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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期 大乘經典에서 陀羅尼 機能의 變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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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般若經의 陀羅尼. Ⅲ 華嚴經의 陀羅尼.
Ⅳ 法華經의 陀羅尼. Ⅴ 맺는 말.

요약문 [주요어: 다라니, 진언, 주, 반야경, 화엄경, 법화경]

기의 승경 인 반야경에 이르게 되면 다라니(陀羅尼)라는 새

로운 용어가 명주를 신하여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주(呪)가 지니는 

호신이나 제재 복 등의 기능은 사라지고 승경 의 내용을 문지(聞

持)하고 억지(憶持)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은 삼매

를 얻고 정각을 얻는 것으로의 기능을 더하게 되고, 42자문과 같은 

기 교 경 의 종자자(種子字)를 상하는 언 이 있게 된다. 화엄경
에는 이러한 문지와 억지의 다라니의 기능에 생교화를 하여 법사

를 수호하는 기능이 첨가된다. 그리고 승의 신앙 인 면이 강조되는 

법화경에 이르게 되면 별도의 ｢다라니품｣이 첨가되고 법사를 옹호

하기 한 진언형태의 주구(呪句)가 나타나며, 다라니주(陀羅尼呪)로서

의 기능을 갖게 되면서 교진언으로의 개여지를 남기게 된다. 

이런 에서 기 승경 인 반야경, 화엄경, 법화경에서 다

라니와 련된 부분을 순차 으로 살펴보고 다라니 기능의 다양한 변

화과정을 비교해 으로써 기 교 경 에 나타나는 진언의 성립에 

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고, 교 수행의 심에 해당하는 진언의 

성립과정을 밝힐 수 있었다.

Ⅰ. 들어가는 말

密敎 眞 (Mantra)의 문헌  기원은 고 인도 Veda의 讚歌와 

呪術的인 呪文에서 유래하 다. 그러나 고  인도종교에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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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Mantra는 부분 神에 한 종교 인 의미와 주술 인 기능

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불교 내에 수용되면서 인간의 

지 인 깨달음을 시하는 기불교나 부 불교 시 에는 呪文이 

불교 인 내용으로 순화되면서 불교의 궁극 인 이상인 반야의 

지혜와 연 을 갖는 明(Vidya)으로 표 되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자체에 신비한 힘이 내포되었다는 에서 呪의 기능을 갖기도 하

면서 漢譯에서는 明呪로 번역되기도 하 다. 이러한 경우는 고

인도의 주술 인 주문과 지혜를 시하는 불교의 특성이 결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불교에서 받아들인 인도종교 인 요소가 그 듯

이 외형 으로는 인도교의 呪文과 기불교의 明呪가 비슷한 형태

를 지니고 있지만, 그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에 따라 의미해석이 

달라 질 수 있으며, 특히 그것들이 지니는 기능 인 면과 직

인 연 성을 갖는다. 그리고 부 불교 시 가 되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지고 明呪를 모아 둔 呪藏이 성립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初期 大乘經典의 시 가 되면 기·부

불교시 와 구별되는 陀羅尼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한다.1) 

특히 기 승경  에서도 성립시기가 빠른 般若經에는 

기존의 주문이나 명주와는 다른 陀羅尼라는 새로운 용어가 처음으

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어서 華嚴經과 法華經에는 다라니에 

한 새로운 기능과 신앙 인 면이 부과되어 진다. 따라서 기 

승경 인 般若經, 華嚴經, 法華經의 시 인 성립과정과 

변천을 통하여 이들의 경 에 나타난 다라니에 하여 순차 으

로 알아본다면 이 의 기·부 불교와의 차이 과 함께 시

1) 呪에 상당하는 산스크리트어는 mantra, vidy , dh raṇ  등이 있다. 이 

에서 mantra는 고  인도종교와 련하여 베다 등의 신을 한 찬가에 

除災招福을 한 것으로 활용되었다는 에서 神呪 는 呪文, 이를 

받아들인 기 부 불교 시 에는 지혜의 획득에 활용되었다는 에서 

vidy (明呪)로, 기 승경 에서는 승경법을 문지하는 기능으로서의 

dh raṇ (陀羅尼), 교경 에서는 교수행과 련한다는 에서 

mantra(眞 )로 호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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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변화과정을 알 수 있고, 앞으로 다양한 승경 들의 다라니에 

한 기능과 의미의 변화과정을 거쳐서 교의 진언으로 정리되

는 과정에 해당하는 교 진언의 형성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다라니와 기 승경 과 련된 연구 성과로는 부분 반야

경에 머물고 있으며, 그 의미에서도 聞持와 憶持라는 기능에 국

한되어 설명되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교경 에 등장하

는 眞 의 의미를 반야경의 다라니와 연결하기에는 부 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화엄경과 법화경에는 반야

경과는 다른 다라니의 기능이 추가 되고 있으며, 특히 법화경
에는 교경 의 진언과 연결될 수 있는 진언구 등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반야경에 나타나는 다라니에 한 

개념과 함께 그 기능을 살펴보면서 기존의 주문이나 명주와 다른 

승경 에서의 다라니의 의미와 기능을 악하고, 華嚴經이나 

法華經에서 반야경이후 설해지는 다라니의 새로운 의미와 기

능에 하여 정리함으로써 기 승 경 에 나타나는 다라니의 

기능을 통하여 교경 에 나타나는 진언의 시 별 성립과정에 

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반야경의 다라니

기 승불교 경 인 반야경에는 다라니가 보살의 요한 

수행덕목으로 취 된다. 이러한 다라니는 부분 승경 의 가르

침을 잊지 않고 잘 憶持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런 에서 

반야경의 다라니는 기불교와 부 불교의 明呪나 교에서 

시하는 眞 (Mantra)과는 그 내용과 기능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다라니는 경 의 가르침을 잊지 않는다는 憶持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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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서 그 내용을 잘 지닌다는 의미인 聞持라는 용어로 번역되기

도 하 다. 그리고 시 가 지남에 따라 반야경 내부에서도 憶持

나 聞持에서 유추되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 다.

이런 경우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승경 의 시작을 알리

는 반야경에서부터이다. 그러므로 다라니는 승경 과 깊은 

련성을 갖고 태동하 음을 주목할 수 있다. 승불교를 주창하는 

이들은 기존의 불교를 소승으로 비하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더욱 

훌륭하고 심오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표 하 다. 그러므로 승

불교인들은 부처님의 인격 인 가르침에 머물지 않고 그 이면에 

담겨진 비 한 가르침을 이해한 것으로 설명하 고, 그것을 부처

님의 名號에 假託하여 승경 을 완성하 다. 그러므로 승인들

에게 요한 것은 승의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는 승경 이

으며, 이것이 승불교의 經典신앙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승불교의 시작은 이러한 새로운 가르침을 주장하는 

승경 에 한 깊은 종교 인 믿음과 함께 새로운 진리를 설하

는 경 에 한 신뢰와 함께 그 경 의 내용에 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가 요청되었고, 심오한 내용을 깊게 이해하

는 것이 요한 과제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明呪가 인

도종교의 신앙 이고 주술 인 呪文의 의미가 불교 속에서 수용

되어 묵인되면서 불교 인 내용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한다면 

승경 의 다라니는 그 출발에서 이러한 명주와는 완 히 별개의 

의미에서 출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래 陀羅尼(dh raṇ )는 ‘잡다, 유지하다(保持)’는 뜻의 동사어근 

dhṛ에 接尾辭 -ana가 합성된 것이며, 여기에서 생된 것으로 보

이는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고 유지한다.’는 의미인 dh raṇ 에서 

유래하 다. 불교이외의 문헌에서는 Yoga의 하나로서 dh raṇ -Y

oga가 설해져 있으며, 이 말은 ‘정신을 집 하여 마음을 한 곳에 

집 시키는 것’을 의미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2) 

2) Williams(1995), p.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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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마음을 집 한다.’는 의미로부터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고 유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마음의 

집 과 기억의 유지와의 불가분의 계를 고려한 해석으로 보인

다. 그러나 불교이외의 문헌에서는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고 유지

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를 발견할 수 없으며, 기 승불교

경  이 에 불교 내에서 사용된 흔 도 없기에 기 승불교의 

독자 인 용어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라니의 용례는 

기불교나 부 불교 시 에 사용되었던 진실어(ⓟsaccakiry )나 

리타(ⓟparitta) 는 明呪(ⓢvidy )3)와는 다른 것으로 기 

승경 의 독창 인 내용이다.

漢譯에서는 持, 執持 혹은 總持로, 티벳역으로는 gzuṅs으로 번역

되는 것을 보면 ‘지니고 유지한다(保持)’는 용어의 근본 인 의미

를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승경 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지닌다는 에서 憶持 는 聞持의 의미로 환 한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憶持 는 聞持라는 본래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로는 특

히 기 승의 반야경 에서도 품계의 반야경에서 주로 나

타나며, 소품계 반야경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4) 내용상의 

의미로서는 ‘般若의 敎說을 지니고 잊지 않는 것’(聞持, 憶持) 등으

로 리 사용된 陀羅尼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보이는 放光般若經

5)의 ｢ 固品｣ 제56에서는 

3) 松長有慶(1973). pp. 23-24참조.

4)  品般若經이란 10권 28품으로 된 마하반야바라 경인데 8천송반야라 

하며, 구마라집이 408년에 漢譯한 것을 말한다. 異譯으로 도행반야경, 
 명도무극경, 마하반야바라 경,  반야경 등이 있다. 이 에 

｢薩波陀倫品｣에는 “曇無竭菩薩已得陀羅尼諸神通力”(담무갈 보살이 이미 

다라니의 여러 신통력을 얻었다.)이라는 표 이 한번 보인다. (大正藏 8, 

p. 582上). 이것은 曇無竭菩薩의 신통력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다라니를 

신통력과 련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번역시 가 無羅叉가 291년 

번역한  품반야경보다 100여년이 지난 시 가 되기에 다라니의 

원 인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

5)  품반야경이란 28, 30, 혹은 40권으로 이루어진 90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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阿惟越致보살이 깊은 법의 설함을 듣고 역시 외롭거나 의심하거나 

놀라거나 괴이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 왜냐하면 다라니를 얻어 쓰기 

때문이다.6)

고 하여, 승경 의 내용에 하여 의심하지 않는 不疑의 기능

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보살의 이름이 阿惟

越致 즉 阿毘跋致(Avinivartaniya)가 되며, 물러나지 않는다는 의

미의 不 轉 는 不 位 보살로 번역된다. 이것은 수행자의 내면

인 입장에서는 의심하거나 동요하지 않는 불퇴 의 정신상태인 

不動三昧의 경지를 말한다. 이러한 표 은 승사상의 본격 인 

시작을 알리는 반야경의 입장에서는 소승 교설과의 뚜렷한 차

이를 부각시키고 있기에, 내용상에서 새로운 승의 교설에 한 

일반인들의 의심의 여지가 많았던 것을 극복하기 하여 승경

에 한 확신을 부여하기 한 시도로 다라니가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不疑의 기능은 다라니가 어떤 의미를 갖추었기

에 가능한 것인가라는 에서 放光般若經 ｢ 固品｣의 같은 부분

에서는 승의 교법을 수지하여 결코 잃지 않고 잊지 않는(受持終

不遺忘) 기능을 통하여 이를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의 

기능을 설하고 있다.7) 수지하는 내용은 물론 승의 교법이 되겠

지만 이것을 구체 인 행 로 표 한다면 들은 바 敎法을 受持한

다는 의미와 함께 잃지 않고 잊지 않는다는 의미의 不遺忘으로 사

용하고 있다. 

마하반야바라 경인데 2만5천송반야라 하며, 구마라집 역과 축법호 역, 

無羅叉 역이 있으며, 이것은 無羅叉가 291년 번역한 방 반야바라 경 
20권 31품을 말한다.

6) 阿惟越致聞說深法 亦不狐疑亦不驚怪 ··· 所以 何 用得陀隣尼故. (大正藏 8, 

p. 89,中).

7) 여러 부처님이 설하신 바를 모두 능히 수지하여 결코 잃지 않고 잊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라니를 얻어 쓰기 때문이다.(諸佛所說皆能受持終不遺忘 

所以 何 用得陀隣尼故.)(大正藏 8, p. 89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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鳩摩羅什 譯 摩訶般若波羅蜜經 ｢ 固品｣에는 부처님께서 설법

하신 경 의 내용을 잘 받아 들여 잊지 않는다는 의미로 聞持의 

陀羅尼(ⓢdh raṇa-dh raṇ , ⓣḥdsin paḥi gzuṅs)로 표 되며, 不忘

不失하여 잊지 않고 지닌다는 에서는 憶持의 기능을 갖고 있고 

의심하거나 후회함이 없는 不疑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8) 이 게 

승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잘 지니게 됨으로 인하여 의심하지 

않는 등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 聞持 等의 陀羅

尼로 표 한 것은 교법을 不忘不失하는 憶持의 기능과 함께 不疑

하고 不悔하는 기능 등의 다양한 기능을 다라니가 갖추고 있기 때

문으로 짐작된다.

이 게 승경 의 내용을 잘 지니고 잊지 않는다면 이것이 곧 

승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요한 덕목이 되기에 陀羅尼를 菩薩의 

수행덕목으로 시하는 것은 陀羅尼가 지닌 經法의 聞持나 憶持의 

기능을 시함으로써 그 경 이 지니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

다는 과 상통한다. 이런 에서 문지와 억지의 기능은 승경법

을 잘 이해할 수 있는 菩薩의 수행덕목임과 동시에 결과 으로는 

승경법에의 이해를 통하여 얻게 되는 승의 지혜의 획득인 정

각과 련성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大般若經9)卷 第549 ｢不 相

品｣에서는 

한 문지다라니를 얻어서 항상 능히 기억하여 결코 망실하지 않는

8)  품반야경 는 2만5천송반야라 하며, 구마라집이 404년에 번역한 

것을 말한다. <수보리가 말하되 세존이시여 어떤 다라니를 얻어야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의 경 들을 망실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하되 보살이 문지다라니를 얻었기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 들을 잊지 않고 잃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다. ( 菩提  

世  得何等陀羅尼聞佛所說諸經而不忘失 佛告 菩提 菩薩得聞持等陀羅尼故 

佛說諸經不忘不失 不疑不悔.)(大正藏 8, p. 343下). ; 放光般若經에는 

보살이 문지 등의 다라니를 얻음으로써 한 능히 부처님의 경법을 

수지하고 잃지 않고 잊지 않는다.(菩薩以得聞持等陀羅尼 

便能受持諸佛經法以不遺忘.)(大正藏 8, p. 89下)로 표 하고 있다.>

9) 玄獎 譯(660-663년)  반야바라 다경 60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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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약 보살 마하살이 이와 같은 여러 행장상을 성취하면 무상정등

보리에 정하여 다시 물러서지 않는다.10)

로 표 하고 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승의 경

을 문지하고 억지하는 기능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는 가장 요한 

것으로 취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지와 억지의 기능 등을 갖춘 

다라니의 수행이야말로 속히 승의 지혜를 증득하게 하는 것으

로 표 하고 있다. 한 이러한 정각의 내용이 되는 승의 교법

인 空과 不生의 진리를 容認한다는 에서 無生忍으로 불리었다. 

이러한 상태를 鳩摩羅什 譯  品般若經 ｢阿惟越致相品｣에서는 

수보리여 이 보살이 성문인을 따라 법을 들을 때에도 역시 의심하

는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 보살은 제법 에서 無生忍을 얻었기 때문

이다.11)

라고 하여 앞에서 언 한 ｢ 固品｣의 다라니의 기능 에서 佛

의 교설을 잘 지닌다는 문지의 기능 보다는 승의 불설에 한 

의심하는 바가 없는 확고한 신념을 강조하고 있는 不疑의 기능에 

한 설명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장의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있지

만 마지막 다라니 부분에 無生忍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다라니를 무생인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생인이란 無生法忍(anutpattikadharmakṣ nti) 즉 제법이 無生

이라는 승의 교법을 확실하게 認可決定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

로 다라니는 문지와 억지의 기능에서 유래하여 승의 경법 특히 

반야의 교설에 한 굳은 신념을 지니게 하는 의미를 갖추게 된

다. 

이 게 聞持나 憶持의 다라니의 근본 인 기능에서부터 不疑의 

10) 又得聞持陀羅尼故 常能 念終無忘失 若菩薩摩訶薩成就如是諸行狀相 

定於無上正等菩提不復 轉.(大正藏 7, p. 828下).

11) 菩提 是菩薩從聲聞人聞法時 亦無所疑 何以故 

是菩薩於諸法中得無生忍故.(大正藏 8, p. 565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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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지닌 다라니는 차 승보살의 수행으로 정착되면서 수

행의 결과를 측하는 무생법인 등의 궁극 인 경지를 설명하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반야경 卷 第409 ｢勝軍品｣에서는 

다라니 수행이 반야경의 심사상인 空의 수행과 다름이 없

음12)을 밝히고 있다. 더욱이  반야경 卷 第1 ｢緣起品｣에는 陀

羅尼門(dh ran -mukha)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門이란 mukha 즉 입 는 얼굴, 통로 등의 뜻을 갖추고 있으며13), 

목표에 도달하기 하여 거쳐야 하는 入口 는 關門을 의미하기

에 다라니를 통한 수행 즉 승의 經法과 敎法을 문지하고 억지하

는 수행을 의미한다.14) 그러므로 다라니 수행으로 승의 교법을 

요해함으로 삼마지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다라니 수행은 

삼마지인 궁극 인 제법실성을 더욱 구체 으로 空을 비롯한 무

상․무분별원․제법의 평등성인 등의 교학 인 내용으로 설명하

고 있다. 이러한 용어가 지니는 내용들은 곧 깨달음의 경지인 삼

마지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諸法의 敎法 혹은 正法의 의미와 

함께 삼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陀羅尼가 해석되기도 하 다. 따

라서 陀羅尼는 반야경에서 가장 시하는 반야바라 과 직

인 연 성을 갖게 된다. 大般若經 卷28에는 般若波羅密의 智慧가 

大神呪, 大明呪, 無上呪, 無等等呪15)임을 說함으로서 陀羅尼가 곧 般

12) 다라니문은 공을 떠나지 않고 공은 다라니문을 떠나지 않는다. 

다라니문이 곧 공이고 공이 곧 다라니문이다. (陀羅尼門不離空 

空不離陀羅尼門 陀羅尼門即是空 空即是陀羅尼門.)(大正藏 7, p. 47下).

13) Williams(1995), p. 515. 

14) 한 무량무수의 보살마하살의 무리가 있어서 일체가 모두 다라니문 

삼마지문을 얻어 공과 무상과 무분별원에 주하여 이미 제법의 

평등성인을 얻었다. (復有無量無數菩薩摩訶薩衆 一切皆得陀羅尼門三摩地門 

住空無相無分別願 已得諸法平等性忍.)(大正藏 5, p. 1中). 

15) 이와 같이 반야바라 다는 신주이며, 이와 같이 반야바라 다는 

명주이며, 이와 같이 반야바라 다는 무상주이며, 이와 같이 

반야바라 다는 무등등주이다.(如是般若波羅蜜多是大神呪 

如是般若波羅蜜多是大明呪 如是般若波羅蜜多是無上呪 

如是般若波羅蜜多無等等呪.)(大正藏』7, p. 151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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若의 지혜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鳩摩羅什 譯 摩訶般若波羅蜜經 ｢廣乘品｣에서는 字와 語 

등의 과 말로서 입문하는 것을 다라니문이라 하며, 이를 승보

살의 수행으로 편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阿字門에 있

어서 阿字를 본래로 不生인 初不生(anutpada)으로 설명하고 있으

며, 이어서 ḍha 까지 42字門에 하여 일일이 그 문자가 지니고 

있는 깊은 의미를 추구하는 것으로 진실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

각하는 내용이다.16) 이 부분에서는 기존의 문지와 억지 등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 할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이 보인다. 왜냐하면 이러

한 字門의 수행은 문자가 지니고 있는 새로운 반야교학의 상징

인 의미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며, 반야경 이후 많은 승경 들

에서 언 되는 다라니에 한 새로운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2字門에 한 鳩摩羅什 譯 摩訶般若波羅蜜經 ｢廣乘品｣과 無羅

叉 譯 放光般若經 ｢陀鄰尼品｣에서 앞부분 다섯 자를 비교하면 다

음과 같다.

鳩摩羅什 譯 摩訶般若波羅蜜經 ｢廣乘品｣

阿字 一 法初不生

羅字 一切法離垢故

波字 一切法第一義故

遮字 一切法終不可得故 諸法不終不生故

那字 諸法離名性相不得不失故17)

16) 한 수보리여 보살마하살마하연은 소  字語 등의 여러 字로 입문한다. 

어떤 것이 자어 등의 여러 자로 입문하는 것인가 아자문은 일체법은 

불생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이 다라니문 자문인 아자문 등 이를 

이름하여 보살마하살마하연이라 한다.(復次 菩提 菩薩摩訶薩摩訶衍 

所 字等語等諸字入門 何等為字等語等諸字入門 阿字門 

一切法初不生故··· 菩提 是陀羅尼門字門阿字門等 

是名菩薩摩訶薩摩訶衍.)(大正藏 8, p. 256上-下).

17) 阿字門一切法初不生故 羅字門一切法離垢故 波字門一切法第一義故 遮字門 

一切法終不可得故 諸法不終不生故 那字門諸法離名性相不得不失故.(大正藏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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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羅叉 譯 放光般若經 ｢陀鄰尼品｣

阿  諸法來入不見有起

羅  垢貌於諸法無有塵

波  於諸法泥洹 第一教度

遮  於諸法不見有生死

那  於諸法字已訖字本性亦不得亦不失18)

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문자의 배열은 阿, 羅, 波, 遮, 那 로 

동일하고, 그 내용상에서도 거의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각 자가 지니는 의미를 해석한 부분에서는 一

法의 不生, 離垢, 第一義, 不可得 不終不生, 離名性相不得不失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에서 그 내용상에서는 반야경이 목표로 하는 

空의 의미와 련하여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반야

경이 추구하는 궁극 인 의미인 空과 련한 字門임을 알 수 있

고 이러한 형은 후 의 승경 에도 승되고 교경  속에

서도 비슷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에서 그 원형으로서 유의해 둘

만하다.

그리고 그 이하에서 이 42字門 다라니의 독송공덕을 20가지로 

열거하고 있다. 그 내용은 염력 등의 정신력의 증 로 사제와 연

기 등을 구족하여 天耳 등의 신통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19) 결국 다라니가 지니는 승경 의 문지 억지의 기능은 

p. 256上).

18) 一 阿阿 諸法來入不見有起  二 羅羅 垢貌於諸法無有塵 

三 波波 於諸法泥洹 第一教度 四 遮遮 於諸法不見有生死 

五 那那 於諸法字已訖字本性亦不得亦不失.(大正藏 8, p. 26中-下).

19) 聞是四十二字所入句 印 持諷誦  若復為他人解說其義 

不以望見持諷誦 當得二十功德 何等為二十 一 得強識念力 

二 得慚愧羞恥力 三 得 固行力 四 得覺知力 五 得辯才工談語力 

六 得陀鄰尼不難力 七 所語不說不急之事 八 終不狐疑於經 

九 聞善不喜聞惡不憂 十 亦不自貢高 亦不自卑 十一 進止安詳不失  

十二 曉了五陰六衰 十三 善於四諦十二緣起事 十四 善知識因緣事 

十五 善於法慧能滿具諸根 十六 知他人所念吉凶報應 

十七 善於天耳徹聽自識宿命 十八 善知眾生所生 十九 能消諸漏 



1 6  ∙ 印度哲學 제23집

승경 의 이해를 통하여 경법의 내용을 잘 받아들이게 되고 이를 

통하여 정신력이 증 하여 삼매 등으로 신통력을 얻게 됨을 설하

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반야경의 다라니는 승반야의 경법의 내용을 잘 

받아 들여 잊지 않는다는 의미로 聞持와 憶持 등의 기능을 갖게 

되면서 삼마지와 반야바라  등의 반야보살의 핵심 인 수행문으

로 정착한다. 이러한 경우는 기존의 세 이익 인 呪나 明呪와는 

다른 설명 방법이다. 한 그 내용상에 있어서도 주술 인 의미보

다 경 의 내용과 계된 것으로 보아서 正覺의 획득이라는 불교

의 특성 인 면과 부합되는 것으로 표 되었다. 따라서 반야경
의 이러한 다라니의 용례는 기불교나 부 불교 시 에 사용되

었던 진실어나 리타 는 明呪와는 다른 것으로 기 승경

인 반야경의 독창 인 내용으로 보인다. 이것은 승의 선구

인 경 인 반야경의 교설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이를 선양하고

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승불교의 태동과 연 된 것으

로 보인다. 

Ⅲ. 화엄경의 다라니

大方廣佛華嚴經의 漢譯은 佛陀跋陀羅 譯(418-421년)인 60권華

嚴과 實叉難陀 譯(695-699년)인 80권華嚴과 般若 譯(795-798년)인 

40권華嚴이 있다. 이 에 40권화엄은 ｢入法界品｣에 해당하며, 티

벳 역은 80화엄과 유사한 완본이 있지만, ｢十地品｣과 ｢入法界品｣

의 원 을 제외한 Sanskrit 완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  

二十 善於往來處處教授 菩提 是為陀鄰尼門 是為字門是為來入門 

是為菩薩摩訶薩 是為摩訶衍.(大正藏 8, pp. 26下-27上).

初期 大乘經典에서 陀羅尼 機能의 變化 ∙ 1 7

｢十地品｣이 가장 오래되었으며, 성립연 는 1-2세기경이라 한다. 

그러나 일반 으로 정리된 화엄경으로 집 성된 것은 4세기 경

으로 추정되기에 반야경보다는 후 에 성립되었을 것으로 짐작

된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 본바와 같은 반야경의 다라니와는 다른 

화엄경의 새로운 다라니에 한 변화가 상되며, 이 계 속에

서 반야경 이후의 다라니의 변천과정을 유출해 볼 수 있지 않

을까 상해 본다. 

 實叉難陀 譯의 大方廣佛華嚴經 ｢世主妙嚴品｣에는 

총지 명천왕은 다라니문의 명을 얻어서 일체의 법을 억지하여 

해탈문을 망실하지 않는다.20)

고 하여, 천왕의 이름을 총지 명이라 하고 있다. 그리고 다라

니 수행으로 일체법을 억지하는 기능과 함께 해탈을 련하여 서

술하고 있다. 이것은 법을 憶持하는 기능과 함께 법을 잘 억지하

기에 그로 인하여 지혜가 발생하고 해탈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채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같은 품에 “여래보문의 지혜에 

주하여 이미 일체 다라니문을 얻었으므로 일체의 법해를 모두 능

히 수용하고 삼세 평등의 智地에 잘 주한다.”21)라고 하여, 다라니

문의 수행으로 일체 법을 수용하여 평등지의 경지인 선정과 삼매

에 주하는 것을 밝히는 것도 반야경의 의미를 비슷하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같은 품에서 

다라니력을 생하게 하여 일체의 법륜을 지니기 때문이다.22)

20) 總持大光明天王 得陀羅尼門光明憶持一切法無忘失解脫門.(大正藏 10, p. 9上).

21) 住於如來普門之地 已得一切陀羅尼門 悉能容受一切法海 

善住三世平等智地.(大正藏 10, p. 23上).

22) 令生陀羅尼力 持一切法輪故(大正藏 10, p. 34下). 60화엄에서는 陀羅尼力 

能持一切諸方便義 妙辯才力 令諸眾生皆悉歡喜.(大正藏 9, p. 461中)라 하여, 

陀羅尼力을 일체방편을 능히 지니는 것으로 묘한 변재력으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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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여, 陀羅尼力이라는 표 을 하는 새로운 변화가 보인다. 이것

은 다라니를 통하여 문지 는 억지된 경법의 내용을 잘 이해함

으로써 일체의 법륜을 지니게 되는 것과 함께 다라니 자체가 어

떤 능력을 갖고 있다는 에서 다라니의 功能을 설명하는 언 으

로 보이다. 화엄경에서는 다라니 수행을 통한 승경법의 의미

를 잘 지닌다는 문지와 억지의 기능에서 비롯하여 그 기능에서 

유래하여 다라니 자체가 공능을 가지는 것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새로운 수용의 흔 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陀羅尼의 기능에 한 더욱 직 인 표 으로는 ｢賢首

品｣을 들 수 있다. 

무진의 다라니를 얻어, 일체의 모든 불의 법을 모두 지니고, 법을 

지닌 자를 공경공양하며, 모든 성 을 수호하여 모시게 한다.23) 

고 하여, 불법을 지니는 문지와 억지의 기능을 통하여, 옹호주

로서의 다라니의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도

종교의 呪文이 神의 역이기에 그 주문 자체가 지니는 공능이 있

다는 것에 비하여 기불교의 眞實語인 리타(paritta)는 진실을 

의미하기에 모든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승의 다

라니는 성스러운 승의 불법을 지닌다는 에서 문지와 억지의 

기능을 그 로 보존하면서 승의 불법을 지니기에 성스러운 공

능을 갖게 되는 것으로의 승불교 인 수용의 원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4) 

그리고 다라니가 持法 를 恭敬供養한다거나 賢聖을 守護한다는 

에서 법사수호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법사(Dharmabh ṇaka)

생을 환희하게 하는 것으로 표 하고 있다.

23) 令得無盡陀羅尼 悉持一切諸佛法　恭敬供養持法  給侍守護諸賢聖.(大正藏 

10, p. 76上). 같은 부분의 60화엄에는 陀羅尼藏不可盡　能持如來一切法　

恭敬供養持法 　防衛守護眾賢聖.(大正藏 9, p. 436下)하여, 陀羅尼藏이란 

용어로 無盡法藏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24) 松長有慶(1993), pp. 10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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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법의 독송하는 자이고 설법하는 자로서 승불교의 성립과 

련하여 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밝 졌으며, 이들을 통하여 경

이 유포되고 해석되었기 때문에 승의 정신을 선양하는 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25) 그러므로 기 승불교 시 에서는 이들

을 옹호하고 승경권을 수지하고 유포하는 것이 요한 신앙행

로 강조되었다. 이것은 다라니가 지니는 삼매의 염력에 의하여 

내면 인 번뇌를 제거하듯이 외면 으로도 정법을 하는 법사를 

옹호하고 이를 방해하는 魔를 퇴치하는 능력을 지니는 것으로의 

기능이 새롭게 나타난 것이다.

반야경에서는 공과 반야바라 이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면 반야바라 이 면에 부각되지 않는 화엄경에서

는 이를 다라니가 체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화엄경에서의 

다라니는 법사옹호와의 련을 설하게 된다. 이러한 을 ｢梵行品

｣에서는 “낱낱이 삼매 다라니로써 신통변화와 함께 장엄한다.”26)

고 하여, 삼매와 다라니가 련되면서 신통변화와 련되는 변화

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법을 문지하고 억지하는 기능을 통하여 이를 잘 연설하

고 달할 수 있는 자재로운 변재가 강조되어 “다라니는 자재하

기에 제법실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변재가 자재하기에 연설하는 

바에 따라 능히 여러 가지의 비유의 문을 연다.”27) 고 한다. 이것

은 다라니의 경법억지의 기능과 함께 이것으로 얻어진 능력으로 

생들을 한 교설의 자재함을 얻게 되는 것을 설하는 것이다. 

따라서 승정신을 잘 선양하는 보살법사의 자기 수행임과 동시

에 생구제를 한 방편의 교화기능이 더해지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 은 기존의 주문이나 반야경의 내용과는 다른 승불

교의 보살도의 수행으로서의 다라니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25) 靜谷正雄(1974), pp. 18-19.

26) 悉以三昧陀羅尼神通變化共莊嚴.(大正藏 10, p. 94上). 

27) 陀羅尼自在故 決定開示諸法實相 辯才自在故 隨所演說 

能開種種譬諭之門.(大正藏 10, p. 98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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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불교의 보살도의 수행으로 ｢離世間品｣에서는 보살마하살의 

십종의 다라니를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80화엄경의 十種陀羅尼

聞持陀羅尼 持一切法不忘失故(일체법을 지녀서 잊지 않기 때문이다.)

修行陀羅尼 如實巧觀一切法故(일체법을 여실하게 잘 하기 때문이다.)

思惟陀羅尼 了知一切諸法性故(일체제법의 성을 잘 요지하기 때문이다.)

法光明陀羅尼 照不思議諸佛法故(부사의 한 제불법을 잘 비추기 때문이다.)

三昧陀羅尼 普於現在一切佛所聽聞正法 心不亂故 ( 재 일체 부처님으

로부터 들은 바 정법에 두루하여 마음이 어지럽지 않기 때문이다.)

圓音陀羅尼 解了不思議音聲語 故(부사의 한 음성과 어언을 요해하

기 때문이다.)

三世陀羅尼 演說三世不可思議諸佛法故(삼세 부사의 한 제불법을 연설

하기 때문이다.)

種種辯才陀羅尼 演說無邊諸佛法故(무변한 제불법을 연설하기 때문이다.)

出生無礙耳陀羅尼 不可說佛所說之法悉能聞故 (말로 할 수 없는 부처

님의 설하신 법을 낱 낱이 능히 듣기 때문이다.)

一切佛法陀羅尼 安住如來十力無畏故(여래의 십력 무외에 안주하기 때

문이다.)28)

이 열 가지의 다라니에 한 의미를 정리해 보면 80화엄경과 60

화엄경의 명의나 해석이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29) 그 내용상

에서는 체 으로 일체법을 불망실하는 문지의 의미에서부터 시

작하여, 일체법을 여실하게 하는 수행을 거쳐, 일체법성을 요실

하는 定으로 불법을 밝히고, 정법을 듣고 마음이 삼매에 주하며, 

28) (大正藏 10, p. 281下).

29) <60화엄의 十種陀羅尼> 聞持陀羅尼 不忘一切法故 持正法陀羅尼 

巧方便分別一切法如實故 不生一切法陀羅尼 覺一切法無自性故 法明陀羅尼 

普照不可思議諸佛法故 三昧陀羅尼 於現在一切佛所聞法不亂故 

音聲圓滿陀羅尼 究竟解了不可思議語 法故 三世陀羅尼 

分別說一切三世佛不思議法故 種種辯才陀羅尼 分別解說無量無邊諸佛法故 

出生無礙耳陀羅尼 不可說佛所說諸法悉能聞故 持一切佛法陀羅尼 

安住如來十力無畏故.(大正藏 9, p. 634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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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어언을 요해하고, 삼세에 모든 불법을 연설하며, 언설이 무변

한 변재를 얻고, 설할 수 없는 불의 법조차 능히 듣고서 여래에 

안주하여 무외하게 됨을 설하는 내용이 된다. 이것을 순차 으로 

요약한다면 다라니는 문지→수행→삼매→연설자재→안주여래로의 

경법의 문지를 통한 이해와 수행을 통하여 열반을 얻는 것으로의 

변화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일반 인 경법의 문지를 통하여 수행을 완성하고 일체

생을 하여 변재로 연설하는 승 보살의 실천과 련 한 능

력을 얻게 되는 것으로의 다라니 기능의 다양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반야경에 보 던 경법의 문지와 억지를 통한 삼매와 무

생인의 획득이라는 에서 나아가 생을 한 보살행으로서의 

연설과 생교화를 한 능력의 구비라는 새로운 면이 보이는 것

이다. 반야경의 다라니가 정법의 수호와 정각을 한 실천 행을 

강조한 것이라면 화엄경에서는 이 에 생구제를 한 능력

의 의미를 갖춤으로써 새로운 기능이 추가됨을 알 수 있다. 이것

은 승의 정법이야말로 없는 불의 가르침이기에 이를 지니는 

다라니의 역할은 모든 삿된 것을 물리칠 수 있으며, 모든 생을 

구제할 수 있다는 에서 법사호신과 자재력을 얻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갖추게 된 것이다.

한 華嚴經의 ｢入法界品｣에는 大品般若經 ｢廣乘品｣과 같이 

42자의 字母音이 열거되며, 한 자마다 반야바라 문과 련하여 

서술되고 있다. 를 들면 첫 자인 阿字와 이후 네 가지 字에 

하여 비교해 보면, 

大品般若經의 ｢廣乘品｣

阿字문은 一 法의 初不生이다.(ak ro mukhaḥ sarvadharm n m d

yanutpannatv t)30)

羅字 一切法離垢故(rak ro mukhaḥ sarvadharm n m Rajopagatatv t)

30) 阿字門 一 法初不生故(大正藏 8, p. 256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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波字 一切法第一義故(pak ro mukhaḥ sarvadharm n m Param rtha

nirdeś t)

遮字 一切法終不可得故 諸法不終不生故(cak ro mukhaḥ sarvadharm n m

Cyavanopapattyanupalabdhitv t)

那字 諸法離名性相不得不失故(nak ro mukhaḥ sarvadharm n m N

m pagatatv t)31)

華嚴經의 ｢入法界品｣

阿字를 唱할 때 般若婆羅蜜門에 들어간다. 보살의 력으로 入無差別

境界 함을 말한다.32) 

多字 無邊差別門

波字 普照法界

字 普輪斷差別

那字 得無依無上

이것은 화엄경 ｢入法界品｣이  품반야경 ｢廣乘品｣과 같이 4

2자문을 배열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으로 이를 계승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字에 한 배열순서와 字義가 에

서 보듯이 완 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大品般若經 ｢廣乘品｣

에서는 子母의 첫 자와 그 字意가 일치하지만 화엄경 ｢입법계품

｣에서는 반드시 子母의 첫 자와 그 字意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 字와 그 배열 상에서 서로 동일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것

은 각기 다른 경 이 지니는 그 경 의 특성을 하고자 하는 의

미에서 42자를 이용하여 字意를 부가한 것으로 서로의 차이는 각 

경 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한다. 즉 반야경의 

사상 인 심이 空의 離垢, 第一義, 不可得, 諸法不終不生, 諸法不

得不失 등에 있다면, 화엄경은 無邊差別, 普照法界, 斷差別, 得無

依無上 등과 같은 차별이 없는 무애한 것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

31) 氏家覺勝(1987) p. 85.

32) 名以菩薩 力入無差別境界.(大正藏 10, p. 418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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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화엄경의 다라니의 기능은 반야경에 비하여 법사옹호 등

과 같은 보살의 생교화를 한 능력을 내외 으로 구비하는 것

으로 볼 수 있으며, 화엄경의 경  내용을 심으로 字門을 새

롭게 해석하는 등의 화엄정신에 의한 다라니로 재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법화경의 다라니

法華經(Saddharma-puṇḍarika-sũtra)33)의 성립시기는 체로 

기원  1세기 이후부터 시작하여 기원 후 3세기 에 걸쳐서 

차로 增廣되었으며, 龍樹이 에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되었다고 한

다. 따라서 각 品별로 성립연 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陀

羅尼에 한 언 이 보이는 21品 이하는 더욱 그 성립연 가 뒤지

게 된다. 이 게 별도의 다라니품을 두고 있는 것은 반야경이나 

화엄경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이다. 이런 에서 다라니품과 

련한 내용상에서는 반야경이나 화엄경보다 성립연 가 뒤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역본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正
法華經 ｢總持品｣ 제24는 妙法蓮華經 ｢陀羅尼品｣ 제26에 해당하

는 부분으로 品名에서 摠持와 陀羅尼의 구분이 있고, 正法華經 

33) 法華經의 現存하는 漢譯은 竺法護 譯 正法華經(286년)과 鳩摩羅什 譯 

妙法蓮華經(406년)과 闍那崛多와 達摩笈多 共譯의 

添品妙法蓮華經(601년) 등의 三本이 있다. 譯本들의 ｢序品｣에서 

｢神力品｣까지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陀羅尼品｣과 ｢囑累品｣의 치가 

다르다. 특히 ｢陀羅尼品｣의 치가 添品妙法蓮華經에서는 ｢如來神力品｣ 

뒤로 이동한다는 에서 如來神力의 神秘한 내용과 陀羅尼가 후 가 

되면서 연 성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鳩摩羅什의 원본이 

竺法護 譯 보다 앞선다는 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  내용상에서는 

妙法蓮華經을, 漢譯부분에서는 正法華經을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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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持品 체에서 陀羅尼 신에 摠持라는 용어가 일 성 있게 사

용되고 있다는 에서 正法華經의 역출연 가 이르다는 과 두 

역본사이의 120년의 譯出 年代의 격차에 따른 변화로 생각된다. 

正法華經 ｢總持品｣의 시작부분에서는 藥王菩薩이 부처님께 이 

경 을 수지 회포 서사한 복이 어떠한가에 한 질문에 부처님께

서는 그 양이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헤아릴 수 없다고 답하고. 

이어서 약왕보살이 

는 반드시 이와 같은 자들을 옹호하고, 여러 남녀가 이 경 을 지

니는 자와 그 법사 등을 義로써 편안하게 지켜 오랫동안 근심이 없도

록 總持句를 誦합니다.34)

하고, 다라니를 열거하고 있다. 이것은 般若經에서 보이는 陀羅

尼의 주된 기능인 聞持나 憶持와는 다른 법사를 옹호하는 護身呪

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護身呪란 呪의 주된 기능으로 고  인도

종교와 기 교 경 에 등장하는 세 이익 이고 주술 인 기

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체로 이러한 呪는 그 防護의 상이 되

는 것을 외부 인 귀신으로 상정하고 그것을 물리치는 구체 인 

효용을 강조한다. 

이것은 불교가 본질 으로 추구하는 내 인 자기변화의 기능과

는 다른 설명방법이며, 이러한 에서 종교 이고 주술 인 의미

가 般若經 이후 法華經에서 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陀

羅尼가 憶持나 聞持 등의 의미에서 除災를 의미하는 呪의 기능을 

갖추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변화는 般若經 이후의 陀羅尼

에 한 새로운 의미가 부가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화엄경에서

도 陀羅尼力과 련한 법사수호와 생구제를 한 신통력이 언

되었지만, ｢다라니품｣과 ｢법사품｣ 는 ｢법사공덕품｣을 별도로 두

고 법사를 옹호하는 摠持句인 陀羅尼句를 구체 으로 언 한다는 

34) 藥王菩薩復白佛  我當擁護如是等輩 諸族姓子及族姓女 受此經 斯法師等 

以義宿衛長使無患 誦總持句.(大正藏 9, p. 130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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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법화경의 새로운 다라니에 한 내용이다. 

正法華經 ｢總持品｣에서 

이때에 묘용보살이 먼  부처님께 말하길 세존이시여 나의 몸도 역

시 생을 한 고로 원히 안락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 경 을 받들

어 지니는 자나 총지구를 지니는 자는 장차 이와 같은 여러 법사 등을 

옹호하여 그들이 편안함을 구하거나 찾지 않게 한다.35) 

고 하여, 妙勇菩薩은 법사를 옹호하기 하여 귀신 등을 물리치기 

한 摠持句를 誦하게 되는 것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이어서 毘沙

門天王과 怨天王, 諸魅 등의 呪 五首가 이어 진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妙法蓮華經 ｢陀羅尼品｣에서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藥王

菩薩․勇施菩薩․毘沙門天王․持國天王․十羅刹女 등의 呪 다섯 가

지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正法華經 ｢總持品｣에서는 呪를 意譯

한 과 妙法蓮華經 ｢陀羅尼品｣에서는 摠持 신에 陀羅尼를 일

되게 사용하고 있는 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약왕보

살은 陀羅尼呪 는 陀羅尼 神呪, 용시보살은 陀羅尼 는 陀羅尼

呪, 비사문천왕은 陀羅尼 혹은 神呪, 지국천왕은 陀羅尼 神呪, 나찰

녀 등은 呪로써 표 하는 차이를 보일 뿐 두 가지 譯本의 큰 차이

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서의 陀羅尼呪(dh raṇ -pada) 는 陀羅尼 神呪(dh raṇ -m

antr)라는 용어는 승경 에서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

것은 다라니라는 경법의 억지와 문지의 기능과는 별도로 呪나 神

呪로서의 기능이 첨가 된 것이다. 그리고 법사의 호신을 하여 

각각 다른 呪句를 구체 으로 나열하고 있다는 에서 기 교

경 에 나타나는 귀신을 물리치기 한 다라니와 그 기능이 흡사

하게 보인다. 그러나 법사를 옹호한다는 에서 화엄경 이후의 

35) 於時妙勇菩薩前白佛  唯然世  我身亦爲衆生之故 欲令永安 

若有奉持此經典  授總持句 護如此諸法師等 令無伺求得其便 .(大正藏 9, 

p. 130上-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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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수호와 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기능을 갖게 되는 과정으

로서 승경법의 억지나 문지와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法華經에서는 이러한 다라니에서 생되는 문지와 억지와 

련된 법사옹호를 넘어서 각각의 呪句를 별도로 배치하면서 다라

니 神呪 는 다라니 呪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다라니와는 다른 神呪 혹은 呪的인 기능이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인

다. 이것은 반야경과 화엄경이 승의 사상에 충실하 다면 

법화경이 지니는 승의 신앙 인 부분과 련이 있을 것으로 짐

작되며, 이 과정 속에서 神呪 혹은 呪的인 기능이 첨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는 이미 3세기 이후로 개되기 시작한 

기 교경 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우이므로 자연스럽게 승의 

신앙 인 입장에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의 

연속 속에서 呪的인 기능과 함께 다라니의 본래의 기능이 겹쳐진 

기 교경 의 진언으로 발 되어 가는 단계를 밟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妙法蓮華經 ｢陀羅尼品｣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다라니

품을 설할 때에 육만팔천인이 無所從生의 法忍을 얻었다.”36)라는 

구 로 품을 마치고 있다. 이 내용 한 다라니는 無生法忍인 不生

不滅의 불법의 최상의 결과인 正覺을 획득하는 것과 련하여 표

하고 있다. 이것은 다라니가 옹호나 수호를 한 것으로 활용될 

지라도 불교의 최상의 목표인 成佛과 련되어 있는 것으로 般若

經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普賢菩薩勸發品｣에서는 法華經을 受持하는 자에 한 

보 보살의 옹호를 설명하면서 旋다라니와 法音方便陀羅尼 등과 

같은 陀羅尼를 얻는다.37)고 하여 ｢다라니품｣에서 보 던 제재의 

36) 佛說是摠持品時 六萬八千人 速得無所從生法忍.(大正藏 9, p. 130下).

37) 이때에 법화경을 수지 독송 하는 자는 나의 몸을 보고 깊이 큰 환희를 

얻는다. 더욱 정진하여 나를 보기에 삼매  다라니를 얻는다. 선다라니, 

백천만억 선다라니, 법음방편다라니라 이름 하는 이와 같은 등의 

다라니를 얻는다. (爾時受持讀誦法華經  得見我身甚大歡喜 轉復精進 

以見我故 得三昧及陀羅尼 名爲旋陀羅尼 百千萬 旋陀羅尼 法音方便陀羅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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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술 인 기능의 다라니와는 달리 수지 독송 정진에 의한 결과인 

삼매와 동일한 것으로 취 된다. 이를 이름 하여 旋陀羅尼(Dh raṇ

y vart )와 法音方便陀羅尼를 설하고 있다. Dh raṇy vart 는 Dh r

aṇ 와 vart (回轉, 旋轉, 旋環 등)의 합성어로 다라니에 의하여 변

화되어진 다라니 수행의 목표를 의미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

게 해석된다면 삼매와 비슷한 의미로 경문의 내용과 일치할 수 

있다. 그 다면 一 法音方便(Sarvarutakauśalya) 陀羅尼는 ruta(

說, 音聲, 語 등)와 kauśalya(善, 善巧, 善方便)로써 일체의 법음

방편으로 목표에 달성한 이루의 생교화를 한 다양한 법음의 

선교한 방편을 획득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38)

따라서 이 품에서의 다라니의 의미는 수행의 목표인 삼매와 동

일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수행의 旋陀羅尼라는 목표와 法音方便陀

羅尼라는 결과로 나 어 보는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하에서 보 보살이 다라니주를 설하게 된다.39) 

여기에 보이는 陀羅尼에 상 하는 부분은 陀羅尼呪로 표 되고 있

으며, 그 功用에 해서도 擁護呪의 除災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

인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 본 삼매와는 다른 내용이다. 이것은 다

라니 속에 정각을 표 하는 의미와 함께 제재를 뜻하는 내용이 

첨부된 것으로 정각의 궁극 인 경지를 의미하는 다라니는 곧 일

체의 雜染을 멀리하는 淸淨한 그것이므로 일체의 재앙을 소멸 할 

수 있고 모든 잘못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다. 그러나 보 보살이 다라니를 송한 뒤 이 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陀羅尼의 본래 의미인 憶持의 기능과 神通力을 함께 

설하고 있으며 이것을 보 보살의 수행과 련하여 서술하고 있

다.40) 

得如是等陀羅尼.)(大正藏 9, p. 61中).

38) 松長有慶(1998), p. 227.

39) 大正藏 9, p. 61中.

40) 세존이시여 만약 보살이 있어서 이 다라니를 듣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보 신통의 힘임을 알아야 한다. 만약 법화경행을 염부제에서 수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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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法華經에서의 다라니는 般若經에서 보 던 聞持나 

憶持의 기능을 포함하고, 正覺과 련 한 삼매의 상태를 그 로 

의미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삼매의 상태는 곧 청

정하므로 모든 재앙을 물리치는 기능을 갖추게 되며, 惡을 물리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된다. 이런 에서 聞持나 憶持의 기능에서 

더욱 발 된 呪化한 신앙 인 다라니로써 佛法과 法師를 擁護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Ⅴ. 맺는 말

이와 같이 최 의 승불교 경 인 般若經에는 기 는 부

불교의 呪 는 明呪에 신하여 陀羅尼가 經典을 憶持하고 聞持

하여 佛法을 잊지 않고 지닌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陀羅

尼의 기능은 불교수행과 련되고 차 正覺을 목표로 하는 불교 

수행과 직 인 련성을 갖게 되며 승보살의 수행덕목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華嚴經이나 法華經에 이르게 되면 陀羅尼가 지니는 

聞持와 憶持를 통하여 正覺을 획득할 수 있는 단순한 기능에 그치

지 않고 經法과 法師를 擁護하는 陀羅尼에 呪의 기능을 갖추게 된

다. 특히 화엄경에서는 반야경에 나타나지 않았던 문지→수행

→삼매→연설자재→안주여래로의 다라니의 기능이 확 되는 변화

자가 있다면 응당 이 게 염하라. 모든 것은 보 신의 힘이다. 만약 

수지독송하고 바르게 억념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설한바와 같이 수행을 

취하는 사람은 보 행을 행하며 무량무변한 제불의 깊은 종자의 선근인 

바를 마땅히 알아야 한다.(世  若有菩薩 得聞是陀羅尼  

當知普賢神通之力 若法華經行閻浮提有受持  應作此念 皆是普賢 神之力 

若有受持讀誦正憶念解其義趣如說修行 當知是人行普賢行 

於無量無邊諸佛所深種善根.)(大正藏 9, p. 61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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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이며, 화엄경의 내용에 부합되는 법사호신과 생을 교화

하는 陀羅尼力의 기능을 지니는 승보살의 수행으로 해석되었다. 

한 법화경에서는 별도의 ｢陀羅尼品｣을 두었고, 呪五首를 배

열하여 교경 에 등장하는 진언의 기능과 유사한 이 보이며, 

다라니에 呪의 기능이 더해지는 陀羅尼呪 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

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陀羅尼 자체가 三昧를 의미하는 旋陀羅尼

(Dh raṇy vart )나 三昧 이후의 一 法音方便(Sarvarutakauśalya) 

陀羅尼와 같이 수행목표를 달성한 이후의 생교화를 한 다양한 

法音의 善巧한 方便을 의미하는 三昧의 結果를 설명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에서 般若經의 문지나 억지의 다라니가 華嚴經과 
法華經에는 陀羅尼呪로서의 새로운 변화가 보이며, 이것은 다라

니가 지니는 승경 의 문지와 억지를 통한 정법의 수호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한 승불교의 생교화를 한 방안으로 呪的인 

기능을 극 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며, 이와 련한 陀羅尼와 

불교의 수행목표인 三昧 는 正覺과의 련성을 정리하는 과정에

서 일어 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는 기 교경  이후에 나타나는 다라니의 기능

과 呪의 기능이 함께하는 교의 진언을 상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특히 般若經과 華嚴經의 42字門과 阿字門 등은 

교의 字輪觀이나 阿字觀 등의 형성에 향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써 교경 에 나타나는 진언의 기능은 기 승경 에서부

터 그 근원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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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unctional Change of the Mantra in Early 

Mahayana Sutras

Jang, Ik

(Uiduk University)

The ascetic exercise method of Esoteric Buddhism 

consists of the Three Secrets, of which the Mantra is the 

most important one among them. The Mantra is derived 

from the Vedas of ancient India. After the concept of the 

Mantra was incorporated into Buddhism, it was refined into 

Buddhistic terms during the Early Buddhistic or Theravada 

Buddhistic periods, and it was expressed as the Vidya 

related to the wisdom of Buddhism. Since it has mysterious 

power inside, it has been translated into Vidya-Mantra 

having the functions of the Mantra.

In the Prajň p ramit  sūutra  which is the early 

Mahayana Sutras Scripture, the new term dh raṇ  has been 

used instead of the Mantra. However, the function of the 

Mantra for self protection has disappeared but the function 

of ignoring and restraining the contents of the Mahayana 

Sutras scripture instead, and the function of obtaining the 

sam dhi is added. It also has a comment anticipating the 

bija-Mantra of the Middle Esoteric Scripture like the 42 

Letter Book. In the  Buddh vantamsaka-sũtra, the function 

possessing supernatural power for human enlightenment and 

the function protecting the Dharmabh ṇaka have been added 

to the ignoring and restraining function of the Dh raṇ .

Specially in the Saddharma-puṇḍarika-sũtra  which 

focuses on religious aspects of the Mahayana Buddhis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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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raṇ  chapter has been incorporated, and the Mantra to 

protect Buddhist priests has been shown in. Since it has the 

function of Dh raṇ -Mantra, there is a great potential for it 

to develop into the Mantra of Esoteric Buddhism.

We can examine the functional change and process of 

Mantra Establishment of Middle Esoteric Buddhism 

Scripture, and we can confirm the established process of the 

Mantra which is the center of the ascetic exercise of 

Esoteric Buddhism by comparing each function of the part 

related to the Dh raṇ  in the order of the early Mahayana 

Sutras Scriptures like Prajň p ramit  sūutra, 

Buddh vantamsaka-sũtra, and Saddharma-puṇḍarika-sũtra.

Key words : Esoteric Buddhism, DhAraNI, Mantra, Vidya, 

Early MahA-yana sU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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