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密敎 陀羅尼의 機能에 대한 고찰
 정통 인도종교의 만트라와 관련하여 

김 호성*1

*

1. 머리말

밀교의 다라니 염송을 들으면서, 다음과 같은 의혹을 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다라니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다라니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언어들이다. 그 音 자체가 인

도의 산스크리트어와는 매우 다르다. 중국어를 거쳐서 한글로 정착되

는 과정에서 가히 ‘국적불명의 소리’로 되어 버렸던 것이다. 근래, 이

같은 혼돈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다라

니의 뜻풀이와 새로운 한글음으로의 再譯 시도 등이 그것이다. 그같

은 시도 자체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논자는 다라니의 再譯이나 그 뜻풀이 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은, “도대체 왜 다라니를 염송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는 밀교의 다라니를 염송하는 이유가

** 金浩星 :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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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 또 그것들이 어떤 차원에서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올바른 다라니의 염송법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

다.

이를 위해 논자는 먼저 밀교 다라니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정

통 인도종교
1
전통 속에서 만트라(Mantra)가 어떤 위상을 차지하였으

며,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 보고자 한다. 정통 인도

종교의 만트라에 대한 이해를 前提하는 것은 곧 밀교의 다라니가 갖

고 있는 기능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통

인도종교의 만트라와 관련하여 밀교의 다라니를 고찰한 뒤, 밀교 다

라니의 禪的 受容에 대해서도 살피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범위는 하나의 텍스트에 국한될 수 없다. 밀교

관련 문헌과 인도의 밀교만이 아니라 불교사 전반에 걸친 사례들을

자료로서 활용키로 한다.

2. 정통 인도종교의 만트라

⑴ 呪術의 機能

모든 인도종교의 궁극적 목적은 해탈의 획득에 있다. 그같은 해탈

은 물질적 육체적 현실적 욕망의 충족이나 해결이라는 방향에서 찾

아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욕망의 해소라는 방향에서 이루

어진다. 그렇지만 해탈의 종교에서도 주술의 측면을 갖고 있음이 엿

보인다. 인간이 갖는 물질적 육체적 현실적 욕망의 충족을 이루고자

1) 본고는 밀교 다라니와 관련한 만트라의 용례를 추적함에 있어서 그 범위를

원시불교 이전의 브라흐만교와 원시불교 이후의 힌두교 모두 포괄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정통 인도종교’라는 술어를 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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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적 呪文의 염송을 그 수단으로서 동원하는 것을 주술
2
이라 정의

할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해탈을 추구하면서도 주술의 측면 역시

갖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정통 인도종교의 만트라가 바로 이같

은 의미에서 ‘주술의 기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

리그베다는 종교적 철학적 찬가를 集成한 인도철학사 最古의 문
헌으로서 후대에 발전한 거의 모든 인도철학의 母胎가 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 중에는 신들에게 바치는 30종의 呪術的 讚歌가

있는데, 모두 治病․적의 추방․危害의 제거․祈雨․勝戰 등을 기원

하는 것이다.
4
또 리그 베다에서도 brahman이 만트라로서 쓰였다5

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리그 베다에서부터 만트라가 있었음이 확
인된다. 그같은 ‘brahman의 만트라’보다도 더욱 만트라 본래의 의미

에 가까운 것은 vaṣaṭ와 svāhā인 것으로 보인다. Gonda에 따르면, “v

aṣaṭ가 거의 모든 엄숙제례의 공양偈(yājyās)에 붙는 반면, 家系제례라

고 하는 gṛhya제례에서는 svāhā를 사용한다.”
6
고 한다. 더 나아가서,

리그 베다에는, 비록 상대적으로 늦게 성립된 부분이지만 ‘옴’이 나
타나기도 한다.

7

이러한 만트라가 집성된 문헌이 아타르바 베다이다. 아타르바
베다에 대해서 논자는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해서 아타르바 베다에 담긴 만트라에 주술의 기능
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

주로 질병을 없애고 병마나 기타의 장애를 물리치는 治病法, 건강을 증

진하고 장수케 하는 息災法, 악마․마술사․적을 극복하는 調伏法, 남의 저

2) 이때 욕망의 충족이라는 결과와 呪文의 염송이라는 수단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3) 이는 정통 인도종교만이 아니라 원시종교 일반에 두루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으로 생각된다.

4) 松長有慶․許一範 譯, 밀교 역사(서울 : 경서원, 1990), p. 32.
5) 심재관, Rig Veda Mandala 2의 제례형태 연구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p. 25.

6) 위의 논문, p. 48. 재인용.

7) RV. 1.164.39.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Vol. 9,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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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파멸하는 反擊法, 이외에 남녀의 애정․자손을 얻기 위한 것, 경애․

권세를 얻기 위한 것, 전쟁에 승리하고 잃은 땅을 다시 찾는 것, 또한 번

영과 안온을 얻고 행운을 열어주는 增益法, 罪業․凶兆․惡夢의 재앙을 없

애는 贖罪法 등 다양하다.
8

이들 중에서 식재 증익 조복 등의 修法은 후대의 밀교에서도 그대

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다.
9
물론 후술할 바와 같이 만트라 자체

에는 意識을 집중시키는 도구적 기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전

문적인 수행자가 아닌 일반 민중들에게는 악귀나 질병으로부터 보호

해주는 ‘부적’으로서의 주술적 기능이 더욱 컸다는 것도 사실이다.
10

그런 까닭에 만트라에는 ‘주술의 기능’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다.

⑵ 儀禮의 기능

만트라가 갖는 주술의 기능과 의례의 기능은 엄밀히 분리되는 것

은 아니다. 왜냐하면, 만트라의 실천은 의례 속에서 행해지고, 의례

속 만트라의 목적은 주술의 의미를 띠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

러나, 논의의 필요상 그 두가지 기능은 일단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8) 鄭泰爀, 인도철학(서울 : 학연사, 1984), p. 79. 이러한 언급은 주술적 찬가에
대한 것이지만, 만트라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만트라는 찬가

속에서 설해지는 것이기에 말이다.

9) 松長有慶 許一範 譯, 앞의 책, p. 34.

10) M. Eliade, 정위교 옮김, 요가(서울 : 고려원, 1989), p. 208. 이같이 정통
인도종교에서 주술성을 파악하는 논자의 입장은 종래 인도철학 일반의

관점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근래 심재관은 이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면서

제사 등에서, 뒤에 서술할 바와 같은 象徵性을 찾고자 하였다. [심재관,

오리엔탈리즘과 브라흐마니즘(brahmanism)의 유럽적 형성 , 제1회

한국인도학회 발표 자료집. 1996.12.23.] 그러나, 그의 立論 자체가 아직은

1차 텍스트에 대한 정치한 분석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이 점은

논자 역시 마찬가지다), 또 ‘제사’에 주술성과 상징성의 병립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상징성의 인정이 곧 주술성의 배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므로,

아직은 종래의 학설을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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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인도종교에 있어서 제사와 같은 의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

우 깊은 것이다. 그것은 리그 베다에서부터 비롯하여 브라흐마나
라고 하는 문헌을 낳는데, 브라흐마나 시대의 특징은 ‘제사’ 속에서

찾아질 수 있다.
11
이러한 제사의 의미와 방법을 연구하는 학파가 미

맘사학파라는 점은 주지의 일이겠으나, 이들 제사의례에 있어서 만트

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히 절대적인 것이다. “모든 힌두교의 의식에

는, 소리를 크게 내든지 않든지 간에 만트라가 수반된다.”
12

만트라가 갖는 이같은 ‘의례의 기능’에 대해서 타이티리아 우파니
샤드 1.8.1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옴’字로서 브라흐만 사제는 儀式을 알리는 송가를 부르고, ‘옴’字로서 불

의 儀式(agnihotra)에 귀의하고, ‘옴’字로서 브라흐만은 ‘브라흐만을 얻게 하

소서’ 라고 암송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바람으로써 그는, 진실로, 브라흐만

을 얻는다.
13

더 나아가 마누 법전은 “베다의 학습 前後에는 반드시 ‘옴’을 唱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베다의 학습은 流失되고 消滅된다”

14
고

함으로써 ‘옴’이 종교적 의례뿐만 아니라 철학과 교육 등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도 의례의 기능을 갖고 두루 쓰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

11) 김재천, 인도의 제사관 小考 , 인도철학 제4집(서울 : 인도철학, 1994), pp.
122-124. 참조.

12)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Vol. 9, p. 176.

13) “aum iti brahma prasuti, aum ity agnihotram anujānāti, aum iti brāhmaṇaḥ

pravakṣyann āha, brahmopāpnavāniti, brahmaivopāpnoti.”[Taittirīya
Upaniṣad I.8.1]

14) “brahmaṇaḥ praṇavaṁ kuryād ādāvante ca sarvada / sravaty-anoṅ kṛtaṁ

purvaṁ parastāc ca viśiryati.”[Manu Smṛti Ⅱ.74.] 밀교 다라니가 갖는

‘의례의 기능’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지만, “대승불교의 유명한 敎義에

‘옴’․‘팥’․‘스바하’ 등을 덧붙인”[S.B.DasGupta․鄭承碩 譯, 앞의 책, p.

80.과 p. 178. 註 52. 참조.] 진언이 많은데, ‘옴’의 이러한 의례적 기능이

가져온 결과라는 점은 여기서 짚고 넘어가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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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象徵의 기능

인도인들은 우주적 진리가 하나의 언어를 통하여 상징될 수 있다

고 보았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의 만트라는 하나의 상징이다. 즉 그

것은 ‘실재’를 상징하며, 동시에 상징을 위한 記號”
15
라고 말해진다.

엘리아데에 의하면, “야주르 베다 시대부터 최고의 만트라 ‘옴’은

브라흐만이나 베다 그리고 모든 위대한 신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절

대적 위세를 가지고 있었다.”
16
고 한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象徵의 기

능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은 우파니샤드에 이르러서라고 보
아야 할 것같다. 앞서 살펴본 타이티리야 우파니샤드1.8.1에서 “옴
은 브라흐만이다”

17
라고 함으로써 ‘옴’의 상징성을 말하고 있다. 또

Māṇḍūkya Upaniṣad는 ‘옴’의 상징성을 자아의 四位와 연결짓고 있

다.

‘옴’, 이 음절은 모든 것이다. 그것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과거, 현재 그

리고 미래라는 것, 이 모든 것은 단지 ‘옴’이라는 음절일 뿐이다. 그리고

세가지 시간을 넘어서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역시 ‘옴’이라는 음절일 뿐이

다. 이 모든 것은, 진실로, 브라흐만이다. 이러한 자아는 브라흐만이다. 이

러한 자아는 四位를 갖는다.
18

‘옴’은 최고의 실재인 브라흐만을 상징한다. 브라흐만은 四位를 갖

는데, 이들 계위 하나하나가 다시 ‘옴’ 속에 상징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위는 깨어있는 상태[普遍位, viśva-avastha] 꿈꾸는 상태[光明位, taijasa-av

astha] 꿈없는 상태[智慧位, prajña-avastha] 大覺의 상태[死位, turīya]를 말한

다. Māṇḍūkya Upaniṣad는 A는 普遍位를, U는 光明位를, M은 智慧

15) M. Eliade, 앞의 책, p. 210.

16) 위의 책, p. 207.

17) “Aum iti brahma.” Taittirīya Upaniṣad 1.8.1.

18) “aum ity etad akṣaram idam sarvam, tasyopavyākhyānam, bhūtam bhavad

bhaviṣyad iti sarvam auṁkāra eva, yac cānyat trikālātītaṁ tad apy

auṁkāra eva / sarvaṁ hy etad brahma, ayam ātmā brahma, so'yam ātmā

catuṣ-pāt.”[Māṇḍūkya Upaniṣad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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位를 각기 상징하고 M음이 끝난 뒤의 無音은 순수의식상태인 Turīy

a를 상징한다고 말한다[9-11頌]. 이때 A U M은 모두 브라흐만의 실재

를 상징하는 기호인 것이다. 넷째의 무음을 후세의 요가학파에서는 s

phoṭa라고 보면서, 최고의 브라흐만과 동일시한다.
19
이렇게 ‘옴’을 브

라흐만이라고 보는 관점이나, 언어에 상주하는 본성으로서의 sphoṭa

를 인정하는 관점
20
은 모두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⑷ 道具의 機能

여기서 논자가 말하는 ‘도구’의 의미는 만트라가 궁극적 실재에 이

르는 수단이 될 때를 말하는 것이다. 정통 인도종교의 만트라가 ‘도

구의 기능’을 갖게 된다는 것은 우파니샤드 시대에 이르러서라고 보

아야 한다. 우파니샤드 시대는 “자아가 곧 브라흐만이다”
21
라고 말하

는 것처럼, 절대자를 자기 속에서 찾고자 하는 大轉換이 일어났던 것

이다. 外向에서 內省으로의 전환인데, 이러한 전환의 결과는 ‘옴’과 같

은 만트라가 담당하는 기능에도 변화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즉 만트

라는 이제 주술이나 의례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의 아트

만을 자각하기 위한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카타 우파니샤드 1.2.16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19) 中村元, ことばの形而上學(東京 : 岩波書店, 昭和 32年), p. 260.
20) 인도철학에서 聲常住論을 주장하는 학파는 베다와 관련성이 깊은
미맘사 베단타 그리고 文法學派의 셋이다. 이같은 言語觀은 불교의

密敎(탄트라)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같다. “탄트라는 음성에 관한 미맘사의

이론을 채용하려 했던 것같다. 미맘사 학파의 사람들은 음성은 영원하고

항상 알파벳 문자의 형태대로 존재하며, 언어도 그것을 구성하는 문자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S.B.DasGupta 정승석 옮김, 앞의 책, p. 68.] 이

점에서도 밀교에 끼친 정통 인도종교의 영향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같은

언어관을 불교적으로 극복한 것은 後述할 바와 같이 선불교에

이르러서였다고 논자는 본다. 왜냐하면 선불교의 언어관은 실재론적인 것이

아니라 도구적인 것, 즉 唯名論的이기 때문이다.

21) "aham Brahma asmi.”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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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음절은 곧 브라흐만이고

이 음절은 최고이니

이 음절을 앎으로써

그가 원하는 것, 그것은 그의 것이리.
22

논자는 이렇게 자아의 각성을 이루고자 하는 정통 인도종교의 흐

름을 ‘요가의 길’
23
이라 이름하였거니와, ‘요가의 길’은 우파니샤드에

서 바가바드 기타와 요가 수트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들 텍스
트 속에서 만트라는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 살펴 보기로 하자.

첫째, 바가바드기타 8:13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옴’이라는 한 음절 브라흐만을 말하면서

나를 억념하면서

육신을 버리고서 전념하는 자

그는 지고의 경지에 이른다.
24

둘째, 요가수트라는 삼매의 체득을 위한 원리와 그 방법론을 설
하고 있는 텍스트이다. 궁극적인 삼매를 얻기 위해서는 요가의 실천

이라고 하는 자력적인 수행을 행하도록 설하고 있다. 그러나, 요가
수트라는 자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他力 역시 일정 부분 인

정한다. 요가 수트라가 自在神의 존재를 인정하는 有神論의 입장을
취하는 것도 그같은 이유에서다. 수행자를 삼매로 이끄는 데는 자재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혹은 자재신에의 기원만

으로도”
25
無想三昧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 “[요가행자

22) “etadd hy evākṣaram brahma, etadd hy evākṣaram param, etadd hy

evākṣaram jñātvā, yo yad icchati tasya tat.” ‘요가의 길’에서는 ‘옴’이라는

음절이 브라흐만이라는 것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상징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같은 상징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구의 기능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23) 拙稿, 禪觀의 大乘的 淵源 硏究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5), p. 14.

참조.

24) “aum ity ekākṣaraṁ brahma vyāharan mām anusmaran / yaḥ prayāti

tyajan dehaṁ sa yāti paramāṁ gatim //” [바가바드기타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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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성스러운 말을 반복하여 외며 그 소리가 나타내는 [자재신을] 생

각”
26
하는 것이다.

요가 수트라와 바가바드기타는 正行과 助行을 함께 실천하는

正助兼修
27
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옴’의 염송이 명상

될 때, 만트라 ‘옴’은 意識의 止滅을 위한 ekagratā의 대상이 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은 이미 Radhakrishnan이 Chandogya Upaniṣ

ad를 해석하면서 지적
28
하고 있는 바이다.

3. 密敎 陀羅尼의 機能에 대한 검토

앞에서 정통 인도종교의 만트라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이제 여기서는 밀교 다라니의 기능을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밀교의 다라니에 어떤 有意味의 傳言이 담겨져있는가 하는

점이 검토되어야 한다. 다라니 역시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져 있을 것

이므로 유의미의 傳言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라니가 유의미의

傳言을 담기 위한 장치라고 한다면, 다라니는 ‘敎述의 기능’
29
을 하는

25) “Ī　vara-praṇidhānād vā”[Yoga Sutra 1:23. : 鄭泰爀, 요가의 복음, p. 162.]
26) “taj japas tad artha bhāvanam”[위의 책, 1: 28. : 위의 책, p. 164.]

27) 이때 正行은 요가의 修習이고, 助行은 ‘옴’의 염송이다. 正行과 助行의

兼修라는 입장을 논자는 ‘正助의 논리’라고 부르는데, 이는 중국 및

한국불교사에서 널리 확인된다.[拙稿, 보조의 정토수용에 대한 재고찰 ,

한국철학종교사상사연구, pp. 453-456. 참조.] 그런데, 그같은 논리를 정통
인도종교에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28) S. Radhakrishnan, The Principal Upaniṣads, p. 337. 참조.

29) ‘敎述’은 국문학 작품의 장르類를 구분할 때 쓰는 개념이다. 그 장르류를

서정 서사 교술 희곡 등으로 구분할 때, 교술은 수필 기행문 가사 등과 같은

쟝르種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어떤 傳言을 가르치거나 서술하는 쟝르라는

의미이다. 국문학에서 이 ‘敎述’이라는 개념을 빌어온 바, 그것은 趙東一,

경기체가의 장르적 성격 , 한국문학의 갈래이론(서울 : 집문당, 1992), pp.
249-2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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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볼 수 있을 터이다. 그런데, 논자는 다라니가 그같은 ‘교술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정통 인도종

교에서 만트라가 일상언어적인 의미를 갖기도 하고 갖지 않기도 하

지만
30
, 결코 교술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

이다. 또 수기설법의 전통을 갖고 있는 불교에서 전해야 할 有意味의

傳言이 있다면 顯敎의 일상언어로써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터인

데, 밀교 다라니가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 기능을 有意味의 傳言

이외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밀교 다라니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일까? 먼저, 정

통 인도종교의 만트라가 가졌던 기능을 밀교 다라니 역시 갖고 있는

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⑴ 呪術의 機能

연기법을 중심으로 한 合理主義․理性主義的 종교로서 출발한 원시

불교는 만트라에 주술의 기능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한 뒤, 그같은 만

트라를 행하지 말 것을 주장한다. 최초기의 경전으로 평가되는 숫타
니파타는 이렇게 말한다.

내 제자는 아타르바 베다의 呪法과 解夢과 관상과 점[占星]을 쳐서는

안된다. 그리고 새 짐승의 소리를 듣고 점치거나, 임신술이나 의술을 행해

서도 안된다.
31

원시불교의 주술 베제에 대하여, 정통 인도종교가 기반하고 있던

사회와 원시불교가 기반하고 있던 사회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鄭柄朝는 이렇게 말한다.

30)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Vol. 9, p. 176.

31) āthabbaṇaṁ suprnam lakkhaṇaṁ / no vidahe atho pi nakkhattaṁ /

virutaṁ ca gabbakaraṇam / tikicchaṁ māmako na seveyya // [Suttanipāta
4品 14經 132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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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는 농촌의 촌락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바라문교와는 달리 도시형

의 종교로 발달했던 것이다. 도시를 무대로 활동하는 상공업자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인도인의 삶의 한 부분이자 생활기술이었던 주술이 필요없었

다. 불교가 주술적인 관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도 여기에서 비롯

된다고 볼 수 있다.
32

그같은 사회경제적 분석 역시 의미있겠으나 종교적 측면에서도 그

이유가 밝혀져야 하리라 생각한다. 그것은 역시 원시불교가 기본적으

로 ‘지혜의 길(jñāna-yoga)’이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지혜의

길’을 취하는 원시불교는 당연히 儀式主義를 비판 극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33
그 결과, 의식주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주술

에 대해서까지도 그 배제의 원칙을 천명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만, 治毒呪․治齒呪와 같이 治病을 위한 呪만이 예외적으로 허용되

었을 뿐이다.
34

그러나, 이와같은 원시불교의 合理主義․理性主義的 태도는 대승불

교에 이르면 變用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대승불교는 대중들에 의한

불교였던 것이며, 대중들이 지니고 있었던 ‘관습적 생각’들을 받아들

였기 때문이었다.
35
이는 대승불교 상층부의 철학과 하층부의 신앙

사이에 괴리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때 대중들의 ‘관습적 생

각’은 정통 인도종교 전통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승불교는 원시

불교와는 달리 정통 인도종교의 여러 요소를 習合하게 되었던 것이

32) 정병조, 불교와 도시 - 인도불교를 중심으로 - , 보조사상 제10집.
참조.

33) 拙稿, 禪觀의 大乘的 淵源 硏究 , p. 11. 참조. 또 정통 인도종교에서

이루어진 의식주의 극복의 사례를 바가바드기따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에
拙稿, 바가바드기따의 제사관 , 인도철학 제4집, pp. 139-159. 참조.

34) 十誦律[T. 1435. 23, p. 337c.]
35) “대승불교의 교리 그 자체는 북부 인도에서 융성했던 여러 철학파들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정신주의적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종교적 생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로 평신도들이 지니고 있었던 관습적 생각들이 우위를 점하게 된

것이다.”[M.Weber 홍윤기 옮김, 힌두교와 불교(서울 : 한국신학연구소,
1987), p.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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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그 뚜렷한 例가 곧 密敎인 것이다. 밀교는 그만큼 정통 인도종교

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이다. 밀교 다라니 역시 정통 인도종교 만

트라가 갖고 있었던 ‘주술의 기능’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를 막스

베버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대승불교는 본질상 브라흐만的 지식인들이 위주가 된 密敎的 신비주의

로서 음울한 주술, 평신도들이 바라마지 않는 우상숭배, 성도 숭배 또는

呪文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36

막스 베버의 이러한 언급은 대승불교 전반에 걸쳐서 전적으로 타

당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으나, 초기 밀교[呪密, 雜密]만으로 한정한다면

타당한 관점으로 보인다. 초기 밀교의 경전들은 그같은 주술적 경향

들을 농후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 例로써 초기 밀교의 경전인

천수경의 주술성을 검토해 보자.
천수경에는 현세이익적 효과를 가져오는 비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37
이는 대비주 에 治病의 기능이 있음을 설하는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가범달마 역의 천수천안관세음보살治病
藥合經 등은 이 부분의 別行經으로서 流通된 것이 아닌가 한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치병이라는 주술적 기능을 행해가는 천수다라니의

모습을 여실히 증거해주는 것으로 보아서 좋을 것이다. 또 천수경
의 呪術性은 治病에서만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천수경에는 대비

주 의 지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가지 危難을 들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38

①광야나 산에서 호랑이나 맹수를 만났을 때

②毒龍․蛟龍 등 짐승을 만났을 때

36) 위의 책, p. 362.

37) T. 1060. 20, pp. 110a-111a. 참조.

38) 위의 책, p. 108c. ⑩의 경우는 반드시 주술적 효과 때문으로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다라니 지송으로 마음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며, 그 결과

음욕의 불꽃이 잦아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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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도적을 만나서 약탈을 당할 때

④감옥에 구속되어 囹圄의 몸이 되었을 때

⑤독약을 먹게 되었을 때

⑥女人이 難産의 고통을 당할 때

⑦惡龍․疫鬼의 작용으로 열병에 걸려 죽으려 할 때

⑧龍鬼가 여러가지 毒腫을 유행시켰을 때

⑨저주를 받고 원수를 맺었을 때

⑩음욕의 불꽃이 熾盛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呪術性은 대비주 의 지송 공덕
39
과 결부되어서 더욱 강화

된 것으로 보인다.
40
그 밖에 밀교 다라니가 갖고 있는 ‘주술의 기능’

에 대한 역사적 실례는 삼국유사만 검토해 보더라도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키로 한다.

⑵ 儀禮의 機能

밀교 다라니가 ‘의례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論證하는 것은 매우

새삼스럽다. 너무나 自明하기 때문이다. 인도불교사에서 성립된 밀교

문헌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경전과 儀軌이다. 의궤는 바

로 밀교 특유의 수행법인 三密加持를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의식

문인데, 대장경 밀교부를 검토해 보면 이같은 儀軌가 경전보다 많다

고 볼 수 있다. 경전이 먼저 성립한 경우에는 거의 반드시 그 경전에

입각한 의궤가 다시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 경전 자체가 의궤의

39) 에컨대, ‘說呪(=誦呪)의 열가지 이익’․‘열다섯가지의 나쁜 죽음을 당하지

않음’․‘열다섯가지의 훌륭한 삶’[T. 1060. 20, p. 107a-b.] 등이다. 이들은

모두 拙著, 千手經이야기(서울: 민족사, 1992), pp. 44-46.에 번역되어 있다.
40) 천수경에는 이같은 功利主義的 功德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삼매․무위․법신의 증득이라는 根本主義的 功德 역시 설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같은 점은 이른바 ‘十願六向’이라 불리는 관세음보살의

발원에서 잘 드러나 있는데, 이들 두가지 입장을 하나로 아우르는 곳에

천수경의 특성, 더 나아가 밀교의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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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성립된 경우 역시 적지 않은 것이다.

논자는 천수경의 의궤를 살펴본 바41
있거니와, 천수경의 다라

니는 금강정경 계통 신앙 의궤 속에서 口密로써 지송되고 있었다.

또 그때의 口密 지송은 觀想과 印契를 동시에 행하는 三密加持였음을

알 수 있었다. 요컨대, 밀교 다라니는 ‘의례의 기능’을 본래 갖고 있었

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밀교 다라니가 갖고 있는

‘의례의 기능’은 밀교 의례가 아닌 顯敎 의례를 살펴볼 때 더욱 극명

해지리라 본다. 이에 대해서는 洪潤植의 상세한 연구
42
가 있거니와,

여기서는 불교의례의 대표적 예로서 佛供儀式인 常住勸供의 경우에

밀교 다라니가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常住勸供

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43
.

①護身法 : 천수경의 ‘준제주’ 부분44
, 淨三業眞言

②結界法 : 開壇眞言

③莊嚴道場 : 建壇眞言, 淨法界眞言

④召請法 : 擧佛, 普召請眞言, 由致, 請詞, 獻座眞言

⑤結護法 : 欲建曼茶羅先誦, 淨法界眞言

⑥供養法 : 茶偈, 變食眞言, 施甘露水眞言, 一字水輪觀眞言, 乳海眞言, 運

心偈, 運心供養眞言, 普供養眞言

의식이 행해질 도량을 설정하고, 도량을 장엄하며, 불 보살을 청해

모시고, 공양을 올리는 모든 일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다라니의

神力에 의해서 비로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인도의

의례와 비교해볼 때, 이같은 의식 절차 속에서 印契를 취하는 身密은

행해지지 않고 오직 구밀의 다라니 지송만 행해지게 되었다
45
는 점이

41) 졸고, 천수경 신행의 역사적 전개 , 목정배박사화갑기념논총 참조.
42) 洪潤植, 한국 불교 의례의 밀교신앙적 구조 , 한국밀교학논문집(서울 :
진각종 해인행, 1986), pp. 577-600.

43) 위의 책, p. 599.

44) 현행 ‘독송용 천수경’ 중의 ‘준제주’ 부분의 구성에 대해서는 拙稿, 千手經
信行의 歷史的 展開 , 참조.

45) 이러한 점은 인도와 한국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拙稿, 千手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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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되는 바, 이는 상주권공과 같은 의례가 스스로의 수행을 위한 對

自的 의례가 아니라 불 보살에게 공양을 올리기 위한 對他的 의례이

기 때문일 것이다. 對他的 의례에서는 觀相이나 印契보다는 다라니

지송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또 밀교 다라니가 밀교 의례 속에 위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顯敎의례 속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그 이유

로서 주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밀교 다라니가 갖는 ‘의례

의 기능’은 더욱 커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⑶ 象徵의 기능

정통 인도종교의 만트라로서 ‘옴’이 브라흐만을 象徵하는 記號로서

의 기능이 있음은 앞에서 살펴 보았다. 그와 같은 思惟를 밀교의 다

라니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言語 자체에 대한 밀교의 철학적

해석이 심화된 결과 생긴 것인데, 通密[純密]에서 볼 수 있는 바이다.

먼저, ‘阿(a)’字에서 상징적 의미를 발견하는 흐름이 있다. 이는

대일경의 胎藏界만다라에서 주장된 것인데, 헤바즈라 탄트라에까
지 이어지고 있다. 헤바즈라 탄트라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문자 ‘아’에는 시초라든가 시작이 없듯이, 일체법 역시 그러하다. 그러

므로 ‘아’가 나타내는 것은 온갖 법의 不生인 본성이 空性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空性인 般若는 ‘아’이다.
46

‘아’자에서 이같은 의미를 발견한 것은 산스크리트語 모음 ‘아(a)’

의 특징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자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

째, ‘아’자는 산스크리트어를 배열하는 두 가지 방법(四十二字門, 五十字門)

중 어느 것을 택하든지 상관없이 최초에 자리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산스크리트어 子音의 어떤 문자에도 반드시 ‘아’가 동반되어 있다는

信行의 歷史的 展開 참조.

46) S. B. DasGupta 鄭承碩 譯, 앞의 책, p. 10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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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東 南 西 北

五佛 毘盧遮那 阿閦 寶生 阿彌陀 不空成就

種子
a

oṁ

y

huṁ

r

svā

b

āḥ

i

haḥ

점이다. ‘아’를 떼어내려면 반드시 virāma라고 하는 斜線(\)을 그어야

한다. 셋째는 ‘아’를 接頭辭로 할 때는 언제나 否定의 뜻이 담겨 있

다는 것이다.
47
이 중에서 둘째 특징은 空의 긍정․적극적 측면이며,

셋째 특징은 空의 부정․소극적 측면이다. 空이 이 양 측면을 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자에도 이 양자는 兼備되어 있다는 것이다. 요

(遼)의 도액(道액)은 顯密圓通成佛心要集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른바 ‘阿’자는 곧 體이니, 이는 無相法界이다. 無相法界로부터 行者의

몸을 생성하는 것이다. … 중략 … 이른바 ‘阿’자는 비로자나불의 몸이니,

역시 法界이며, 역시 菩提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를 상념하면, 능히

무량한 공덕을 생할 것이다.
48

다음, 금강정경은 五相成身觀을 설하고 있는데, 五佛에 種子만다

라를 配對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도표로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9

표 : 種子만다라와 五佛

‘a’나 ‘oṁ’ 등의 種子는 각기 비로자나 등의 五佛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라니가 象徵의 記號라고 해석된다면, 다라니는

觀想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입으로는 다라니를 염송하고 몸으로 인

계를 취하면서, 마음 속으로는 그 다라니가 상징하는 바 五佛을 觀想

하는 三密加持를 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다라니를 상징의 기호로 보는 데에 정통 인도철학의 언어관

47) 金剛秀友 元義範 譯, 밀교철학(서울 : 경서원, 1992), pp. 39-40. 참조.
48) “謂阿字卽體, 是無相法界, 從無相法界, 生成行者之身.”[T. 1955. 47, p. 996b.]

49) 이 도표는 S. B. DasGupta․鄭承碩 譯, 앞의 책, p. 87.의 도표를 참조하며

간추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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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향을 끼쳤을 것임은 물론일 것이다. 이에 대해 다스 굽타는 이

렇게 말하고 있다.

탄트라는 음성에 관한 미맘사의 이론을 채용하려 했던 것같다. 미맘사

학파의 사람들은 음성은 영원하고 항상 알파벳 문자의 형태대로 존재하며,

언어도 그것을 구성하는 문자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50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通密에 대해서만 타당한 평가이다. 후술할

바와 같이, 禪佛敎가 내세우는 ‘도구의 기능’에서는 미맘사의 언어관

이 미친 영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章을 달리해서 논의한다.

4. 密敎 陀羅尼의 禪的 受容

이상 살펴본, 주술 의례 상징의 기능은 밀교 자체의 다라니觀이라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밀교의 다라니를 禪의 입장

에서 수용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그럴 경우 밀교 다라니의 기능이 달

라지는 것인데, 이때 달라지는 기능을 논자는 각기 ‘道具의 機能’과

‘懺悔의 機能’으로 부르고자 한다.

⑴ 道具의 機能

밀교, 구체적으로 通密의 경우에도 도구의 기능이 있음은 사실이

다. 그것은 三密加持의 하나인 意密의 역할 속에서 볼 수 있다. 다라

니의 한 글자에 配對된 佛을 念想함으로써 卽身成佛코자 하는 것이다.

이는 정통 인도종교의 만트라가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 볼 수

50) S. B. DasGupta 鄭承碩 옮김, 앞의 책,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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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여기서는 別項으로 논하지 않는다. 또한 다라니의 도구적

기능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선불교에서라고 보기 때문이다.

선불교의 입장에서 다라니에 도구의 기능이 있다고 보는 것은, 다

라니의 지송이 禪門의 看話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점인데, 鄭泰

爀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眞如自性을 밝히는 것으로 널리 중생을 제도하려는 禪의 眞面目과 千經

의 골수요 一身의 元鑑인 眞言을 持誦하는 密敎의 방편은 둘이 서로 응해

서 群機를 헤아리고 刀山劍樹를 寶林으로 바꾸나니, 眞言을 지송하는 것이

어찌 禪門의 指南이 되지 아니하랴.
51

이같은 관점이 타당한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話頭의 기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看話禪의 확립자인 大慧宗杲(1088～1163)는 ‘無’

字 話頭를 예로 들면서 “나쁜 알음알이를 깨뜨리는 도구”
52
가 화두라

고 하였다. 이때 나쁜 알음알이는 곧 번뇌 망상이다. 그같은 번뇌 망

상을 타파하는 도구라고 함으로써 話頭에 ‘도구의 기능’이 있음을 분

명히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53
.

外形上 話頭는 하나의 문제이다. 그러나, 화두의 문제는 수학의 문

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수학의 경우, 답은 문제 속에 숨겨져 있다.

문제를 풀이하면 해답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화두의 문제는 해답을

숨겨놓지 않고 있다. 화두의 기능이 답을 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禪師들이 동일한 화두를 타파하였으나 그 이

후 그들이 토로하는 해답(?)은 각기 다른 것이다. 그들의 해답 역시

또 하나의 새로운 화두로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大慧가 말

한 것처럼, 화두는 답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번뇌의 타파라고

하는 用度意味를 갖고 있을 뿐이다. 즉 번뇌․망상을 깨뜨리는 도구

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화두가 惺惺寂寂하면 번뇌는 깨뜨

51) 鄭泰爀, 정통밀교(서울 : 경서원, 1984), p. 150.
52) 此無字, 破惡知惡解底器仗也.[대혜보각선사어록(T. 1998. 47, p. 921c.)]
53) 이러한 의미의 ‘道具’를 정통 인도종교 만트라를 이해하는 데까지 적용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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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지게 되고, 그렇게 모든 번뇌가 깨뜨려지게 되면 깨달음은 열리게

된다.

다라니 역시 마찬가지다. 다라니를 一心으로 念誦하다보면 모든 번

뇌가 사라지게 되고, 모든 번뇌가 사라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自

性淸淨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다라니 역시 번뇌를 깨뜨리

는 도구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천수경은 번뇌가 타파
된 마음을 다라니의 본질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크게 자비로운 마음이 이것이며, 평등한 마음이 이것이고, 함이 없는 마

음이 이것이며, 염착(染着)이 없는 마음이 이것이고, 空이라 관찰하는 마음

이 이것이며, 공경하는 마음이 이것이고, 낮추는 마음이 이것이며, 어지럽

지 않는 마음이 이것이고,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이것이며, 위없는 보리의

마음이 이것이다. 마땅히 이와같은 마음들이 곧 다라니의 본질임을 알아

야 할 것이다.
54

다라니의 지송을 통해서 이러한 마음을 얻는 것이 三昧現前이며,

卽身成佛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삼매와 깨달음을 위한 道具的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話頭와 陀羅尼는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이다. 이를 논자는 禪密一致라고 부른다. 千手經에서 대비주 를 지

송하는 “그 사람은 禪定藏임을 알라, 모든 三昧가 언제나 現前하기 때

문이다.”
55
라고 하였던 것도 바로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라니가 갖고 있는 ‘도구의 기능’은 다라니의 無意味性을

그 배경에 두고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수행자를 疑心으로 몰아

넣어서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을 有意味의 언어는 방해하는 것

이다. 의미가 곧 망상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언어가 無意

味일 때는 수행자를 의심으로 인도한다. 수행자는 의심의 철저화를

54) 大慈悲心是 ; 平等心是 ; 無爲心是 ; 無染着心是 ; 空觀心是 ; 恭敬心是 ;

卑下心是 ; 無雜亂心ㆍ無見取心是 ; 無上菩提心是. 當知, 如是等心,

卽是陀羅尼相貌. T. 1060. 20, p. 108a.

55) 當知其人是禪定藏, 百千三昧, 常現前故. T. 1060. 20, p. 1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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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마침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세계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입장은 화두나 다라니 모두에 해당된다. 무의미의 언어는 소리와 뜻

의 결합이 해체된 채, 소리로서만 기능하는 언어이다. 이에 대해서

瑜伽師地論의 菩薩地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 절대적인 無意味함이야말로 眞言이 지닌 진정한 의미이다. 실천자는

진언을 전혀 무의미한 어떤 것이라고 명상해야 한다. 진언의 이 무의미함

을 끊임없이 명상함으로써 실천자는 점차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서의 온갖

法들의 구극적인 본성에 대하여 매우 쉽게 명상할 수 있는 정신상태에 이

를 것이다. 이 무의미함이 온갖 법의 空인 본성이다. 이리하여 진언에 대

한 명상은 서서히 실천자가 온갖 법의 空性을 感得하도록 이끌 것이다.
56

이렇게 볼 때, 다라니의 뜻풀이는 학문적 차원에서 행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종교적 차원에서 본다면 다라니 施設의 본래 의도

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에 대해 黃弼昊는 다라니에 대한

언어적 이해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진언은 말이면서 말이 아니며, 말이 아니면서 말이다. 분명한 말이지만

그것은 일상적인 말이 아니며, 적어도 외관상으로 보면 분명히 일상적인

말이면서 동시에 일상적인 말이 아니다.
57

설사 그 뜻풀이가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飜譯된 의미가 진

언의 전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譯經三藏

들은 ‘비밀이기 때문에’
58
라는 이유로 音寫만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56) S. B. DasGupta․鄭承碩 譯, 앞의 책, pp. 67-68. 재인용.

57) 黃弼昊, 언어철학과 진언 , 종교철학자가 본 불교(서울 : 민족사, 1990) p.
165.

58) 이는 五種不飜 중의 하나이다. 五種不飜은 梵語 술어를 音譯하는 다섯가지

경우인데, “①비밀하기 때문에 ②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③중국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④옛부터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⑤존귀하게 여기는

까닭에.” [周敦義, 飜譯名義序 (T. 2130. 51, p. 1055)] 등이다. 종래 이

五種不飜은 玄奘에게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玄奘을 포함하여

舊譯과 新譯에서도 통용된 바가 많았다고 한다. 특히, 현장 이후의 新譯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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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다라니는 철저히 無意味의 소리로서 기능하게 되었던 것으로

논자는 본다. 이러한 번역 과정을 거쳐서 다라니는 禪的 次元
59
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다만 소리일 뿐인 다라니는 화두와 같이 일체의 알음알이[意

味]를 깨뜨리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게 되었다.
60
이리하여

禪密一致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고, 화두와 다라니가 서로 방해받지

않고 相補的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禪密兼修 역시 가능했던 것

으로 생각된다.

⑵ 懺悔의 機能

다라니에 ‘참회의 기능’이 있다고 함은, 반드시 禪的 受容의 모습이

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밀교 자체에 이미 있었기 때문이다.

천수경의 ‘신묘장구대다라니’가 破惡業陀羅尼라는 異名을 갖고 있다
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또 논자는 실제의 밀교 종단에서 참회가

차지하는 位相
61
을 살펴본 일도 있다.

또 중국에 이르러 다라니를 중심으로 한 天台宗의 예참 의식이 성

립하였는바, 그 대표적인 경우로서 四明知禮와 慈雲遵式(964-1032)을 들

수 있다. 知禮의 千手眼大悲心呪行法을 중심으로 다라니와 참회의

문제는 이미 논술한 바
62
있으므로, 여기서는 준식의 경우만 간략히

입장을 강조하기 보다도 구역(현장 이전)이나 古譯(구마라집 이전)의 전통을

존중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村田忠兵衛, 五種不飜 是非 , 印佛硏 28-1, p.
55.]고 한다.

59) 그런데, 실제 선종의 역사 속에서는 禪的 次元에서 수용된 다라니는

천수다라니 와 능엄주 뿐이었다.

60) “언어의 무제한적인 반복은 언어 자체의 파괴에 이른다. 몇몇 신비적인

관계에서는 이러한 파괴를 후속하는 체험을 위한 조건으로 보는

것이다.”[M.Eliade 정위교 옮김, 앞의 책, p. 211.]

61) 拙稿, 千手經과 悔堂의 心印佛敎 , 悔堂學報 제3집(서울 : 회당학회, 1994),
pp. 64-74. 참조.

62) 拙稿, 천수경 신행의 역사적 전개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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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 보기로 한다. 준식은 請觀世音菩薩消伏毒害陀羅尼三昧儀를 지

었는데, 破惡業陀羅尼 ․ 소복독해다라니 ․ 육자장구다라니 의 세

가지 다라니를 함께 지송토록 하였다. 그는 천수다라니 를 破惡業

陀羅尼 라는 異名으로 부르면서, “ 파악업다라니 는 梵行을 破한 사

람들의 추악한 죄업을 말끔히 消除하여 淸淨함을 얻게 하므로 능히

업장을 破해준다”
63
고 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그의 다라니觀이 懺悔의

기능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밀교와 천태의 입장에서도 다라니에 ‘참회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참회의 기능’을

다라니의 禪的 受容의 한 실례로 언급하는 것은, 禪의 입장에서도 다

라니를 ‘참회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실례를 논하기 위

해서일 뿐이다.

다라니를 ‘참회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파악한 것은 한국의 禪佛

敎에서 확인할 수 있다. 西山(1520～1604)은 禪家龜鑑에서 다라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呪를 지닌다는 것은, 현세의 업은 쉽게 제어할 수 있으니 스스로 행하

여 가히 피할 수 있지만, 전생의 업은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神力을

빌려야 하는 것이다.(摩登伽가 과보를 얻는 것은 믿어야 할 것이니, 거짓됨이 없

는 것이다. 그러므로 神呪를 지니지 않고서 魔事를 멀리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

이다.)
64

西山의 다라니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참회의 기능과 도

구의 기능이다.

첫째, 참회의 기능에 대해서이다. 다라니가 전생의 業과 같은 업장

을 소멸하는 힘을 갖고 있다고 보는 점이다. 전생의 업을 참회하기

위해서는 오직 陀羅尼만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의 한 실례로서

우리는 화두 참구 이전에 먼저 大悲呪 지송을 통하여 깨달음의 체

63) T. 1949. 46, p. 970c.

64) “持呪者, 現業易制 自行可違 ; 宿業難除, 必借神力.(摩登得果, 信不無矣.

故不持神呪, 遠離魔事者, 無有是處.)”[西山, 禪家龜鑑(韓佛 7-64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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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얻었던 龍城(1864～1940)禪師를 들 수 있다. 萬海가 撰述한 龍城大

禪師舍利塔碑銘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소개되어 있다.

십구세에 가야산 해인사에 들어가서 華月화상을 의지, 낙발(落髮)한 뒤

에 의성 고운사의 水月長老를 참방하였다. 여쭈어 가로되, ‘죽고 사는 일

과 사대는 무상하여 신속하니, 어떻게 해야 견성할 수 있을지 의심되옵니

다.’ 長老가 가로되, ‘세상이 像法 내지 末法에 속하여 법은 멀고 근기는

둔하므로 뛰어넘어서 바로 들어가기는 어렵다. 먼저 大悲呪 를 외워서 業

障이 스스로 소제되면 마음 빛이 몰록 발해지리라.’ 하였다. 스님(龍城: 인

용자)이 이를 믿어서 스스로 대비주 를 외우되, 입으로는 소리를 내면서

외우고 마음으로는 묵념하다가, 뒤에 양주 보광사 도솔암에 이르러 더욱

더 용맹정진을 더하였다. 어느날 ‘삼라만상이 모두 本源이 있는 나의 이

見聞覺知는 어느 곳에서 나는 것일까?’ 의심하여 의심하기를 열이틀이 되

었다. 그러다가 일념을 깨닫기를 통밑이 빠지는 것과 같았다.
65

이를 ‘龍城선사의 1차적 깨달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후 화두

참구를 통해서 선적 깨달음을 더욱 확고히 얻게 된다. 다라니 지송을

통한 참회(=업장소멸)가 곧 깨달음으로 직결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禪을 닦는 일이나 다라니를 지송하는 일은 서로 모순

되지 않고 相補的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禪佛敎의 입장에서 다라니가 갖는 의미의 하나는 禪修行의

과정에서 만나게 될 수 많은 魔事를 멀리 여의게 한다는 것이다. 앞

서 인용한 선가귀감의 괄호 속에서 말하는 바, 다라니에 ‘遠離魔事’
의 기능이 있다는 것은 능엄경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때의 ‘魔事’는 선수행 중의 일로서, 결국 그 원인은 번뇌의 작용에

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라니 지송을 통한 ‘遠離魔事’ 역시 앞서

살핀 ‘도구의 기능’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선의 입장에서

65) 十九歲, 入伽倻山海印寺, 依華月和尙落髮. 參義城孤雲寺水月長老問 :

“生死四大無常迅, 疑如何見得性?” 長老曰 : “世屬像季, 法遠根鈍, 驟難超入,

莫若先誦大悲呪, 業障自除, 心光頓發.” 師遂信而不能, 自此誦大悲呪, 口口聲誦,

心心黙念. 後至楊州普光寺兜率庵, 猛加精進, 一日忽疑 : “森羅萬象, 皆有本源,

我此見聞覺知, 從何而生?” 疑來疑去疑到, 十二晝夜, 猛覺一念, 如桶底脫相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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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니를 지송하는 것은 화두 참구와 다르지 않는 正行이라는 측면

에서는 禪密一致[도구의 기능]가 말해지며, 화두 참구를 위한 助行으로

서 업장소멸이라는 측면에서 禪密兼修[참회의 기능]가 말해지는 것이다.

5. 맺음말

밀교 다라니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정통 인도종교에서 만

트라가 갖는 기능을 살펴 보았다. 정통 인도 종교에서의 만트라는 네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첫째, 주술의 기능이다. 아타르바 베다의 만트라는 治病 息災 增

益 調伏 등의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그대로 후

대의 밀교에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원시불교의 주술 배제라는 기

본 입장에서 볼 때 불교 본래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정통 인도종교와

習合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의례의 기능이다. 이 역시 정통 인도종교와 밀교에서 공통되

는 부분이다. 원시불교의 儀式主義 비판을 생각할 때, 밀교다라니가

갖고 있는 ‘의례의 기능’과 불교 의례 속에서 차지하는 그 위상은 정

통 인도종교의 깊은 영향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상징의 기능이다. 이는 언어가 궁극적 실재를 상징하는 기호

라고 보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언어가 실재한다는 聲常住論의 언어철

학이 그 이면에 깔려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밀교 다라니에 상징의

기능이 있다는 것은 불교의 기본적 언어철학인 聲無常論에서 벗어나

는 것으로 비판될 소지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 세 가지 기능은 정통 인도종교와 밀교가 共有하는 바이다. 그

만큼, 밀교는 정통 인도종교와 유사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정통 인

도종교의 만트라와 밀교 다라니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것일

까? 그렇지 않다. 논자는 그 차이점은 밀교 그 자체에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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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교 다라니의 선적 수용’의 측면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차이점은 도구의 기능에서 찾아진다. 선에의해서 수용된 다

라니가 갖는 도구의 기능은 話頭와 같이, 번뇌를 타파하는 도구로 작

용한다는 점이다. 정통 인도종교의 만트라 역시 도구의 기능을 갖고

있었던 것이며, 그것은 ‘요가의 길’ 속에 助行으로 자리잡고 있었음을

살펴 보았다. 그러므로 얼핏 보면, 정통 인도종교의 만트라가 갖고

있는 도구의 기능과 선적으로 수용된 밀교다라니의 그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그 의미의 차원은 다르다. 만트라가 갖는 도구의 기

능은 상징의 기능과 표리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소리 뒤에 어

떤 지시대상(=의미)을 숨기고 있으면서, 거기에로 합일해 간다는 입장

이다. 이런 점에서 만트라를 수행하는 것은 ‘지혜의 길(jñāna-yoga)’과

다른 것이 아니며, 그 속에 융해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밀교 다라

니의 선적 수용’에서 확인되는 도구의 기능은 소리 뒤에 지시대상을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아무런 지시대상 없는 오직 無意味의 소리만

남겨진 것이다. 정통 인도종교가 브라흐만에 合一하려는 입장이라면,

불교는 無意味의 소리를 염송하므로써 번뇌를 타파코자 하는 데서도

양자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참회의 기능이다. 이는 정통 인도종교의 만트라에서는 확인

되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 다라니에 참회의 기능이 있다고 보는 것은 天台의 경우

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선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이들 두 가지 기능, 즉 ‘도구의 기능’과 ‘참회의 기능’은 각기 선수

행과 결합하고 있다. 즉 도구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두와

다라니는 동일한 用度意味가 있으므로 禪密一致라 말하는 것이며, 참

회로서의 업장소멸이 선수행의 助行이 된다는 참회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禪密兼修라 말하는 것이다.

문제는 다라니가 갖고 있는 이들 다양한 기능이 다라니 자체에 내

재해 있다기 보다는 지송자의 지송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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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 입장에서 다라니를 독송할 때 다라니는 주술이 되지만, 수행적

입장에서 다라니를 지송할 때는 다라니가 결코 주술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장 모범적인 예를 논자는 다라니의 선적 수용,

구체적으로는 ‘도구의 기능’ 속에서 보는 것이다.

끝으로, 밀교의 다라니는 불교 만이 아니라 도교 동학 증산 등 다

른 종교의 呪文에까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이는데, 본고의 논의

가 불교 다라니의 지송 태도의 반성은 물론, 그들 종교의 呪文이 과

연 어떤 기능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될 수도 있으

리라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