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緖言

2. 密敎이전의 密敎的 요소

⑴ 인도 古代 文化와 呪術

⑵ 原始·部派佛敎와 呪術

⑶ 大乘佛敎와 陀羅尼

⑷ 佛敎 儀禮의 정비

3. 三密의 淵源

⑴ 身密

⑵ 口密

⑶ 意密

4. 三密 體系의 완성

⑴ 大日經의 성립

⑵ 金剛頂經의 성립

5. 結言

인도 종교에서 三密의 연원

권 영택
*

1

1. 緖言

밀교란 비밀불교의 약칭으로 비밀의 비는 秘奧, 밀은 隱密의

뜻이다. 이 밀교란 말의 원어를 고찰해 보면 산스크리트 문헌

상에서는 金剛乘(Vajrayāna)이란 말로 확인이 되고 있다. 이 금

강승이란 대승불교 가운데서도 금강과 같은 不壞의 가르침이

란 의미로 金剛頂經 계통의 밀교문헌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 權寧澤 : 위덕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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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
즉 금강석은 견고한 성질,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가치,

무기로서의 우수성이란 세가지 의미에서 금강은 세상에서 가

장 우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금강승이란 이와 같

은 성질을 갖춘 대승불교 가운데 최고의 가르침을 의미한다.

이 금강승이란 용어와 더불어 탄트라 불교(Tantric Buddhism)

혹은 불교 탄트리즘(Buddhist Tantrism)이란 말이 밀교를 지칭하

는 말로 사용된다. 이 탄트라라는 말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곤

란할 정도로 多義的으로 사용되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性

力의 숭배가 중심이 된 남녀합일의 실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
2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비성력적인 체계를 의미하는 금강

승과 성력을 의미하는 탄트라 불교의 의미는 분명히 구분해야

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밀교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밀교는 단순히 불

교의 최종적인 단계에 위치한다는 시간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

은 아니다. 시간적으로 최종기의 불교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위상에 있어서도 最究極의 불교란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

다. 금강승이란 말은 실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밀교의 역사적 연구에서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첫

째는 무엇보다도 밀교가 대승불교의 정통적인 계승자이며 나

아가 석존에 의한 敎示의 부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하는 것

이다. 둘째로는 이러한 연구로 인하여 밀교의 독자성을 실증적

으로 명확히 해야한다는 점이다. 세째로는 밀교 속에 포함되어

있는 異質的인 요소를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해야한다는 점이

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방법을 위해서는 사상적, 철학적인 관

점만이 아니라 민속학, 고고학, 사회학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의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본 논문에서 필자가 시도하고자 하는 것도 밀교에 포함된

1) 松長有慶, 密敎の歷史(京都: 平樂寺書店 1969), p. 3.

2) 中村元, インド思想史(東京: 岩波書店, 1968), p.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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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요소를 사상적인 관점이 아닌 문화일반의 폭넓은 관점

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밀교의 근본 경전인

대일경과 금강정경의 성립 배경을 인도 고대의 베다문화에서

부터 그 연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그중에서도 밀교의 중

요한 修法인 三密에 대하여 그 역사적 연원과 성립 배경을 고

찰하여 밀교 경전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 중심을 두

기로 한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은 밀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

히고 아울러 밀교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密敎 이전의 密敎的 요소

⑴ 인도 古代文化와 呪術

서력 기원전 1500년에서 1200년경 코카사스(Caucasus) 북방

지역을 원주지로 하는 아리야(Ārya)인의 일부가 힌두쿠시 산맥

을 넘어 인도에 침입하였다. 이들은 인더스강 상류 펀잡(Pañja

b) 지방에 자리를 잡고 독자적인 문화를 전개시켰다. 일반적으

로 이들을 인도 아리아인(Indo-Āryan) 이라 부르고 이들의 문화

를 아리아문화라고 한다. 인도 고대의 문화는 이들 아리아인들

에 의해 주도적으로 전개되어졌다.

아리아인이 펀잡지방에 정주한 후 최초로 이룩한 문헌이

리그 베다(Ṛg-Veda)이다. 이 베다에 이어서 서력 기원전 100
0년에서 500년 사이에 사마 베다(Sāma-Veda), 야주르 베다
(Yajur-Veda), 아타르바 베다(Atharva-Veda)의 세 베다가 만들
어졌다. 이 베다 신화에 등장하는 神의 대부분은 아리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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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을 알려주고 있으며 그 중에는 先主民의 영향을 받은 것들

도 있다. 이들 베다의 신들 가운데에는 후에 밀교의 曼茶羅에

편입된 신들도 적지 않다. 예를들면 인드라(Indra, 帝釋天), 바루

나(Varuṇa, 水天), 아그니(Agni, 火天), 소마(Soma, 月天), 바유(Vāyu,

風天)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밀교의 大日如來 즉 毘盧遮那(Vai

rocana)의 기원도 베다의 아수라(Asura)에까지 소급된다.

또한 밀교의 眞言도 그 始原은 리그 베다의 만트라(Mantra)
에서 찾을 수 있다. 더욱이 이 진언은 아리아인이 인도에 침입

하기 이전에 이란인과 함께 거주하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기도 한다.
3
고대 인도인에게 있어 종교의식과 呪法은 본질적

으로는 동일한 것으로 이것은 모두 願望을 달성하는 수단이었

다. 아울러 베다의 제사도 呪法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었다. 이

들 주법은 주로 病의 치료, 怨敵의 추방, 危險의 제거, 祈雨, 戰

勝 등에 관한 주문들로 특히 리그 베다에는 다수의 주법에
대한 찬가가 나타나고 있다.

4

이와 같이 주법에 관한 전통은 이미 베다 이래 인도 종교의

일반적인 전통이 된 것으로 이것을 밀교의 기원으로 간주하기

는 어렵다. 그러나 밀교의 기원과 그 특색을 살펴봄에 있어 밀

교가 이러한 주술적 요소를 방치하지 않고 주술에 대한 의의

를 상징적인 방법으로 재평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주

술을 바탕으로 한 신앙이 종교의 확대와 발전을 가져온 것은

분명한 밀교의 원동력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3) 栂尾祥雲, 曼茶羅の硏究(高野山大學 密敎文化硏究所編刊, 1927), p. 435

4) M. Winternitz, Geschichte der indischen Litteratur, I Band(中野義照

譯, ヴェ-ダの文學, p. 10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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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原始·部派 佛敎와 呪術

밀교의 素材 가운데 베다의 종교에 始原을 구할 수 있는 요

소가 있기는 하지만, 밀교는 분명히 佛敎의 바탕위에서 전개되

었다. 그리고 그러한 밀교의 기원은 이미 석존 在世時와 석존

死後의 불교 교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석존은 최초에 제자들에 대해서 세속의 주술밀법을 행하는

것을 엄금하였으며 주법은 波逸提(pācittiya) 즉 輕罪를 범하는

것이라고 설하였다. 그러나 때로는 이 세속의 密法을 畜生의

學(Tirachana-Vijjā)이라고까지 비하시키고 있다.
5
이것은 脫俗을

본지로 하는 석존 본래의 입장으로 보면 治病, 延命, 招福 등의

俗樂爲本의 呪術密法 등은 모두 허용될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석존이 주법에 대해서 엄금하여 금계의 태도를

가지고 신통력의 남용을 금하고 있는 것은 원시불교 경전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석존의 전설, 전기에서는 석존이 주법에 통달

하고 초월적인 능력의 소유자로 묘사되고 있었던 점도 확실하

다. 즉 석존의 전기에 나타나는 降魔의 설화, 갠지즈 渡河의 전

설, 가섭을 교화할 때의 三天大通의 신변담 등은 결코 한 부파

의 전승이 아니고 남북 양전을 통하여 기록된 것을 보더라도

원시불교에서 주술이나 밀법의 가치가 인정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불교 교단이 점차 확대되어 감에 따라 주술 밀법을

사용하던 外道들이 불교로 개종하였으며, 그들에게 주술 밀법

을 금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오히려 교화의 방편으로서

이를 인정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佛道修行에 방해가 되는 惡呪

密法은 금하였어도 治毒呪, 治齒呪 또는 몸을 보호하고 스스로

5) 小品 小事 제5(南傳藏, No. 4, 律藏, p.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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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을 얻게하는 善呪를 지송하는 것 등은 금하지 않았다. 이

것은 주술이나 주문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님을 보

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예를 十誦律은 잘 보여주고 있다.

[波夜提(輕罪)를] 범하지 않는 것이란 治齒呪, 腹痛呪, 治毒呪를 가

르치고 독송 하는 것이다. 만일 [그것들을] 수호한다면 안온한 까닭

에 [파야제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6

이와 같이 주문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향은 불멸 후에는 더

욱 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불멸 후 300년에 上座部에

속하는 說一切有部(Sarvāstivādin)에서 분파된 犢子部(Vatsiputrīya)

와 法藏部(Dharmaguptaka)가 經, 律, 論의 三藏 외에 이러한 진언

밀주를 따로 모아 明呪藏을 따로 편성하였다고 하는 사실에서

도 알 수 있다.
7
또한 南方佛敎에서도 민간에서 信仰된 諸天鬼

神을 佛說法의 會座에 모으고, 이러한 제신이 불교를 옹호하는

것을 설하는 다수의 경을 防護藏(paritta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서도 주문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문은 除災招

福의 기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오늘날에도 널리 持誦되고 있다.

⑶ 大乘佛敎와 陀羅尼

서력 기원전 2세기경에서 기원 후 2세기에 걸쳐서 婆羅門 세

력이 두각을 나타내고 사회, 문화, 종교 등의 모든 면에서 그

영향력이 강하였다. 그로인해 아리아문화는 인도의 일반 민간

신앙을 포섭하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농촌의 폐쇄된 사회나

6) 十誦律 46(大正藏, Vol. 23, No. 1435, p. 337c). 不犯者

敎讀誦治齒呪腹痛呪治毒呪 若爲守護安穩故不犯.

7) 高井觀海, 小乘佛敎槪論(山喜房佛書林, 1978), p. 102, 1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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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주민의 저변에 잠재되어 있던 토착 사상이 서서히 표면

화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아리아문화와 비아리아문화가 서로

섞여서 새로운 종교 즉 힌두교(Hinduism)가 성립되었으며, 이

힌두교의 신앙은 대승불교에도 적지않게 영향을 끼쳤다. 이러

한 까닭에 불교 경전에도 儀禮的, 呪術的, 神秘主義的 색채가 농

후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더욱이 대승불교는 성립 당시부터

이러한 색채를 다분히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사실은 陀羅尼(dh

āraṇī)에서도 나타난다.

원시, 부파불교 시대에 呪藏이 성립된 이후 대승 경전에도

災厄을 위한 주문이 많이 나타난다. 曇無讖 역의 大般涅槃經(大

正藏, Vol. 12, No. 374) 제1권, 法顯 역의 大般泥洹經(大正藏, Vol. 12,

No. 376) 제1권에서 설하는 守護呪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처음에

는 다라니를 설하지 않던 경전들이 점차로 확대되어 다라니를

첨가하고 있는 예도 적지않다. 2세기경 安世高가 번역한 摩鄧

女經(大正藏, Vol. 14, No. 551)에는 주문이 없으나, 2세기초 竺律炎

과 支謙이 共譯한 摩登伽經(大正藏, Vol. 21, No. 1300)에는 리그 베
다의 ‘가야뜨리아’歌를 싣고 있으며, 그 외에 呪文도 다수 첨

가하여 완전한 다라니 경전으로 변모하였다. 또한 ‘菩提留支’

역의 入楞伽經(大正藏, Vol. 16, No. 671)의 다라니품에는 경전 소지

자를 수호하는 두가지 주를 설하고 있으나, 그보다 70년 정도

앞에 번역한 求那跋陀羅 역의 楞伽阿跋多羅寶經(大正藏, Vol. 16, N

o. 670)에는 이 주가 빠져 있다. 더욱이 대승 경전에는 경전의

書寫, 聽聞, 讀誦에 의하여 여러 가지 재난을 면하는 공덕을 설

하는 예가 많다. 般若經이나 法華經에서는 경전 중에 있는 사

행시 하나만이라도 이것을 受持(記憶)하고 독송하는 것이 다른

어떠한 공덕보다도 우수하다고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

를테면 金剛般若經에서는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 중에서 四句偈 등을 수지하든지 내지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하면 그 복덕은 殊勝하리라. 왜냐하면 수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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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일체 제불 및 제불의 아뇩다라삼먁삼보리가 모두 이 경에서 나

오기 때문이니라.
8

라고 하고 있다. 諸佛의 아뇩다라삼먁삼보리가 경 중에 있기

때문에 경전 수지 독송의 공덕이 殊勝하다고 설하고 있는 것이

다. 또한 법화경 法師功德品 제 19에는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

송하는 자의 공덕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여래가 멸한 후, 이 경을 수지하거나 혹

은 독송하거나 해석하거나 서사하면 천이백억의 공덕을 얻게 되느

니라. 意根(마음의 감각)이 청정해지며, 一偈一句만 들어도 무량한

뜻을 알게 되어 능히 그것을 바탕으로 일개월 또는 사개월 내지

일년간은 법을 연설하게 되느니라. 또한 그 설하는 바가 그 義趣에

따르므로 모두 다 實相(법의 도리)과 일치하게 되느니라.
9

경전을 受持讀誦하는 공덕이 제불의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즉

지혜를 얻어 대승의 사상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고 다른 이에

게도 대승의 법을 설하게 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

전 수지독송의 신앙은 내용에 있어서도 이미 自利利他를 지향

하는 대승보살의 수행에도 적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래서 경전의 수지독송과 서사 등의 실천법이 일어나고, 이의

실천공덕이 강조되었다. 초기의 대승 경전인 법화경과 반야경

등에도 이러한 교설이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4세기경

에 성립했다고 생각되는 金光明經내에는 경전 독송의 공덕 기

술이 경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大衆의 대다수는 대승

8) 大正藏 Vol. 8, No. 235, 749b.

若復有人於此經中受持乃至四句偈等爲他人說 其福勝彼 何以故 須菩提

一切諸佛及諸佛阿耨多羅三藐三菩提法 皆從此經出.

9) 大正藏, Vol. 9, No. 262, p. 50a. 若善男子善女人 如來滅後受持是經

若讀若誦若解說 若書寫 得千二百憶功德 以是淸淨意根

乃至聞一偈一句通達 無量無邊之義解是義已 能演說 一句一偈

至於一月四月乃至一歲 諸所說法隨其義趣 皆與實相不相違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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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에 대해서 높은 哲理를 가진 해탈보다도 경전의 서사, 독

송에 의해서 災害로부터 救濟를 얻으려는 절실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밖에도 많은 대승 경전들이 주문과 그 공덕을 설하고 있

다. 이러한 경전들에는 다라니가 가진 여러 가지 기능이 정확

하게 정리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라니는 밀교를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의 하나이다. 그리고 그것은 대승불교 안

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승불교의 불교의례 속에서 다라니가 잘 조화되어 나타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⑷ 佛敎儀禮의 整備

인도 역사에서 360년경에 찬드라굽타 1세에 의해 굽타 왕조

가 일어난 이후 바라문교는 國敎化 되고 바라문 문화는 크게

부흥하였다. 이 바라문 교학의 부흥과 함께 불교는 바라문교의

의례를 대폭적으로 섭취하고 힌두교 諸神을 포섭해서 多神敎的

인 경향을 현저하게 나타내었다. 불교가 외교의 雜法을 섭취한

것은 세속의 雜術邪法을 신봉하여, 불법의 학습에 의욕을 보이

지 않는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으로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한

다.
10

이 굽타시대에 불교의례로서 供養法, 觀佛法, 結界作壇法, 請

雨止雨法 등이 성립되고 또한 주술적 醫療經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아울러 후세의 만다라의 기초가 되는 四佛이 출

현하였다. 또한 쿠샨왕조시대에 시작된 灌頂儀式이 의례화되고,

護摩法도 바로 이 시기에 밀교에 도입되었다. 4세기 말에는 佛

10) 帛尸梨密多羅 譯 灌頂經 5(大正藏 Vol. 21, No. 1331, p. 5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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像供養法 내에 佛을 관상하는 방법이 제정되었으며, 이것은 觀

音, 彌勒, 普賢, 虛空藏 등의 제보살 과 阿彌陀, 藥師 등의 諸佛

에 대한 관상법으로 5세기 중국에 전해졌다.

5세기 후반 曇曜가 번역한 大吉義神呪經(大正藏, Vol. 21, No. 133

5)은 굽타시대의 밀교 의례의 발달 흔적을 보여주는 중요한 경

전으로, 그곳에는 七重界壇의 작법과 여러 가지 원망을 성취하

는 기원 방법과 본존 공양법 등이 설해져 있다. 이것은 밀교의

의례가 점차적으로 정형화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청우

지우법은 5세기초 曇無讖이 번역한 大方等無想經(大正藏, Vol. 12,

No. 387)에 최초로 보이고 있다. 또한 그가 번역한 金光明經(大正

藏, Vol. 16, No. 663)에는 四佛이 나타나며, 佛陀跋陀羅가 번역한

觀佛三昧海經(大正藏, Vol. 15, No. 643)에는 四佛과 十佛이 보인다.

이 4불은 胎藏界曼茶羅와 金剛界曼茶羅가 발전하는 원초 형태

를 보여주고 있다. 이 4불을 중심으로 잡다한 제존을 조직화하

고 통합하여 완전한 형태의 만다라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적어

도 2세기 이상의 세월이 필요하였다.

이와 같이 굽타왕조 말기에는 밀교의 수법이 정비되기 시작

한 것을 알 수 있다. 굽타왕조가 망하자 인도는 異民族의 침략

을 받아서 도시 경제가 몰락하고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되자 농촌사회에 기반을 가진 힌두교가

번성하게 되고 불교도 그 영향을 크게 받아 밀교적, 의례적인

색채가 한층 농후해졌다. 그로 인해 불교의례는 더욱더 상세히

전개되었다. 6세기 후반에 耶舍堀多가 번역한 佛說十二面觀世音

神呪經(大正藏, Vol. 20, No. 1070)에는 여러 가지의 관음이 나타나

고 그 의궤가 정해져 었다. 7세기경에 접어들어서면서부터는

불교의례는 造壇, 結印, 畵像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의궤가 완

성되고, 諸尊法은 다양화하여 本尊觀, 字輪觀이 나타났다. 또한

본존을 표시하는 梵字의 種子와 본존을 상징하는 三昧耶形이

시작되고 밀교의 수법이 개별화하여 발전함과 동시에 조직화

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불교의례는 대일경, 금강정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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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본격적인 밀교 의례로서 정비되어 간다.

3. 三密의 淵源

밀교의 修法은 三密을 그 특색으로 한다. 三密이란 身, 口, 意

의 세가지 業이 佛의 三業과 相應하여 身, 口, 意에 통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 진언밀교의 완성자인 空海는 卽身成佛義에서
삼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三密이란 첫째는 身密이요, 둘째는 語密이요, 셋째는 心密이다.

法身佛의 三密은 甚深微細하여서 等覺十地菩薩도 능히 알지 못하므

로 密이라 한다.
11

이와 같이 삼밀은 비밀스런 밀교의 체계로써 중요한 행법으

로 간주되고 있지만, 삼밀의 체계적인 형성 과정에는 오랜 역

사가 있으며 인도 종교의 사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삼밀인 印契과 眞言, 三摩地의 修法은 매우 중요시되

고 또한 밀교 수행의 기본 요건이 되고 있다. 이 삼밀의 역사

적인 연원을 살펴보면 진언이 제일 먼저 성립되고 이어서 印契

가 성립하였다. 이 삼밀의 각각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1) 空海, 卽身成佛義 , 弘法大師全集, 제1집, p.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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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口密

구밀은 말로 나타나는 소리를 통하여 부처가 나에게로 들어

오고, 내가 부처에게로 들어가는 방법이다. 이 구밀이 이른바

‘만트라 다라니(mantra-dhāraṇī)’이다. ‘만트라 다라니’는 흔히 眞

言이라고 번역되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오랜 역사적 배경

을 가지고 있다.

밀교에서 진언은 또한 明(Vidyā)이라고도 부른다. ‘다라니’라

고 하거나 ‘만트라眞言’이라고 하거나 또는 明이라고 하거나 모

두 같이 입을 통해서 행하는 수행이다. 진언이라는 뜻은 부처

의 참된 경지를 밝히는 말소리라는 뜻이요, 그것을 입으로 불

러서 無明을 타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明이라고 하고, 마음을

통일하는 거룩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라니(總持)’라고 한다.

리그 베다에 나오는 많은 讚歌는 하나의 진언으로 간주되

며, 우파니샤드(Upaniṣad)의 모든 문헌에서는 聖語(옴, Oṁ)에 대

한 고찰이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진언의 기원은 인도 종교의

역사와 더불어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불교에

서도 진언에 대해서는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원시

교단에서 주문으로 재앙을 없앤 것은 잘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때에 기원의 대상이 된 것은 過去七佛과 四天王이었다. 예를

들어 4세기 경에 번역된 것이라고 생각되는 七佛八菩薩所說大

陀羅尼神呪經(大正藏, Vol. 21, No. 1332)에서는 七佛과 八菩薩이 설

하는 주문으로 재앙을 없애고 있다. 또한 部派佛敎에서는 呪藏

과 菩薩藏을 經, 律, 論의 三藏에 덧붙여서 五藏을 세우고 있다.

설일체유부 교학의 방대한 槪說書라고 일컬어지는 大毘婆沙論

에서는 이 주문이 교학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즉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세간에서는 여러 가지 呪論에 집착하여 그로써 眞明으로 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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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른바 支明, 事明, 獸明 ··· 火明, 水明, 迷亂明 등이다. 諸外論世

間은 이로써 진명의 想을 일으킨다. [그러나] 그 뜻을 끊고 달리 승

의진명이 있음을 드러내고자 이 논을 짓는다.
12

라고 하면서 불교의 呪는 이와는 다른 것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대승불교에서도 法華經, 涅槃經, 入楞伽經, 金光明經 등

에서 ‘다라니’가 설해지고 있으며, 龍樹도 그의 大智度論 58권

에서 帝釋天이 부처님께 아뢰는 형태로 대승의 반야바라밀다

야말로 大呪術이라고 말하고 있다.

모든 주술 가운데 반야바라밀은 大呪術이다. 왜냐하면 능히 항

상 중생의 도덕에 즐거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주술을 즐

기는 자는 그 인연이 능히 번뇌와 불선업을 일으키는 까닭에 삼악

도에 떨어진다.
13

이로써 원시불교 이래로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呪文은 일

관되이 존재했었음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점

차로 차원을 달리하면서 변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래의 呪文이 인도 민중의 신비적 신앙에 기반을 두고 행해지고

있었던 데 반해, 불교에서는 불교적인 자각에 의해 차원을 달

리한 진언으로서 행해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인도에서는

‘다라니’를 외우는 것이 요가 修法의 일종인 執持로부터 비롯되

었으며, 그것은 정신을 통일하는 수단이었다. 그러므로 불교에

서도 처음에는 정신을 통일하고 三昧에 드는 수단으로서 다라

니가 수용되었지만, 후에는 宇宙的인 신비한 힘을 빌어서 재앙

12) 대비바사론, 제102(大正藏, Vol. 27, No. 1545, p. 529-bc).

復次世間妄執種種呪論 以爲眞明 謂支明事明獸明 ··· 火明水明迷亂明等

及諸 外論世間於此起眞明想 爲遮彼意 欲顯別有勝義眞明 故作斯論.

13) 大智度論 58권(大正藏, Vol. 25, No. 1509, p. 469b). 諸呪術中

般若波羅蜜多是大呪術 何以故 能常與衆生道德樂故 餘呪術樂 因緣

能起煩惱又不善業故 墮三惡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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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없애는 실제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보다 높은 가치가 부여

되어진 것이다. 瑜伽師地論의 菩薩地에서는 ‘다라니’를 法(Dharm

a), 義(Artha), 呪術(Mantra), 得菩薩忍(Boddhisattva-ksanti- labha)의

네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14

大乘莊嚴經論에서는 ‘다라니’를 十地

에 배당시키고 報得, 習得, 修得의 세가지로 나누고 있다.
15
이와

같이 대승불교에서 다양하게 설명되는 다라니가 밀교의 儀禮

와 교묘히 결합되어 전개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진언은 나타내는 말의 성질에 따라 세가지로 분

류할 수 있다. 첫째는 아무런 뜻이 없는 말로 구성된 것이며,

둘째는 뜻없는 말과 뜻있는 말로 혼합되어 있는 것, 셋째는 모

두 뜻 있는 말로 되어 있는 것의 셋이다. 진언에 사용된 의미

없는 말이란 유가행자가 수행하는 동안 집중된 마음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쓰여진 말을 의미한다.
16
이러한 진언은 흔히 질

병이나 재난을 제거하기 위한 주문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

한 다양한 내용을 가진 대승불교의 다라니를 모두 포함하면서

그것을 의례 속에 교묘히 조직한 것이 밀교의 다라니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진언에는 반드시 인계를 수반하는 것이

밀교의 수법이었던 것이다.

⑵ 身密

몸가짐으로써 부처의 세계와 契合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른바 印契이다. 인계는 ‘무드라(Mudrā)’라고도 하며, 또 印, 印

相이라고도 한다. 古代의 印度語인 ‘무드라’라고 하는 말은 반

지의 모양으로 만든 도장이나, 흔적을 뜻하는 말이었다. 그러

14) 大正藏, Vol. 30, No. 1581, p. 934a

15) 大正藏, Vol. 31, No. 1604, p. 645b

16) 栂尾祥雲, 秘密事相の硏究(高野山大學出版部, 1935), p. 2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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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標章의 뜻이다. 이 말의 사용에 대표적인 것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을 法印이라 한 것으로 곧 三法印, 四法印의 의미

로 이는 인장과 같이 진실한 것이요, 허망하지 않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인계라고 할 경우에 근본적으로 手印을 가리키는 것

이지만 좀더 나아가서는 手印과 契印을 모두 가리키기도 한다.

또한 넓은 의미로는 手印, 契印 외에 佛像이나 眞言을 가리키기

도 한다. 이러한 넓은 의미는 주로 金剛頂經에서 설해지지만,

좁은 뜻으로 여러 聖尊의 三昧耶身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러한

인계가 밀교에서 설해지기 시작한 것은 6세기경에 번역된 牟

梨曼茶羅呪經(大正藏, Vol. 19, No. 1007)으로 여기에서는 간다라(Ga

ndhara)의 불상에서 보는 바와 같은 施無畏印, 與願印, 說法印,

觸地印, 法界定印 등의 手相의 형식이 觀法의 방편으로 채용되

었다. 이러한 인계는 본래 바라문교에서 유행하였던 것이지만,

이것을 밀교에서는 독자적인 체계를 가진 독특한 인계로 성립

시켰다.

밀교에서 이와 같은 인계를 채용하게 된 동기에는 요가와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계도 요가와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계를 통하여 마음을 한 곳에 머

무르게 하여 有相瑜伽의 ‘三摩地(Samādhi)’를 성취하려고 한 것

이다. 이 유상유가의 ‘삼마지’라고 하는 것은 우파니샤드와 원

시불교의 修定의 계통을 이은 것으로, 이 有相觀은 더나아가

無相觀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발달한 인계를 통일하여 드디어 本尊觀이 성립된다.

觀自在菩薩怛嚩多唎隨心陀羅尼經(大正藏, Vol. 20, No. 1103B)에 보

면, 밀교의 행자는 스스로 본존의 根本印과 같이 한 뒤 다음과

같이 관한다고 말하고 있다.

마땅히 관할지니, 大蓮華가 있어, 꽃 위에 覩龍의 두 글자가 있

다고 생각하여, 그 글자가 변해서 靑蓮華로 되고, 다시 변해서 多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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菩薩이 된다.
17

이것에 의하면 밀교의 행자가 마음을 통일하는 방편으로 손

에 인계를 하면서 씨 글자[種字]와 三昧耶形과 本尊의 형상을

관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것은 추상적인 것부터 구체적인 것으

로 옮겨지도록 하면서 종래에 사용하던 모든 인계를 통일하려

고 한 것이다.

그리고 이 본존관이 발달하면서부터 大日經의 說本尊三昧品

에서는 字印形象觀이 되고, 또한 금강정경에서는 수행자가 손

에 인계를 맺고, 입으로 法印을 지송하고, 마음 속에는 種三尊

을 관하는 것이 되고 있다.

印은 신체, 특히 손의 결합방법을 의미하며 이것을 ‘신밀’이

라고 한다. 이 신밀인 인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8

① 인계라는 어휘는 보통불교에 있어서 인장과 같이 진실하

여 허망하지 않는 뜻으로서 사용된다.

② 밀교에서는 인계라는 어휘를 표식의 뜻으로 사용하나, 그

것도 밀교 독자의 용법이 아니고 인도의 왕통의 역사에서 사

용된 것이다.

③ 인계라는 말은 제1차적으로는 수인만을 가리키고 제2차

적으로는 수인과 계인을 가리키고 제3차적으로는 手印, 契印,

佛像, 眞言을 지칭한다. 이것은 금강정경에서 볼 수 있다.

④ 밀교에서 정식으로 인계가 설해져 있는 경전은 6세기경

번역된 牟梨曼茶羅呪經이나 인도에서 수인이 등장하는 시기는

기원 전후로 볼 수 있다.

⑤ 제3차적 의의에 있어서의 인계는 ‘간다라 불상’에서 기원

을 가지는데, 이것은 바라문교에서 유행하던 형식을 채용한 것

17) 大正藏, Vol. 20, No. 1103B, p. 463c. 於其座前當觀有大蓮花 華上

想有都龍二合字其字變成靑蓮華乃至變成多利菩薩.

18) 栂尾祥雲, 曼茶羅の硏究, pp. 487-4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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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여기에 밀교 독자의 내용을 부가하여서 밀교의 인계가

성립되었다.

⑥ 이렇게 해서 발달한 잡다한 인계를 통일하고 조직하기

위해서 種字, 三昧耶形, 尊形을 連觀하는 본존관이 성립했다.

⑦ 이 본존관이 발달해서 대일경의 字印形象觀이 되고, 금강

정경의 五相成身觀이 이루어졌다.

⑧ 대일경은 이 본존관을 고조하면서 인계의 어휘를 제2차

적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계인과 수인으로 분류하였다.

⑨ 금강정경은 인계를 가장 중요시하여 大印, 三昧耶印, 法印,

羯磨印의 4종을 가지고 일체의 인을 통일하였다.

⑩ 이러한 인계 내에 손으로 수인을 결하고 입으로 법인을

통하고 마음으로 種三尊을 관하는 것을 修法이라 한다. 이것이

밀교수도의 要諦로 되어 있다.

⑶ 意密

苦, 集, 滅, 道의 四諦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八正道

이다. 이 팔정도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正定이라고

불리는 ‘瑜伽 三摩地(Yoga-samādhi)’이다. 이 유가법은 밀교의

본질로 간주되는 것으로 석존도 이 유가법을 수도의 중심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원시불교에서는 계율을 위주로 하는 파 이외에 유가를 위주

로 하는 修定派가 있었다. 이 수정파에 의하면 팔정도에서 正

定은 가장 중심이 되며 다른 일곱은 그것를 돕는 것이라고 한

다. 대비바사론에 의하면 이 유가사를 北方 瑜伽師, 南方 瑜伽

師, 一體處 瑜伽師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보아 밀교도 이

러한 수정파에 속하는 계통임을 짐작할 수 있다.

‘유가 삼마지’는 우파니샤드에서도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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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석존은 이 ‘유가 삼마지’로써 수도한 까닭에 이미 이러한

밀교적 수행은 일반화되어 있었다. 우파니샤드에서도 이미 마

음을 梵我一如의 境界에 집중시키는 유상방편경이 나타나며,

또한 원시불교의 수정파에서는 제법무아의 도리를 관하게 하

기 위하여 白骨觀을 권하며, 인연의 事相에 마음을 통일하기

위하여는 地, 水, 火, 風, 空, 識의 六大나 靑, 黃, 赤, 白의 빛을

관하게 하는 十偏處觀 등이 있었다.

하나의 대상에 생각을 집중시키는 것은 바로 밀교의 기본적

인 수행이다. 大日經 入曼茶羅具緣眞言品 제2에서는 다음과 같

이 설한다.

當來世에 지혜가 열등한 중생은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스스로 덮

여 있으므로, 오직 有相으로써 항상 모든 斷과 常과 때와 같은 방

향과 지은 바 業의 善과 不善과의 여러 가지 상을 즐긴다.
19

근기가 얕은 사람들은 형상이 없으면 진실에 가까이 갈 수

가 없는 까닭에 상대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형상이 필요한 것

으로, 이것이 이른바 ‘만다라’를 건립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

다. 이 유상삼매관은 대일경에서 완성되었지만, 여기에 이르기

까지 중간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전으로서는 唐의 智通譯인

觀自在菩薩怛박縛多唎 隨心陀羅尼經과 菩提流志 譯인 不空羂索神

變眞言經(大正藏, Vol. 20, No. 1092) 등이 있다. 전자에서는 本尊觀,

字輪觀, 種三尊觀 등이 설해지고 후자에서는 道場觀이 성립되어

밀교의 여러 가지 관법, 즉 阿字觀, 五字嚴身觀, 月輪觀, 五相成

身觀, 布子觀, 入我我入觀 등의 완성된 有相瑜伽의 ’사마디‘로 계

승되어 간다.

이와 같이 요가가 밀교 수행법의 중심이 되어 유상유가의

관법으로 발전되면서, 삼밀 중의 의밀인 요가로 완성된 것이

19) 大正藏, Vol. 18, No. 848, 4c-5a. 於當來世時 劣慧諸衆生 以癡愛自蔽

唯依於有相 恒樂諸斷常 時方所造業 善不善諸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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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요가의 의밀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다음의 셋을 들

수 있다.
20

① 하나의 생리적 상태로서 집중된 사고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

② 그 상태만을 창출해내는 방법으로서의 사고를 의미하는 것.

③ 그 상태를 산출해 낸 장소로서의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밀교 요가의 특색으로는 세번째의 것을 들 수 있

다. 다시 말해 정신 집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요가법의 事相으

로서 이것은 밀교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유상유가의 삼마

지에서는 그 구체적인 정신 집중의 대상이 장소로서의 사고를

의미하는 것은 곧 밀교요가의 특성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밀교를 구성하는 세가지 실천상의 지주인 구밀, 신밀, 의밀

은 인도 종교의 일반적 전통으로부터 채용된 것이지만, 그것이

각각 부파불교, 대승불교 중에서 발달하여 밀교에 이르러 삼자

가 하나의 세계관 즉 밀교적 세계관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밀교는 삼밀이 형성되면서 독자적으로 독립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삼밀의 형성은 대일경, 금강경에서 완성하기

에 이르렀다.

20) Th. Stcherbatsky, The Conception of Buddhist Nirvāṇa(Leningrad,

1927); 金岡秀友, 大乘佛敎槪論(理想社, 1982), p. 1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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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三密 體系의 完成

⑴ 大日經의 성립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밀교의 실질적인 수법인 삼밀은

大日經과 金剛頂經이라는 두 경전의 완성에 의해서 하나의 전

기를 맞았다. 밀교는 이 두 경전을 토대로 독립하게 되었다.

7세기부터 8세기에 걸쳐서 인도 및 그 주변지역에서는 밀교

가 융성기를 맞았다. 이때쯤 대승불교 속에서 점차로 양육되어

온 陀羅尼, 呪法, 瑜伽觀法, 儀禮 등을 일정한 조직 아래 종합하

려는 기운이 무르익었으며 그에 따라 대승불교는 한층 더 신

비주의적인 색채를 띠기 시작했다.

세속적인 경험에 의해서 지배되는 현상세계를 부인하고, 일

상적인 경험을 초월한 반야의 英智를 획득하려고 한 中觀學派

나, 세속적인 인식에서 絶對智로의 질적인 전환을 추구한 唯識

學派도, 신비적인 직관을 통하여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신비적인 직관에 기반을 둔 밀교의 실천체계는 대승불

교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측면이며, 대승 철학의 필연적인

귀착점이기도 했다. 이때에 배출된 대승의 논사들은 사상적으

로는 중관, 유식 사상에 의지하면서도, 行法상으로는 밀교의

수법을 따르고 있었다. 따라서 밀교의 성립은 대승불교가 본래

가지고 있던 신비주의적인 경향과 의례적인 요소를 극단적으

로 강조하고, 고도로 발달된 대승불교 철학의 독자적인 실천

체계 속에서 구상화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일경과 금강정경의 성립은 독자적인 밀교 체계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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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日經은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大正藏, Vol. 18, No. 848)의

약칭이다. 대일경의 한역본은 7권 36품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6권 31품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제 7권의 5품이 보충되었다고

한다. 티베트어의 역본은 한역의 6권에 해당하는 것만 36품으

로 되어 있고 7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논부에 따로 편입되어

있다. 대일경은 밀교의 근본불인 ‘大日如來’의 깨달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상세히 설명한다. 그 깨달음의 경지에서 각종의 중생

을 섭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佛身을 示現하고 또한 여러

가지의 설법을 하며, 진언, 만다라의 실천 수법을 설하여 우리

마음을 전개하는 진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대일경이 언제 성립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

이 있다. 최초설은 500년경에 성립되었다는 설이 있으나, 지금

은 7세기 중기에 성립되었다는 설이 정설로 되어 있다. 이것은

대일경의 성립에는 몇개의 ‘선구 경전’의 존재가 예상되기 때

문이다. 한역 경전으로서는 陀羅尼集經(大正藏, Vol. 18, No. 901),

一字佛頂輪王經(大正藏, Vol. 19, No. 951), 蘇悉地經(大正藏, Vol. 18, N

o. 893A), 蘇婆呼童子經(大正藏, Vol. 18, No. 895) 등이 그것이다. 또

한 티베트 역으로서 남아있는 金剛手灌頂 탄트라, 金剛催破陀羅

尼, 上禪定品, 底理三昧耶 탄트라 등도 대일경의 성립에 적지

않은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
21
이러한 경전을 기초로 하여 대일

경은 7세기 중기에 성립되엇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또한 대일경이 인도의 어디에서 성립하였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아프가니스탄의 카피샤(Kapiśa), 중인도의 나란

다, 서남인도의 라타(Lāṭā), 북인도의 카시미르, 남인도 등이다.

그 중에서도 서남인도의 라타로 보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22
왜

냐하면 라타를 제외한 다른 모든 곳은 바다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다. 대일경에는 大海에 관한 것이 많이 설하여져 있

다. 밀교의 관정을 받기 위한 제자가 관정을 받을만한 자격 여

21) 酒井眞典, 大日經の成立に關する硏究(京都, 1962), 참조.

22) 栂尾祥雲, 秘密佛敎史 I(高野山, 1933), pp.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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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설하는 중에 大海와 河水를 건너는 꿈은 좋은 예이다. 대

해를 보지 못한 사람이 대해를 꿈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

문에 적어도 이 경의 작자는 대해를 건널 수 있는 지방에 살

고, 거기에 살고 있는 제자들을 생각한 결과인 것은 명확하다.

또 이 경 중에는 水界를 가지고서 일체중생에 환락을 주는 것

도 설하여져 있고, 또한 佛의 형상을 설하는데 있어서 극히 엷

은 천의 의복을 입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더운 지방의 복

장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결합해 보면 대일경의 성립지는 서남

인도의 라타가 가장 유력하다.

⑵ 金剛頂經의 성립

대일경과 더불어 체계적 밀교의 하나의 지주가 되었던 금강

정경은 남인도의 ‘아마라바띠’에서 성립되었다고 간주된다. 이

경은 하나의 경전이 아니라 新古층으로 구성된 같은 계통의 경

전의 총칭이다.

初會의 금강정경은 전후 3회 중국에 소개되었다. 최초로 이

것을 번역한 것은 金剛智이다. 그는 남인도에서 일어난 瑜伽系

密敎의 大家이었다.

이것을 중국에 가져와서 번역한 것으로 초회의 금강정경의

略出系라고 보여지는 것이 金剛頂瑜伽中略出念誦經(大正藏, Vol. 1

8, No. 866) 4권이다. 그 이후 金剛智의 제자로서 금강정경을 번

역하고 중국의 밀교계를 대성한 사람은 不空(750-774)이다. 그

는 그의 스승 금강지를 만난 후 범어의 문법을 배웠으나 그가

죽은(741) 후에는 인도에 돌아와서 18회의 금강정경의 범본 12

00권을 처음으로 얻어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정력적인 번역

을 시작하였다. 그는 28년에 걸친 번역 활동에서 80부 100권의

경전을 번역했으나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초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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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剛頂一切如來眞實攝大乘現證三昧大敎王經(大正藏, Vol. 18, No. 86

5) 3권이다. 이것에 의해서 중국의 밀교계는 略出經이 아닌 금

강정경의 역본을 가지고 면목을 새롭게 했다.

그 후에도 소규모의 역본과 注釋, 儀軌가 출현하고, 또한 번

역되어 서서히 완전한 眞實攝經으로 형성되어갔다고 보여지나

이 완성된 眞實攝經(초회의 금강정경의 역본)은 훨씬 후에 宋代의

施護(? -990 -?)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시호는 一切

如來眞實攝大乘現證三昧大敎王經(大正藏, Vol. 18, No. 882) 이외에도

제15회의 一切如來金剛三業最上秘密大敎王經(大正藏, Vol. 18, No. 8

85) 7권도 번역했다. 또한 제6회의 금강정경으로 보여지는 最上

根本大樂金剛不空三昧大敎王經(大正藏, Vol. 8, No. 244) 7권이 법현

에 의해서 번역되었다.

이러한 금강정경은 모두 불공이 범본을 가지고 왔으면서도

번역을 마치지 않았던 瑜伽 탄트라, 無上瑜伽 탄트라에 해당되

는 후기의 금강정경이다.

진실섭경을 비롯한 초기의 금강정경군의 내용에는 일관하는

특색이 있다. 그것이 대일경에서 확립된 菩提心을 인식론적으

로 구체적인 실천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대일경이 中觀

의 밀교적 귀결이라면 금강정경은 瑜伽行唯識의 밀교적 귀결이

라고 할 수 있다. 이 금강정경은 밀교의 ‘아비달마’라고까지 불

려지고 있다. 진실섭경을 예로 들면 여기서는 일체의성취보살

의 질문에 대해서 대비로자나여래가 스스로의 如來性을 깨닫

고 그것을 體現하여 佛身을 성취하는 수도법으로서 ‘五相成身

觀’이라고 하는 수도법을 설하고 있다. 오상성신관이란 다섯

가지를 구비한 본존의 몸을 관하는 것인데, 十八會指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비로자나불의 수용신은 다섯가지 상으로서 등정각을 현성하시

니, 다섯 가지 상이라는 것은 이른바 통달본심이요, 수보리심이요,

성금강심이요, 증금강신이요, 불신원만이니, 이것이 곧 五智의 통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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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3

또한 이 오상성신관에 대하여 보리심론은 다음과 같이 말하

고 있다.

첫째는 통달심이요, 둘째는 보리심이요, 셋째는 금강심이요, 넷

째는 금강신이요, 다섯째는 무상보리를 증득하여 금강견고신을 획

득한 것이니, 이 다섯가지가 구비되어야 비로소 본존신을 이룬다.
24

이 ‘오상성신관’이 완성하여 얻어진 경지가 금강계의 만다

라이고 진실섭경은 이 금강계 만다라의 설명이다. 금강정경계

통의 밀교 경전은 그 후에도 계속 발전하였으며 그러한 밀교

경전은 ‘無上瑜伽部’에 속한다. 그것은 이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진실섭경 등의 금강정경이 속한 유가부 밀교의 최종적인

형태이다. 이와 같이 하여 금강정경의 18회의 형태는 완전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중인도에서 불법이 쇠퇴하기 시작하자 남인

도에서 비로자나불이 다시 法을 설하여 그것이 드디어 밀교로

서 나타나고, 7세기 후반에는 종전의 대승교학을 집대성하여,

그것을 지양하면서 종합적으로 실천적인 체계를 세워가면서

당시의 미술, 공예, 천문, 역법, 의학, 음운학, 음악 등 일체의

학문을 수용하였다. 이 밀교는 당시의 사회 문화 전체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3) 金剛頂經瑜伽十八會指歸(大正藏, Vol. 18, No. 869, p. 284c).

毘盧遮那佛受用身 以五相現成等正覺 五相者 所謂通達本心 修菩提心

成金剛心 證金剛身 佛身圓滿 此則五智通達.

24) 金剛頂瑜伽中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大正藏, Vol. 32, No. 1665, p.

574-b). 次明五相成身者 一是通達心 二是菩提心 三是金剛心 四是金剛身

五是證無上菩提獲金剛堅固身也 然此五相具備方成本尊身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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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結言

밀교는 大日經과 金剛頂經의 성립과 함께 대승불교 내에서

독립을 이루었다. 다시 말해 밀교는 새로운 종교로서 불교 내

에서 독립한 것이 아니라 대승불교의 정신을 계승하는 입장에

서 새로운 위치를 차지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밀교를 논할

때에는 밀교적인 것과 밀교를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즉

밀교적인 요소는 인도 고대의 베다 시대에까지 소급할 정도로

그 연원이 깊으며, 인도 종교의 일반적 성격이 모두 밀교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대승불교의 계승자로서 밀교는 인도의 다양한 밀교

적인 요소를 받아들이고있다 하더라도 대승불교의 사상을 이

어받으면서 독특한 밀교의 체계를 형성시켰던 것이다. 곧 밀교

는 역사적 인물인 석존을 새롭게 이해하여 法身佛로서 大日如

來의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또 이 대일여래의 사상을 완성시키

기 위해 曼茶羅의 사상을 만들어내었다. 또한 전통적인 眞言과

印契를 이어받고 瑜伽 思想을 정리하여 밀교 수행의식의 주축

인 三密을 성립시켰다. 따라서 이 삼밀의 성립으로 인해 우주

적 대인격으로서의 대일여래에 대한 실천 철학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인도 종교의 일반 의례에 의거한 불교 의례를 밀교적

으로 체계화시킨 것도 밀교의 독자적인 성립에 의거한 것이다.

이렇듯 밀교는 인도 종교의 일반 요소로 불교에 유입되고

또 대승불교에서 새롭게 정립된 요소를 독자적으로 독립시켜

새로운 佛敎 流派로서 형성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밀

교는 불교 밖에서 따로이 독립한 것이 아니라 대승불교의 정

통적인 계승자로서 이해되고 아울러 새로운 불교운동이란 측

면에서 새로이 규정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