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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두교도들은 ‘신화적 가상(假像)’인 가네샤, 하누만, 쉬와링감 등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힌두교의 종교관이 우리에게 주는 교

훈은, “신화적 가상을 통해 신앙자의 심성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이

다. 대승신화의 경우 그 진위 여부가 계속 문제가 되어 왔지만, 힌두

교의 종교관에 근거할 때 신앙인의 지성과 심성을 강력하게 개선시키

는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대승신화는 초기불전 이상의 가치를 갖는

다. 그리고 ‘종교적 가상의 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구축해낸 불교

수행법이 바로 금강승이다. 금강승의 모든 수행에서는 불교적 가상을

사용하여 수행자의 심성을 변화시킨다. 컴퓨터가 제공하는 사이버 공

간, 명품 브랜드, 가상의 투쟁인 스포츠 등에서 보듯이 현대인의 삶에

서 가상이 차지하는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기에, 금강승과 같이 가

상을 적극 활용하는 불교수행법이 앞으로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Ⅰ. 종교신화 - 진실인가 허구인가?

1. 몇 가지 힌두신화

⑴ 가네샤

* 김성철 : 동국대(경주) 불교문화대 불교학과. madhyama@chollian.net

가네샤

인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신을

꼽으라면 ‘지혜의 신’ 가네샤(Gaņeś

a)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가네샤는

사람의 몸에 코끼리의 머리를 하고

있으며 상아 하나는 부러져 있는데

팔은 넷이고1) 무쉬깜(Mooshikam)

또는 무샤끄(Mooshak)라고 불리는

‘쥐’를 타고 다닌다. ‘코끼리의 머리’

는 ‘성실함’과 ‘슬기로움’과 ‘분별력’

을 상징하고, ‘하나만 남은 상아’는

‘이분법의 허구를 타파하는 능력’을

상징한다. 네 개의 손 가운데 하나는

마치 불상의 ‘시무외인(施無畏印)’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인을 향해 펴서

들고 있는데 이는 ‘축복’과 ‘귀의’와 ‘보호’를 의미한다. 나머지 세

개의 손으로는 각각 ‘도끼’와 ‘채찍’과 ‘연꽃’을 들고 있는데, 도끼

는 ‘모든 욕망과 고통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하고 ‘장애의 타파’,

‘진리와 정의의 촉구’를 의미하기도 한다. ‘세속에 대한 집착과 욕

망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도구’를 의미하는 채찍은 ‘가네샤신과

신앙자를 묶어주는 끈’이기도 하다. 그리고 연꽃은 ‘신앙자가 체득

해야 할 최고의 종교적 목표인 아뜨만’을 상징한다.2) 가네샤의 ‘탈

것’인 쥐 무쉬깜은 ‘비밀스러운 것에 대한 지혜’와 ‘어둠과 같은 무

지’의 상반된 의미를 모두 상징한다.

가네샤는 힌두교의 삼신 중 하나인 파괴의 신 쉬와(Śiva)의 아

들인데 ‘쉬와-뿌라나(Śiva-Purāṇa)’에서는 가네샤가 코끼리의 머

리를 하게 된 유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가네샤는 대개 네 개의 팔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6, 8, 10, 12,

14개의 팔을 가진 가네샤상이 조성되기도 한다.

2) http://en.wikipedia.org/wiki/Ganesha(2005/05/15채취)



쉬와의 부인인 빠르와띠가 집에서 목욕을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시

종이나 문지기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몸에 바르려고

준비해 두었던 ‘심황 반죽(turmeric paste)’으로 어린 아이 상을 하나

만들어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가네샤가 탄생하였다. 빠르와띠는

가네샤에게 자기가 목욕하는 동안 아무도 집에 들여보내지 말도록 분

부하였고 가네샤는 어머니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다. 그러던 중 외출했

던 쉬와가 돌아와 집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가네샤는 이를 막았다. 쉬

와는 자신을 저지하는 낯선 소년의 무례함에 격노하여 평소 갖고 다

니던 무기인 삼지창(Triśūla)으로 가네샤의 머리를 베어버렸다. 빠르

와띠는 집밖으로 나와 자기 아들의 시체를 보고는 분노와 슬픔에 빠

졌다. 그래서 쉬와에게 즉각 가네샤를 살려내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삼지창의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가네샤의 머리를 아주 멀리 날려버렸

기 때문에 아무리 찾으려 해도 그 머리를 찾을 수 없었다. 그 때 브라

만신은 얼굴을 북쪽으로 향하고 있는 생명체를 발견하면 그 목을 베

어 가네샤의 몸에 붙이라고 권하였다. 쉬와는 천상의 병사들인 가나

(Gaņa)를 풀어서 그런 생명체를 잡아오게 했다. 병사들은 얼굴을 북쪽

으로 향하고 잠들어 있는 코끼리를 발견하여 잡아왔고, 그 머리를 베

어 가네샤의 몸에 붙이자 가네샤는 소생하였다. 그때부터 가네샤는

‘가나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가네빠띠(Gaņepati)라고 불렸다.

태양력으로 대개 8월20일～9월15일 경에 해당하는 힌두력 바드

라빠다(Bhādrapada)월이 되면 지금도 인도 전역에서는 가네슈 차

뚜르티(Ganesh Chaturthi)라는 가네샤 축제가 열리며 수많은 힌

두신자들이 열광하며 가네샤신에 대해 신앙을 바치고 그 자비와

은혜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⑵ 하누만

노동과 봉사의 신 하누만(Hanuman) 역시 인도인들에게 사랑받

는 신 가운데 하나이다. 원숭이 모습을 한 하누만은 바람의 신 ‘와

유(Vāyu)’의 아들로, 사람의 몸에 원숭이 꼬리를 갖는 와나라(Va

하누만

nara)종족 출신인데 비쉬누의 화신

인 라마(Rama)의 부인 시타(Sītā)

를 악마 라바나(Ravaņa)에게서 구

출하는데 큰 공훈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 이름은 마루띠

(Māruti)였지만, 어린 시절 태양을

보고서 잘 익은 과일로 착각하여

따먹으려고 하다가 이를 본 인드라

신이 던진 금강저(Vajra)에 맞아

‘뺨(hanu)’에 난 상처를 ‘갖고(mat)’

있기에 하누만(Hanuman)이라고 불

린다고 한다. 하누만은 덕성, 강인, 성취, 겸손, 용기의 화신으로

신앙된다. 인간도 제대로 실천할 수 없는 신애와 범행을 지키기에

성자로서 숭상된다. 하누만의 탄생일이 끼어 있는 짜이뜨라월은

태양력으로 3월22일～4월20일 경인데 이 때 ‘하누만 자얀띠’라는

이름의 축제가 인도 전역에서 벌어지면 이른 아침부터 하누만 사

원에는 군중들이 모여든다. 신앙자는 하누만상에서 붉은 신두르(s

indoor)3)를 찍어내어서 자신의 이마에 표식을 그린다.4)

⑶ 쉬와링감

힌두사원 중 많은 곳에서 파괴의 신 쉬와(Śiva)의 상징인 남근

모습의 쉬와링감이 예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쉬와뿌라나나 
깐나싸뿌라나 등 힌두문헌들에서는 이러한 쉬와링감 예배의 기

원에 대해 각양각색으로 설명하는데, 마하바라따의 사웁띠까빠

3) 신두르는 기혼녀의 머리염색을 의미하기에 엄밀히 말해 바른 표현은

아니다. 힌두교인들이 이마에 그리는 표식은 빈디(bindi)라고 부른다.:

http://en.wikipedia.org/wiki/Sindoor(2006/05/15).

4) http://en.wikipedia.org/wiki/Hanuman(2006/05/15)



시와링감

르와(Sauptikaparva) 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태초에 브라만(Brahman)신은 쉬와

(Śiva)신을 신뢰하여 세계를 창조하

라고 명하였다. 쉬와는 창조의 힘을

획득하기 위해서 고행에 들어갔는데,

쉬와를 기다리다 지친 브라만은 쁘라

자빠띠(Prajāpati)를 만들어서 세계를

창조하게 하였다. 창조에 필요한 힘을

획득한 후 돌아온 쉬와는 자신에게

부여되었던 사명이 모두 허사가 되었

음을 알게 되었으며, 세계창조를 위해

서 터득한 위대한 힘도 쓸모없어지고

창조의 도구인 자신의 남근(Liṅga)도

필요 없게 되었다고 생각되어서 음경을 뽑아 높이 던져버렸다. 시와신

의 거대한 남근은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위를 향해 곧게 섰다. 그리고

쉬와는 낙담하여 ‘절멸의 무용’을 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쉬와의 남근

에 대해 예배를 올리던 신들의 요청으로 결국 쉬와는 분노의 불길을

물속으로 흘려버리게 되었으며 그 이후 쉬와링가에 대한 기도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5)

쉬와링감을 모신 힌두사원에서는 링감에 우유나 물과 같은 차

가운 액체를 흘려주는데 이는 ‘파괴의 춤’으로 인해 열로 들뜬 쉬

와신을 식혀주기 위한 의식이라고 한다.

2. 종교신화는 허구인가?

예수나 마호메트, 공자나 노자와 같은 종교성인들은 역사적으

로 실재하는 인물들이기에 그들의 가르침을 신봉하며 종교생활을

5) http://www.vepachedu.org/manasanskriti/sivaratri.html(2006/05/16)

하는 것은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적 생존인물이

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 가네샤나 하누만에게 기도를 올리

고, 돌덩어리에 불과한 둥글고 길쭉한 링감을 쉬와신의 상징으로

간주하며 제사를 지내는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힌

두교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미신에 불과한 것일까?

아함이나 니까야와 같은 초기불전의 이본(異本)들을 면밀히 비

교분석함으로써 ‘불교의 근본 가르침’과 ‘역사적 부처’의 참 모습

을 탐구해온 근현대의 불교학자 대부분에게 이러한 힌두교의 종

교관은 문자 그대로 ‘황당하게’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승석

의 다음과 같은 설명에서 우리는 위와 같은 허구적 신화에 근거

한 힌두교가 어째서 인도에서 계속 살아 숨 쉴 수 있는지 짐작하

게 된다.

고대인도인들에게 현실 자체는 신뢰할 만한 것이 못된다. 현실을

가상공간에 옮겨 놓을 때, 무상한 현실은 영원한 진실이 된다. 가상공

간의 현실, 즉 가상현실은 현실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권위를 확보한

다. 무상한 현실이 가상공간 속에서는 종교적 이상과 염원의 틀에 의

해 재편됨으로써 불변의 진리를 반영하는 현실로 바뀌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인도의 가상현실은 일상의 현실 공간에서 종교적 이상을 활성

화하고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실효를 발휘한다.6)

힌두교인들의 종교적 이상과 염원은 신화의 가상으로 재구성되

어 구체적 현실 속에서 그 종교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

다. 우리가 어떤 종교에 몰입하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

종교로 인해 나의 인지(認知)와 심성(心性)에서 일어나는 ‘종교적

효력’이다. 소위 ‘합리와 과학의 눈’으로 조명할 때 힌두교의 신화

는 모두 가상이며, 거짓이다. 그러나 폐기되어야 할 거짓이 아니

라, 힌두교도들에게 그 종교적 이상과 염원을 가르치는 ‘위대한

가상’이다. 이러한 힌두신화의 가상은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리는

6) 정승석(2001) p. 85.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1869～1948)를 탄생시켰다.

기독교의 경우 다양한 교파가 현존하지만 대부분의 교파에서

마치 수학의 공리(axiom)와 같이 간주하는 교리로 ‘메시아사상’,

‘신성과 인성을 공유한 예수’, ‘삼위일체’, ‘원죄와 구원론’ ‘예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예수 재림이론’, ‘천국과 지옥의 내세관’ 등

을 들 수 있는데,7) 이 역시 힌두신화와 마찬가지로 신화이며 가상

이다. 그러나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와 테레사수녀(Mother

Teresa)를 탄생시킨 ‘유용한 가상’이다.

허공에 떠 있는 둥근 달이 아폴로 우주선이 착륙하고 닐 암스

트롱(Neil Alden Armstrong)이 걸었던 둥근 흙덩어리에 불과하다

는 사실을 알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월 대보름이 되면 촛

불을 켜고 달을 향해 소원을 빌며 기도를 올린다. 한 편의 TV드

라마가 모두 허구인 줄 알지만, 그를 보면서 마음 졸이고 울고 웃

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어떤 종교든 내가 믿는 종교에서 제

공하는 신화가 모두 가상이고 허구인 줄 알지만, 그 가상에 열광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변화시킨다.

힌두신화는 우리에게 종교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

다. 종교의 본질은 종교가 제공하는 신화의 진위에 있는 것이 아

니라 그 종교신화가 나에게 일으키는 효력에 있다. 종교신화의 본

질은 그 ‘의미’를 통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데 있다.

Ⅱ. 대승신화의 가치와 대승의 기원

대승불교의 특징에 대해 다양한 규정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힌두신화를 통해 본 종교의 본질과 관련하여 조명해 보면,

7) http://en.wikipedia.org/wiki/Christianity(2006/05/16).

가장 중요한 점은 ‘신화적 방식으로 불교를 가르친다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해심밀경이나 능가경과 같은 대승경전은 생명
과 세계를 분석한 대승적 교학을 많이 담고 있지만, 화엄경이나
법화경, 무량수경에서는 ‘신화’의 ‘가상’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
한다.

1. 몇 가지 대승신화

⑴ 화엄신화

총34품(또는 39품)으로 이루어진 화엄경은 법신불에 대해 설
하는 문수경(文殊經)과 보살도를 설하는 보현경(普賢經)으로 나누

어지는데, 60화엄의 경우 제1, 2, 3, 4, 5, 25, 26, 28, 29, 30, 32품은

문수경에 해당하고, 제6, 7, 8, 11, 12, 13, 14, 17, 18, 21, 22, 23, 2

4, 31, 33품과 제34 입법계품 은 보현경에 해당한다.8) 문수경은

화엄의 철학적 우주관을 담고 있고 보현경에는 화엄의 종교적 실

천행이 실려 있다.

화엄경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곳이 정토라고 설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살아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기

세간(器世間)과 중생세간(衆生世間)과 지정각세간(智正覺世間)의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기세간이란 지구나 우주와 같은 물리적 세

계를 의미하고 중생세간은 그런 물리적 세계에서 살고 있는 유정

류의 세계를 가리키며, 지정각세간은 불보살의 눈에 비친 세계이

다. 이 세 가지 세계는 오버랩(overlap) 되어 있지만 아직 깨닫지

못한 우리는 기세간과 중생세간만 체험할 뿐이다. 아직 깨닫지 못

한 인간의 눈에는 중생세간 중 그나마 인간계와 축생계, 기세간

8) 李道業(1998) pp. 44～45.



중 그나마 수미산[地球]과 허공과 물리적 우주만 보일 뿐이다. 우

리는 우리가 전생, 또는 그 이전의 어떤 생에 지었던 업의 과보로

받은 세계에서 인간이라는 중생으로 살아갈 뿐이다. 아직 무명에

쌓여 있는 우리는 불보살의 세계인 지정각세간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휘황찬란한

보석이었고, 온 우주가 부처의 몸이 되어 깨달음을 가르치고 있었

음을 알게 된다. 또 온 산천이 생명을 갖는 존재로 다시 살아난다.

해와 달이 노래하고 밤과 낮이 노래하고 산과 들이 노래한다.9) 지

정각세간인 화장장엄세계가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는 것

이다.

우리가 사는 화장장엄세계는 대위광태자(大威光太子)10)의 보살

행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화장장엄세계는 세간과 오버랩 되어 있

다.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무명의 때를 벗길 때 드러

나는 우리가 사는 세간 그 자체다. 중생의 업이 초래한 과보의 세

계를 담고 있으면서, 그와 동시에 도처에서 깨달음의 진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 화장장엄세계이다.

화장장엄세계는 법신불인 비로자나불의 전신인 대위광보살이

미진수의 부처를 가까이 하며 발했던 대원(大願)과 무량억겁에 걸

친 보살행으로 청정하게 꾸며진 곳이다.11) 비로자나부처의 몸은

그대로 이 우주가 되었다. 그 몸과 음성은 온 우주에 편재하며,12)

그 몸에 난 털끝 하나로 온 우주를 모두 담을 수 있고,13) 털구멍

9) 世主妙嚴品 에서, 인격화된 자연, 즉 日光보살, 月光보살, 主夜신 主晝神

등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0) 60화엄에서는 普莊嚴童子로 번역됨.

11) 復告大衆言諸佛子此華藏莊嚴世界海 是毘盧遮那如來

往昔於世界海微塵數劫修菩薩行時 一一劫中 親近世界海微塵數佛 一一佛所

淨修世界海微塵數 大願之所嚴淨: 大方廣佛華嚴經(TD 10)① p. 39.
12) 其身充滿一切世間 其音普順十方國土 譬如虛空具含衆像 於諸境界無所分別

又如虛空普遍一切 於諸國土 平等隨入: 大方廣佛華嚴經② pp. 1c～2a.
13) 一一毛端 悉能容受一切世界而無障碍 各現無量神通之力敎化

調伏一切衆生身 遍十方而無來往: 大方廣佛華嚴經③ p. 2a.

하나 속에 모든 중생이 살고 있으며,14) 온 우주에 편재하는 몸으

로 갖가지 중생의 근기에 맞게 설법을 베풀고,15) 한 마디 말로써

무량한 이치를 가르친다.16) 또 매 찰나마다 한없는 진리의 가르침

을 주고,17) 털구멍에서 뿜어지는 찬란한 광명은 우리의 온갖 고통

을 모두 소멸시키고 세간의 번뇌를 다 없앤다.18) 이러한 곳이 바

로 비로자나불의 법신 그 자체인 화장장엄세계인 것이다.19)

⑵ 법화신화

소승불교시대, 부파불교시대의 ‘보살’과 ‘부처’는 석가모니 부처

만을 의미했다. ‘보살’이란 본생담에 등장하는 석가모니부처의

전신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일 뿐이었다. 석가모니 부처 이외에 연

등불이나 가섭불 등 과거불(過去佛)에 대해 설하는 경전이 있긴

하지만, 성불이 부파불교시대 수행자의 현실적 수행목표는 아니었

다. ‘아라한’이나 ‘연각(緣覺)’만이 수행의 최고 목표였다.

그런데 법화경의 부처는 이렇게 낮고 편협한 수행관을 갖는
소승불교들을 향해서 부처의 지견(知見)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 길에 들게 한다[開示悟入].” 아라한이라는 소승수행

의 목표만을 성취하고서 더 이상 수행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수행자는 ‘교만한 수행자’일 뿐이다. 그래서 법화경의 드라마에
14) 汝應觀佛一毛孔 一切衆生悉在中 彼亦不來亦不去: 大方廣佛華嚴經④ p.
8b.

15) 佛身周遍等法界 普應衆生悉現前 種種敎門常化誘 於法自在能開悟:

大方廣佛華嚴經⑤ p. 7c.
16) 一法門中無量門　無量千劫如是說　一切甚深廣大義　如來一句能演說:

大方廣佛華嚴經⑥ p. 10a.
17) 佛於一一刹那中　普雨無邊大法雨: 大方廣佛華嚴經⑦ p. 15a.
18) 如來一一毛孔中　悉放光明滅衆患　世間煩惱皆令盡　此現光神所入門　

一切衆生癡所盲　惑業衆苦無量別 佛悉蠲除開智照　如是破暗能觀見:

大方廣佛華嚴經⑧ p. 18a.
19) 이상 김성철(2003a)에서 발췌.



서는 일불승(一佛乘)의 설법에 앞서 이러한 ‘교만한 대중’ 오천 명

을 퇴장시킨다. 그 후 사리불을 시작으로 하여 영산회상에 모인

대중들에게 차례로 성불의 수기가 내려진다.

사리불의 경우 무량무변불가사 겁(劫)이 지난 어느 미래세에 천

만 억의 부처님을 공양하며 보살도를 행한 후 ‘화광(華光)’이라는

이름의 여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는데,20) 이 때 그 자리에 모

여 있던 모든 대중들은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뛴다(心大歡喜踊躍

無量).21)

이어서 마하가섭에게는 삼백만억 부처님을 공양한 후 광명(光

明)이라는 이름의 여래가 될 것이라는 수기가 내려진다. 또 수보

리는 삼백만억 나유타 부처님을 공양한 후 명상(名相)이라는 이름

의 여래가 될 것이며, 부루나는 무량한 아승지 겁이 지나면 성불

하여 법명(法明)이라는 이름의 여래가 될 것이고, 아난은 62억 부

처님을 공양한 후 성불하여 산해혜자재통왕(山海慧自在通王)이라

는 이름의 여래가 될 것이라고 수기가 내려지고, 반역자 제바달다

에게조차도 무량겁 이후에 성불하여 천왕(天王)이라는 이름의 여

래가 될 것이라는 수기가 내려진다. 이 이외에도 교진여, 라후라,

2000인의 성문들을 비롯하여 최초의 비구니인 마하파사파제(摩訶

波闍波提)와 야수다라(耶輸陀羅)에게도 성불의 수기가 내려진다.

또, 앞으로 법화경의 한 글자, 한 구절만이라도 읽는 자는 미래
언젠가 반드시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가 내려진다.22)

법화경에서는 이러한 ‘수기설화’에, ‘불난 집(三車火宅: 제3장

)’, ‘가난한 아들(長者窮子: 제4장)’, ‘초목(三草二木: 제5장)’, ‘가짜

도성(化城寶處: 제7장)’, ‘옷 속 보석(貧人繫珠: 제8장)’, ‘상투 속 보

20) 舍利弗 汝於未來世 過無量無邊 不可思議劫 供養若干千萬億佛奉持正法

具足菩薩所行之道 當得作佛 號曰

華光如來應供正遍知明行足善逝世間解無上士調御丈夫天人師佛世尊:

妙法蓮華經(TD8)① p. 11b.
21) 妙法蓮華經② p. 16b.
22) 妙法蓮華經③ pp. 20c～30c.

석(契中明珠: 제14장)’, ‘의사의 아들(良醫病子: 제16장)’ 등 총 일곱

가지 비유를 간간이 부가함으로써 과거 소승의 가르침은 모두 일

불승을 위한 방편이었다는 점을 밝히기도 하고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주기도 한다.

법화경 후반부에서는 법화경의 수지독송의 공덕과 전법의

공덕에 대해 설명하고(제17, 18, 19장), 그 유통을 부촉한다(제21,

22장). 그리고 약왕보살본사품 과 묘엄보살품 과 관세음보살품

을 통해 보살행의 귀감을 제시하면서(제23, 24, 25장) 법화신화의

드라마는 막을 내린다.

법화신화에서는 성불의 수기를 통해 깨달음의 교만을 경계하고

갖가지 비유를 통해 회삼귀일(會三歸一)하는 일불승을 가르친다.

⑶ 극락신화

서방 극락정토의 모습과 왕생의 방법에 대해 설하는 불전 가운

데 대표적인 것으로 무량수경과 관무량수경과 아미타경을
들 수 있는데 이 셋을 합하여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이라고 부른

다. 이러한 정토계 경전에서 가르치는 서방 극락정토는 법장비구

의 서원(誓願)과 보살행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부터 무수겁 전 세자재왕부처님(世自在王如來)이 계실 때,

한 국왕이 있었는데 세자재왕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보리심을 내

어 왕위를 버리고 법장이라는 이름의 스님이 되었다.23) 성불의 발

원을 한 법장비구는 48가지 서원을 하게 되는데 그 중 일부를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23) 爾時次有佛 名世自在王如來應供等正

覺明行足善逝世間解無上士調御丈夫天人 師佛世尊 時有國王

聞佛說法心懷悅豫 尋發無上正眞道意 棄國捐王行作沙門 號曰法藏:

無量壽經(TD12)① p. 267a.



1. 내가 부처될 적에 그 나라에 지옥과 아귀와 축생이 있으면 정각

을 얻지 않겠습니다.

4. 내가 부처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의 모습이 한결같지 않고 잘나

고 못난 구별이 있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5. 내가 부처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이 숙명통을 얻어 백천억 나유

타 겁의 옛일을 알지 못하면 정각을 억지 않겠습니다.

10. 내가 부처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이 모든 번뇌를 여의는 누진통

을 얻지 못하고 망상을 일으켜 자신에게 집착하는 분별이 있으면 정

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11. 내가 부처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이 정정취에 머물러 반드시 멸

도(열반)에 이르지 못하면 정각을 억지 않겠습니다.

18. 내가 부처될 적에 그 나라 중생(人,天)들이 내 나라에 태어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신심과 환희심을 내어 내 이름을 내지 열 번 불

러 내 나라의 태어날 수 없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48. 내가 부처될 적에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내 이름을 듣고 제1,

제2, 제3법인을 성취하지 못하고 또한 모든 부처님이 구한 불퇴전의

경지에 이를 수 없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24)

그 후 자신이 만들 불국정토를 장엄하기 위해 무수한 보살행을

하여 드디어 성불하게 되고 애초 발심할 때 품었던 48원 역시 그

대로 실현되어 서방에 극락정토가 만들어진 것이다. 법장비구의

보살행으로 만들어진 극락정토는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진 곳이고,

그 어떤 괴로움도 없는 곳이며, 이승을 하직할 때에 지극한 마음

으로 아미타불의 이름을 열 번만 부르면 그곳에 태어날 수 있을

정도로 왕생하기 쉬운 곳이고, 성불이 보장되는 곳이다. 법장비구

가 아미타부처님이 되어 극락정토가 만들어지고 난 후 이제 10겁

이 지났다고 한다.25) 그리고 법장비구의 보살행으로 만들어진 서

방 극락정토는 세자재왕부처님께서 보여주신 210억 곳의 불국토

의 모습에서 취사선택하여 장엄된 곳이다.

24) 無量壽經② pp. 267c～269b.
25) 無量壽經③ p. 270a; 佛告阿難 法藏菩薩 今已成佛現在西方 去此十萬億刹
其佛世界名曰安樂 阿難又問 其佛成道已來爲經幾時 佛言 成佛已來凡歷十劫.

2. 대승신화의 종교적 효력

이상으로 화엄경과 법화경과 무량수경에 담긴 세 가지

대승신화에 대해 소개하였는데, 문제는 이들 대승경전들이 모두

불멸 후 수백 년 지난 후 만들어진 경전이라는 점이다. 현대학자

들은 화엄경의 경우 대략 서력기원～100년 사이에 편찬된 것으
로 추정하고,26) 법화경의 경우 대략 서력기원 전 1세기～서력기
원 후 1세기 후반 사이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며,27) 무량수
경의 경우, 서력기원 후 1세기에는 북인도에 이미 아미타불신앙
이 있었지만28) 그 경전은 대략 서력기원 후 4세기 말경에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대승비불설(大乘非佛說)’은 현대에 새롭게 제기된 문제가 아니

다. 남방불교 전통에서는 대승불전을 ‘후대에 편찬된 불교문학’ 정

도로 평가하며, 동아시아의 대승불교전통 내에서도 대승의 불설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29) 대승불전

이 전통적 삼장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30) 그렇다

26) 中村元(1988) p. 98.

27) 望月良晃(1997) pp. 80～85.

28) 平川彰(1989) p. 307.

29) 이증(理證)과 교증(敎證)을 통해 마나식과 아뢰야식의 존재를 논증하려는

동아시아의 유식학(김동화(1973) pp. 79～84; pp. 103～113)이 그 한

예이다. 또, 원효의 경우도 판비량론을 통해, ‘대승불설을 증명하는
현장의 추론식’을 비판한 후 새로운 추론식을 제시한다(김성철(2003b)

pp. 189～212).

30) ‘인도불교관련 금석문이나 유물’을 통해 인도불교사에 대해 새롭게

조망하고 있는 Gregory Schopen이 말하듯이, 우리가 초기불전이라고

부르는 니까야나 아함의 경우도 서력기원전 29～17년 이전의 자료에서는

그 성립을 확증하는 단서를 찾을 수 없긴 하지만(Gregory

Schopen(1997) pp. 26～27), 대승전통 내에서 대승의 불설 여부에 대한

논의들이 많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승불전이 현재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붓다의 직설’과 ‘전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면 역사적, 문헌학적으로 붓다의 설법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대승

경전은 모두 폐기하여야 할 것인가? 대승비불설과 대승불교신행

간에 접점은 전혀 없는 것일까?

앞에서 우리는 몇 가지 ‘황당한’ 힌두신화를 소개한 후 “종교의

본질은, 종교가 제공하는 신화의 진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종

교신화가 나에게 일으키는 효력에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는

데, 이런 종교관에 근거할 때 대승신화의 가치는 새롭게 살아난

다. 대승불전의 본질은 그 내용의 ‘진위’가 아니라 그 신화가 우리

에게 제공하는 ‘효력’이다. 화엄경의 경우 ‘문수경’에서 노래하는
‘중중무진(重重無盡)한 화장장엄법계’의 신화를 떠올릴 때 ‘연기’와

‘공성’의 의미가 보다 깊이 있게 체득되고, ‘보현경’에서 노래하는

보살행의 신화를 수용할 때 이타심(利他心)이 강화된다. 법화경
에서 가르치는 ‘성불 수기(授記)’의 신화를 믿을 때, ‘깨달았다는

교만’은 제거되고, 성불을 향한 ‘종교적 자긍심’이 자라난다. 정토

삼부경에서 설하는 ‘극락왕생의 신화’를 가슴에 담을 때, 지고지난

(至高至難)한 불교수행의 길에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 이러한

‘대승불전의 신화’가 우리의 ‘감성’과 ‘인지(認知)’를 변화시키는 힘

은 ‘초기불전이나 아비달마의 수행체계’ 이상으로 강력할 수 있다.

3. 티벳의 뗄마(gTer Ma) 전통에서 말하는 대승의 기원

대승신화가 혹 소설과 같은 허구의 창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우

리의 감성과 인지를 강력하게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초기불전 이

상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대승불교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종교에

서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효력’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

도 계속 새로운 불전들을 발굴하고 제작하고 있는 티벳의 ‘뗄마(g

Ter Ma: 秘藏經)’전통은 대승불전의 진위를 따지는 현대학자들의

논의를 무색하게 만든다.

티벳불교의 4대종파 가운데 가장 오래된 종파인 닝마파(rNying

-Ma派: 古派)에서 가장 활발하게 ‘뗄마’ 불전을 제작해 왔다. 닝마

파는 티송데챈(Khri Sroṅ lDe brTsan: 742～797C.E.)왕에게 초청

되어 삼예(Bsam Yas) 대사원을 건립한 인도의 밀교승 빠드마삼

바바(Padmasambhava)를 시조로 삼는다. 빠드마삼바바와 그의 배

우도반(配偶道伴)이었던 여(女)수행자 예세초개(Ye Shes mTsho r

Gyal)에 의해 닝마파 내에 ‘뗄마’ 전통이 창시된다.31) 비장경(秘藏

經)으로 번역되는 ‘뗄마’는 금강승경전인데, ‘지(地)-뗄마’와 ‘심(心)

-뗄마’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바위틈이나, 허공, 호수, 사찰 등

에서 발견된 상징적 문자가 계기가 되어 그 전체가 수행자에게

회상되는 금강승경전을 ‘지-뗄마’라고 부르고, 깊은 삼매경에서 수

행자의 마음속에 떠올라 발견되는 금강승경전을 ‘심-뗄마’라고 부

른다. ‘지-뗄마’의 경우 경전 전체가 직접 발견되기도 하지만, 대

부분의 뗄마는 깊은 수행을 통해 마음속에서 발견된다.32)

빠드마삼바바는 특수한 능력을 통해 수많은 금강승경전들을 자

신의 제자들 가운데 수행이 깊은 사람들의 ‘근본마음’ 속에 비장

해놓았는데,33) 이렇게 마음속에 뗄마를 간직하고서 윤회하는 수

백 명의 수행자를 ‘뗄뙨(gTer sTon)’이라고 부른다. 뗄뙨들은 계

속 윤회하다가 인연이 무르익었을 때 깊은 삼매 속에서 뗄마를

발견하여 유포시킨다.34) 뗄마의 내용은 ‘빠드마삼바바의 가르침’

과 ‘관세음보살의 가르침’과 ‘족첸(rDzogs Chen)35)의 가르침’의 세

31) Tulku Thondup Rinpoche(1986)① p. 60.

32) Tulku Thondup Rinpoche(1986)② p. 61.

33) Tulku Thondup Rinpoche(1986)③ pp. 67～68.

34) Tulku Thondup Rinpoche(1986)④ p. 71.

35) rDzogs Pa Chen Po: 닝마파의 근본 가르침. Padmasambhava와

Vimalamitra에 의해 티베트에 전해진 수행법으로 ‘위대한 완성(Great

perfection)’이라고 번역된다. 상주하는 순정무구의 근본지를 자각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Schuhmacher, Stephan 외 1명(1989)① pp.

97～98(족첸 수행에 대한 개론서로 Longchen Rabjam(1989), Dalai

Lama(2000) 등이 있다).



가지로 대별된다. 닝마파에서는 이런 세 가지 뗄마를 모두 발견하

는 뗄뙨을 ‘대(大)-뗄뙨’이라고 부르고, 이 중 한두 가지만 발견하

는 뗄뙨을 소(小)-뗄뙨이라고 부르는데36) 대-뗄뙨은 극소수에 불

과하다고 한다.37)

우리가 잘 아는 사자(死者)의 서(書)(Bar Do Thos gRol) 역
시 이런 방식으로 발견된 뗄마 중 하나이다.38) 닝마파의 뗄마 전

통에서는 시륜(時輪)딴뜨라(Kālacakra Tantra)와 같은 금강승문
헌, 반야사상이나 유식사상을 담은 대승불전들 모두, 인간계에서

사라져 하늘이나 용궁에 비장되어 있다가 발견된 뗄마들이라고

설명한다.39)

이러한 뗄마 제작의 전통을 수용할 때, 시대와 지역에 맞는 새

로운 불전들이 얼마든지 출현할 수 있으며, 이렇게 나타난 경전들

은 ‘위경’이 아니라 정당한 불전의 자격을 갖고 불교신행을 위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40) 동아시아 불교계에서 수백 년간 애독되

어 왔지만 현대학자들에 의해 위경으로 의심되어 온 원각경, 
능엄경, 금강삼매경, 범망경 역시 폐기되어야 할 가짜 불전
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지역적, 시대적 특수성 속에서 재창출된 진

정한 대승불전으로 수용될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창출된 이러한

불전들은 인도에서 창출된 다른 대승불전들과 동등한 가치를 갖

는다.

Ⅲ. 금강승의 가상수행과 불교의 미래

36) Tulku Thondup Rinpoche(1986)⑤ p. 71.

37) Tulku Thondup Rinpoche(1986)⑥ p. 72.

38) Stephan Schuhmacher 외 1명(1989)② p. 368.

39) Stephan Schuhmacher 외 1명(1989)③ pp. 59～60.

40) 청화스님의 스승인 금타화상이 삼매 중에 용수보살로부터 전수받았다는

보리방편문 역시 이런 뗄마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1. 티벳 금강승의 가상수행

앞에서 “신화적 방식으로 불교를 가르친다.”는 점이 대승불교의

특징이며 대승신화에서 제공하는 종교적 가상은 “수행자의 심성

을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신화적 가상을 통한 불교수행’이라는 대승

불전의 교화 방식을 더욱 강력하게 진전시킴으로써 성립된 불교

가 있다. 그것이 바로 밀교라고 불리는 ‘금강승(金剛乘: Vajrayān

a)’이다. 앞에서 ‘뗄마’ 전통을 통해 보았듯이 금강승에서는 ‘신화

적 가상’을 창출해내기도 하지만, 그 수행에도 ‘신화적 가상’을 적

극 활용한다.

금강승의 기원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논란이 많지만, 그 종교

적 상징물이나 의식 용구 가운데 많은 것들은 힌두밀교나 티벳의

뵌교(Bon po)에서 유래한다. 예를 들어 ‘성교상(性交像)’인 ‘합체존

(合體尊)’의 경우, 힌두밀교에서는 남존(男尊)을 쉬와(Śiva), 여존

(女尊)을 성력(性力)인 샤끄띠(Śakti)로 간주한 후 이들의 성교를

‘세계창조’와 결부시키는데, 금강승에서는 동일한 외형의 합체존을

빌려와 남존(Yab)을 ‘자비 방편’, 여존(Yum)을 ‘반야 지혜’를 상징

한다고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성교의 오르가즘을 ‘깨달음의 대

락(大樂)’에 대비시킨다. 금강승에서는 불교 밖에서 유래한 종교의

식이나 존상에 대해 ‘대승신화’를 덧붙임으로써 독특한 수행법과

의례를 개발해 내었다.

소승과 대승의 경우 양자의 수행 목표와 교학 모두 다르지만,

금강승의 경우 교학적 토대나 수행목표를 대승과 공유한다. 금강

승의 교학적 토대는 대승불교사상인 중관(中觀)과 유식(唯識)에

있으며, 그 수행목표 역시 대승과 마찬가지로 성불(成佛)이다. 금

강승이 대승과 차별되는 점은 그 수행방법에 있다. 대승과는 비교

되지 않는 다종다양한 수행방법을 갖는다는 점에서 금강승은 ‘방

편승(Upāyayāna)’이라고 불리기도 한다.41) 또 금강승에서는 스스



로를 ‘과승(果乘: Phalayāna)’, 대승을 ‘인승(因乘: Hetuyāna)’이라

고 부르기도 한다. ‘인승’이란 보살행의 ‘인(因)’을 통해 불과를 얻

는다는 의미이고 ‘과승’이란 수행의 ‘결과(果)’인 부처의 ‘법신’과

‘보신’과 ‘화신’의 삼신(三身)을 수행의 ‘인(因)’으로 삼는다는 의미

이다.42) 금강승에서는 ‘불과(佛果)’라는 결과 그대로가 수행방법으

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금강승의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대승교학에 근거하여 ‘보리심(菩提心: Bodhicitta)’43)

을 익히고 지관(止觀)의 수행을 통해 공성(空性)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파악한 수행자에 한해 금강승 수행에 들어갈 자격이 부여

된다.

그런데 금강승의 갖가지 수행 ‘방편’들은 모두 ‘가상(仮像)’을 이

용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예를 들어 닝마파의 ‘족첸(rDzogs Che

n)’ 수행이나 까규파 ‘마하무드라(Mahāmudra)’ 수행을 하기 위해

서는 ‘예비수행(sNgon 'Gros)’으로 ‘귀의 예배(sKyabs 'gro)’, ‘금

강존 진언(Vajrasattva Mantra)’, ‘만다라(Maṇḍala) 공양’, ‘구루

요가(Guru Yoga)’의 네 가지 수행 각각을 10만 번 되풀이 할 것

이 요구되는데44) 이들 수행에 모두 ‘가상’이 도입된다.

‘귀의예배(sKyabs 'gro)’ 수행의 경우 귀의의 대상이 실재하는

것처럼 허공중에 영상을 만들어 떠올린 후 ‘삼귀의’를 암송하면서

10만 번 절을 하게 된다.45)

‘금강살타 진언(Vajrasattva Mantra)’ 수행의 경우, 먼저 자신의

41) Ray, Reginard A(2001)① p. 91.

42) Dalai Lama(1975) p. 105.

43) ‘보리심’을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은, ‘깨달음’이라는 ‘인지(認知)’가 아니라 ‘자비심’이라는

‘감성’과 관계된다. ‘보다 많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성불을 지향하는

것’이기에 ‘보리심’은 ‘자비심’이다.

44) 이 네 가지 예비 수행은 티벳의 4대종파가 공유하는 수행인데, 겔룩파의

경우 ‘정수(淨水) 공양’ 등 몇 가지 의식을 추가한다.: Lama Yeshe(2004)

p. 283.

45) Reginard A. Ray(2001)② p. 182.

Vajrasattva

머리 위에 백색의 ‘금강살타’가

가부좌 하고 앉아 있는 모습을

떠올린다. 금강저(rDo rJe, Vaj

ra)를 든 금강살타의 오른손은

가슴 중앙의 심장부에 위치하

고 종(Dril Bu, Ghanta)을 든

왼손은 허벅지 위에 위치한다

.46) 그리고 금강살타의 가슴에

는 ‘HUM’자가 그려져 있다.

수행자는 이런 금강살타의 가

슴 중앙에서 밝은 빛이 흘러나

오는 모습을 떠올린다. 그리고

윤회의 세계 밖에서 지혜존(Jñ

ānasattva)들을 모셔오는 모습을 떠올린다. 이런 지혜존들은 모든

방향에서 마치 눈송이가 내리듯이 모여들어서 금강살타와 융합된

다. 이런 관상(觀想)과 동시에 수행자는 “OM VAJRASATTVA S

AMAYAM ANUPALAYA, VAJRASATTVA TVENOPA TISH

THA …”로 시작되는 ‘금강살타 진언’을 암송한다. 이 진언을 암

송하면서, 흰빛의 ‘감로수(Amṛta)’47)가 금강살타 가슴의 ‘HUM’자

에서 흘러나와 자신의 몸 아래부터 스미듯이 채우기 시작하여 정

수리까지 채우는 모습을 떠올린다. 그리고 이 감로수가 넘쳐서 낙

수처럼 주위에 떨어지다가 시내가 되고, 급기야 ‘지혜의 강물’이

되어 자신의 악행과 어리석음을 모두 정화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금강살타 진언’ 수행을 통해 수행자는 자신의 번뇌를 모두 씻어

낸다.48) 이상과 같은 수행이 어느 정도 성취되었을 때, 자칫하면

자만심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만다라 공양’의 수행

46) 기물로서의 ‘금강저(rDo rJe, Vajra)’는 자비방편을 상징하고, ‘종(Dril

Bu, Ghanta)’은 반야지혜를 상징한다.

47) ‘불사(不死)의 지혜’를 의미한다.

48) Reginard A. Ray(2001)③ pp. 185～186.



이 이어진다.

‘만다라 공양’을 하기 위해서는 ‘황금색의 쌀’, ‘보석’, ‘동전’, 또

는 ‘재산을 의미하는 갖가지 모형’, 또는 ‘하늘이나 땅, 해와 달과

별, 나무’와 같은 ‘자연물의 상징’, ‘수행자의 마음’ 등 유형무형의

공양물을 준비해야 하고 이와 함께 구리나 놋쇠로 만들어진 ‘만다

라 모양의 둥근 접시’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수행자는 진언을

외우면서 공양물을 접시에 담아 불보살에게 바치는 시늉을 되풀

이한다. 이런 상징적 행위를 되풀이함으로써 수행자는 자신의 소

유물에 대한 태도를 점차 바꾸게 된다. 이러한 의식(儀式)을 통해

이기심이 제거되고, 자비심이 자라난다. 물론 이런 행위가 실제

자신의 재산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행위이긴 하지만, 수

행자의 마음에는 보시의 공덕이 쌓이게 된다고 한다.49)

전생에 어린아이 때 흙장난을 하다가 부처님을 보고서 흙 공양

을 올린 공덕으로 내생에 왕이 되었다는 아쇼카왕 설화50)에 비추

어 보면, 이러한 “가상의 ‘만다라 공양’이 공덕이 된다.”는 신념이

티벳인들의 창작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세 가지 수행을 모두 끝낸 수행자는 예비수행의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인 ‘구루 요가(Guru Yoga)’ 수행에 들어간다. 앞의

세 가지 예비수행을 통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단단한 빈

그릇’과 같이 된 수행자는 스승(Guru)이 집금강(執金剛, 金剛手: V

ajradhara)보살의 모습으로 자신의 정수리 위에 앉아 있는 형상을

떠올린다. 구루와 관계된 진언을 암송하고 축복의 ‘감로수(Amṛt

a)’가 텅 빈 그릇과 같은 자신의 몸을 채운다고 관상하면서 스승

의 지혜로운 마음과 하나가 되기를 희구한다.51)

이상과 같은 네 가지 예비수행을 마친 수행자는 본격적인 금강

승 수행인 생기차제(生起次第: sKyed Rim)와 구경차제(究竟次第:

rDzogs Rim)수행에 들어가는데52) 그 목적은 우리에게 내재한 참

49) Reginard A. Ray(2001)④, pp. 187～189.

50) 阿育王傳(TD 50), p. 99a.
51) Reginard A. Ray(2001)⑤, pp. 189～190.

된 불성을 발견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며, 그 구체적 방법은 부처

의 삼신인 법신, 보신, 화신을 성취하는 명상을 하는 것이다.53)

먼저 생기차제의 수행에 들어간다. 수행자는 우리의 ‘세속적 죽

음’을 ‘대열반의 법신’으로 관상한다. 그 결과 수행자는 ‘맑은 빛으

로 가득한 허공’과 같은 법신을 성취한다.54) 이러한 법신의 상태

가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 마치 맑은 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구름

과 같이 ‘색을 띤 작은 형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수행자가

섬기는 주존불(主尊佛)을 상징하는 ‘종자 문자(Seed Syllable)’이기

도 하지만, 수행자의 내적인 의식 그 자체이기도 하다. 이는 ‘바르

도(Bar do)’의 중음신에 해당하는 ‘보신’의 모습이며 이 때 수행자

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나 자신이다.”라는 자긍심을 갖는다. 이

보신의 상태가 지극한 행복의 상태이긴 하지만, 수행자는 여기서

마음을 더 진전시켜서 “다른 모든 중생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서

원했던 ‘보리심’을 떠올린다. 이 때 ‘종자 문자’는 ‘투명한 무지개

빛의 금강살타’의 모습으로 변한다. 바로 이 금강살타가 복덕과

지혜를 모두 갖춘 화신으로 우리의 참된 몸이다. 수행자는 자기

자신이 바로 이 화신불이라고 관상하면서, 윤회 속에서 무한히 이

어져온 ‘탄생’의 과정이 바로 이러한 화신 성취의 과정이었다는

생각을 떠올린다. 그리고 수행이 끝난 후에도 자기 자신이 그대로

부처라는 점을 확신해야 한다.55)

이상과 같은 생기차제 수행이 끝나면 구경차제(rDzogs Rim)

수행으로 들어간다. 생기차제 수행은 구경차제 수행을 위한 리허

설일 뿐이었다. 생기차제의 수행은 우리의 구상적 생각, 일상적

생각을 약간 느슨하게 만드는 수행일 뿐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52) 티벳의 4대종파 중 까규, 사꺄, 닝마파에서는 예비수행 직후 생기차제

수행에 들어가지만, 겔룩파의 경우는 몇 가지 불존수행을 더 거친 후

생기차제 수행에 들어간다: Newman, Bruce(2004)① p. 148.

53) Lama Yeshe(2001)① p. 118.

54) Lama Yeshe(2001)② pp. 119～121.

55) Lama Yeshe(2001)③ pp. 121～123.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훈련하여 맥관의 중심에서 ‘신체 내부의 열

기(熱氣)’인 ‘뚬모(gTum Mo)’56)를 발생시킬 정도가 되었을 때, 마

치 죽음의 순간에 그렇듯이 중앙 맥관에 ‘기(氣)’가 모두 녹아들게

하면, 우리의 참마음에서 맑은 지혜가 솟아오르게 되고, 이 때 우

리는 ‘무지개 빛의 환신(幻身)’을 시현(示顯)할 수 있게 된다. 이

‘무지개 빛의 환신’은 자유자재로 물리적 육체에서 이탈할 수도

있고 되돌아올 수도 있다.57) 이런 방식으로 부처의 법보화(法報

化) 삼신(三身) 모두를 성취하는 것이 금강승 수행의 최종 목표가

된다. 수행의 정도는 수행자에 따라 차이가 많지만, 그 목표에 도

달한 수행자가 많다고 한다.58)

이상, 금강승의 ‘예비수행(sNgon 'Gros)’과 ‘생기차제(sKyed Ri

m)’ 및 ‘구경차제(rDzogs Rim)’ 수행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는

데, 이 모든 수행의 공통점은 ‘가상(仮像)’을 이용한다는 데 있다.

‘무념, 무상’ 또는 ‘간화(看話)’나 ‘묵조(黙照)’를 수행법으로 삼고

있는 선불교의 견지에서는 ‘망상’이라고 일거에 비판될 수 있는

‘가상’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행자의 마음을 변화시킨

다는 데에 금강승 수행의 특징이 있다. ‘종교적 가상’을 통한 훈련

을 되풀이함으로써 ‘마음의 변화’가 강력해질 때 수행자의 ‘몸’에

서도 변화가 일어나며, 심지어 물리적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 한다.59) 소위 ‘종교적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이

다. 추운 히말라야 눈 속에서 열기를 내뿜는 ‘뚬모’ 수행자에 대한

얘기나 ‘무지개 빛 금강신’을 성취한 수행자에 대한 얘기는 티벳

불교와 관련된 현대 서적60)에서 간혹 보이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

56) ‘분노모(忿怒母)’라고 직역되지만, 대개 ‘내적 열기(熱氣)’라고 의역하는데,

호흡조절과 관상수행 통해 성취된다고 한다(Newman Bruce(2004)② p.

175). 자신의 몸을 태울 정도의 열을 낼 수 있다고 한다(Stephan

Schuhmacher외(1989)④ p. 386).

57) Lama Yeshe(2001)④ p. 132.

58) Lama Yeshe(2001)⑤ p. 136.

59) Lama Yeshe(2001)⑥ p. 132.

60) 비키 메킨지(2003).

리가 티벳 불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러한 ‘기적’이 아니라,

불교수행에 ‘가상’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금강승 수행의 궁극에서

는 가상인 ‘의미’가 실질적 ‘존재’를 변화시킨다. ‘가짜’를 통해 ‘진

짜’에 변화가 오는 것이다. ‘가짜’가 ‘진짜’이고 ‘진짜’가 ‘가짜’이다.

2. 현대의 가상문화와 불교의 미래

가상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아날로그(Analog)적인 자연 공간

속에서 사는 시간보다, 컴퓨터와 핸드폰이 제공하는 ‘디지털(Digit

al)의 가상공간’ 속에서 사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진다. 핸드백이

나 운동화, 의류와 같은 생필품의 실질적 쓰임보다 그 위에 덧붙

여진 ‘브랜드(Brand)의 가상’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

한다. 동물적 생존을 위한 투쟁은 지구상에서 점차 사라지고, 전

인류는 가상의 투쟁인 ‘스포츠의 경쟁’에 열광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상들은 물리적인 ‘존재 공간’이 아니라 정신적

인 ‘의미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에서 ‘신화의 가상’과

그 활동영역을 공유한다. “일이 없으면 잡념이 많아진다.”는 속설

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과학기술문명의 발달로 인해 ‘의식주’의 생

산에 투입되는 노동의 양이 적어지면서, ‘가상 산업’의 영역이 급

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영화, 연예, 오

락, 놀이, 예술, 여행 산업 등 기존의 문화산업 역시 각광을 받고

있지만 과거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새로운 직종들이 계속 나타나

고 있다. 향기를 파는 ‘아로마(Aroma) 산업’, 인터넷 공간 속의

‘아바타(Avatar) 산업’, ‘발 마사지’, ‘이벤트(Event) 산업’ …. 이들

산업 모두 의식주와 관계된 생필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가

상’을 팔고, ‘신화’를 팔고, ‘의미’를 팔고 ‘느낌’을 판매한다.

골프장을 건설하고 놀이공원을 만들고, 낚시터나 경마장, 스포

츠 스타디움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규모로 자연을 파괴해야 한다.



그러나 CD 한 장과 손가락만 있으면 컴퓨터 앞에서 골프도 치고

낚시도 하고 정글을 탐험할 수 있다. 누구를 만나고자 할 경우 자

동차를 타고 어디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불 속에 누워서 하

루 종일 핸드폰을 귀에 대고 노닥거린다. 혹은 컴퓨터 앞에 앉아

친구와 화상으로 대화한다.

우리의 생존과 관계된 물리적 공간도 점점 가상공간과 닮아간

다. 온실재배기술의 발달로 계절에 관계없이 언제나 모든 과일과

채소를 먹을 수 있다. 자연과 단절된 삶이다. 헬스클럽에서 러닝

머신 위를 달린다. 현실과 무관한 운동이다. 그러나 다람쥐처럼

쳇바퀴를 돌리기에 넓은 공간이 필요 없다. 환경 친화적 운동이

다.

최근 출판계에서 신화와 관련된 책자의 매출이 급증하고, 영화

와 연예 산업이 흥성하며, 청소년들이 옷이나 신발을 구매할 때

‘브랜드(Brand)’에 집착하고, 부유층들이 ‘명품(名品)’에 탐닉하는

이유도 현대문명의 이러한 ‘가상 트렌드(Trend)’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극을 달리는 ‘개명(開明)’한 이 시대에 우리

는 다시 케케묵은 ‘고대(古代)’와 조우한다. ‘신화(Myth)’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가상 트렌드’로 인해 사람들은 점

점 더 가상에 친밀감을 느끼고 가상에 익숙해진다. 어느새 우리의

삶에서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진짜’는 ‘가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대부분의 삶이 ‘가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오감을

자극하는 문명의 이기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는 선불교와 같은 방

식의 ‘분별을 끊는 수행’보다는, 일정한 수행지침에 따라 ‘분별을

몰고 가는’ 금강승의 수행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라마

예세(Lama Thubten Yeshe: 1935～1984)61) 역시 다음과 같이 말

61) 1985년 스페인 부부의 아들로 환생하여 현재 Lama Tenzin Ösel이라는

이름으로 인도 내의 티벳 승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http://www.fpmt.org/teachers/yeshe/ 및

http://www.fpmt.org/teachers/osel/ 참조.

한다.

현대사회는 매우 빠르게 돌아가고 에너지로 가득하다. …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긍정적인 그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얽매여 있는 혼란스럽고, 물질적인 에너지 정도 만큼만이라도

강력한 방법이 필요하다. 철학 사상의 경우, 그것이 아무리 웅대하다

고 하더라도 우리를 현대의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나오게 해 줄 만큼

강력하지 못하다.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활력적인 ‘그 무엇’, 강력

한 ‘그 무엇’, 즉각적인 ‘그 무엇’이다. … 이런 ‘그 무엇’은 바로 딴뜨라

이며 특히 ‘뚬모’ 수행을 완성하는 것이다.62)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문명의 이기들이 출현하여 우리의 감관

을 ‘요란하게’ 자극하고 있는 현대사회이기에, 감관을 차단하고 생

각을 멈춘 후 화두에 집중하는 좌선(坐禪) 수행보다, 감관을 열고

생각을 떠올리되 그 생각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정하는 금강승의

수행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곳에 부동자세로 앉아있는

것’보다, ‘일정한 경로를 따라 걸어가는 것’이 쉽듯이 ….

어떤 생각을 떠올림으로써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는 ‘가상수행’

이 금강승의 시대에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초기불전에서 가르

치는 ‘부정관(不淨觀)’이나 ‘자비관(慈悲觀)’ 등도 일종의 ‘가상수행’

이다. ‘부정관’은 삼독심 가운데 탐심이 많은 수행자에게 권유되는

수행법으로, 정좌한 후 자신의 몸이 시체가 되어 썩어가는 모습을

떠올리든지 자신이 몸을 지탱하고 있는 흰 뼈와 해골을 떠올리는

수행이며, ‘자비관’은 분노심이 많은 수행자에게 권유되는 수행법

으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수행인데 ‘수행자 자신 →

부모 → 스승 → 형제 → …’와 같이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으로부

터 시작하여 동서남북사유상하(東西南北四維上下)의 육도중생 일

체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을 넓혀가면서 자비의 기원을 방사(放射)

한다. 부정관 수행에서 시체를 떠올리거나, 백골을 떠올리는 것,

62) Lama Yeshe(2001)⑦ p. 133.



그리고 자비관 수행에서 일체 중생을 하나하나 떠올리는 것 모두,

티벳의 금강승과 그 방식을 같이하는 ‘가상수행’이다.63) 대승신화

가 그렇고 티벳의 금강승이 그렇듯이, 또 초기불전의 자비관이나

부정관 수행이 그렇듯이 ‘가상’은 우리의 심성을 강력하게 변화시

키는 힘을 갖는다.

63) 이런 ‘가상 수행’은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이미지

트레이닝(Image training)’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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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yths of Mahāyāna, Image Practice

and the Future of Buddhism

Kim, Sung-Chul

College of Buddhist Culture

Dongguk University in Gyeongju

We can find so many myths in Hinduism. Mythical

gods like Gaņeśa and Hanuman, and Śivaliṅgam a symbol

of Śiva etc. have been worshipped sincerely by Hindus for

thousands and hundreds of years. Hinduism teaches us

what the essence of religion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all the religions is not the reality of their myths but the

religious transformation of devotees. This principle can be

applied to the other religion like Christianity. Both the

myths of Hinduism and Christianity are religious fictions.

But they are great illusions in that they had brought up

modern saints like Mahatma Gandhi, Albert Schweitzer and

Mother Teresa.

There are many myths in Mahāyāna Sūtras.

Avataṃsaka Sūtra teaches us that we have been living in

the body of Vairocana Buddha and Saddharmapuṇḍarīka

Sūtra teaches us the possibility and the way of our

becoming Buddha and Sukhāvatī Sūtra makes us feel

comfort by teaching about the Pure land of Amitābha

Buddha. There have been controversies on the reality of

theses Mahāyāna myths in the history of Buddhism and

Buddhist studies. All these myths might be merely



inventions but valuable in that they transform believers'

minds into those of Bodhisattvas'.

In Vajrayāna Buddhism they invented many ways and

methods of accomplishing Buddhahood by positive

application of Buddhist myths and images. Not only in the

preliminary practice of sNgon 'Gros but also in the process

of practicing sKyed Rim and rDzogs Rim they introduced

various images and illusions. I think it will be easier and

more effective to practice by driving one's mind following

an instructed image than to practice by concentrating one's

mind on breath or Hwa-Du(話頭).

In these days we are living in a kind of illusory life.

The illusions and images presented by computer and TV

monitors, various brands of goods and the struggles of

sports games etc. surround us. Their psychological

structures are not different from those of myths. Modern

people are more and more accustomed to illusions and

images and myths. Today, the age of myth that disappeared

hundreds years ago begins again. It will be effective for

modern people to practice Buddhsim by using images and

illusions. So Buddhist leaders should develope various ways

of image practices and they can get some hints from

Vajrayāna Buddhism.

Key words : illusion, myth, vajrayAna, mahAyAna, relig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