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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불교의 수행은 전통적으로 육신 보다 정신에 더 많은 관심을 가

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 육신과 정신이 지닌 상호관계가 연구되어 이후

후기밀교 수행의 성립에 기여하게 된다. 생기차제와 더불어 인도 후기

밀교시대의 수행체계를 구성하는 구경차제의 미세유가(微細瑜伽)는 인

체의 생리를 제어하는 독특한 수행법이다. 띠라까(tilaka)는 수행자의 코

끝이나 심장에 미세한 점을 관상하는 것으로 유가행파의 띠라까 관상은

지관(止觀)의 수습을 위해 신심(身心)을 안정시켜 혼침과 도거를 제거하

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육신의 경안을 위한 호흡과 풍(風)의 통제는 이

후 성립된 후기밀교 수행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 유가부 밀교의 미세유

가는 수행자의 깊은 선정을 위해 필요하고, 인도 후기밀교의 미세유가

는 육신의 생리작용을 통제하고 수행자의 의식을 생유와 중유에 걸쳐

지속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처럼 미세유가의 띠라까 관상은

대승불교의 수행이 밀교로 전이된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띠라까의 기

원과 변천은 밀교성립의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Ⅰ. 서언

밀교의 성립과정에 있어 초기밀교시대는 제재초복(除災招福) 중

심의 세간적 의례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중기밀교시대에는 주와

다라니, 수인, 불상 등의 소재들을 성불을 위한 수단으로 향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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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으로써 인도밀교의 성립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8, 9세기경부

터 형성된 후기밀교시대에는 딴뜨리즘이 주류를 이루어 불교가

인도대륙으로부터 사라질 때까지 많은 경궤와 관련 주석을 남겼

다.

인도 후기밀교시대를 장식한 불교딴뜨리즘은 생기차제(生起次

第)와 구경차제(究竟次第)로 구성된 수행체계가 있으며, 여기에는

범부의 생유(生有)를 비롯해 중유(中有)와 사유(死有)를 불신(佛身)

인 화신, 수용신, 법신으로 구현하려는 수행이념이 담겨있다. 이

가운데 구경차제의 미세유가(微細瑜伽)는 인체의 챠끄라와 풍(風)

을 제어함으로써 육신을 매개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성불을 추구

하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환신차제(幻身次第)는 중유의 의식에서

중유신에 존재하는 풍․근(根)을 인지하고 의식의 경계를 공성으

로 환원하는 독특한 수행이 존재한다. 미세유가는 코나 심장에 겨

자씨 크기의 미세(微細)점(tilaka, 티벳어로는 thig le)을 관상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대승불교 유가행파의 수행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미세유가와 관련된 띠라까의 연구는 유가행파의

수행으로부터 인도 후기밀교로 정립된 성립사 문제의 한 단락을

보여줄 수 있는 소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교딴뜨리즘을 구성하는 무수한 경궤가 있지만 본 연구는 띠

라까의 연원과 관련해 유식계의 논서와 더불어 중기밀교의 일부

경전을 인용하고, 또한 인도 후기밀교의 형성에 깊이 관여한 비
밀집회딴뜨라의 각 유파의 주석과 성취법을 인용해 연구를 진행
할 것이다. 특히 즈냐나빠다의 Muktitilaka(解脫靈點)은 밀교사상

띠라까의 존재를 부각시킨 문헌이며, 쫑카빠의 비밀도차제론은
띠라까 형성의 역사적 인식을 통해 띠라까의 위치를 시대와 목적

별로 정리하였기에 연구에 인용하였다. 이외 띠라까의 형성과 관

련해 힌두딴뜨리즘과 요가학파의 교섭관계도 선행연구로서 필요

하고, 불교딴뜨리즘의 방대한 생리학적 지식과 실천방법도 존재하

지만 본 연구는 띠라까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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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기밀교와 유가행파의 止觀

1. 대승불교 유가행파의 사마타(奢摩他)와 띠라까

띠라까의 관상(觀想)은 밀교의 미세유가 수행 가운데 설해지는

것으로 수행자의 코끝이나 심장에 겨자씨만한 점을 관하여 의식

을 집중하는 것이다. 쫑카빠의 저서인 비밀도차제론에는 유가

(瑜伽)딴뜨라의 유상유가(有相瑜伽)를 해설하는 대목에서 미세유

가에 대해 ‘코끝에 머리카락 끝 (크기)의 점’을 관하는 것으로 설

해져 있으며, 쫑카빠는 Tantrārthāvatāra1)의 주석을 인용해 ‘가슴

으로부터 風이 운행하는 것과 같이 가슴에 심주(心呪)를 염송하면

서 코끝을 관하는 것’이라 하였고, 이어 Buddhaguhya의 주석을

인용해 “미세금강에 관연함으로써 수행 시에 풍의 출입을 잠재우

고, 콧구멍에 풍이 머물도록 마음을 두게 되면 이로 인해 특수한

감각이 생긴다”2)라고 하였다. 여기서 미세유가는 인체에 흐르는

생명에너지인 풍의 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다시 비밀도차제론에는 Tantrārthāvatāra를 인용해 ‘삼매로부
터 일어나는 실지를 구하려면 유가를 통해 먼저 미세금강유가를

수습하는 것이 진실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이어 ‘이것(미세금강)

은 수승한 止의 수행’3)이라 정의하였다. 쫑카빠는 이에 대해 “Yag

1) Buddhaguhya, Tantrārthāvatāra(딴뜨라의 眞義에 대한 就入, 東北目錄

No.2501), p. 15b, (東北目錄은 西藏撰述佛典目錄 東北大學藏版(A
Complete Catalogue of the Tohoku University Collection of Tibetan

works on Buddhism: H. Hadano外, 東北大學, 印度學硏究會, 1953.)의

문헌등재번호).

2) sngags rim p. 93b6(sngags rim은 秘密道次第論(Tsong kha pa, rgyal
ba khyab bdag rdo rje ‘chang chen po'i lam gyi rim pa gsang ba kun

gyi gnad rnam par phye ba(東北目錄 No. 5281)의 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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ācārabhūmi(瑜伽師地論)4)에는 마음을 극히 경안(輕安)하게 됨으로

육신의 경안을 생기하게 되고 이로부터 止를 생기한다”라고 하여

밀교의 미세유가와 유가사지론의 지(止)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였다.5)

수습차제 중편에는 보운경(寶雲經)을 인용하여 “사마타(止)는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심일경성(心一境性)이며, 위빠사나(觀)

는 [법의를] 여실하게 분별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중사마타

에 대해 “먼저 사마타(止)를 닦아 바깥의 대경에 대한 마음의 산

란을 쉬어 그치게 한 뒤안으로 소연(所緣)의 대상에 끊임없이 마

음을 두어 희열(喜悅)과 경안(輕安)이 있는 마음에 안주하는 것이

사마타이며, 이 사마타에 안주하여 법의 진리를 관찰하는 것이 위

빠사나(觀)이다.”라고 설해져 있다.6)

비밀도차제론에는 사마타의 수습을 위한 소연상으로 월륜이

나, 금강저, 또는 만다라의 본존을 대상으로 삼는 데 이에 대해 Ś

akyamitra의 주석을 인용해 “마음은 취한 코끼리처럼 삿된 길을

간다. 사념의 줄로 관함은 기둥에 묶는 단계로 지혜의 갈고리로

자재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였다. 수습차제 중편에도 사마타의
3) sngags rim p. 93a4

4) Asanga, Yagācārabhūmi(瑜伽師地論, 東北目錄 No. 4035. 한역본의

瑜伽師地論 (TD:30, pp. 723b～c).
5) sngags rim p. 94b6.

6) 실제 수습차제에서 지관의 수습을 위해 설해진 구체적인 작법(作法)은
아래와 같다.

다음 편안한 방석 위에 비로자나(毘盧遮那)의 좌법에 따라서 앉되,

결가부좌나 반가부좌 어느 것이나 괜찮으며, 눈은 크게 뜨지도 감지도

말고 반만 열어서 코끝을 바라보며, 몸은 뒤로 젖히거나 앞으로 숙이지

말고 곧게 펴서 세우고, 의념(意念, smṛti)은 안으로 거두어서 지키도록

한다. 두 어깨는 나란히 해서 기울지 않도록 하며, 머리는 숙이거나

젖히지 말고 옆으로도 기울지 않게 반듯이 하고, 코끝과 배꼽이 수직이

되게 하고, 이와 입술은 평시처럼 다물되 혀끝은 윗니 뒤에 가볍게

붙이도록 한다. 호흡은 편안히 하되 숨소리가 크고 막히고 거침이 없게

해서, 전혀 숨소리를 느끼지 못하도록 서서히 자연스럽게 내쉬고

들이쉬도록 한다.

불교탄트리즘의 띠라까 형성 연구 ∙ 33

수행에 대해 “마음의 산란을 가라앉힌 다음 정념(正念, smṛti)과

정지(正知, samprajñaya)의 쇠사슬로서, 마음의 코끼리를 소연의

기둥에다 단단히 붙들어 매도록 한다.”라고 하였고, 이로부터 심

신(心身)의 경안이 야기된다고 설해져 있다. 이처럼 수습차제에
나타난 사마타와 유가딴뜨라의 수습에 설해진 사마타는 내용에

있어 마음의 산란을 정지하고 심일경성(心一境性)을 얻는 것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앞서 밝혔듯이 Tantrārthāvatāra에는

‘삼매로부터 일어나는 실지를 구하려면 유가를 통해 먼저 미세금

강유가를 수습하는 것이 진실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수습차제 하편에서 네 가지 소연을 수행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설해져 있다.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수습함으로 해서 사변제(事邊際)의 진

실을 깨닫게 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일체의 장애를 소멸한 표덕인 단

증상(斷證相)을 성취하는 것이니, 이것이 곧 부처인 것이다. 그러므로

참으로 부처가 되고자 하면은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닦아야 하

는 것이다. 요컨대 이 두 가지를 닦지 않는 자는 사변제(事邊際)의 진

실을 깨닫지 못하며, 소작성취(所作成就)도 역시 얻지 못하는 것임을

밝힌 것이다.

위의 내용은 수습차제의 지관수습도 사물의 소작(所作)과 현
상(事)에 통달하기 위한 것에목적이 있으며, 이는 유가딴뜨라의

유상유가중 실지수습을 위해 지관의 수습이 필요하다고 설하는

주장과 내용상에서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유가행파의 사마타에 대한 쫑카빠의 평가

금강정경과 함께 중기 밀교시대를 연 대일경에는 진언문

(眞言門)의 수행으로서 진언과 수인, 만다라로 구성된 3종 본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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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상을 관상(觀想)하는 수행이 설해지기 시작하였다. 4지염송(四

支念誦)으로 알려진 관상의 수행은 대일경의 세간성취품(世間

成就品) 에서 “진언행자는 극히 둥글고 깨끗한 월륜을 관하면서

이 가운데 정성스럽게 종자들을 순서대로 관상한다. 이 가운데 종

자들을 배열하고 관상하면서 그 명(命)은 이른 바 풍(風)이며, 들

고, 나는 호흡에 따라 수념한다. 이들을 청정히 하고 나서 지송법

을 행한다.”라고 설해져 있는데,7) 이것은 지관의 사마타 수행에서

몸의 풍을 안정시켜 경안(輕安)을 얻는 것과 동일하다. 이에 대한

주석으로 대일경소에는 “또한 경전에 설해지길 명(命)은 풍이라
고 말한다. 풍은 상(想)이니, 상(想)은 염(念)이다. 이처럼 명근은

호흡이 출입할 때의 상(想)이니, (관상이) 정묘(精妙)해진다는 것

도 상풍(想風)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8)라고 설해져 있다. 대일경
에 따르면 풍은 곧 생각(想)과 생각의 지속(念)에 의해 조절된다

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금강정경의 오상성신관(五相成身觀)의 경우 금강정경의결(金
剛頂經義訣)에는 오상성신관의 전행으로서 아사파나가삼마디(阿

娑頗那伽三摩地, 無識身定 āsphānaka-samādhi)을 닦는 것이 설해

져 있으며, 금강지역의 금강정유가약출염송경에서는 오상성신

관의 단계로 요가안나반나(瑜伽安那般那, yoga-anāpāna), 즉 수식

관(數息觀)이 설해지고 있다9). 경전에서 수식관이 설해지는 장소

가 색구경천(色究竟天)으로 설정된 사실은 수행자인 일체의성취보

살의 선정상태가 색계의 수행 가운데 구차제정(九次第定)의 정점

7) 세간성취품 대일경(TD:18, p. 17b), “初字菩提心 第二名爲聲
句想爲本尊 而於自處作 第二句當知　卽諸佛勝句 行者觀住彼　極圓淨月輪

於中諦誠想　諸字如次第 中置字句等　　而想淨其命　命者所謂風　念隨出入息　

彼等淨除已　作先持誦法".

8) 大日經疏(TD:39, p. 689b), "又經中所云 命者所謂風 689b09║也
風者想也想者念也 如是命根出入息之 689b10║想雖復淨妙 猶是想風所成

亦當淨之".

9) “次須入觀止出入息 初依瑜伽安那般那 繫念修習不動身樞 亦不動支分

名阿娑頗伽法”(대정장 18, 23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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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제4선정의 상태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Sakyamitra와 Ananda-garbha의 주석에 따르면 처음에 수식관

을 닦아, 출입의 호흡을 제어하고, 점차로 이 신체지분을 부동케

한 다음 신심일여(身心一如)의 단계에 오르는 것을 공통적으로 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붓다구히야는 주석에서 오상성신관의 전행

으로 다음의 수행을 설하고 있다.

첫째, 먼저 마음을 자신의 가슴 속에 집중하고, 모든 몸의 생기(生

氣)를 결집하여 근(根)을 자신의 몸의 내부로 모아들인다. 혀는 천장에

붙이고, 목은 약간 당기고, 눈은 가늘게 하고 몸은 바르게 세워 앉는

다. 마음을 관하는 핵심은 호흡을 내쉬지 않고 염송하는 것이며, 몸과

마음으로부터 그른 것을 버리는 두 가지에 안주하는 것이다.10)

한편 비밀도차제론에서 쫑카빠가 인용한 붓다구히야의 주석

에서 공성을 수행할 때 명근(命根)을 차단하는 풍의 유가와 결합

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아와따라에는 “자신과 본존의 염송을 행할

때 문자들은 어떻게 수념하는 (법)은 무생(無生)을 수행하는 문에

의해 일체법이 공성이라는 신해를 현증하는 것이다. 마음의 의지

처인 명(命)과 력(力)의 두 가지를 내적으로 차단하여, 색 등이 나

타남을 차단하는 마음에 의해 자신과 본존과 염송하는 문자들을

허공과 같이 작의(作意)하는 것이다. 숨을 내쉴 때에는 뿜어내는

내부에서 미세한 풍의 감촉을 느끼면서 보내는 것으로 면전의 본

존을 억념하고, 또한 앞과 같이 명력을 차단하면서 해야 한다”라

10) Buddhaguhya, Tantrārthāvatāra(딴뜨라의 眞義에 대한 就入, 東北目錄

No. 2501), p. 15b, "/rang gi sems brtag pa la sogs pa'i rim pa yang

'di lta ste/ dang por re zhig yid bdag gi snying ga'i nang du bsdus

la/ lus thams cad kyi srog slar bsdus pa'i tshul gyis dbang po mtha'

p. 16a1 /dag gi rgyud nang du phyogs par byas nas/ lce rkan la bcar

te mgrin pa cung zad bkug la/ mig zam zim byas nas lus drang por

bsrangs te bzhag la sems brtag pa'i snying po dbugs mi 'byung bar

brjod cing lus dang sems las su mi rung ba spangs te de gnyis

mthun par 'jug par by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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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설해져 있다.11)

쫑카빠의 보리도차제광론(菩提道次第廣論, Lan rim chen mo)
에는 현교의 지관(止觀) 수행에 대해 설하면서 사마타의 제구주심

(第九住心)의 등지(等持, samādadhāti)에 대해서 풍(風)의 안정에

의해 육체의 경안이 야기됨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쫑카빠는 현교

의 사마타에서 풍을 안정시키는 것과 무상유가딴뜨라에서 풍을

관하는 수행을 혼동하는 부류가 있다고 밝히고 “이 같은 삼마지

는 대승뿐만 아니라 소승의 도(道)에도 들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쫑카빠는 비밀도차제론에서 인도주석가들의 문헌들을 인용하
여 사마타의 수행을 목적으로 경안을 얻기 위해 명근(命根)을 다

스리는 정교한 수행이 있음을 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도

를 분류하는 도리로서 하부의 세 딴뜨라의 (범주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상유가딴뜨라의) 풍과 염송과 공성과 본존유가

와 같이 도차제로 주장하는 것은 바른 도리(正理)가 아니다.”12)라

고 하여 유가행파의 미세유가와 무상유가딴뜨라의 미세유가는 구

별되어야 한다고 구분짓고 있다. 또한 쫑카빠는 유가부 밀교의 범

주를 무상유가부 밀교의 그것과 혼동치 않게 하기 위해 무상유가

부 밀교에서 볼 수 있는 삼유(三有), 즉 삶과 중음, 죽음을 부처님

의 화신, 보신, 법신으로 전변케하는 수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구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1) sngags rim p. 98b4

12) sngags rim p. 104a5: de nas thun mong dang thun mong ma yin ba'i

dngos grub rnams bsgrubs nas lam gyis gcod pa'i tshul 'di rgyud

sde 'og ma gsum la shes dgos kyi lung dang bzlas ba dang stong pa

dang lha'i rnal 'bor rnams la cig dril byas bas lam bgrod bar 'dod na

mi rung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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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즈냐나빠다류의 수행체계와 띠라까

1. 속딴뜨라와 육지유가

인도밀교를 분류할 때 8세기경부터 시작된 인도 후기밀교시대

에는 무상유가(無上瑜伽)딴뜨라를 중심으로 많은 딴뜨라류와 관련

논서, 성취법 등이 형성되었다. 이 중 비밀집회(秘密集會)딴뜨라
의 18分에 해당되는 속(續)딴뜨라는 인도밀교가 유가딴뜨라로부
터 무상유가딴뜨라로 시험되고 발전된 과도기적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밀교의 성립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주요한 문헌

으로 취급되고 있다.

속딴뜨라에는 “지금강이 설한 교설은 두 차제로 이루어진다.
곧 生起次第와, 또한 究竟次第이다”라고 설해져 있으며, 동시에 그

러나 양 차제를 위한 가행(加行)으로서 親近成就(seva-sādhana),

近成就(upa-sādhana), 成就(sādhana), 그리고 大成就(mahā-sādhan

a)의 4방편의 조직도 병행하여 설해져 있다.13)

13) GST[M](XII, 42), “sevāsamayasaṃyogam upasādhanasambhavam/

sādhanārthasamayaṃ ca mahāsādhanacaturthakam/ vijñāya

vajrabhedena tataḥ katmāṇi sādhayet/60.

한편 속딴뜨라에는 사방편과 근본딴뜨라의 各分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제5와 제9와 제17과 제13은 제보살의 교설은 대성취이다.

제4와 제16과 제8과 제12는 아사리의 보통의 사업과 실지의 율의이다.

제6과 제2와 제10과 제14는 위력행과 수염은 근성취의 율의이다.

제7과 제3과 제11과 제15는 실지의 국토와 표상은 친근성취의 율의이다.

s(GST[M],(XVIII, p. 115.), "samājaṃ mīlanaṃ proktaṃ

sarvabuddhāvhidhānakam/24 pañcamaṃ navamaṃ caiva

daśasāptatrayodaśam/ buddhānaṃ bodhisattvānāṃ deśanā sādhanaṃ

mahat/25 caturthaṃ ṣodaśaṃ caiva aṣṭamaṃ dvādaśaṃ tath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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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방편 가운데 친근성취는 다시 4금강과 6지유가로 구성되어 있

는데, 즈냐나빠다류의 한 “생기차제를 얻기를 희구하는 자는 4지

의 차제에 의해 공통된 수습에 머물러 모두 유가를 성취하게 된

다. 구경차제를 수습하길 희구하는 자는 6지유가를 수습하여 所作

을 원리하고 실지를 수승하게 성취한다”14)라고 하여 4방편을 생

기차제에, 6지유가를 구경차제로 정의한 시절이 있었음을 보여주

고 있다.15)

이 가운데 미세유가와 관련이 깊은 것은 6지유가로 속딴뜨라
에는 이에 대해 “조집(調集)과, 또한 정려(靜慮)와 조식(調息)과 집

지(執持)와 억념(憶念)과 삼마지(三摩地)를 (6지)유가라고 말한다

.”16)라고 설해져 있다.17)

미세유가와 띠라까가 관련된 부분은 조식(調息)과 집지(執持)로

ācāryakarmasāmānyaṃ siddhiś ca vratasambaram/26 ṣaṣtaṃ caiva

dvitīyaṃ ca daśamaṃ ca caturdaśam/ haṭham anurāgaṇaṃ caiva

upasādhanasambaram/ 27 saptamaṃ ca tṛtīyaṃ ca

daśaikādaśapañcamam/ siddhikṣetranimittaṃ ca

sevāsādhanasambaram/28", (L. Ed.416, 523b5～524a1)라고 하여

비밀집회딴뜨라의 전체 내용을 4방편으로 조직하려 했던 사정도
보이고 있다.

14) 六支瑜伽光次第(東北目錄 No. 1879), 94b.
15) 이외에 “친근성취는 수행삼매를 통해 수승한 보리심을 수행하는 것이다.

근성취는 금강의 수행처를 분별하는 수승한 성취이다. 성취는 진언의

주존을 성취하기 위해 정진하는 것이다. 대성취는 자성진언의 금강을

지닌 것으로써 머리의 정수리에 主尊의 相을 수념하는

것이다(GST[M](XII, pp. 42～43), "sevāsamādhisaṃyogam bhāvayed

bodhim uttamam/ upasādhanasiddhyagre vajrāyatanavicāraṇam/61

sādhane codanaṃ proktaṃ mantrādhipatibhāvanam/

mahāsādhanakāleṣu bimbaṃ svamantravajriṇaḥ/62)라고 설해져 있다.

이것은 후대 용수류의 생기차제의 정의에 더 가깝다.

16) GST[M](XVIII, p. 123),"pratyāhāras tathā dhyānaṃ prāṇayāmo 'tha

dhāraṇā/ anusmṛtiḥ samādhiś ca ṣaḍaṇgo yoga ucyate/141"

17) 松長有慶에 따르면 유가행파의 육지는 억념대신 坐法(āsana)이 들어가고,

요가수뜨라(yoga-sūtra)에는 8지유가로 禁制(yama)와 勸制(niyama)가
더해진다고 하였다. 松長有慶(1980), p. 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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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냐나빠다가 저술한 육지유가18) 에는 “조식 등의 (육지유가는)
구경차제의 수습을 가리키는 것으로 대원경지(大圓鏡智), 평등성

지(平等性智), 묘관찰지(妙觀察智), 성소작지(成所作智), 법계체성지

(法界體性智)의 인(因)이 된다”19)라고 설해져 있는데, 여기서는

“띠라까와 미세유가를 구경차제라고 하며, 앞의 것은 생기차제이

다. 현자는 생기차제와 구경차제의 두 가지를 육지유가의 순서에

의해 수습할 뿐이다. 다른 (방편으로) 진실한 성취는 얻지 못할

것이다.”20)라고 하여 육지유가가 가운데에서도 다시 양 차제의 수

행으로 나뉘어지는 해석도 볼 수 있다.

띠라까의 실제수습은 6지유가 가운데 조식의 단계에서 명확히

보이며, 이것은 코끝에 겨자모양의 점을 관상하고 이로부터 발현

되는 5색을 관하는 것과 가슴에 ‘mam'자의 종자를 관상하면서 육

신의 맥관에 풍이 흐르는 것을 관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코끝에 겨자 크기의 미세점을 관하는 수행에서 5색은 곧

5지(五智)의 자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육지유가광차제에는 다음
과 같이 설해져 있다.

5색은 백색과 흰색과 적색과 청색과 녹색의 자성이다. 보배는 수승

한 보석을 말한다. 억념은 기쁨을 생기하기 때문에 보배라고 하며, 얻

기가 어렵고 광명을 발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콧구멍(鼻孔)으로부터

나고 드는 다섯 가지의 호흡의 자성은 광명의 오색이며, 오지혜의 자

성에 의해 허공을 뒤덮어 발현한다. 이 모두는 무이의 지혜에 평등하

게 드는 안락이며, 불, 보살들의 구생락(俱生樂)의 지혜인 5감로(五甘

露)의 맛을 실로 나타내기에 명료하게 일체를 자신의 호흡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두번째로 가슴에 ‘man의 종자를 관상하여 좌우 신경맥인 로마

(ro ma)와 꺙마(btkyad ma)에 풍이 오가는 것을 관상하는 수행도

18) 東北目錄 No. 1901, 287a6.

19) 東北目錄 No. 1901, fol287b7.

20) 東北目錄 No. 1901, 287a7～287b1.



40 ∙ 印度哲學 제22집

조식(調息)의 수행에 포함되어 있다.21) 즈냐나빠다는 집지(集持)에

대해 “적정심(寂靜心)이 보석으로 현현하여 허공과 같은 광명의

자성으로 전변하는 것은 명(命)과 풍(風)이 견고해지도록 집지하

는 것이다.”22)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집지의 수행목적이 유가행파

의 사마타수행에서 볼 수 있듯이 심신의 경안만을 얻기 위한 것

이 아니라 생리적 영역에서 명과 풍의 영역을 다루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

즈냐나빠다류의 또 다른 저작인 육지유가광차제 에는 법신으

로부터 수용신을 거쳐 현실세계인 육신으로 현화하는 과정이 설

해져 있는데, 이것은 6지유가 수행의 범주를 삼신에 걸친 영역으

로 정의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안락의 대해인 수면으로부터 4천녀에 의해 권청하여, 깨어날 때 자

신의 가슴에 연화와 달의 종자를 관상한다. 처음에 [아촉금강 본존의]

3면의 얼굴 등을 청정케 하고 마음과 상응하는 주처에 공양을 올리고

죄장을 회개하는 모든 의궤를 실천한다. ‘maṃ’등의 종자로부터 동(動)

과 부동(不動)의 광명이 수은이나, 철 등의 구형으로 변하여 무구한 달

의 광명과 같이 관한다. 이들을 환(幻)과 같은 모양으로 요별하고 자

신의 가슴에 종자의 띠라까에 수렴한다. 자신의 몸에 존재하는 연화에

[보리심인] 용뇌(龍腦)가 섞이는 순서로 띠라까의 자성을 관상한다. 띠

라까는 멸하지 않는 보리심이며, 공성의 핵심이다. 기도의 힘에 의해

가피함으로써 본존의 相을 관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언을 염송한다. ‘o

ṃ śunyatājñanavajrasvabhava atmako 'ham’23)

위의 내용에서 안락의 대해는 곧 법신의 상태이며 안락(安樂)의

의미는 자수용신(自受用身)의 상태에서 향수하는 붓다의 법락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4천녀에 의해 깨어나 현실세계에 그 몸을 나

툴 것을 권청받는 것은 후대 용수류의 양 차제와 동일한 것이다.

21) 東北目錄 No. 1901, 288a3

22) 東北目錄 No. 1901, 288a.

23) 東北目錄 No. 1879, 94b-9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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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동과 부동의 광명이 띠라까에 수용되는데, 위에서 띠라까

는 모존의 성기를 상징하는 연화에 정액인 보리심이 결합된 상태

로 존재한다. 이것은 띠라까가 불지(佛智)인 광명의 범위를 넘어

육신을 생성시킬 수정체의 의미로 전화한 것이다.

이처럼 위의 주석에 보이는 내용은 법신광명으로부터 수용신을

거쳐 육신생기의 전과정이 요약된 것이며, 이것은 후대 용수류의

양 차제의 형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목할 것은 띠라까의

존재가 불지(佛智)인 오색의 광명을 체험하기 위한 목적에서 코끝

에 관상하던 방법으로부터 가슴의 보리심을 관하는 방법이 병행

한다는 사실이다. 가슴에 보리심을 관상하는 것은 실제 유가딴뜨

라의 오상성신관의 수행과 더 관련이 깊으며, 이는 실제 수행자의

심식을 불지로 전환하려는 유가딴뜨라의 영역에서 시도된 것이

다.24) 이것은 불지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 오상성신관의 수행이 육

신성취를 위한 구경차제 수행으로 진전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범부의 3유(三有)를 불신으로 이끌려는 무상유가딴뜨라의

성립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에 대한 세밀한 과정과 이유에 대해

24) 초회금강정경의 유가수행과 수용신의 관계에 대해
초회금강정경에는 수용신으로 시현한 일체여래가
阿娑頗娜伽三摩地(āsphānaka-samādhi)에 깊이든 一切義成就菩薩을

깨우는 장면이 나오는데(金剛頂一切如來眞實攝大乘證大敎王經
卷上前揭經, TD:18, 207c), 여기서 아사파나가수행은 無識身定을
가리키는 것으로 金剛頂經義訣에 의하면 경전의 성립 당시
오상성신관의 기초로서 무식신정이 수행되었음을 전하고

있다.(金剛頂瑜伽略出經, TD:18, 237a), “次須入觀止出入息
初依瑜伽安那般那 繫念修習不動身樞 亦不動支分 名阿娑頗伽法”.) 여기서

일체여래와 일체의성취보살이 색구경천의 수용신의 영역에서 만난다는

사실은 곧 수용신을 통해 구현된 의식세계가 곧 유가수행의 영역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가정할 수 있다. 10세기에 활동한 Anandagarba의

주석에 의하면 오상성신관의 다섯 단계의 수행을 통해 순서적으로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법계체성지를 체득하는 것으로

주석하고 있으며, 또한 오상성신관의 수행이 地上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色究竟天에서 진행된다고 설한 장면에서도 이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 Lessing and Wayman(1968), pp. 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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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밀교의 관점이 즈냐나빠다류

의 문헌에서 명확히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2. 즈냐나빠다의 Muktitilaka와 띠라까

즈냐나빠다류의 구경차제 문헌 가운데 해탈띠라까25)이 지금
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이 주석에는 띠라까를 중심으로 후기밀교

의 세계관 및 양 차제의 수행을 정의하고 있어 띠라까가 즈냐나

빠다류의 수행체계 정의에 있어 매우 긴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

는 것이다.

해탈띠라까의 내용은 처음에 문수보살에게 경례하는 장면으

로 시작하고 있다. 여기서 “그(문수보살)의 가슴에는 다함이 없고,

멸함이 없으며, 일체의 실상을 일미로 간직한 것으로, 미혹을 밝

히는 띠라까가 머물고 있다.”26)라고 설해져 있고 “일체의 실상로

부터 해탈하기 위해 띠라까의 의미를 알아야”27)라고 하였다.

또한 해탈띠라까에는 즈냐나빠다류의 교학적 입장을 보여주

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있다.

일체의 자성은 허공계와 같이 청정하여 현현하는 일체의 상들을 원

리한 것이며, 미묘하고 명료한 불이의 지혜이다. 일체의 분별을 떠났

기에 윤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밧줄이 뱀으로 보이

는 것과 같이 무자성에 대한 희구에 의해 미혹을 버림으로써 밧줄이

라는 (실체) 외에 다른 것은 불가득이다. 이와 같이 현상의 출현을 떠

난 (실상의) 만다라에 윤회는 조금도 있을 수 없다. 때문에 미묘하고

명료한 만다라에 의해 언제나 해탈할 수 있지만, 범부는 이 경계를 알

25) J janapada(Sang rgyas dpal yeshes), Muktitilakanama(Grol ba'i thig le

zhes bya ba), 東北目錄 No. 1859, 47a1～52a2.

26) 東北目錄 No. 1859, 47a2.

27) 東北目錄 No. 1859, 47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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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의 고통에 핍박받는 것이다.28)

또한 해탈띠라까에는 “색과 온과, 세속제의 사대와 작용을 지
닌 일체법은 오직 하나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체는 오직 마음이

다. 무엇이 일체중생의 식(識)이며 온(蘊)인지에 대해 둔하고 어리

석은 이들은 이 의미를 조금도 알지 못한다.”29)라고 하였고, 또한

“심과 심소의 심의식(心意識)은 하나이다. 언제나 육신인연의 성품

이 된다. 제법의 일체는 일미이며, 일체의 실체도 이로부터 전변

한 것이다. 제법은 물이 흘러 바다에 가듯 결국에는 하나이며, 다

수가 아닌 것이다”30)라고 하여, 즈냐나빠다류의 교학적 입장이 공

성과 유식을 모두 지지하는 후기중관파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해탈띠라까에는 “모든 불타가 법을 설하신 것은 양 차제에
진실하게 머무는 것으로, 생기차제와 구경차제의 두 가지만을 설

하셨다.”31)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해탈띠라까의 성립시점에서

즈냐나빠다류의 양 차제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정의가 완성단계

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해탈띠라까에 설해진 실제 띠라까의 관상은 “얼굴로부터 다

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띠라까에 섭집하고, 달과 유리와 같은 보리

심의 광명에 의해 5지혜의 자성인 겨자(canaka)의 씨 크기 안에

머무는 만다라를 불명료한 것이 명료하게 되도록 수행해야한다.

명료하고 불멸인 띠라까의 모양은 겨자씨의 크기로 5광으로 발하

며, 요동하는 모양으로 가슴의 중간에 항상 머문다. 이것을 봄으

로써 유가자는 대지혜가 찰나에 발현함에 의심이 없다.”32)라고 설

해져 있다. 여기서 띠라까는 6지유가와 달리 코끝이 아닌 가슴에

그 위치가 정착된 사실을 볼 수 있다.

28) 東北目錄 No. 1859, 47a6～47b1.

29) 東北目錄 No. 1859, 50a3～50a4.

30) 東北目錄 No. 1859, 50a4～50a5.

31) 東北目錄 No. 1859, 52a1～52a2.

32) 東北目錄 No. 1859, fol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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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맥관의 결절인 챠끄라와 띠라까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것으로 “현현하는 띠라까는 네 가지 상으로 수습해야한다. 정수리

는 풍대로 중앙에 oṃ을 관상한다. 목은 수대로 중앙에 aḥ를 사념

한다. 가슴은 화대로 중앙에 hūṃ을 사념한다. 회음은 지대로서

자신의 본존의 종자인 띠라까를 사념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코

에 호흡하는 풍의 색깔에 의해 중앙과 좌우 맥관이 구분됨을 다

음과 같이, “오른쪽에 생기하는 풍의 만다라는 검은 색의 자성이

며, 신금강의 자성이며 어두운 것으로 알 것이다. 왼쪽의 보리의

만다라는 백색의 자성으로 어금강의 자성이며 부드럽다. (중앙은)

붉은 색의 자성이며 심금강의 자성으로 두 가지가 완만하게 흐르

는 세력은 황금색으로 나타나며 일체본존의 자성으로 희락을 생

기하는 지혜이다.”라고 설해져 있다.33)

또한 해탈띠라까에는 “지금강의 수승한 자성으로서 대염송을
수습해야 한다. 이 수습의 힘에 의해 일체의 방향에서 환(幻)과

태양과 건달바의 성과 근과 수월 등이 꿈과 같이 나타난다. (또

한) 메아리와 그림자와 같은 환각의 점화불을 찰나에 보게 될 것

이다. 이 방편에 의해 모든 사물에 대해 자성의 진실을 보게 된다.

(이로 인해) 불이(不二)의 대락(大樂)인 대비밀의 불보리를 성취할

것이다.”34)라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이어서 六道와 33天을 나열하

고, 대해탈을 위한 수행도로서 이근교회의 유가가 설해져 있다.35)

이근교회의 유가는 해탈띠라까에서 “금강어의 삼매야에 의해
탐욕을 생기하는 흉악한 언어는 범속한 것들을 안락의 언어로 말

하게 한다.”36)라고 설하져 있는데 이것은 근본딴뜨라의 제7분에서

여인과 동녀를 희구함으로써 성불에 이른다는 세존의 말씀에 제

개장보살을 비롯한 보살들이 경악한 장면에서 보이듯 후기밀교의

33) 이것은 용수류 성취법의 금강염송차제(金剛念誦次第)와 내용면에서

일치한다.

34) 東北目錄 No. 1859,50a2

35) 東北目錄 No. 1859, 47a5～47a6.

36) 東北目錄 No. 1859, 48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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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락사상의 배경을 보이는 것이다.

같은 문헌에는 “윤회의 자성에 머물 때에 윤회의 과오는 필요

치 않다. 지혜에 의해 하나가 됨으로써 번뇌를 언제나 멀리할 것

이며, 염송을 수습함에 의해 무상(無常)을 물리치듯 불변의 해탈

띠라까에 의해 현생에서 실지를 얻을 것이다.”37)라고 설해져 있

다. 이처럼 해탈띠라까이 대락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
은 교리적으로 유가행중관파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불신(佛身)사상

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이것은 띠라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해

져 있다.

여래세존의 원만한 수용신과 법신 화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신어의

의 수승한 만다라는 무량한 화신의 모든 상이며 주인 지금강으로서

해탈의 띠라까의 상(相)이다. 길상 일체여래의 주이며 모든 지금강의

주처이며 일체제법의 법성으로서 모든 불타가 성취한 것이다. 모든 불

타가 법을 설하신 것은 2차제에 진실하게 머무는 것으로서 생기차제

와 구경차제뿐이다.38)

이외 해탈띠라까 중에 이근교회(二根交會)의 유가가 설해져

있는데, 그 배경으로 육신에 대해서는 “살은 비로자나이다. 다리

는 아촉이며, 피는 보생이라고 과감히 설한다. 육신은 무량광이며,

신경은 불공성취이다. 이와 같은 대비밀의 진실함은 구혜자께서

가르치신 것이다.”39)라고 하였고, 이어 “이근(二根)의 수습은 나무

가 영양이 풍부할 때 꽃과 열매가 생기듯, 두 가지의 인연을 생기

함으로써 자신의 상속을 내면적으로 성숙케 하는 것이다. 유가의

꽃은 석녀가 아니다.”40)라고 한 것은 상합유가에 대한 즈냐나빠다

의 해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외 해탈띠라까에는 5감로의 섭취와 관정(灌頂), 호마(護摩)

37) 東北目錄 No. 1859,51a5

38) 東北目錄 No. 1859,51b7

39) 東北目錄 No. 1859, 48a5～48a6.

40) 東北目錄 No. 1859, 48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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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실지의 획득 등이 설해져 있는데,41) 이것은 후대 용수류

의 양 차제 수행에도 그대로 이어진 모습을 볼 수 있다. 6지유가

와 해탈띠라까를 비교해볼 때 후자의 문헌은 확실히 6지유가에
서 설해진 미세유가를 더욱 실천적 측면에서 발전시킨 것으로 보

이며, 후대 용수류에도 전해져 즈냐나빠다류가 인도 후기밀교의

전개에 주요한 역할을 한 사실을 확인해볼 수 있다.

Ⅳ. 용수류의 성취법과 띠라까의 전개

1. 용수류 비밀집회계의 띠라까

즈냐나빠다류의 6지유가를 비롯해 해탈띠라까에서 정착된 비
밀집회딴뜨라의 양 차제 수행은 용수류에서 이론 및 실천적 면에

서 여러 석(釋)딴뜨라류와 주석서에 의해 더욱 연구되고 생기차제

의 성취법인 성취법약집과 구경차제의 오차제 등으로 정비되
었다. 전설한 바와 같이 즈냐나빠다류는 생기차제(生起次第)와 구

경차제(究竟次第)의 양 차제로 후기밀교 수행체계의 골격을 형성

하였고, 범부의 삼유(三有)인 생유(生有)․중유(中有)․사유(死有)

를 불신(佛身)인 화신․수용신․법신으로 전환하려는 수행의 기초

를 마련하였다.

용수류의 생기차제 수행은 성취법약집에 따르면 크게 자리

(自利)를 성취하기 위한 초가행삼마지(初加行三摩地, Ādi-yoga-sa

mādhi)와 이타를 위한 만다라최승왕삼마지(曼茶羅最勝王三摩地,

Maṇḍala-paramarāja-samādhi), 갈마최승왕삼마지(羯磨最勝王三摩

地, Karma-paramarāja-samādhi)로 구성되어 있다. 간단히 요약

41) 東北目錄 No. 1859, 48a3～48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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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초가행삼맘지는 광명법신으로부터 수용신을 거쳐 화신을 구

현하는 과정이며, 만다라최승왕삼마지는 광명법신으로부터 32존

의 만다라인 육신을 구현하는 것이며, 갈마최승왕삼마지 역시 광

명법신으로부터 일어나 불신(佛身)의 소작(所作)을 행사하는 것이

다.42)

반대로 오차제는 법신광명에 환입하여 열반법신을 성취하는

수행이며, 생기차제는 열반에 든 법신으로부터 중유와 생유의 현

실세계에 불신을 현현하는 수행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양 차제

모두 수행자가 열반법신을 수습하는 사전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구경차제는 실제 생전에 죽음의 과정을 반복하는 수행이며, 내용

은 삶과 중음의 단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미세의식상태를 유지하

면서 이들이 공성(空性)임을 자각하여 법신과의 합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오차제에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세의 삼유는 광명으로
인해 정화하기 때문에 찰나에 일체를 남김없이 본다.”라고 하였는

데, 여기서 말하는 정화의 의미는 곧 삼유에 걸쳐 심의식에 나타

난 경계가 공성임을 깨닫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이상 생기차제의 세 과정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법신의

체로부터 현상적 몸을 현현해내는 과정에 수반된 미세유가이며,

실제 정교한 미세유가의 수행은 구경차제의 금강염송차제를 비롯

42) 생기차제의 경우 수행자가 광명으로 환입하는 과정은 초가행삼마지에서

수행자의 전신에 배치된 32존 만다라의 종자를 광명에 융합시키는

과정이다. 이에 대해 성취법약집에는 “上下의 忿怒를 同伴한 自性으로
顯現하는 것은 識蘊에 드는 것으로 識은 또한 光明이며 涅槃, 一切空,

法身이라고도 설해진다.”라고 하여 광명이 곧 식(識)이자, 열반, 법신,

일체공성의 다른 이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 광명으로부터

법신과 일체가 된 수행자가 화신을 나타내는 과정이 의궤화된 것은 같은

성취법에서 “光明에 安住하고서 일어나는 覺性을 또한 본다. 眞言身의

瑜伽로써 本尊의 身을 觀緣한다.”라고 한 것에서 볼 수 있다. 다음

만다라최승왕삼마지와 갈마최승왕삼마지는 공통적으로 수행자가

열반법신으로부터 화신을 중생계에 나타내는 과정은 4천녀에 의해

중생을 구호하기 위해 세상에 몸을 나타내기를 청하는 의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48 ∙ 印度哲學 제22집

한 다섯 단계의 수행이다.43) 이에 대한 개요는 오차제에 다음과
같이 설해져 있다.

모든 유정들의 생명인 풍(風)이라 이름하는 것에 의해 일체의 사업

을 이룬다. 이것은 식(識)의 승물(乘物)로서 다섯 가지의 자성과 열 가

지의 이름이 있다. 풍의 진실차제로써 진언의 진실에 바르게 들고, 진

언의 관상을 원만하게 하여 금강염송을 수학한다. 금강염송으로 인해

유가자는 마음을 관하고, 여환(如幻)의 삼마지에 머물러 정진실제(正眞

實際)로 정화한다. (다음에) 정진실제로부터 일어나 무이지(無二智)를

얻는다. 쌍입(雙入)의 삼마지에 머물러 무학에 도달한다. 원만한 구경

인 유가자로서 그는 대지금강이다. 최상의 일체상을 갖춘 그를 일체지

자(一切智者)라고 이름한다.

위에서 풍은 심식의 주제에 의해 생명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

다. 금강염송차제에서 풍을 조절, 통제하기 위한 매개로 진언을

사용하는 것은 즈냐나빠다류의 전통과 동일하다. 금강염송차제로

인해 다음단계인 심청정차제와 자가지차제의 수습이 원만히 이루

어지기 때문에 금강염송차제는 오차제의 근본바탕이 된다.
이에 대해 오차제에는 “코끝에 겨자를 관상한다. (풍의) 오고

감을 겨자에 (두고) 비밀의 진언으로 관하는 자는 최승지(最勝智)

의 구절을 수학하는 것이다. 오종의 색의 보석으로 겨자씨앗을 코

끝에 정진하여 유가를 알도록 수학한다.”라고 한 것은 밀의해석

(密意解釋)딴뜨라에 설해져 있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코끝의 겨자는 다름 아닌 띠라까이며, 오차제에는 “5
지(五智)의 자성인 식(識)은 5대종의 자성으로 점의 형태로 현현

하는 것이니 이를 코끝에서 잘 관찰해야 한다. 5종색의 보(寶)는

43) 오차제는 다음의 다섯 차제로 구성되어 있다.
1.금강염송차제(vajra-japa-krama)

2.심청정 차제(citta-visuddhi-krama)

3.자가지차제(svadhisthana-krama)

4.낙현각차제(sukha-abhisambhdhi-krama)

5.쌍입차제(yuganadbha-k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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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呼)와 흡(吸)이다.”라고 하여 띠라까는 곧 중생의 심식인 오지

가 결집된 것임을 보여준다. 띠라까를 통해 나타난 풍, 역시 5부

족의 형태가 존재하여 육신을 순환한다고 설해져 있는데, 오차제
에는 하루를 순환하는 풍의 형태와 횟수에 대해 정교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금강염송차제의 띠라까는 6지유가와 같이

코끝에 관상하는 것이다.

이어서 오차제에는 “어금강을 수행하는 자는 곧 진언의 진실
을 알게 된다. 마음을 삼지(三智)로 구별하여 이에 결정코 상응한

다.”라고 설해져 있는데, 이것은 금강염송차제의 다음단계인 심청

정차제의 단계에 들게 됨을 말한 것이다. 심청정차제는 마음의 3

상인 현명과 현명증휘, 현명근득에 대해 공성을 깨닫는 것으로 그

내용은 공, 극공, 일체공으로 구별되어 있다.

다음의 자가지차제, 혹은 환신차제에 대해 오차제에는 “풍의
유가없이 마음의 자성을 집지함도 없다 마음의 자성은 인이 되어

업과 생을 널리 출생한다. 진실한 풍을 바르게 갖추어 삼식이 다

시 유가자의 몸에 출생하는 것을 환신(幻身)이라고 해석한다. 때

문에 일체중생은 꿈과 같은 것이라고 해석된다. 꿈과 같은 삼마지

에 머물러 일체를 이와 같이 본다.”라고 설해져 있다. 여기서 풍을

관하는 미세유가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을 때 심청정차제를 비롯

해 자가지차제의 수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환신차제에서 보이는 수행자의 몸은 “환화라고 보여지는 특징

으로 표식되는 이것은 속제의 환화의 몸이다. 이것은 또한 수용원

만의 보신이다. 이것은 건달바인 유정이며, 또한 금강신이 된다”

라고 오차제에 설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생의 중유의 수행
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어지는 광명차제는 수행자의 3식과 중유의 몸이 공성임을 깨

닫는 부따꼬띠의 체험을 통해 일체가 공성임을 깨닫는 것이다. 
오차제에는 다음과 같이 설해져 있다.

밤은 현명(顯明)에 속하며, 일광을 발산하는 낮은 현명증휘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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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은 현명근득이다. (진실한) 자성은 감이 없이 가니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며, 그 중간도 아니니, 모든 속성으로부터 떠난 이것을 깨달

음의 찰나라고 최승의 상사(上師)가 해석한 유가자는 이 경계이다. 중

간의 경계는 끝이 없으며, 암흑이 모인 무여(無餘)이며, 일체를 초월하

고, 태양이 아직 떠오르지 않은 이 찰나를 무구(無垢)한 진실의 경계라

고 설한다.

광명차제에서 수행자가 깨닫게 되는 일체공은 오차제에서
“무엇에도 가는 것, 오는 것도 없는 것이며, 다함도 없고, 늘어남

도 없고, 사상과 무사상도 없는 희유의 자세이며, 더욱이 희유함

도 없다. 머무는 것도 없고 빠르게 가는 것도 없다. 모든 유와 무

의 모든 가명으로부터 떠나고 복의 형태도 없고, 악의 형태도 없

다. 복과 악의 주도 아닌 최승의 이것을 일체공이라고 제불은 선

언하셨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금강염송차제로부터 쌍입차제에 이르는 과정은 수행자

의 심식의 작용이 해탈을 성취한 절대공성의 법신광명에 융합되

는 과정이다. 쌍입차제는 일체의 상대적 관점을 포용해야 구경의

깨달음에 든다는 사실을 속제와 승의제, 공과 방편 등 21가지의

상대적 주제를 대비하여 밝힌 것이다. 때문에 생유로부터 중유의

의식이 전개되기 위해 그 중간통로가 되는 띠라까는 구경차제의

수행에 있어 중요한 것이다.

이상 양 차제 가운데 띠라까의 존재는 오지(五智)의 실체를 오

풍(五風)의 존재로 환원시킴으로써 무형의 정신을 유형의 육신영

역에서 표출되는 중요한 구심점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즈냐

나빠다류의 6지유가와 해탈띠라까에는 미세유가로부터 구경차제

가 형성되는 과도기적 형태를 보여준 것이라면 용수류는 양 차제

에 대해 미세유가를 근간으로 삼유를 삼신의 성취로 이끄는 수행

체계를 완성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오차제의 성립 이후 무상
유가딴뜨라의 발전은 좌우 맥관에 흐르는 풍을 중앙으로 흐르도

록 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이근교회의 유가

를 비롯해 인도의 습속이 반영된 모(母)딴뜨라계의 문헌과 유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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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폭증하였다.

2. 비밀도차제론에 나타난 미세유가의 평가

비밀도차제론의 저자인 쫑카빠는 무상유가딴뜨라의 과분에서
띠라까의 단원을 따로 두어 해설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쫑카바가

설하는 띠라까의 관상(觀想)은 크게 만다라를 관상하기 위한 사마

타의 수습을 위한 목적과 양 차제의 수행에서 미세유가의 생리적

인 통제를 위한 관상의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이에 대해 비밀도
차제론에는 다음과 같이 설해져 있다.

첫째의 차제의 단계로 능의와 소의의 만다라를 미세한 것과 조악한

것을 반복하여 마음에 수념하여 명료하게 나타내는데 성공한다면 그

것만으로도 수승한 止를 성취하는 것이 필요치 않다. 두 번째 단계에

서 脈(rtsa)과 風(rlung)과 뚬모(gtum mo, candali) 등의 유가에 의해

마음의 견고한 삼매를 성취하는 많은 방편이 설해져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단계의 띠라까 관상은 유가행파의 지관수습의 범주로

부터 심신(心身)의 경안을 얻기위한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쫑

카빠는 “이것이 없다면 범속한 경계가 나타나는 것을 멸할 수 있

는 대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기차제를 수행함으로써 이들을

멸하기 위해 추세(麤細)의 두 가지에 의지해야 하며, 견고한 원만

한 만다라를 명료하게 나타내기 위해 마음에 바른 도리를 얻어

실제 삼마타를 얻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여 생기차제의

만다라관상을 위해 미세띠라까의 관상이 필요하다고 설하고 있는

것이다.

쫑카빠는 즈냐나빠다의 교설을 인용해 “띠라까의 유가라고 하

는 것은 자신의 지혜살타를 가슴의 표식에 머물게 하는 삼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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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하는 것이며, 즈냐나빠다 부자에 의해 말하길, “이것은 초발

심자라도 이에 대해 수습하는 것으로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마음

이 혼침이나, 도거가 있을 때 띠라까의 유가등을 수행하는 것이

다”44)라고 하였다. 또한 “미세한 점에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풍이

바깥으로 동요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내부에 머물게 하는데 이

유가 있다”라고 하여 초기 유가행파가 사마타수행을 위해 풍을

제어했던 입장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쫑카빠는 생기차제의 만다라관상을 위해 혼침, 도거를

잠재우기 위해 미세띠라까의 관상을 말하지만 이후 구경차제의

띠라까의 관상은 전혀 이유에서 수습되는 것으로 위에서 말한 바

와 같이 맥관과 풍, 뚬모의 불을 일으키기 위한 다른 목적을 가지

고 있다.

쫑카빠가 정의한 이러한 사실들은 띠라까의 관상이 유가행파의

사마타수행에 그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후 띠라까를 통해 발산

하는 광명을 경험하고 그 실체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수행자의 미

세한 의식을 통해 기타 심청정차제나 자가지차제의 구경차제 수

행을 계발해 나아간 사정을 볼 수 있는 것이다.

Ⅴ. 결어

띠라까의 기원은 대승불교의 유가행파의 수습에 있으며 그 기

원은 멀리 근본불교를 비롯한 인도의 전통적인 수행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 띠라까는 인도후기밀교의 수행에서 코끝에 관상하는

미세한 점을 가리키지만, 그 연원은 선정수행에 있어 시선을 한

곳에 고정시켜 정신집중을 유도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유가행

44) fol. 334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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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의 수습에서 띠라까는 지관의 수행에 있어 신심(身心)을 안정시

켜 혼침과 도거를 제거하고, 육신의 경안(輕安)을 얻는 작용을 한

다. 육신의 경안이 호흡과 풍(風)의 조절에 관여하는 사실은 유가

행파의 수행에서 보여지며, 금강정경의 오상성신관을 비롯한 유
가딴뜨라의 수행에는 미세유가를 통해 수행자는 심신의 경안을

얻고 깊은 선정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음이 붓다구히야를 비롯해

아난다가르바, 샤꺄미뜨라 등의 인도 밀교가의 저술에서 보여 지

고 있다.

인도 후기밀교시대에 성립된 생기차제와 구경차제의 수행에서

띠라까는 수행자의 의식과 생리작용을 통제하고 의식상태를 생유

와 중유에 걸쳐 지속시키는 미세유가의 중심역할을 한다. 띠라까

에 대해 인도의 딴뜨리까들은 5지의 구심점이자 불성의 실체로서

인체에 존재하는 5풍을 통제의 중추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인도

후기밀교의 해석에서 중유의 중생이 의식의 존재로부터 윤회하거

나, 또는 보살의 중생구호의 의지와 결합해 육신의 실체를 현현하

는 과정에서 의식으로부터 풍과 결합되어 육신의 존재를 야기시

키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양 차제의 수행은 의식에

의해 통제되는 풍과 풍의 통로인 맥관, 짠달리 등의 특수한 생리

적 환경을 밝힌 것으로 보이며, 이후 생리적 통제를 통해 좌우 맥

관의 풍을 중앙에 흐르도록 하여 해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시

도하는 특수한 수행이 전개된다. 이처럼 띠라까는 인도 후기밀교

의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기원은 육신과 정신과의 관

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던 대승불교 유가행파 수행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후 후기밀교의 대락사상(大樂思想)과 결합해 무상

유가딴뜨라라는 독특한 밀교시대를 연 것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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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on of Tilaka in the History

of Buddhist Tantrism

Cheong, Seongjoon

(Dongguk University)

The practice of Tilaka(Tib. thig le) that visualizing a minute

spot on the nose or heart has its origin to the practice system

of Yogacārya school in Mahāyāna Buddhism and its source goe

s back to the practices of Fundamental Buddhism as traditions

of Indian's primitive Yoga system. Tilaka in the system of Yog

acārya school was used in Śamatha and Vipśyana to stabilize t

he mind and body so that the practitioner reach the stages of

Easiness(輕安, prasrabdhi) by removing the Impurity(惛沈, Syt

āna) and Excitement(掉擧, Auddhatya). The series of practice f

ounded its practice system of Yogacārya school to control the

breath and wind of body. In the Yoga Tantric System the Tila

ka was given the name of Minute Yoga(微細瑜伽, Sūkṣma-yog

a) in the Commentaries of Indian authors which takes its role o

f elevating the consciousness of practitioner.

In the practice system of Anuttarayoga-tantra which appeare

d in the latter ages of Esoteric Buddhism, the usage of Tilaka

was to control and regulate physiological system of body and t

o maintain the stage of consciousness while practicing minute

yoga of Physical Body(生有) and Intermediate Body(中有). The

Tantrikas of India understood the Tilaka while practicing G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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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ion Stage(生起次第) and Completion Stage(生起次第) as a cohe

sion of Five Wisdom(五智) of Buddha, and also understood it a

s a Buddha's nature that controls the Five Wind(五風) residing

and circulating in the Physical Body. The Tilaka was developed

to the practices of Wind, Channel of Wind, and Knot of Winds

(Cakra) that deals with a physical structures and functions in t

he practice system of this Anuttarayoga system and its purpos

e is to melt the winds of channel so that let the wind flows in

the center so that it promotes the Deliverance both of mental a

nd physical obstructions.

In this way the Tilaka has its origins as a method to concen

trate the consciousness of practitioner by focusing any spots of

body or elsewhere but it was combined with breaths and later

adopted by Yogacārya schools to regulate body and mind of pr

actitioner. The Anuttarayoga Tantra system is a unique one to

deals with the Deliverance of physical body but it is evident th

at the Tilaka took a great role to the formation of in the latter

age's Esoteric Buddhism in India.

Keywords : Esoteric Buddhism, Tantrism, Tilaka,

Ṣaḍaṇga-yoga, Generation Stage, Completion

Stage, Muktitilaka, Jñānapada School,

Nagarjuna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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