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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딴뜨리즘의 까빨리까 요기니 숭배

Abhayākaragupta의 니쉬빠나요가발리와 바즈라발리를
중심으로

이용현*1)

Ⅰ 들어가는 말. Ⅱ 까빨리까 요기니 숭배. Ⅲ 니쉬빠나요가발리에서
보이는 까빨리까 요기니 숭배. Ⅳ 바즈라발리에서 보이는 까빨리까

요기니 숭배. Ⅴ 맺는 말.

요약문 [주요어: 까빨리까 요기니 숭배, 요기니 딴뜨라, 만다라, 통과의례,

성적 수행]

서기 9～13세기에 전성기를 이루는 힌두와 불교 딴뜨리즘의 핵심에

는 극단적인 쉬바 파 딴뜨라들로부터 파생된 까빨리까 요기니 숭배가

있었다. 불교 딴뜨리즘의 경우, 이 기괴한 전통은 요기들뿐만 아니라 대

승원 대학의 학승들의 주목을 받았다. Abhayākaragupta를 위시한 요기

겸 학승들은 이 까빨리까 요기니 숭배를 불교적으로 표현한 딴뜨라들에

대해 최고의 평가를 내리게 된다. 그리고 까빨리까 요기니 숭배는 방편

상 가장 극단적이며, 강력한 것이었다. 까빨리까 요기니 숭배는 불교의

경우, 특히 요기니 딴뜨라들 속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이 저서는 불교

만다라를 연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의 하나로, 만다라들의 배열은

그의 시대를 나타내는 데서 상당히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바
즈라발리에서는 까빨리까 요기니 숭배가 두 핵심 통과의례인 ‘비밀’과

‘반야의 지식’에서 성적 수행의 형태로 보여진다. 의미상 완전히 불교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짜루’라고 불리는 성적 분비물을 마시는 행위는

그 기원이 쉬바 파의 까빨리까 요기니 숭배에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Ⅰ. 들어가는 말

딴뜨리즘의 역사에 있어서 불교 딴뜨라가 먼저인가, 힌두 딴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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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 먼저인가 하는 질문은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하는

질문과 흡사해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Alexis Sanderson은 1980

년대 후반부터 일련의 논문들에 의해서, 딴뜨리즘의 주원동력은

쉬바 파이며, 그 전성기는 대략 서기 800년경 샥띠(śakti) 숭배가

고조되는 Vidyāpīṭha와 함께 시작되며, 불교의 요기니 딴뜨라들은

그 기원에 있어서 Vidyāpīṭha의 딴뜨라들로부터 많은 것을 모방

했다는 획기적인 주장을 하게 되었다.1) 비록 Sanderson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아직도 제기되고 있지만, 불교의 요기니 딴뜨라들은

그의 이론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그의 이론과 불교 딴뜨라의 역사를 종합해 볼 때, 딴뜨리

즘의 전성기는 서기 800년부터 1200년 사이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4세기를 대략 반반 씩 취해, 거의 모든 중요한 딴뜨라들이 성

립한 전기와 깊은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며 의례를 간소화하거나

내화(內化)하는 방향으로 나간 후기로 나눌 수 있다. 힌두 딴뜨리

즘의 경우 이 후기를 대표하는 것으로 Abhinavagupta(서기 975～

1025)로 유명한 까쉬미르 쉬바 파를 들 수 있고, 불교 딴뜨리즘의

경우 Abhayākaragupta(11세기 후반～12세기 초반)로 대표되는

인도불교 최후기의 Vikramaśīla 승원대학의 전통을 들 수 있다.

무려 4세기에 이르는 딴뜨리즘의 전성기는 까빨리까(Kāpālika)전

통의 강한 영향을 받았지만, 그 근저에는 요기니 숭배가 놓여 있

었다. 본 소고는 Abhayākaragupta의 두 저서인 니쉬빠나요가발
리(Niṣpannayogāvalī: NPY)와 바즈라발리(Vajrāvalī: VA)를
통해, 요기니 딴뜨라들이 까빨리까 요기니 숭배의 강한 영향 하에

놓여 있고, 그 특징들 중의 하나인 ‘요기니를 동반한 요가’가 심지

어 불교 딴뜨리즘의 경우에서조차 중요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한

다. 이 경우 ‘요기니를 동반한 요가’는 물론 성적 요가를 의미한다.

1) 예컨대 Sanderson(1987, 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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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까빨리까 요기니 숭배

쉬바 파 딴뜨리즘의 극단에 놓여 있는 까빨리까 전통은 인간의

뼈들로 된 장식품들과 화장터(śmaśāna)로 상징되며, Vidyāpīṭha

에 속한 Bhairavatantra들의 배경이 되고 있다. 원래 kāpālika라는

싼쓰끄리뜨 단어는 해골을 뜻하는 kapāla에서 파생된 말로, 까빨

리까 요기들이 인간의 뼈로 된 여러 가지 장식품들을 달고 있던

데서 유래한다. 예컨대 전형적인 까빨리까 요기는 그의 흐트러진

머리를 인간의 뼈로 된 핀을 꽂아 틀어 올리고,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데 해골바가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시체의

머리털을 꼬아서 브라만 계급의 상징인 성스러운 끈을 달고, ‘여

섯 개의 표식(ṣaṇmudrā)’으로 불리는 인간의 뼈로 된 왕관(cakrī),

목걸이(kuṇḍala), 귀걸이(kaṇṭhī), 팔찌(rucaka), 허리띠(mekhalā)

를 몸에 장식하며, 화장터의 재(bhasman)를 온 몸에 뿌렸다. 해골

이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카뜨왕가(khaṭvāṅga)로 불리는 긴 막대

기나 양쪽으로 두드릴 수 있는 다마루(ḍamaru) 북도 까빨리까 요

기의 중요한 징표들이었다. 그는 또한 두띠(dūtī, 여성 전령)라고

불리는 요기니와 함께 그들의 성적 분비물을 얻기 위해 성행위를

하곤 했다. 때때로 이러한 성적 분비물은 ‘짜루(caru)’라고 불리며,

자신의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최고의 공양물이었다.2)

이처럼 전형적인 까빨리까 요기는 화장터에서 살며, 그의 소름

끼치는 신들을 모방하며, 피, 고기, 술, 짜루 등으로 그들을 공양하

곤 했다. 그리고 짜루를 얻기 위해 의례적인 성행위를 할 때, 보통

상호간의 카스트의 구별은 무시되곤 했다. 이러한 것들은 브라만

계급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그들의 ‘순수함’을

더럽히는 것들이었다. 심지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까빨리까 요기

2) ‘짜루’에 대해서는 Serbaeva(2006) pp. 149-1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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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는 것만으로도 브라만의 순수함은 더럽혀진다고 믿어졌다.

비록 낮은 카스트에 속한 사람에게는 술과 고기가 전혀 금기시되

지 않았지만, 브라만에게는 부정(不淨)한 것이었다. 따라서 정통

브라만은 오직 채식만을 그의 신에게 공양하고, 성행위는 그의 숭

배(pūjā)에서 완전히 금기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전형적인 까빨리

까 요기는 채식 대신에 고기를, 우유 대신에 술을 공양했다. 그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오로지 사회적인 터부를 깨는 것에 의해서

만, 그가 추구하는 초능력(siddhi)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

이었다.

Vidyāpīṭha 딴뜨리즘의 이해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

근저에 놓여 있는 후세에 까울라(kaula) 전통이라고 불리게 된 요

기니 숭배이다. 요기니 숭배는 원래 까빨리까 전통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둘이 결합하여 딴뜨리즘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한 까빨리까 요기니 숭배를 성립시켰다. 원래 요기니

는 권능의 장소(pīṭha)로서의 화장터에 출몰하는 여신으로, 인육을

먹는다는 다끼니(ḍākinī)는 그 동의어이다. 까빨리까 요기나 까울

라 요기의 주된 목적은 이들 요기니들을 자신의 앞에 모이게 하

고, 그를 그들의 무리에 받아들이게 하여 초능력을 공유하려고 하

는 데에 있었다. 그러나 이들 여신들로서의 요기니들은 인간 요기

니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믿어졌다. 이들은 대개 권능의

장소 근처에서 사는 8세, 12세, 혹은 16세의 소녀들이거나 다끼니

들로 불린 27세 이상의 불가촉민 여성들이었다.

보통 64인으로 알려진 요기니들은 Cāmuṇḍā 등 8인의 모(母)

여신들에 속한 씨족(kula)들 중 어느 것인가에 속해 있었다. 까울

라 딴뜨리즘의 입문자는 통과의례를 가질 때, 신성의 힘이 강림하

여 망아의 상태에서 꽃을 이들 모(母) 여신들이 안치된 만다라에

던진다. 꽃이 떨어진 장소에 모셔진 여신이 그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그녀의 씨족에 속한 요기니들도 자동적으로 그와 강한 유

대를 갖게 된다. 따라서 통과의례를 마친 입문자는 자신의 모(母)

여신에게 성스러운 날, 그의 씨족에 속한 요기니를 찾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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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능력과 초자연적인 지식을 얻는 것을 열망하며, 그는 그녀를 숭

배한다.3)

까울라 딴뜨리즘은 보통 그 전승의 방향에 따라 네 가지로 나

눠진다. 첫 번째의 동쪽 전승은 여신들에게 둘러싸인 Kuleśvara와

Kuleśvarī를 쉬바와 샥띠로 숭배한다. 후대에 카쉬미르 쉬바 파의

Abhinavagupta로 대표되는 Trika 딴뜨리즘은 이 동쪽 전승으로

부터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의 북쪽 전승은 무서운

여신 Guhyakālī를 숭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역시 카쉬미르

쉬바 파의 Abhinavagupta로 대표되는 Krama 딴뜨리즘은 이 전

승으로부터 발전한 것이다. 세 번째의 서쪽 전승은 곱사등이 여신

Kubjikā를 숭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후대의 힌두 딴뜨리즘에

서 보이는 6개의 짜끄라(cakra) 시스템은 이 전승에서 최초로 체

계화되었다. 네 번째의 북쪽 전승은 아름답고 관능적인 여신 Trip

urasundarī를 숭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전승은 후대 남인

도의 Śrī Vidyā 전통의 기초가 되었다.4)

Ⅲ. 니쉬빠나요가발리에서 보이는 까빨리까 요기니 숭배

인도 딴뜨라 불교의 최대 학승으로 불리는 Abhayākaragupta는

의례 3부작인 NPY, VA, 그리고 조띠르만자리(Jyotirmañjarī)의
저자로도 유명하다. 이들 중 VA가 그의 대표작으로, 나머지 두

저서는 이 웅대한 ‘만다라 의례집(maṇḍalavidhi)’에 대한 ‘보완적

인 저서(parikara)’들이다. 그러나 NPY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

유 때문에 현대의 딴뜨리즘 연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저서로

3) Sanderson(1988) pp. 671-672.

4) Sanderson(1988) pp. 68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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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 첫째, Abhayākaragupta는 이 저서에서 후기 인도불

교의 가장 대표적인 ‘관상된 만다라(bhāvyamaṇḍala)’ 26개를 골

라, 26장으로 나눠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둘째, Abhayākaragupta

는 힌두와 불교의 전통에 속한 1000이 넘는 신들의 모습을 자세

히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NPY는 인도 도상학(Indian Iconograph

y)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자료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NPY의 26개 만다라와 관련된 딴뜨라들은 다음과 같다.

1. 만주바즈라 만다라(Mañjuvajramaṇḍala): Guhyasamājatantra

2. 삔디끄라목따 만다라(Piṇḍīkramoktamaṇḍala): Guhyasamājatantra

3. 슈리 쌍뿌따 딴뜨록따 바즈라싸뜨와 만다라(Śrīsaṃpuṭatantrokta

- vajrasattvamaṇḍala): Saṃpuṭatantra

4. 갸나다끼니 만다라(Jñānaḍākinīmaṇḍala): Saṃpuṭatantra

5. 싸쁘따다샤 아뜨마까 헤바즈라 만다라(Saptadaśātmakahevajram

aṇḍala): Saṃpuṭatantra

6. 나이라뜨먀 만다라(Nairātmyāmaṇḍala): Saṃpuṭatantra

7. 바즈라 아므르따 만다라(Vajrāmṛṭamaṇḍala): Vajrāmṛtatantra

8. 나바 아뜨마까 헤루까 짜뚜슈따야 만다라(Navātmakaherukacatu

ṣṭayamaṇḍala): Hevajratantra

9. 마하마야 만다라(Mahāmāyāmaṇḍala): Mahāmāyātantra

10. 나바 아뜨마까 붓다까빨라 만다라(Navātmakabuddhakapālamaṇ

ḍala): Buddhakapālamaṇḍala

11. 바즈라훔까라 만다라(Vajrahūṃkāramaṇḍala): Abhidhānottaratantra

12. 쌈바라 만다라(Saṃvaramaṇḍala): Laghusaṃvaratantra

13. 빵짜윔샤띠 아뜨마까 붓다까빨라 만다라(Pañcaviṃśatyātmakab

uddhakapāla- maṇḍala): Buddhakapālamaṇḍala

14. 요감바라 만다라(Yogāmbaramaṇḍala): Catuṣpīṭhatantra

15. 야마리 만다라(Yamārimaṇḍala): Kṛṣṇayamāritantra

16. 바즈라따라 만다라(Vajratārāmaṇḍala): Ḍākinīvajrapañjaratantra

17. 마리찌 만다라(Mārīcīmaṇḍala): Mārīcītantra

18. 빵짜라끄샤 만다라(Pañcarakṣāmaṇḍala): Pañcarakṣā

19. 바즈라다뚜 만다라(Vajradhātumaṇḍala): Sarvatathāgatatattvasa

ṃgraha와 Durgatipariśodhanatan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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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뜨리짜뜨와림샤드 아뜨마까 만주바즈라 만다라(Tricatvāriṃśad

ātmaka- mañjuvajramaṇḍala): Māyājālatantra

21. 다르마다뚜와기쉬바라 만다라(Dharmadhātuvāgīśvaramaṇḍala):

Mañjuśrīnāma- saṃgīti

22. 두르가띠 빠리쇼다나 만다라(Durgatipariśodhanamaṇḍala): Dur

gatipariśodhana- tantra

23. 부따다마라 만다라(Bhūtaḍāmaramaṇḍala): Bhūtaḍāmaratantra

24. 빵짜다까 만다라(Pañcaḍākamaṇḍala): Ḍākinīvajrapañjaratantra

25. 샤뜨짜끄라와르띠 만다라(Ṣaṭcakravartimaṇḍala): Abhidhānottar

atantra

26. 깔라짜끄라 만다라(Kālacakramaṇḍala): Kālacakratantra

한편 NPY의 26장 중 총 16장(즉 3장-14장, 제 16장, 24장-26

장)이 요기니 딴뜨라들에 속해 있고, 제 7장과 제 16장을 제외하

고는 까빨리까 전통의 영향이 농후하다. 예컨대 가장 유명한 요기

니 딴뜨라의 하나인 헤바즈라 딴뜨라(Hevajratantra)와 관련된
제 8장의 경우, 지존 Hevajra와 그의 비(妃) Nairātmyā 여신은 다

음과 같이 까빨리까적 요소가 농후하다.

궁전의 가운데에 있는 이중 연꽃의 과피 위로 브라흐만, 비슈누, 쉬

바, 인드라의 형태를 한 4인의 마라가 똑바로 누워 있다. (지존 Hevajr

a는) 벌거벗은 채, 그들의 가슴에 놓여 있는 태양 원들을 네 발로 밟

고 서 있다. 그는 연극의 9개 감정들을 모두 갖고 있으며, 두 발로 ard

haparyaṅka 자세를 취하며, 다른 두 발로는 ālīḍha 자세로 춤추고 있

다. 그의 머리털은 이중 금강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불타며, 위로 치솟

아 있고, 붉은 밤색을 띄고 있다. 그의 이마는 완전히 말라붙은 다섯

개의 사람 머리로 장식되어지고, 다섯 부처님으로 된 왕관을 쓰고 있

고, 그(의 몸)는 검은 색이다. 그는 16개의 팔과 여덟 개의 얼굴을 갖

고 있다. 각각의 얼굴에는 붉고 둥근 세 개의 눈들이 있고, 가운데 얼

굴은 검은 색이며, (세 개의) 오른쪽 얼굴들은 각기 흰색, 검은색, 검은

색이며, (세 개의) 왼쪽 얼굴들은 각기 붉은색, 검은색, 검은색이다. 위

로 향한 얼굴은 회색이며, 추하게 일그러져 있다. 모든 얼굴들은 미간

을 찌푸리고 있으며, 입술 밖으로 어금니가 삐쭉 나와 무섭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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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개의 오른손들로 들고 있는 (벌레들에) 갉아 먹힌 (여덟 개의)

해골바가지들 속에는, 각각 코끼리, 말, 낙타, 소, 물소, 사람, 샤라바,

고양이가 들어 있다. 여덟 개의 왼손들로 들고 있는 (여덟 개의) 해골

바가지들 속에는 Pṛthvī, Varuṇa, Vāyu, Tejas, Candra, Āditya, Yam

a, Dhanada 신들이 들어 있다. 해골로 된 왕관, 귀걸이, 목걸이, 팔찌,

허리띠로 장식하고, (온 몸에 재를 뿌리고, 피에) 젖은 50개의 사람 머

리들로 된 화환을 두르고 있고, 위팔 장식과 발목 장식을 두르고 있다.

그의 비인 Nairātmyā는 벌거벗고 있으며, (몸은) 검은 색이다. 그녀

는 작두와 해골을 들고 있는 두 손으로 지존을 포옹하며, pratyālīḍha

자세로 춤추고 있다. 다섯 개의 해골 장식들(즉 왕관, 귀걸이, 목걸이,

팔찌, 허리띠)로 장식하고 있으며, 붉고 둥근 세 개의 눈을 갖고 있으

며, 입술 밖으로 어금니가 삐쭉 나와 얼굴은 무섭게 보인다. 그녀의

머리는 불타며, 위로 치솟아 있고, 붉은 밤색이다. 이마를 다섯 개의

사람 머리로 장식하고 있으며, 목에 말라붙은 사람 머리들로 된 (화환

을) 걸고 있고, 발목 장식 등으로 장식하고 있다.5)

또한 이러한 Hevajra와 Nairātmyā는 Gaurī 등 8인의 요기니들

5) kūṭāgārasya madhye viśvābjasya karṇikopary

uttānahiraṇyagarbhahariharapuraṃdararūpamāracatuṣṭaya-

hṛdayasthasūrye catuścaraṇo nagno navanāṭyarasaiḥ pādābhyām

ardhaparyaṅkeṇāparābhyām ālīḍhapadena nṛtyan

viśvavajrāṅkajvaladūrdhvakapilakuntalo lalāṭopari

niḥśuṣkitapañcamuṇḍamaṇḍitaḥ pañcabuddhamukuṭī kṛṣṇavarṇaḥ

ṣoḍaśabhujo 'ṣṭāsyaḥ pratimukhaṃ raktavartulatrinetro mūlamukhaṃ

kṛṣṇaṃ savyāni sitakṛṣṇakṛṣṇāni vāmāni raktakṛṣṇāny ūrdhvaṃ

dhūmravarṇaṃ vikṛtaṃ sarvamukhāni sabhrūbhaṅgabhṛkuṭikāni

daṃṣṭrāṅkurakarālāni / savyāṣṭakaraiḥ kavalitakapāleṣu

hastyaśvakharagāv- uṣṭramanuṣyaśarabhautavaḥ vāmāṣṭakarakapāleṣu

pṛthvīvaruṇavāyutejaścandrādityayamadhanadāḥ /

cakrīkuṇḍalakaṇṭhīrucakamekhalābhasmāni

sārdrapañcāśannaraśiraḥśreṇīkeyūranūpurāṇi ca bhūṣaṇāni / asya prajñā

nairātmyā nagnā kṛṣṇā kartrikapālārcitasavyavāmabhujābhyāṃ

bhagavantam āliṅgya pratyālīḍhena nṛtyantī pañcamudriṇī

raktavartulatrinetradaṃṣṭrākarālaikamukhī jvaladūrdhvapiṅgalakeśī

lalāṭataṭasthapañcamuṇḍagalāvalambiśuṣkanṛmuṇḍamālānūpurādibhūṣitā

/ Lee(2004) pp. 27-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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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둘러싸여 있다. 이 구성은 까빨리까적 색채가 농후하며, Vid

yāpīṭha에 속하는 삐쭈마따 브라흐마 야말라 딴뜨라(Picumata-
Brahmayāmalatantra)의 만다라를 연상시킨다. 거기서 지존 Kapāl

īśa는 그의 비 Kāpālinī와 함께 Raktā 등 8인의 요기니들에게 둘

러싸여 있다.

불교의 요기니 딴뜨라들이 얼마나 까빨리까 전통의 영향을 받

았는가는 헤바즈라 딴뜨라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라구삼바라
딴뜨라(Laghusaṃvaratantra)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딴뜨라와

관련된 NPY의 제 12장에서 지존 Cakrasaṃvara와 그의 비 Vajra

vārāhī는 이와 같이 까빨리까적 요소가 농후하다.

삼바라 만다라에 있어서 금강 초롱의 안에 수메루 산이 있다. 그 위

로 이중 연꽃의 과피에 놓인 이중 금강의 위로 제단이 있다. 그 위에

놓인 궁전의 가운데에서, 지존(Cakrasaṃvara)은 이중 연꽃의 수술 위

에 있는 태양 원에 놓여 있는 Bhairava와 Kālarātrī를 양발로 ālīḍha

자세를 취하며 밟고 있다. 그(의 몸)는 검은 색이며, 검은색, 녹색, 붉

은색, 노란색으로 된 네 개의 얼굴들은 각기 동쪽, 북쪽 등을 바라보고

있다. 각각의 얼굴에는 세 개의 눈들이 있고, 아래는 호랑이 가죽을

걸치고 있고, 12개의 팔을 갖고 있다. 금강과 금강 종을 쥔 양손으로

Vajravārāhī를 포옹하고 있으며, 다른 양손으로 피가 뚝뚝 떨어지는

흰색의 코끼리 가죽을 등에 걸치고 있으며, 다른 (네 개의) 오른손들

로 다마루 북, 도끼, 작두, 삼지창을 들고 있고, 다른 (네 개의) 왼손들

로 금강으로 장식된 카트왕가 지팡이, 피로 가득 찬 해골바가지, 금강

올가미, 브라흐만의 머리를 들고 있다. 그는 목에 (피에) 젖은 50개의

사람 머리들로 된 화환을 걸고 있고, 여섯 개의 무드라(즉 까빨리까

요기의 다섯 개의 해골 장식들과 화장터의 재)로 장식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힘줄로 된 (브라만의) 성스러운 끈을 걸고 있으며, 이마 위에

는 다섯 개의 해골들로 된 화환이 놓여 있다. 그의 머리는 보석, 왼쪽

으로 구부러진 초승달, 이중 금강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검은색이며,

머리를 층층이 틀어 올리고 있다. 그의 얼굴은 추하게 일그러져 있고,

벌린 입으로 어금니가 삐쭉 나와 있다. 그는 연극의 9개 감정들을 모

두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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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Vajravārāhī(의 몸)는 붉은 색으로, 세 개의 눈들이 있는 한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 그녀는 부분적으로 대머리로, 남아 있는 머리

털은 흐트러져 있으며, 벌거벗고 있다. 엉덩이를 해골 조각들로 살짝

가리고 있고, 포옹하고 있는 손으로 들고 있는 해골바가지로부터 떨어

지는 월경의 피로 지존을 마시게 하고 있다. (또한) 금강을 쥔 손의 위

로 쭉 뻗은 두 번째 손가락으로 악들을 위협하고 있다. 핏기가 완전히

가시고 말라붙은 인간의 머리들로 된 화환을 두르고 있으며, 태양의

광휘로 된 후광을 갖고 있다. 그녀는 다섯 개의 해골 장식들을 하고

있으며, 살짝 웃고 있다. 그녀는 월경하며 온몸의 털을 곤두세우고 있

다.6)

이 만다라에서는 비록 지존 Cakrasaṃvara가 까빨리까 전통의

지존인 Bhairava 신을 밟고 서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Hevajra

이상으로 까빨리까적 요소가 농후하다. Cakrasaṃvara와 Vajravār

āhī는 24개의 ‘권능의 장소(pīṭha)’를 상징하는 24인의 요기니들(혹

은 다끼니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녀들은 또한 그녀들에게 종속

6) saṃvaramaṇḍale vajrapañjarasyābhyantare sumerūpari

viśvābjapuṣkarasthaviśvavajravedīsthita- kūṭāgārasya madhye bhagavān

viśvāmbhojasya karṇikopari bhānusthabhairavakālarātryāv ālīḍhacaraṇā-

bhyām ākrāntaḥ kṛṣṇaḥ kṛṣṇaharitaraktapītapūrvottarādicaturmukhaḥ

prativaktraṃ trinetro vyāghra- carmāmbaro dvādaśabhujaḥ

savajravajraghaṇṭābhujayugmāliṅgitavajravārāhīko bhujābhyāṃ

pṛṣṭhataḥ śubhrasaraktaprasṛtagajacarmadharas tadaparaiḥ savyakarair

ḍamaruparśukartritriśūlāni bibhrad vāmair

vajrāṅkitakhaṭvāṅgaraktapūritakapālaṃ vajrapāśaṃ brahmaśiraś ca

galāvalambipañcāśatsārdranaraśiraḥ- śreṇīkaḥ ṣaṇmudro

naharuyajñopavītī lalāṭordhvapañcakapālamālī

maṇivāmāvarjitārdhacandra- viśvavajrākrāntakṛṣṇajaṭāmukuṭo

vikṛtavyāvṛttotkaṭadaṃṣṭrāvaktro navanāṭyarasarāśiḥ / vajravārāhī tu

raktā trinetraikavaktrā muktakuntalakalāpā nagnā

kapālakhaṇḍakṛtakaṭibhūṣaṇāliṅgana- karadhṛtakapālagalitarajodhārayā

prabhuṃ pāyayantī / prasṛtordhvasatarjanīkavajreṇa duṣṭān

saṃtarjayantī / nīraktatvena śuṣkanaraśiromālinī sūryaprabhāmaṇḍalinī

pañcamudriṇīṣaddhasantī / rajasvalā romāñcakañcukitā / Lee(2004) pp.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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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24인의 다까(ḍāka)들과 포옹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 또한

Vidyāpīṭha에 속한 까빨리까 전통의 영향으로 보인다. 특기할 점

은 NPY의 제 6장과 제 16장에서 묘사된 만다라들은 까빨리까적

색채가 농후한 Vidyāpīṭha의 Kālī 여신에 대한 숭배와 흡사하다.

즉 그들은 지존인 여신이 요기니들이나 여신들에게 둘러싸여 있

는 ‘요기니 짜끄라(yoginīcakra)’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Ⅳ. 바즈라발리에서 보이는 까빨리까 요기니 숭배

Abhayākaragupta는 그의 대표작 VA에서 NPY의 26개의 ‘관상

된 만다라’에 대응하는 것으로, 26개의 ‘그려진 만다라(lekyamaṇḍ

ala)’를 다루고 있다. 이 ‘그려진 만다라’는 소위 색깔을 입힌 분말

가루를 뿌려서 만든 ‘라조만다라(rajomaṇḍala)’로, 통과의례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 VA는 50개의 ‘의례법(vidhi)’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만다라의 제작(maṇḍalakarman)’, ‘통과의례(abhiṣeka)’, ‘안

치의례(pratiṣṭhā)’의 3부로 나눠진다. 이들 중 통과의례가 VA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Abhayākaragupta는 이 저서에서

이론적으로 그 시대의 모든 만다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바즈라발리

시스템’을 창안했다. 이 웅대한 의례 시스템은 요고따라 딴뜨라(Y

ogottaratantra)(혹은 마하요가 딴뜨라, Mahāyogatantra)와 요기

니 딴뜨라(Yoginītantra)(혹은 요가니르우따라 딴뜨라, Yoganirutt

aratantra)에 공통된 소위 아누따라 딴뜨라(Anuttaratantra)에 근

거하고 있지만, 까빨리까적 색채가 농후한 후속의례들인 ‘행위에

대한 서약의 수여(caryāvratadāna)’나 ‘영웅들의 행위에 대한 서약

(vīracaryāvrata)’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요기니 딴뜨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바즈라발리 시스템’의 통과의례에서 까빨리까 요기니 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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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 영향에 의해 성적 요가가 등장하는 곳은 ‘비밀의 통과의례(g

uhyābhiṣeka)’와 ‘반야에 대한 지식의 통과의례(prajñājñānābhiṣek

a)’의 두 의례이다. 이 두 의례는 ‘바즈라발리 시스템’의 핵심일 뿐

만 아니라, 후기 딴뜨라 불교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극히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비밀의 통과의례’는 다음과 같다.

그런 뒤 제자는 장막 등에 의해 격리된 장소에서 젊음을 갖춘 서약

녀(samayinī), 혹은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반야모(prajñā)를 비밀

의 통과의례를 위해 구루에게 바치고, 합장하며 구루를 바즈라싸 뜨와

로 여기고, 다음과 같은 게송(偈頌)으로써 그에게 청원해야 한다.

당신의 발의 은총에 의해 최고의 행위가 내게 성취되었습니다.

오, 지존이시여! 따라서 비밀의 통과의례에 의해 도움을 주소서(1).

그런 뒤 구루는 만다라의 지존의 자긍심을 갖고 그녀를 보통의 여

성의 모습으로부터 공성(空性)에, 다시 여신의 모습으로 관상하고, 금

강과 연꽃의 결합으로부터 시작하는 등지(等至, samāpatti)를 행하며,

‘옴 나는 모든 부처님들의 탐욕인 금강을 자성으로 한다’라고 염송한

다. 그러면서 가슴에 있는 종자음절로부터 비춰지는 광명에 의해 초청

된 로짜나 등과 결합한 바이로짜나 등 부처님들을 바이로짜나의 문에

의해 자신의 안으로 끌어들인다. 그러면서 큰 탐욕에 의해 그들을 용

해시킨 후, 아바두띠(avadhūtī) 맥관으로부터 나온다고 관상하고, 귀두

(vajramaṇi)에서 싸하자 (환희)를 견고하게 하고, 엄지손가락과 약손

가락으로 귀두를 눌러 연꽃으로부터 빼내, 부처님들의 (정수인) 그 액

체를 자신의 보리심(bodhicitta)과 구별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 언

어 금강의 모습으로 (관상한) 제자의 얼굴에서 그가 (이러한 광경을)

목격함으로써 불신의 의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눈가리개로 묶

어 그로 하여금 시선의 영역을 잃어버리게 한다.

부처님의 아들들이 과거의 바즈라다라 등에 의해 관정(灌頂)되어진

것처럼, 나는 너를 신묘한 보리심을 갖고 관정한다(2).

라고 하는 (게송이나) ‘Oṃ Āḥ Vajradhṛk Hūṃ’ 등의 만다라들의 지

존들의 만뜨라를 염송하며, (제자의 입에 보리심, 즉 정액을) 떨어뜨려

야 한다. 그 (제자도) 또한 (그 보리심이) 바이로짜나 등 모든 부처님

들이 응축되어진 것이라는 사념을 갖고, ‘오, 대락(大樂)이여!’라고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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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며 마셔야 한다. 반야모도 또한 일어나서 옷을 벗고, 자신의 연꽃

안에 있는 동종의 꿀과 같은 애액(愛液)을 그의 입 안에 들어가게 해

야 한다. 이상이 반야와 방편의 양 보리심에 의한 통과의례이다. 이상

이 비밀의 통과의례이다.7)

즉 ‘비밀의 통과의례’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행해진다.

① 제자는 ‘비밀의 통과의례’를 위해 반야모(般若母, prajñā)로 불리

는 요기니를 구루에게 데려 온다.

② 제자는 원초불인 바즈라싸뜨와(Vajrasattva)와 구루를 동일시하

고, ‘비밀의 통과의례’를 청원한다.

③ 구루는 지금 행해지고 있는 통과의례가 근거한 만다라의 관상을

하며, 그 지존에 대한 ‘신성 요가(devatāyoga)’를 행한다.

7) tataḥ kāṇḍapaṭādibhir vijanīkṛte śiṣyo 'bhinavayauvanādisampannāṃ

samayinīṃ tadalābhe 'nyāṃ vā prajñāṃ guhyābhiṣekārthaṃ gurave

niryātya kṛtāñjalir guruṃ vajrasattvam adhimucya /

yuṣmatpādaprasādena prāptā me 'nuttarakriyā /tasmād guhyābhiṣekeṇa

kuru nātha anugraham //1// iti gāthayā 'dhyeṣayet //

tato guruś cakreśāhaṃkāravāṃs tayā prākṛtastrīrūpaśūnyatānantaraṃ

niṣpāditadevīrūpayā vajrapadma- saṃskārapūrvakaṃ samāpattiṃ

kuruvan oṃ sarvatathāgatānurāgaṇavajrasvabhāvātmako 'ham iti

paṭhan / hṛdbījamayūkhānītalocanādisamāpannavairocanāditathāgatān

ātmani vairocanadvāreṇa praveśya mahārāgeṇa dravībhūyāvadhūtyā

nirgacchato vicintya vajramaṇau sahajaṃ sthirīkṛtyāṅguṣṭhā-

nāmikābhyāṃ prapīḍya vajramaṇiṃ padmād uddhṛtya taṃ

tathāgatadravaṃ svabodhicittābhinnam adhimucya vāgvajrarūpaśiṣyasya

vaktre darśanād aprasādaśaṅkayā baddhvāndhapaṭatvena taddṛṣṭikarā-

gocaram / buddhaputrā yathātītaiḥ siktā vajradharādibhiḥ / siñcāmi

tvāṃ tathāvat sabodhicittena cāruṇā //2//

iti maṇḍalādhipamantrañ ca oṃ āḥ vajradhṛk hūṃ ityādikaṃ

yathātantraṃ paṭhan pātayet // so 'pi

vairocanādisarvatathāgatasamājabuddhyā aho mahāsukham / iti vadan

pibet // prajñāpy utthāya nirambaraiva

svābjasthatathāmakaraṇḍabindūṃs tadānane niveśayet // so 'pi tathā

pibet// iti prajñopāyayoḥ sāṃvṛtabodhicittābhyāṃ guhyābhyāṃ

abhiṣekaḥ // iti guhyābhiṣekavidhi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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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구루는 제자로 하여금 천으로 눈을 가리게 하고, 반야모와 성교

한다.

⑤ 그 후 제자는 구루의 정액을 마신다.

⑥ 제자는 또한 반야모의 애액을 마신다.

그런 뒤 ‘반야에 대한 지식의 통과의례’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

로 행해진다.

그 후 그녀(즉 비밀의 통과의례에서 구루의 상대였던 여성) 혹은

서약을 한 다른 반야모, 혹은 자색과 젊음을 구비한 다른 반야모에 관

해서, 제자가 ‘보리 금강에 의해(bodhivajreṇa)’ 등의 게송에 의해 청원

을 한 후,

그 다라니 여성(dhāraṇī)은 유쾌하고 숭배되어져야 한다고 부처님

들에 의해 말해진다.

금강가부좌(vajraparyaṅka)를 하고, 마음이 보석(즉 귀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며,

짜끄라의 순서에 의해 진실의 기쁨을 맛보아야 한다(1).

라고 설명한 후, (제자에게 그녀를) 양보해야 한다.

그녀도 또한 꽃가루 등에 의해 좋은 향기를 풍기는 적나라한 연꽃

을 제자에게 보이면서,

오, 나의 연꽃은 모든 기쁨을 갖추고 있다.

나는 올바르게 숭배하는 그의 앞에 머문다(2).

연꽃에서 등각자(等覺者)에 대한 귀명(歸命) 등 해야 되는 것을 해

라.

대락을 갖는 왕이 여기에 스스로 머문다(3).

‘파괴해라. 해탈하라. Hoḥ’라고 염송해야 한다.

그(즉 제자)도 또한 스스로 신성의 형태를 하고, 반야모를 여신의

모습으로 관상하고, Hrīḥ와 Hūṃ으로부터 발생한 연꽃과 금강에 속하

며, Āḥ와 Oṃ으로부터 발생한 화사와 보석, 금강의 입에서 노란 Phaṭ

자를 관상한다. 그런 뒤 왼쪽과 오른쪽 몸에 위치한 맥관을, 앞 끝에

붉은 Hrīḥ자를 지닌 검지와 혀로 Śīṭ자를 염송한 후 움직이고, ‘Oṃ Śī

Śī Śī Ha Ha Ha Svāhā’라고 (염송하며), ‘Oṃ 나는 모든 부처님들의

탐욕인 금강을 자성으로 한다.’라고 하는 만뜨라를 염송한다.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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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는) 구루의 가르침으로부터 환희의 구별을 알고, 자신의 가슴에

있는 종자음절로부터 초청되어 끌어낸 부처님들 등에 의해 권능이 주

어진 몸을 갖는다. 또한 구루에 의해 무량의 바이로짜나나 로짜나 등

이 흡입되어 일미(一味)가 되고, 쾌락을 얻기 시작해야만 한다.

금강가부좌를 하고 마음이 보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는 사람은

반야모와의 교합을 통해 상서로운 진실을 관찰해야만 한다(4).

라고 명심하며, 가능한 한 (보리심을 귀두에) 유지한 후, 천천히 방출

해야 한다. 그런 뒤 연꽃으로부터 혀만을 사용해서 (보리심을) 취한

후, 그것을 진실이라고 여기며 싸마야(samaya)의 형태를 갖는 보리심

을 마셔야 한다고 말해 진다-이하 생략-이상이 ‘반야의 지식에 대한

통과의례’이다.8)

8) tadanu tām anyāṃ vā prajñāṃ samayasaṃvarasthām anyāṃ vā

rūpayauvanādyāṃ bodhivajreṇetyādi- gāthayā 'dhyeṣitavati śiṣye /

iyaṃ te dhāraṇī ramyā sevyā buddhaiḥ prakalpitā /

cakrakramaprayogeṇa samāsvādaya satsukham / vajraparyaṅkataś

cittaṃ maṇyantargatam īkṣayan //1// iti pratipādya samarpayet // sāpi

kuṅkumādibhiḥ sugandhīkṛtam anambaram ambujaṃ darśayantī śiṣyam

/ aho madīyaṃ padmaṃ sarvasukhasamanvitam / yaḥ sevati vidhānena

tasyāham agrataḥ sthitā //2// kuru padme yathākāryaṃ

saṃbuddhārādhanādikam / svayaṃ mahāsukho rājā atraiva hi sadā

sthitaḥ //3// bhaja mokṣa hoḥ iti vadet // so 'pi svayaṃ devatāmūrtiḥ

prajñāṃ devīrūpāṃ niṣpādya hrīḥ-hūṃbhyāṃ janitakamalakuliśayoḥ

kiñjalkamaṇī āḥ-oṃ-janitau vajravaktre pīta-phaṭ-kāraṃ vibhāvya

vāmāvāmāṅgagatāṃ nāḍīm agrastharakta-hrīḥ-kārayā tarjanyā jihvayā

ca śīṭ-kārapūrvakaṃ sañcālya oṃ śī 3 ha 3 svāheti oṃ

sarvatathāgatānurāgaṇavajrasvabhāvātmako 'ham iti ca mantram

āvartayan / gurūpadeśāt pratītānandabhedaḥ

svahṛdbījakiraṇākṛṣṭatathāgatādyadhiṣṭhitaśarīro guruṇā ca

praveśitāparimita- vairocanalocanādyekarasībhūto ratim ārabhet //

prajñāsaṃparkataḥ śrīmāṃs tattvaṃ samupalakṣayet / vajraparyaṅkataś

cittaṃ maṇyantargatam īkṣayan //4// ity ākalapya yathāśaktisandhārya

śanair utsṛjya rasanayaivoddhṛtyāmbhoruhāt tattvaṃ dṛṣṭvā pibet

samayarūpaṃ bodhicittam iti // [...] // iti prajñājñānābhiṣekavidhiḥ //

Munenobu(1996) pp. 466-468. 또 다른 싼쓰끄리뜨 텍스트는 Mori(1997)

pp. 206-2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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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반야의 지식에 대한 통과의례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행해

진다.

① 구루와 요기니는 제자를 격려한다.

② 제자는 그 자신과 요기니를 각기 만다라의 지존과 그의 비로 관

상한다.

③ 제자는 요기니를 통해 성적 환희를 경험한다.

④ 제자는 그들의 성적 교섭으로부터 산출된 분비물을 마신다.

덕행으로 유명한 Abhayākaragupta가 아누따라 딴뜨라에 입문

하려고 하는 스님들을 위해 이러한 성적 의례들을 권고한 것은

정말로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견해는 피와 살로

된 요기니인 까르마무드라(karmamudrā)가 아니라 관상된 요기니

인 갸나무드라(jñānamudrā)를 스님들에게 권한 아띠샤(Atiśa)나

깔라짜끄라(Kālacakra) 불교를 제외하고는, 인도 딴뜨라 불교의

정통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9) 그러면 인도에 있어서 딴뜨라 불

교의 이론가들은 이러한 성적 수행을 어떻게 변호했을까? Abhay

ākaragupta보다 약간 이른 시기에 활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Vā

gīśvarakīrti는 저명한 딴뜨라 학승으로 Guhyasamājatantra의 전

문가였다. 그는 그의 Saṃkṣiptābhiṣekavidhi에서 ‘비밀의 통과의

례’와 ‘반야에 대한 지식의 통과의례’의 경우, 스님들도 성적 수행

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성적 수행의 목적은 다름 아닌 공성의 체득에 있다.

② 따라서 공성을 체득한 경우, 스님이 성적 수행을 하더라도 계율

에 어긋나지 않는다.

③ 왜냐하면 그에게 까르마무드라는 단지 그의 마음의 반영에 불과

하다.

9) 아띠샤의 견해에 대해서는 Onians(2002) pp. 253-265 참조. 깔라짜끄라

불교의 통과의례에 대해서는 Lee(2003) pp. 242-2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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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따라서 그에게 까르마무드라는 갸나무드라와 전혀 차이가 없

다.10)

이러한 견해는 위에서 본 VA의 ‘비밀의 통과의례’에서 더욱 구

체화된다. 즉 구루는 우선 당면의 통과의례와 관련된 만다라의 지

존과 자신을 동일시한 후, 반야모와 교합하기 전에 우선 그녀를

공성에 불과한 것으로 명상한다. 그런 뒤 그녀를 그 공성으로부터

생기한 여신으로 관상한다. 이 여신은 물론 자신과 동일시 된 만

다라 지존의 비로, 두 사람은 결국 신성들의 교합을 상징적으로

모방하는 셈이다.

한편 그 두 통과의례의 성적 수행을 합리화시키는 것으로 또

다른 중요한 해석이 주목된다. 원래 ‘비밀의 통과의례’와 ‘반야의

지식에 대한 통과의례’가 최초로 나타나는 문헌은 일반적으로 Gu

hyasamājatantra의 제 18장으로 알려진 후속 딴뜨라인 Samājottar

a이다. 아누따라 딴뜨라의 통과의례는 다음처럼 이 딴뜨라에서 처

음으로 체계화되었다.

이 딴뜨라에 있어서 통과의례는 세 가지로 이루어진 것으로 고려된

다. 즉 ‘병의 의례’가 첫 번째이고, ‘비밀의 통과의례’가 두 번째이고,

‘반야의 지식(에 대한 통과의례)은 세 번째이다. 또한 네 번째 는 세

번째(와 흡사하다).11)

이 Samājottara의 113 번째 게송이 바로 후대의 통과의례에 대

한 모든 논쟁의 근원이었다. 즉 이 게송에 있어서 네 번째 통과의

례가 애매하게 설명됨으로써,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대한 여러 가

지 해석이 나오게 된 것이었다. ‘네 번째 통과의례(caturthābhiṣek

10) 그 두 통과의례에 있어서 성적 수행에 대한 Vāgīśvarakīrti의 견해에

대해서는 Onians(2002) pp.279-289 참조.

11) abhiṣkaṃ tridhā bhedam asmims tantre prakalpitam / kalaśābhiṣekaṃ

prathamaṃ dvitīyaṃ guhyā- bhiṣekataḥ // prajñājñānaṃ tṛtīyaṃ tu

caturthaṃ tat punas tathā // Matsunaga(1978)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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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를 최초로 가르치는 문헌은 Hevajratantra로, 이 통과의례는 단

지 구루의 말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12) 즉 구루는 성취자들이나

딴뜨라들로부터의 인용을 통해서, ‘반야의 지식에 대한 통과의례’

에서 환희를 경험한 제자에게 그 참된 의미를 설명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정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Hevajratantra에서 시작된

‘네 번째 통과의례’는 세 번째인 ‘반야에 대한 지식의 통과의례’가

‘상대적 진리(saṃvṛtisatya)’임에 반해 ‘궁극적 진리(paramārthasa

tya)’이다. 그러나 Harunaga Isaacson이 Hevajratantra에 대한 Ka

malanātha의 주석서의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가장 뛰어난 제자

들은 바로 ‘반야에 대한 지식의 통과의례’에서 주관과 객관이 완

전히 소멸한 망아 상태인 궁극적 실재를 맛 볼 수가 있었다고 한

다. 즉 사정하기 직전 정액이 ‘귀두(vajramaṇi)’에 머물러 쾌감이

절정에 도달하는 그 1초도 안 되는 순간을 포착했던 것이다.13) 이

것은 주관과 객관이 완전히 소멸한 궁극적 실재를 바로 그 순간

에 맛보기 위한 것으로, 이 성적 의례가 고도의 미학으로 발전한

것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요기니 딴뜨라인 Caṇḍamahāroṣaṇatantra

의 경우, ‘네 번째 통과의례’는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져 아예 존재

하지 않는다.14)

그러나 공성에 대한 체득이나 ‘네 번째 통과의례’에 의해 성적

수행을 중화시키려고 하는 것과 그 이교적인 기원과는 별도의 문

제이다. Gordon White가 올바로 지적한 것처럼, 성적 분비물을

초능력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믿고 섭취하는 것은 남아시아, 즉 인

도에서 기원한 딴뜨라의 핵심이며, 까빨리까 요기니 숭배에서 유

래한 것이다.15) 따라서 ‘비밀의 통과의례’나 ‘반야의 지식에 대한

통과의례’의 경우, 제자가 구루의 정액이나 성적 분비물을 마시는

것은 쉬바 파 까빨리까 요기니 숭배에 속한 ‘짜루(caru)’의 영향으

12) Snellgrove(1959) p. 54.

13) Isaacson(1997) p. 15.

14) Isaacson(1997) p. 13.

15) White(2003) pp. 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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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비록 통과의례에서의 성적 의례가 까빨리까 요기니 숭

배와는 별 관계없이 보이는 Samājottara에서 최초로 출현하였지

만, 그것은 단지 쉬바 파의 Svacchandabhairavatantra처럼 까빨리

까 전통이 배후에 숨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곧 불교 요기니 딴

뜨라들의 출현과 함께, 까빨리까 요기니 숭배는 전면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Ⅴ. 맺는 말

빠딴잘리의 요가 수뜨라에는 ‘여성 요가 수행자’를 뜻하는 요기

니(yoginī)라는 단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일견 평범한

뜻을 지닌 이 싼쓰끄리뜨 단어는 고전 요가가 아니라, 딴뜨리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요기니는 가장 발달된 형태의 딴뜨

리즘에 있어서 때때로 성적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비난의 중

요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딴뜨리즘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상당

부분 ‘요기니를 동반한 요가’의 역사였다. 물론 경우에 따라 요기

니가 살과 피로 된 실제의 여성일 수도 있고, 명상의 테크닉에 의

해 상상될 수도 있고, 요기의 ‘미묘한 육체(sūkṣmadeha)’로 내화

(內化)될 수도 있었다. 이처럼 딴뜨리즘의 역사에서 요기니는 샥

띠 숭배와 함께 점점 중요성을 띄게 되었고, 결국 내화하게 되었

다.

딴뜨리즘의 핵심에 까빨리까 요기니 숭배가 있다는 것은 불교

의 요기니 딴뜨라들 뿐만 아니라, Abhayākaragupta로 대표되는

Vikramaśīla 승원대학의 전통에 의해서도 엿볼 수 있다. 그의 대

표작 VA는 이 전통의 중심에 있었고, 소위 ‘바즈라발리 시스템’은

‘끄리야 딴뜨라(Kriyātantra)’, ‘짜랴 딴뜨라(Caryātantra)’, 요가 딴

뜨라, 요기니 딴뜨라 등을 막론하고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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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딴뜨리즘의 핵심에 까빨리까 요기니 숭배가 있다는 것은 ‘도

덕률 초월론(antinomianism)’도 그 핵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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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āpālika-Yoginī Worship in Buddhist Tantra:

Abhayākaragupta's Niṣpannayogāvalī and Vajrāvalī

LEE Yong-hyun

(Wonkwang University)

Kāpālika-yoginī worship seems to be central in the

developments of Hindu and Buddhist Tantras, as

convincingly presented by Alexis sanderson's work on

Śaiva tantras and Buddhist yoginītantras. It is, in fact, a

bizarre mixture of the Kāpālika tradition and the yoginī cult

in which both traditions are almost inseparable.

Kāpālika-yoginī worship was, however, extremely powerful

for soteriology, and it dominated Hindu and Buddhist

Tantras from c. A. D. 800 to c. A. D. 1200. It originated

from the Vidyāpīṭha Tantras and heavily influenced on

Buddhist yoginītantras. It represented the symbolism of the

cremation ground and its esoteric level became higher and

higher according to increase of śakti. On the one hand, it

flourished in Kashimir and generated its very learned

champions such as Abhinavagupta. On the other hand, it

penetrated into the monastic centers such as Vikramaśīla

and generated its sympathetic ritual theorists.

Abhayākaragupta was probably the representative par

excellence of Vikramaśīla scholarship. In both cases, sexual

practices and other conducts of impurity were mitigated and

eventually internalized, symbolized, and aestheticized.

Abhayākaragupta was one of the greatest Tantric

scholars in the last phase of Indian Buddhism,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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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nstrated by his influential major works. Among them,

the Niṣpannayogāvalī is a celebrated work on Buddhist

maṇḍalas and iconography and its twenty-six chapters

describe precisely the most representative maṇḍalas of his

time. Kāpālika-yoginī worship, however, is displayed in

fourteen chapters. The Vajrāvalī, the magnum opus of

Abhayākaragupta, also shows Kāpālika-yoginī worship in

the two consecration rituals, viz. the guhyābhiṣeka and the

prajñājñānābhiṣeka. It is striking that Abhayākaragupta

recommends sexual practices even for monks in both rituals

if they realize emptiness. These two rituals, though they

perfectly function in Buddhist settings, are supposed to have

had their roots in Kāpālika-yoginī worship, as demonstrated

by caru, sexual fluids or power substance.

Key Words : KApAlika-yoginI worship, yoginItantra,

AbhayAkaragupta, NiSpannayogAvalI, VajrAvalI.

심사 기간 : 2007년 1월 31일～2월 15일(1차 후 수정 확인)

게재 확정일 : 2007년 2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