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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緖 言

密敎(Esoteric Buddhism)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

았던 시기에 ‘밀교는 대승불교의 타락한 결과’라든가 ‘힌두교와 융

합하여 불교의 멸망을 재촉시켰다’라는 등의 오해를 동서양의 학

자들에 의해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는 밀교의 素材를 이

루고 있는 呪文과 陀羅尼, 占星術이나 天文學, 그리고 祭祀儀式등에

기인한 점이 많다. 특히, 밀교의 만다라에 나타나는 父母尊의 노골

적인 性描寫와 反倫理的인 敎理들에서 계율중심의 이성적, 합리적

* 鄭盛準 :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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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불교의 사고방식에 공감해 온 이들이 否定的 오해를 가지는 것

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들은 밀교의 外形

的 印象에 기인한 점이 많으며, 밀교학자들에 의해 새롭게 시도된

밀교의 교학적, 교리사적 연구는 밀교가 지녔던 이전의 부정적 오

해를 많이 해명하고 있다.

밀교로 하여금 부정적 오해를 야기하게한 자극적인 性表現과 護

摩法이나 灌頂등은 밀교의 大樂思想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大樂(mahā-sukha)’이란 ‘불타가 누리는 眞俗不二의 해탈의 즐거

움’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佛陀의 自內證의 세계를 적극적

으로 形象化하여 드러내고, 중생의 현실세계를 통해 불타의 세계

를 구현할 수 있다는 대락사상의 취지는 그 사상적 형성에 있어

涅槃經과 般若部의 經典을 비롯하여 中觀, 唯識, 如來藏등, 대승

불교의 주요사상에 基盤을 두고 있으며, 후기밀교의 교학과 수행

체계 전반에 걸쳐 깊이 관계하고 있다.

대락사상을 다룬 기존의 연구는 일찍이 梅尾祥雲의 “理趣經の

硏究”
1
에서 시도되어 대승불교사상의 계승자로서 대락사상의 교리

적 배경을 밝히고, 서양학자들에 의해 좌도밀교와 힌두딴뜨라와

혼동되었던 부분들을 해명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顯敎의 대승

경전으로부터 대락사상이 형성된 과정을 阿含部 경전을 포함하여

면밀히 다루어보고, 인도후기밀교의 교리와 수행체계의 형성에 대

해 대락사상이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無上瑜伽部 密敎의

경전으로는 인도후기밀교의 성립에 많은 교리적, 실천적 단서를

제공한 秘密集會딴뜨라(Guhyasamāja-tantra)를 연구의 중심자

료로 삼았다.

1) 梅尾祥雲著, 理趣經の 硏究(高野山大學密敎文化硏究所 1945), pp. 41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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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大樂思想의 淵源과 形成

1. 阿含部 經典의 解脫觀

불교의 解脫에 대한 표현은 釋尊의 근본교설인 阿含部 經典의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석존 당시 阿羅漢果를 성취한 제자들은 ‘모

든 번뇌가 다하였다(諸漏盡滅)’라든가 ‘나의 (윤회의) 생은 다하였

다(我生已盡).’등의 표현등으로 해탈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탄생

의 원인인 煩惱와 그 결과인 삶으로부터 벗어난다는 해탈의 本質

을 간결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간결함의 배경에는 十二緣起

法의 교리에 입각해서 윤회의 근본되는 중생의 육체와 苦樂의 현

실을 부정한 근본불교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중생이 느끼는 感受的 次元에서 해탈을 표

현한 것이 아함부 경전에 없는 것은 아니다. 석존의 제자들이 스

승에게 해탈의 경지를 질문한 것에 대해 석존은 ‘不苦不樂’ 이라고

설하고 있다. 이것은 對機說法에 능했던 석존이 해탈을 중생의 괴

로움과 즐거움으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아함부 경전에는 이와는 다른 입장에서 해탈을 표현한 내용이 나

온다. 增一阿含經에는 阿羅漢果의 수행을 ‘先苦而後樂’으로 표현

하고 그 중득한 결과에 대해 다룬 내용이 있는데 소개하면 다음

과 같다.

만약 比丘가 있어 有漏가 다하여 無漏를 이루고, 心解脫과 慧解脫을

성취하고 現法 가운데 몸소 證得하여 스스로 遊戱하고, 生死를 다하고,

梵行을 실천하고, 행하는 바를 다스리고, 또한 다시는 胎에 들지않음을

如實하게 안다. 이와같이 저 比丘는 먼저 고된 法을 수행하여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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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四門四果의 즐거움을 얻나니 이 때문에 모든 比丘여! 마땅히 方便

을 求하여 이와 같이 먼저는 괴롭지만 후에는 즐거운 (바를) 성취하여

야 한다. 比丘들아! 마땅히 이처럼 공부하여야 한다.
2

경전의 내용에서 ‘現法중에 몸소 證得하여 遊戱한다(於現法中身

作證而遊戱)’라든가 ‘먼저는 고되지만 후에는 즐겁다.(先苦而後樂)’

와 같은 표현은 성불의 경지를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

다.(不苦不樂)’라고 표현한 것과 비교해 감각적으로 긍정적인 표현

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몸(身)’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육신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몸소’, ‘곧’, ‘있는 그대로의’의 意味로 새길

수 있는지는 더욱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해 육신과의 관련을 보다 분명하게 나타낸 내용이 다른

경전에 설해진 것을 볼 수 있다. 中阿含經에는 해탈을 이룬 후
그 즐거움(樂)으로 解脫六處를 설하고 있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

다.

世尊이시여! 만약 比丘가 있어 執着된 바가 없다면, 모든 漏를 다하

고, 梵行을 세우고, 行動하는 바를 가리고, 지은 짐들을 버리고, 有結을

풀고, 善意를 얻고, 解脫을 바로 안다면, 그는 때를 당해 저 六處에 즐

거움을 누리나니 無慾을 즐기며, 遠離를 즐기며, 無諍을 즐기며, 愛欲의

다함을 즐기며, 受取의 다함을 즐기며, 마음의 動搖가 없음을 즐깁니

다.
3

경전의 내용에서 해탈의 즐거움을 나누어 요약하면 생활의 즐

거움(無欲, 遠離, 無爭)과 감각적 즐거움(愛盡, 受盡), 혹은 마음의

2) 增一阿含經(大正藏 2, p. 653下), “若有比丘 有漏盡 成無漏 心解脫

知慧解脫 於現法中 身作證而自遊戱 生死已盡 梵行已立 所作已辯 更不復受胎

如實知之 是彼比丘 修此先苦之法 後獲沙門四果之樂 是故 諸比丘

當求方便成此 先苦而後樂 如是 諸比丘 當作是學.”

3) 中阿含經(大正藏 1, p. 612下), “世尊 若有比丘得無所著 諸漏已盡 梵行已立

所作已辨 重擔已捨 有結已解 自得善義 正智解脫者 彼於爾時樂此六處

樂於無欲 樂於遠離 樂於無爭 樂於愛盡 樂於受盡 樂心不移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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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心不移動)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다음의 雜阿含經에서
석존께서 ‘無知解脫’에 대해 설한 내용은 더욱 자세하고 구체적이

다.

그때 世尊께서 곧 揭를 說하여 말씀하셨다.

공부하는 자가 戒를 배울 때 곧은 길을 따라 가고

方便에 몰두하고 살피고 힘써 자신의 몸을 잘 지켜야 한다.

처음에 漏盡知를 얻고 다음에는 究竟無知를 얻는다.

知見을 남실로 뛰어넘고, 不動解脫을 성취하며 모든 有結을 滅하여

다하고, 諸根이 具足하고, 諸根의 寂靜의 즐거움을 누리며, 이 後邊의

몸을 지니고 魔와 怨敵의 무리들을 굴복시킨다.
4

여기서 後邊身은 有結을 滅한 해탈의 육신이다. ‘諸根이 具足하

고, 諸根의 寂靜의 즐거움을 누린다’라고 한 것에서 육신은 부정의

대상이 아니라 해탈의 즐거음을 受容하고 魔와 怨敵을 摧伏시키는

적극적인 모습이다. 이것은 密敎의 息災, 增益, 調伏의 3종悉地와

기본적인 이념에서 매우 유사하다.
5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에

따르면 阿含部經典의 전체적 입장은 衆生의 윤회와 그 산물인 육

신에 대하여 소극적 입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탈을 이

룬 자의 육신은 즐거움(樂)을 향수하고, 나아가 중생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방편을 추구하는 것으로 밀교의 입장과 유사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4) 雜阿含經(大正藏 2, p. 211下), “爾時 世尊卽說偈言 學者學戒時 直道隨順行

專審勤方便 善自護其身 得初 漏盡智 次究竟無知 得無知解脫 知見悉已度

成不動解脫 諸有結滅盡 彼諸根具足 諸根寂靜樂 持此後邊身 摧伏衆魔怨.”

5) 이외에 雜阿含經의 不動意解脫經에도 유사한 내용이 보이고 있다.
雜阿含經, 不動意解脫(大正藏 2, p. 182上), “爾時 世尊告諸比丘 有三根

未知當知根 知根 無知根 爾時 世尊卽說偈言 覺知學地時 隨順直道進

精進勤方便 善自護其心 如自知生盡 無礙道已知 以知解脫已 最後得無知

不動意解脫 一切有能盡 諸根悉具足 樂於根寂靜 持於最後身 降伏衆魔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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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顯敎의 大乘經典과 大樂思想의 成熟

‘大樂’을 정의하면 ‘佛陀가 누리는 解脫의 즐거움’이라 할 수 있

지만, 특히 밀교에서는 ‘세속과 열반이 둘이 아닌 眞俗不二의 경지

에서 누리는 불타의 즐거움’을 大樂이라고 한다. 이러한 진속불이

의 대락관은 般若經類의 경전과 如來藏系의 경전에 직접적인 연

원을 찾아볼 수 있다.

北凉 曇無懺譯의 大盤涅槃經은 ‘常樂我淨’으로 열반의 경지를

표현하였다.
6
大涅槃이란 ‘佛性을 보기에 常樂我淨을 얻는다’고 하

였고, 煩惱를 斷除한 그대로가 대열반임을 설하고 있다. 아라한이

衆生의 世間과 인연이 다한 것을 열반이라고 부르는 근본불교의

열반관과 달리 누구나 번뇌를 끊어 ‘항상한 즐거움(常樂)과 자성

의 청정함(我淨)’에 머물면 어디를 가나 그대로가 곧 열반이라는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서 ‘常樂’은 붓다가 열반의 세계에 들

어 누리는 즐거움으로 大樂과 근본적인 의미상 차이가 없다. 한편

‘자성의 청정함’은 ‘自性淸淨心’에서 비롯된 如來藏思想의 취지를

경전이 보여주는 것으로 열반의 本性을 말하는 것이다. ‘常樂’과

‘我淨’은 現像과 本性의 구도로 열반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라 하겠

다.

涅槃經과 달리 般若部 經典은 空思想을 중심으로 現像의 實體

와 本性을 解明하고 있다. 약칭 般若心經의 ‘色卽是空 空卽是色’
7

은 반야경에서 파악하고 있는 色과 空의 관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반야경 전체의 핵심사상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서 色은

마음으로 비롯된 現象界의 일반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가 있다. 따

라서 현상계 가운데 중생의 육체와 五感의 영역이 포함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은 열반의 즐거움이 오감의 세계를 통해 구

6) 大盤涅槃經(大正藏 12, p. 514下), “若見佛性能斷煩惱 是卽名爲大涅槃耶

以見佛性故得名爲常樂我淨 以是義故 斷除煩惱 亦得稱爲大般涅槃.”

7) 大正藏 8, p. 848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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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남겨두고 있다. 般若經을 해설한 大
智度論에는 般若思想과 涅槃을 종합하여 “般若波羅蜜多 가운데,

혹의 경우는 분류하여 般若를 空이라 하는데 이것은 淺義이다, 혹

의 경우는 설하길 世間法이 곧 涅槃과 같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

로 深義이다.”라고 설하고 있다.
8
한편 無着은 攝大乘論에서 ‘모

든 菩薩이 疑惑이 滅하면 그대로가 無住處涅槃이다.’라고 설하였

다.
9
이에 대해 世親은 그의 攝大乘論釋에서 다음과 같이 해설하

고 있다.

二乘과 菩薩은 모두 惑을 滅하는 것으로서 滅諦로 한다. 二乘은 惑을

滅하면 모두 生死를 버리고 涅槃에 든다. 보살은 惑을 滅하면 生死를

버리지 않는다. 때문에 二乘과 다르다. 菩薩의 滅은 四種涅槃 가운데에

서 無住處涅槃에 해당한다. 또한 菩薩은 生死와 涅槃을 다르게 보지 않

는다. 般若에 의해 生死에 머물지 않으며 慈悲에 의해 涅槃에 머물지

않는다. 만약 生死를 分別하면 곧 生死에 머무는 것이다. 만약 涅槃을

分別하면 곧 涅槃에 머무는 것이 된다. 菩薩은 無分別智를 얻어 分別하

는 것이 없다. 때문에 머무는 바도 없으며, 分別을 일으킨다해도 生死

에 머물지 않는다.
10

이처럼 세친은 二乘과 菩薩의 涅槃觀의 차이를 들어 涅槃과 般

若를 唯識의 입장에서 無分別智를 얻은 보살의 慈悲行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상적 성숙에 의해 밀교적 대락사상이 구체화된 것

은 般若部에 소속된 理趣經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경전은 원래
玄裝역의 600卷 般若經 가운데 578卷에 해당하는 般若理趣分

11

으로 번역되었으며 이후 漢譯, 티베트譯을 포함한 여러 본이 현존

하고 있으나 不空三藏역의 大樂金剛不空眞實三昧耶經12이 중국과

8) 大正藏 25, p. 563中.

9) 攝大乘論(大正藏 31, p. 129上), “諸菩薩惑滅則無住處涅槃.”

10) 攝大乘論釋(大正藏 31, p. 247上)

11) 大正藏 55, p. 555中.

12) 大正藏 8, p.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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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주로 연구되었다. 일반적으로 이취경이라 부를 때에는
이 경전을 가르킨다. 경전의 내용 가운데 般若波羅密多理趣品 은

‘大樂의 法門’이라고 일컬어지며 衆生의 現象世界가 곧 實相의 淸淨

한 世界임을 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大樂의 法門’에는 ‘17淸

淨句’가 있다. 一切法이 淸淨함을 설하는 과정에는 청정함을 중생

의 感覺적 영역까지 구체화한 것은 이전의 경전들과 비교할 때 매

우 파격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13

一切法의 淸淨을 설한다. 말하자면

妙適淸淨句는 菩薩位이며, 欲箭淸淨句는 菩薩位이며, 觸淸淨句는 菩薩

位이며, 愛縛淸淨句는 菩薩位이며, 一切自在主淸淨句는 菩薩位이며, 見淸

淨句는 菩薩位이며, 適悅淸淨句는 菩薩位이며, 愛淸淨句는 菩薩位이며,

慢淸淨句는 菩薩位이며, 莊嚴淸淨句는 菩薩位이며, 意滋澤淸淨句는 菩薩

位이며, 光明淸淨句는 菩薩位이며, 身樂淸淨句는 菩薩位이며, 色淸淨句는

菩薩位이며, 聲淸淨句는 菩薩位이며, 香淸淨句는 菩薩位이며, 味淸淨句는

菩薩位이다.

경전에는 중생의 感覺과 感受, 意志작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

파불교의 경우 번뇌에 소속된 愛와 慢도 菩薩位에 소속되어 있다.

이것은 現象界의 空性을 위주로 설하는 般若經의 취지와 비교해
볼 때 중생의 번뇌마저도 보살위에 들 수 있다는 것은 공성에 대

한 적극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7淸淨句는 다음에 淸淨句를 듣고, 受持, 讀誦, 思惟함으로

써 얻어지는 공덕을 설하고 있다. 일체의 罪障을 소멸함과 동시에

現生에서 一切法平等金剛三摩地를 증득하고, 일체법에 自在하며 무

량한 適悅과 歡喜를 얻는다고 하였다.
14
淸淨句에 이와 같은 공덕이

13) 大正藏 8, p. 784下, “說一切法淸淨句門 所謂妙適淸淨句是菩薩位

欲箭淸淨句是菩薩位 觸淸淨句是菩薩位 愛縛淸淨句是菩薩位

一切自在主淸淨句是菩薩位 見淸淨句是菩薩位 適悅淸淨句是菩薩位

愛淸淨句是菩薩位 慢淸淨句是菩薩位 莊嚴淸淨句是菩薩位

意滋澤淸淨句是菩薩位 光明淸淨句是菩薩位 身樂淸淨句是菩薩位

色淸淨句是菩薩位 聲淸淨句是菩薩位 香淸淨句是菩薩位 味淸淨句是菩薩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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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유는 경전에서 일체법의 자성이 청정하기 때문이며, 반야

바라밀다가 청정하기 때문이다.(一切法自性淸淨故 般若波羅蜜多淸

淨故) 라고 설한데서 짐작할 수 있다. 반야바라밀다는 중생의 세

계를 건너 일체법의 청정한 자성에 도달한 것이다. 즉 到彼岸의

世界는 멀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세계의 자성을 회복하는

것이며, 그대로 自然法爾의 공덕과 大樂을 갖추게 된다. 여기서 주

목할 것은 17淸淨句가 陀羅尼로서의 기능이 있다는 점이다. 청정

구를 憶持함으로써 중생의 현실세계는 청정심을 회복한 보살의

현실세계와 가까워진다. 결과적으로 청정구가 가져오는 罪障消滅

등의 기능은 청정구가 眞言의 기능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경전에서는 청정구가 공덕뿐만 아니라 現生에서 一

切法平等金剛三摩地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理趣經의
대락사상은 자성의 청정성의 회복과, 그 결과로서 현실에서 遊戲

의 세계를 얻는 것을 수행의 취지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현

교의 육바라밀의 수행과 달리 진언을 수행방편으로 삼아 현생에

신속히 성불에 이를 수 있다는 밀교수행의 이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般若波羅蜜多理趣品은 般若經의 다른 품들과

달리 밀교화가 진행된 경전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경전의 같은

품에서 바가범(薄伽梵)은 一切如來金剛三昧耶智를 성취하고 一切如

來의 一切智智를 증득하고 있다. 경전에서 說主인 毘盧遮那如來는

身語意業金剛이며, 또한 金剛薩埵와 持金剛의 개념이 확립되어 있

다. 그리고 17淸淨句의 實踐儀軌가 구체화 되어 있고, 경전의 品들

은 각기 독립된 曼茶羅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理趣經은 般若

經의 다른 품과 달리 파격적인 내용과 형식으로 보아 원래 般若

部經典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경전이었다가 후에 般若部에 소속

14) 大樂金剛不空眞實三昧耶經 般若波羅蜜多理趣品 (大正藏 8, p. 784),

"金剛手 若有聞此淸淨出生句般若理趣 乃至 菩提道場

一切蓋障及煩惱障法藏業障 設廣積集必不墮於地獄等趣 設作重罪消滅不難

若能受持日日讀誦作意思惟 卽於現生證一切法平等金剛三摩地 於一切法

皆得自在 受於無量適悅歡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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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般若經이 지닌 사상과 理趣

經간의 사상적 친근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Ⅱ. 大樂의 理念과 儀軌化

1. 秘密集會딴뜨라에 나타난 大樂의 根本理念

理趣經의 ‘大樂의 法門’은 보살이 수행을 통해 완성한 涅槃의

理想鄕이 凡俗한 肉身과 衆生世間의 영역에서 구현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이러한 취지의 대락사상이 집중적으로 발달, 전개된

것은 후기밀교에서 이루어졌다. 후기밀교는 중생의 세계를 전환하

여 열반의 세계를 실현한다는 수행이념을 통해 중생이 지닌 性과

煩惱마저도 佛性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상을 교리와 수행체계의

基調로 삼고 있다. 이것은 대승불교의 전통적 사상과 열반관을 계

승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秘密集會딴뜨

라는 이러한 파격을 다섯 번째의 殊勝普遍行分 에서 비유하여

설하고 있다. 먼저 여래는 無間地獄의 衆生들이 大罪를 지을지라

도 殊勝한 金剛乘의 큰 바다에서 成就할 수 있다. 고 선언하였고,

이어 여래는 生命을 죽이거나 거짓말하길 좋아하거나, 타인의 재

물을 탐내고, 욕심이 많은 모든 이들도 불타가 될 수 있는 그릇이

된다고 하였다.
15
나아가 如來는 菩薩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15) GST[M] V, p. 15. (GST[M]은 松長有慶의 Guhyasamāja-tantra

Sanskrit 교정본(Osaka,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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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人인 處女와 童女를 渴求하여 사랑한다면

大乘의 殊勝한 法으로 廣大한 悉地를 얻을 것이다.

佛陀의 主인 明妃에게 無分別의 智慧를 가지고 즐긴다하여도 물들지

않으며, 이로 인해 佛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6

이와 같은 여래의 주장에 대해 보살들은 신성한 如來의 曼茶羅

안에서 ‘어찌 이와 같이 醜惡한 말씀’을 하는 지에 대해 그 이유를

묻자 여래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善男子들이여! 그처럼 (醜惡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것은 智慧의

核心을 지닌 것으로佛陀의 淸淨한 法性이며, 法의 境界로부터 出生하는

것이며, 菩提行의 住處가 곧 이것이다.
17

경전에는 이와 같은 여래의 말씀에 의해 많은 보살들이 놀라

두려워하고 昏絶하였다고 설하고 있다. 여기서 除皆障을 위시한

菩薩들은 波羅蜜乘의 보살들을 일컫는 것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戒律과 傳統을 중시하는 波羅蜜乘의 보살들로서는 여래의

말씀이 큰 충격으로 들렸을 것이다. 이어지는 경전의 내용은 身語

心金剛인 如來가 ‘不二金剛’이라고 하는 三昧에 들어 光明을 발하여

보살들을 깨우는 것이다. 보살들은 광명에 의해 닿는 것만으로 각

각의 자리에 앉았다. 다음에 일체여래는 “稀有하도다. 法이여! 稀

有하도다. 法이여! 淸淨한 法의 境界는 我가 없구나.”
18
라고 하여 법

의 無自性을 설하고 있다. 여기서 身語意金剛如來가 不二金剛의 삼

매에 들어 보살들을 깨우는데 ‘不二’의 의미는 生死와 涅槃이나 本

性과 現像이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경전의 선언은 生死와 涅槃

을 하나로 보는 현교의 대승사상에 대해 수동적인 해석을 벗어나

生死와 煩惱 가운데 불성을 실현하고 나아가 聖俗의 差別마져 넘

16) L. Ed. 416(Lhasa版 티베트大藏經, 東國大學校所藏本目錄에 依據), pp.

443a7～b1.

17) GST[M] V, p. 16.

18) GST[M] V,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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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극적인 해석을 보인 것이다. 여기서 보살들이 받은 충격을

달랠 수 있는 것은 충격의 원인인 윤리적 通念의 무자성을 일깨우

는 것이다. 경전의 같은 分에는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여래들

이 金剛에게 올리는 讚歎의 偈頌이다.

殊勝한 金剛에게 敬禮합니다.

마음은 如來의 根本으로 三時의 次例로 發生하여 大虛空界가 되니 虛

空의 道에 歸依하여 敬禮합니다. 虛空의 몸으로부터 淸淨히 出生하고

虛空의 次第에 安住하는 것은 虛空의 마음이며 殊勝한 法인 行의 住處

에 敬禮합니다.
19

게송에서 여래가 敬禮하는 것은 곧 마음과 空性이다. 공성의 마

음으로부터 출생한 허공계는 청정한 것이며 다시 허공의 법에 안

주하여 수승한 법을 이룬다고 하였다.
20
경전에서 일체의 現象界에

대해 공의 본성에 안주하는 것으로 수행의 취지를 삼고 있는 것

은 바라밀승과 기본적인 입장에서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제5分

의 예문은 허공의 마음으로부터 三時의 時間과 虛空界를 淸淨히

出生시킬 수 있다는 唯心思想의 색다른 해석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무상유가부 밀교의 生起次第의 수행과 취지를 같이 하고 있다. 이

와 달리 수승한 법과 행의 주처를 虛空의 次第에 安住시킨다는 것

은 현상계를 공성에 섭집하는 究竟次第의 수행과 맥락을 같이 하

는 것이다. 따라서 경전의 내용은 후기밀교의 교학과 수행체계가

19) GST[M] V, p. 16.

20) 秘密集會딴뜨라의 境界三昧耶分 에서도 보살들은 二根交會의 내용에

‘淸淨치 못한 말’이라고 의문을 나타내자 여래가 해명하는 내용이 있다.

“善男子여! (그처럼) 低劣한 생각과 욕된 생각을 내지말아라! 왜냐하면

善男子여! 이처럼 眞言行은 眞言의 殊勝함이다. 이처럼 眞言行은

如來行이다. 善男子여! 예를 들면 一切의 虛空에 따른 一切法은 虛空의

範疇에 속하는 것이다. 一切法은 欲界에도 머물지 않고, 色界에도 머물지

않고, 無色界에도 머물지 않으며, 四大種에도 또한 머물지 않는다.

善男子여! 一切法을 이처럼 알아야한다. 一切如來는 境界의 힘을 이처럼

알아 衆生들의 마음을 알고 法을 설한다.”(L. Ed 416, pp. 453a2～453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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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되어갈 방향을 은연중에 함축하여 담은 것이다. 이처럼 비밀
집회딴뜨라는 唯識과 空思想에 대해 적극적인 해석을 내리면서

경전성립 당시의 社會的, 倫理的 通念을 과감히 깨뜨리고 기존의

바라밀승에 대하여 金剛乘의 本質과 成佛의 취지를 선언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2. 世俗肯定의 實踐理念

理趣經에는 자성의 청정함을 회복한 보살이 享受하는 세계를

17淸淨句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五蘊을 포함한 육신의 영역에

까지 구체화하고 있지만 일체의 현상계는 空性의 입장에서 동일

하다. 秘密集會딴뜨라에서 보살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世, 出世間의 차별을 부수고 과감하게 사회, 윤리적 관념을 깨는

장면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면도 공성의 입장

에서 보면 중생세계가 지닌 차별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대락

의 취지는 본질적으로 경전성립 이전의 대승불교권에서도 해결된

문제들이었다. 밀교는 이러한 대락의 이념을 수행체계에 적극적으

로 반영하고 있다.

원래 바라밀승의 수행으로는 3阿僧祗劫의 시간이 소요되어 現生

에서 成佛하는 것은 기약하기 어렵다. 密敎가 탄생한 것도 성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정

에서 밀교는 다양한 수행방편을 내놓게 되었다. 이것은 오랜 세월

의 수행을 통한 체험과 시행착오의 결과였을 것이다. 秘密集會딴

뜨라의 第7分인 殊勝眞言行分 에도 여래는 보살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苦行과 戒律을 엄격히 지켜 修行하여도 成就하기 어렵나니

모든 貪欲의 修行에 依持하면 속히 成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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乞食하여 飮食을 먹어도 解脫치 못하면

乞食에 의한 기쁜 (결과는) 없을 것이다.

모든 貪欲을 受容하면서 眞言의 境地에 의해 念誦하고

身語意를 安樂에 머물게 하면 菩提를 얻을 것이다.
21

경전에서 고행과 계율, 그리고 乞食을 통한 수행은 곧 波羅蜜乘

의 수행을 가르키지만 이로 인한 成佛은 어렵다고 하였다. 오히려

貪欲의 煩惱를 受容하고, 身語意의 즐거움을 취하여 속히 菩提를

얻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三業의 煩惱를 禁慾을 통한 억제가 아닌

과감한 受容에 의해 成佛을 시도하는 것이며, 그 시간은 바라밀승

보다 빠르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자가 진언의 염송이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점은 밀교의 보편적 수행방편이다. 이처

럼 범속한 중생의 탐욕을 청정한 自性으로 전환하여 그 안락을 경

험하는 수행이념은 後期密敎에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대해 續딴뜨라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痴와 瞋과 貪이 언제나 金剛의 喜悅에 머무른다.

이 때문에 諸佛의 方便을 金剛乘이라고 생각해야한다.
22

위에서 貪瞋癡의 번뇌는 중생을 윤회케하는 원인이 아니라 불

성을 이룬 喜悅로 전환된다. 이와 같은 수행방편의 취지를 삼아

金剛乘(vajrayāna)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貪瞋癡의 수행에 대해

續딴뜨라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色과 소리등의 貪欲은 苦樂의 두가지의 自性을 가진다.

貪瞋癡가 出生하는 것을 언제나 마음에 두고 지켜 보아야한다.

貪에 대해서는 貪의 金剛으로

金剛과 같은 寶生으로서 寶生의 三昧耶를 출생해야한다.

이로 인해 貪欲은 金剛의 三昧耶와 같게 된다.
23

21) GST[M] XVII, p. 20.

22) GST[M] XVIII,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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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에서 貪瞋癡에 대해 慢과 嫉의 두가지 번뇌를 더하여 五部

의 煩惱로 구성하고 있다.
24
五煩惱는 금강의 자성을 가지고 五佛의

지위에 배당되어 貪은 無量光佛, 瞋은 阿閦佛, 痴는 毘盧遮那佛, 慢

은 寶生佛, 嫉은 不空成就佛에 소속된다. 오번뇌가 오불의 자성을

깨닫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생의 범속한 일체의 영

역은 모두 불타의 지위에 배당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이 가운데 嫌惡는 탐욕에 대한 상대적 반작용으로 중생이 지닌 번

뇌와 다를 바가 없다. 수행자로 하여금 의식에 오래도록 자리하고

있는 번뇌와 관념을 과감하게 드러내어 불성의 실체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수행이념은 후기밀교의 수행체계에 여

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후기밀교에는 중생이 혐오하는

大 小便과 피, 精液등을 먹고, 다시 짐승의 고기를 먹는 수행이 있

다. 續딴뜨라에는 중생의 五蘊을 五甘露로 전환하는 수행에 대

해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自性으로서 肉身의 法에 대해 五塵을 본다.

五智에 加持됨으로 인해 五甘露라고 修念하는 것이다.
25

여기서 五智는 大圓鏡智, 平等性智, 妙觀察智, 成所作智, 法界體性

智를 말하며 五塵은 色 聲 香 味 觸을 말하며 정화되지 않은 중생

의 범주에 속하기에 五塵이라 한다. 그러나 佛智의 加持에 의해 五

塵은 甘露로 변한다. 여기서 번뇌가 佛智의 가지력에 의해 감로가

되는 것은 중요하다. 중생의 오염된 세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23) GST[M] XVIII, p. 119.

24) 部族思想은 中期密敎 이후의 經典에 모두 受容하고 있다.

秘密集會딴뜨라를 주석한 金剛鬘딴뜨라는 部族思想에 대해 다음과

같이 大樂의 의미를 담고 있다. “五金剛智의 實體는 五佛의 自性을

가진다. 五部는 根本으로부터 전해진 것이며 金剛인 空性의 地位를

나타낸다. 모든 煩惱로부터 벗어나 있으며 일체의 즐거움에

들어있다.”(L. Ed. 417, pp. 25a2-25a3.)

25) GST[M] XVIII,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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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불타의 지혜에 의해 비로소 불타의 자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비밀집회딴뜨라의 17분에 金剛手는 五甘露를 먹는

것에 대해 “大便, 小便, 精液, 피등을 절대로 비방하지 말지어다.

儀軌에 따라 꾸준히 먹는다면 秘密의 三金剛을 出生할 것이다.”
26
라

고 하였다. 五甘露대신 다섯가지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비밀집회딴뜨라의 제12분에 다음과 같이 배경을 설하고 있다.

大肉의 殊勝한 三昧耶에 의해 殊勝한 三金剛을 成就한다. 排泄物의

수승한 三昧耶에 의해 智明의 根本이 된다. 象肉의 三昧耶에 의해서는

五現前智를 얻는다. 馬肉의 三昧耶에 의해 不顯의 主가 되며 狗肉의 三

昧耶에 의해서는 모든 悉地를 성취할 것이다. 牛肉의 三昧耶에 의해 鉤

召金剛의 殊勝함을 이루며 고기가 없을 때에는 觀想에 의한다.
27

경전은 肉食의 수행에 대해 각 고기에 대해 얻을 수 있는 공덕

을 설하고 있다. 오감로와 육식의 수행은 모두 悉地의 성취를 설

하고 있다. 실지에 대해 경전의 6分은 다음과 같이 설한다.

이와 같이 相應함에 의해 速히 佛性을 얻을 것이다.

欲界의 自在와 世間에서 地位를 지니고 行하는 바를 實踐할 것이다.

主된 威力을 지니며 아름다운 것을 보면 뜻대로 취할 수 있다.

보는 것만으로 搖動함 없이 힘에 따라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모든 佛陀의 淸淨한 秘密菩提로

진실한 呪文의 秘密은 身語意를 超越한 것이다.
28

이와 같이 육식의 수행은 근본적으로 성불을 이루는 것에 있다.

淸淨과 染汚의 分別을 초월하여 거침없는 大自由를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가 오감로와 육식의 수행으로 의궤화되고, 이러한 수

행을 성취한 수행자는 욕계와 세간에 대해 신통과 능력을 얻는

26) GST[M] XVII, p. 103.

27) GST[M] XVII, p. 41.

28) GST[M] XVI,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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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것은 세속긍정의 대락이념이 무상유가딴뜨라에서 오감

로와 오육섭취의 의궤로 나타난 극적인 전개를 보여주는 것이다.

Ⅲ. 般若와 方便의 儀軌化

1. 父母尊(Yab-Yum)을 통한 肉身의 肯定

五煩惱와 五甘露등에서 보이는 秘密集會딴뜨라의 수행이념은

가장 세속적인 것일지라도 수행에 의해 金剛의 본성을 찾아 불성

의 지위에 올려놓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행방편은 중

생의 오염된 세계를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를 통해 표면화하여 본

성의 청정함으로 회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행이념은

인간의 육신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다. 중기밀교에도

중생의 身語心에 대해 금강의 본성을 찾게 하려는 다양한 방편들

로 大日經의 五字嚴身觀이나 이외에 種字를 육신에 布置하는 布

字觀등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二根交會를 통한 수행방편은 후

기밀교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肉身에 대한 해석은 四天女所問에서 佛眼母가 인간의 육신에

대해 물어보자 金剛薩唾는 “肉身은 언제나 어느 瞬間이든지 마음

먹은 자신의 마음과 같이 變現하는 것이다.”
29
라고 설하고 다시

“修行을 통해 持金剛의 自性을 가지게 된다”
30
고 하였다. 따라서 육

신은 唯心의 所産이기에 육신을 낳은 마음의 지위에 따라 중생의

것이 될 수 있고, 지금강의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육

29) L. Ed. p. 189a1.

30) L. Ed 420, pp. 189a2～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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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無明과 煩惱의 結果로 이해하는 바라밀승과 달리 비밀집회
딴뜨라를 위시한 후기밀교는 완성자의 입장에서 육신의 지위에

대해 적극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다. 後者에 대해 續딴뜨라는
“般若와 方便으로부터 出生한 것이 蘊處界의 형태이다.”

31
라고 하여

불타의 지혜와 방편의 所作으로서 인간의 육신을 설하고 있다. 여

기서 반야와 방편은 각각 母尊과 父尊에 배당되어 佛格으로서 擬

人化되어 육신을 포함한 法界의 生産과 收斂의 기능을 가지게 된

다. 四天女所問에 天女 白衣母의 질문은 父母尊의 생산체로서 육

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肉身의) 水界는 父尊으로부터 出生한 것이며

火界는 母尊으로부터 出生한 것이다.

살과 피와 月經은 母尊으로부터 出生하며

脂肪과 骨髓와 精子는 父尊으로부터 出生하는 것이다.
32

경전에는 육신을 구성체에 대해 부존과 모존의 역할을 세분화

하고 있다. 이어지는 내용은 “(육신의) 五蘊에 眞實性이 攝集된 것

은 色과 受와 想과, 또한 行과 識은 佛陀의 五部의 自性이다.”
33
라고

설하여 육신의 오온을 佛陀의 五部族에 배당시켜 부모존의 탄생체

에 불성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육신을 法界를 구비한

하나의 曼茶羅로 보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후기

밀교는 범속한 육체를 法界의 자성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반야와

방편이라는 밀교의 이상을 의인화하여 청정법계의 육신을 생산하

고 있다. 密敎修行의 實踐構造는 三種本尊觀에도 보이듯 진언의 加

持力을 통해 진언행자의 身語意 가운데 本尊의 身語意를 구현하는

것이다. 大乘佛敎의 理想을 般若와 方便으로 通攝하고, 다시 母尊과

父尊의 佛格으로 의인화한 후기밀교는 男女兩性의 육신을 통해 二

31) GST[M] XVIII, p. 118.

32) L. Ed 420, pp. 90b7～91a2.

33) L. Ed. 420, p. 91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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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交會의 수행체계를 실현하고 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理趣經
의 대락사상과 다르지 않다. 차이점이 있다면 理趣經의 대락사
상이 불타의 해탈의 세계를 육신의 영역에서 정적으로 표현한 것

이라면 後期密敎의 그것은 父母尊을 통해 動的으로 구현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2. 二根交會의 實踐觀

불교의 가르침은 인간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변모해왔지만 수행을 통해 얻은 궁극적 이상은 어느 시대를 막론

하고 동일하다는데는 異意가 없다. 그러나 대승불교의 탄생과 전

개는 불교의 주변환경에서 벌어진 人文, 地理, 社會등의 變化와 人

間의 知的能力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배경에는 佛敎의 利他

的 精神과 生命力이 존재하고 있다. 후기밀교의 수행방편으로서

二根交會의 實踐道가 지향하는 이상도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으

로부터 어긋나지 않는다. 金剛鬘딴뜨라의 大樂의 章 에는 大樂

의 본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合一의 때를 당해 能執과 所執을 버리고, 樂과 苦를 버린다.

寂靜과 合一을 떠난 本性을 大樂이라고 말한다.
34

위에서 大樂은 能所의 집착과 樂苦의 分別을 떠난 열반(寂靜)의

경지이다. 그러면서 열반이라든가, 합일이라는 분별도 둘 수 없는

것을 참된 대락의 의미라고 설하고 있다. 여기에는 衆生의 慾望에

끄달린 번뇌는 찾아볼 수 없으며 열반(寂靜)에 대한 집착도 없다.

또한 ‘合一을 떠난 本性’은 修行方便의 形式을 떠나 해탈이라는 본

래 모습을 추구하는 대락의 본질을 여실히 설하고 있음을 볼 수

34) L. Ed. 417, pp. 24b7-25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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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金剛鬘딴뜨라의 같은 품은 이에 대해 다시 敷衍하고 있다.

兩邊과 不兩邊을 分別하지 않는 智慧는 寂靜의 自性을 가지고

言說의 煩惱를 打破하고 모든 世間을 떠났다.

能知와 所知의 分別은 捨離를 넘어 自性과 같이하고

極邊을 두루한 殊勝한 寂靜과 眞如性으로 超越한 즐거움을 追求한다.

時間의 邊이라고 말하며 寂靜의 時間과 相合한다고 하며

輪을 나타내는 分別도 떠나고 涅槃을 얻음도 떠난다.
35

위의 내용은 瑜伽行中觀派의 입장에서 대락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 空思想과 唯識思想에 입각해 分別의 本質과 捨離를 정의하고,

열반의 성취와 그로 인한 眞如의 大樂을 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후기밀교의 교리적 배경에 유가행중관파의 입장이 반영되고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락의 성취를 위해 秘密集會딴

뜨라에는 二根交會의 修行方便에 대한 性行爲의 적극적인 실천행

위는 볼 수 없다. 단지 佛陀나 曼茶羅를 觀想하거나 憶念하는데 그

치고 있다. 경전의 7분에 설해진 내용은 佛陀와 部族등에 대한 觀

想法으로 이루어져 있다.

佛陀를 憶念하여 修行할 時에 女根이 男根에 밀착되어 있는 모습으

로 佛身을 觀想해야 한다. 毛孔으로부터 佛雲을 분출함을 상상해야 한

다.

法에 대해 憶念하여 修行할 시에 女根이 男根에 밀착되어 있는 모습

으로 金剛法을 觀想해야 한다. 毛孔으로부터 法雲을 분출하고 있음을

상상해야 한다.

金剛에 대해 憶念하여 觀想할 시에 女根은 男根에 밀착되어 있는 金

剛薩唾를 觀想한다. 毛孔으로부터 金剛雲을 분출함을 상상한다.
36

경전의 이어지는 내용은 위와 같은 이근교회의 불타를 통해 행

35) L. Ed. 417, pp. 25b5-26a1.

36) GST[M] VII, pp.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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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성취해야할 수행의 목적을 설하는 것이다. 그 일부를 소개하

면 다음과 같다.

몸에 대해 憶念하여 觀想함을 말한다면

一切如來의 모든 몸은 五蘊으로 장식되어 있고

불타의 몸에 의해 자신도 그와 같게 하라.

말에 대해 憶念하여 觀想함을 말한다면

金剛語로 말씀하신 바 모든 말씀은 실로 圓滿한 말의 集聚로서

자신의 말도 그와 같이 法과 동등하게 하라.

마음에 대해 憶念하여 觀想함을 말한다면

佛陀의 主尊의 智慧를 가지고, 普賢의 마음의 持金剛과 같게하여

자신의 마음도 또한 그와 같게 하라.

有情에 대해 憶念하여 觀想함을 말한다면

一切衆生의 모든 마음은 身語意의 모양을 하였으되

이것은 一切如來의 境界와 相應토록 觀해야 한다.
37

이와 같이 비밀집회딴뜨라는 父母尊의 형태로서 제존을 관상

하고, 행자와 불타를 동일시하여 목적하는 바의 경계를 얻고 가피

를 얻는 등의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비밀집회딴뜨라는 가장
凡俗한 인간의 실체에 불성을 구현한다는 전제에 의해 인간에게

존재하는 兩性과 성행위조차도 佛格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러한 이념은 마지막 게송에서도 유정들의 신어의에 대해

일체여래의 경계와 상응토록 관하는 것에서 확인된다.

37) GST[M] XVII,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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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 語

근본교설인 아함부 경전에는 번뇌와 윤회의 산물인 육신과 중

생의 현실세계를 부정하고 다시는 탄생의 과정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해탈의 주된 목적이 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이 아함부 경전

의 전체적인 태도가 되고 있으나 반면에 아함경의 일부에는 정
각과 해탈을 통해 수반되는 현실의 즐거움이 묘사되어 있고, 육신

을 부정만 하지않고 적극적으로 현실세계에서 참여하는 내용도

소수이긴 하지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근본불교에서 대승불교교

리의 연원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밀교교리의 특징이라 할 수 있

는 대락사상이나 현실참여의 의지를 지닌 방편사상의 유사성이

아함경에도 발견되는 것이라 하겠다.
밀교의 대락사상은 열반경에서 열반의 경지를 ‘常樂我淨’이라

고 표현한 것처럼 ‘불타가 지닌 열반의 즐거움’으로 정의의 실마

리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대락사상의 발생과정은 般若經에
서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알 수 있다. 대락사상을 ‘불타가 누리는

해탈의 즐거움’이라고 정의해본다면 반야경의 妙有思想은 空의

본질을 체득한 불타의 육신과 현실세계를 청정한 것으로, 그리고

그 청정함은 곧 蘊, 處, 界를 통해 구현되는 것으로 나타내어 대락

사상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반야경이 지닌 이러한 묘
유사상은 理趣經을 통해 구체화되어 17淸淨句를 탄생시켰는데

이것은 열반경을 보듯 막연한 즐거움이 아니라 중생의 오감과
현실세계를 통해 구체화된 것으로 그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동시

에 밀교가 지닌 현실긍정의 근본이념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후

이취경은 다라니와 만다라 및 수행의궤를 동반하여 더욱 밀교
화 된 모습의 이취경류의 경전들이 탄생되게 되었다.

밀교탄생 이전의 대락사상은 불타자신이 누리는 열반의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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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 개념이 한정되어 있다. 이취경에는 불타가 바라본 열반
의 궁극적 입장에서 공성의 청정한 본질로서의 중생의 육체와 현

실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 속딴뜨라에서는 중생이 지닌

탐진치의 번뇌마저도 불타의 그것으로 정화되고 인격화되는 데에

이른다. 이러한 정화영역의 확대는 생, 사, 중유의 영역과 생리적

인 육체의 영역에 이르러 무상유가딴뜨라의 수행을 대표하는 생

기차제와 구경차제의 수행체계를 탄생시키게 된다. 밀교의 발달과

정에서 비밀집회딴뜨라와 이 경전의 이론과 수행체계를 최종적
으로 정리하려했던 속딴뜨라에서 유가딴뜨라의 성립 이후 爆發

的으로 증가한 무상유가딴뜨라 경전류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사실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구체적인 형태를 지니

면서, 인격화된 살아있는 모습속에 활용되고 있는 대락사상의 변

천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