황수자님 

 

 

 

 

 



 

 

 

 

 

 

 

 

 

 

 

 

 

 

 

 

 



<후원금을 모읍니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티벳장경연구소의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의 자동이체 방식을 통해 정기적으로  

매달 1 만원 또는 그 이상의 후원금을 보내주셔도 되고,  

무통장입금을 통해 부정기적으로 후원하실 수도 잇습니다. 

보내주싞 후원금은  

티벳 대장경의 번역과 티벳총서 발간을 위핚 원고료, 

티벳어 교육을 위핚 강사료,  

연구소 도서실에 비치핛 도서 구입비, 연구읶력의 해외연수 비용,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큰 뜻과 정성으로 보내주싞 소중핚 후원금으로  

티벳과 핚국의 불교와 문화를 잆는  

튺실핚 가교를 놓겠습니다. 

 

소 장 : 김  성  철 

연구초빙교수 : 땐진  남카 

전 문 연 구 원 : 최  연  철 

객 원 연 구 원 : 쐬남  걜챈 

객 원 연 구 원 : 양  승  규 

객 원 연 구 원 : 박  은  정 

연 구 조 교 : 강  남  옥 

연 구 조 교 : 대      연 

 
우) 780-714 /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707 동국대학교 티벳장경연구소 

젂화: 054) 770-2893 / 팩스: 054) 780-2894 / E-mail: tibet@dongguk.ac.kr 



<후원금 보내는 방법> 

 

티벳장경연구소 홈페이지(www.koreatibet.kr)의 ‘모금’ 메뉴  

우측에 링크되어 잇는 약정서를 다욲 받아 작성하싞 후 

이메읷(tibet@dongguk.ac.kr)로 보내주셔도 되고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대외협력단 발젂협력실로  

보내주셔도 되고 젂화를 주셔도 됩니다.  

소득세 연말정산시에 후원금에 대핚  

감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잇습니다.  

 

<후원문의 젂화> 

054) 770-2100, 2200 / 동국대 경주캠퍼스 대외협력단 발젂협력실 

054) 770-2893 /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벳장경연구소 

 

<후원금 보내실 은행 계좌>  

싞핚은행 140-007-712123  

예금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송금핚 후 젂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용 기부금 납입증명서 싞청하는 곳> 

054) 770-2100, 2200 / 동국대 경주캠퍼스 대외협력단 발젂협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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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티벳장경연구소 

☏    054) 770 – 2893  

Fax  054) 770 – 2894 

Homepage  www.koreatib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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