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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유관의 만달라적 의미

존재론적 도식과 방위구조에 나타난 형이상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최연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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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불전문학에 나타난 사문유관의 존재론적 도식과 방위구조의

특징. Ⅲ 힌두철학의 Śrī-Yantra와 불교의 아비달마적 세계에 나타난

형이상학적 관점. Ⅳ 대승불교의 밀교적 만달라와 사문유관에 나타난

형이상학적 관점.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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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층구조]

불교전통에서 붓다의 일생을 전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문유

관(四門遊觀)’은 동, 남, 서, 북이라는 4방위와 그에 상응하는 노병사(老

病死)와 출가행(出家行)의 네 가지 목격담으로 정형화(dramaturgy)되어

있다. 하지만 붓다에게 있어서 깨달음을 위한 철학적 방황의 직접적인

단초가 된 사문유관의 일화가 왜 동-남-서-북 4방위의 출유(出遊)로 정

형화된 것인지 딱히 그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사문유관에 정형화된 동-남-서-북의 방위구조와 그에

상응하는 [생]노병사와 출가행의 존재론적 도식은 결국 대승불교의 형

이상학적 산물로서 정형화된 것임을 고찰하고 있다. 시선축을 중심점이

나 수미산에 고정시켜두고 관찰점을 남쪽에 두고 있는 힌두철학의

Śrī-Yantra나 불교의 아비달마적 세계의 실유론적 관점과는 달리 사문

유관은 붓다의 존재론적 고민과 출가 그리고 견성과 회향의 일생을 동-

남-서-북이라는 방위구조에 중층적으로 담아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

문유관의 방위구조와 도식에 담긴 대승불교의 형이상학적 의미는 5방불

만달라로 대변되는 대승불교의 밀교적 만달라의 색 배치와 방위구조에

나타난 상징성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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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불교전통에서 붓다의 일생을 전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

문유관(四門遊觀, 四門出遊)’1)은 동-남-서-북이라는 4방위와 그에

상응하는 노병사(老病死)와 출가행(出家行)의 네 가지 목격담으로

정형화(dramaturgy)되어 있다.

불전문학(佛傳文學)에서 사문유관은 주로 붓다가 성도(成道)를

이루기 이전 형이상학적 눈을 뜨고 선정을 경험하는 최초의 사

건2)으로 기록된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사문유

관 일화에 담긴 내용이 붓다의 일대기에 있어서 성도를 위한 전

제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문유관을 통해 존재의 고

(苦)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지 못했다면 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후의 행적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붓다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다양한 문헌들도 사문유

관에 관한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사문유관을 붓다의

출가 직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는 경우에는 붓다의 출가 시기와

맞물려서 설명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 출가의 시기마저 19세설과

31세설 등의 이견을 보이기도 한다.3) 사문유관의 시기에 관한 또

다른 추측이 가능한 것은 붓다의 어린 시절 왕자 싯다르타(Śiddh

ārtha)로서 야쇼다라(Yaśodharā) 공주와 결혼하기 전후로 보는 것

1) 일반적으로 붓다가 존재에 대한 형이상학적 회의를 갖게 된 최초의

사건은 사문유관과 더불어 어릴 적 부왕과 함께 농경제(農耕祭)에

외유하여 보게 된 벌레와 새들의 약육강식적 생태에 대한 목격담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문유관을 농경제의 목격담에 담긴 의미가

확장된 상징적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

2) 강성용(2007) pp. 120-142.

3) 히라카와(1994) pp.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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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흔히들 불전문학의 백미로 꼽는 불소행찬(佛所行讚, Buddh
acarita)에서는 붓다가 세상에 대한 염리심(厭離心)을 일으키게

된 직접적인 사건인 사문유관 이전에 야쇼다라 공주를 태자비로

맞아들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4)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학자들은

사문유관을 야쇼다라 공주와 결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

고 있다.5) 이처럼 사문유관의 역사적 진실에는 모호한 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사문유관의 내용을 후세에 만들어진 이야

기로 보기도 한다.6) 그러나 불교의 사상적 측면에서 보면 사문유

관의 연대기적 논란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출가 이

전에 존재에 대한 의문을 극대화한 붓다 일생의 대전환점이자 중

요한 사건이었으며 그 사건을 통해 붓다가 출가를 결심하고 실행

에 옮겼다는 그 정형성이 중요한 것이다.

사문유관을 통한 노병사와 출가행의 목격은 붓다에게 있어서

깨달음을 위한 철학적 방황의 직접적인 단초가 되었지만, 동-남-

서-북이라는 정형화된 4방위로의 출유(出遊)는 딱히 그 이유를 찾

기가 쉽지 않다. 존재의 생성[生]과 함께 진행되는 늙음(老)을 왜

동쪽에서 발견하고, 존재를 유지하다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발생

4) 불소행찬에서는 ‘사문유관’의 이야기를 <제3 환우품(厭患品)>에서 제5
출성품(出城品)까지 이어서 배치하고 있으며, 야쇼다라 공주를 왕비로

맞이한 사건은 <제2 처궁품(處宮品)>에 배치하고 있다. 馬鳴(1988) pp.

35-79 ; 불광교학부(1990) pp. 17-33 참조.

5) 예를 들면, 불교사상의 이해(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불교교재편찬위원회 편) pp. 52-54에서는 태자가 16세에 결혼한 이후에

생노병사에 대한 의문에 빠진 것으로 적고 있고, 1963년에 출판되어

동국대와 주요 강원의 교재로 활용되었던, 홍정식(1964) pp. 33-35에서는

어린 태자가 부왕을 따라 농경제(農耕祭)에 나가서 벌레와 새들의

약육강식의 생태를 목격하고 처음 연민심을 일으킨 이래, 19세에 결혼한

이후 사문유관을 경험한 것으로 적고 있다.(中村元(1984) pp. 186-187)

이외에도 각종의 경전과 논서들을 활용하여 붓다의 전기를 서술하고 있는

수많은 불교 개론서와 불교문학들은 각기 참고한 문헌에 따라 서로 다른

연대기적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6) 강성용(2005) pp. 118-127. 특히 이에 관한 내용은 Pande(2006) pp.

373-377, n. 34 ;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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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병(病)을 왜 남쪽에서 발견하며, 존재의 소멸을 경험하는 죽

음을 왜 서쪽에서 발견하고, 존재의 수행적 전환(transformation)

을 통해 해탈을 경험하는 출가행을 왜 북쪽에서 목격하게 되는지

에 대한 이유나 그 방위가 굳이 동-남-서-북의 방향으로 정형화

되었는지에 대한 의미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문유

관의 존재론적 도식과 방위적 정형성을 그냥 당연시 하거나 혹은

우연한 사건으로 치부한다면 더 이상 의문을 갖지 않아도 좋을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인도문화에서 동쪽에서 북쪽으로 진행되

는 방위적 개념은 우연한 사건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좀 더 형이상

학적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본 논문에서 제기하는 문

제이다. 하지만 사문유관의 역사적 모호함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의문에 답을 줄 만한 근거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형이상학적 가설을 세우는 정도일 것이다.

한편 동쪽에서의 발생(生)을 통한 늙음과 남쪽의 유지(住)를 통

한 병듦, 그리고 서쪽의 무너짐(壞)을 통한 죽음과 북쪽의 공(空)

을 통한 재형성(出家行)이라는 사문유관의 독특한 방위구조는 기

본적으로 성주괴공(成住壞空)의 존재론적 도식을 바탕으로 한 것

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주괴공의 존재론적 기본 도식은 불교에

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범아(梵我)를 중심으로 한 존재의

생성과 유지와 해체, 그리고 본성의 회복훈련을 통한 근원과의 합

일을 보여주고 있는 베다(Veda) 전통의 밀교적 상징의 총합인 Śrī

-yantra의 도상학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7) 다시 말해 이러한 성

주괴공의 존재론적 기본 도식은 인도 사상 전반에 나타나는 존재

론적 기본도식이라는 것이다. 다만 힌두 밀교의 얀뜨라는 중심점

(bindu)의 반복적인 확장과 전변(轉變)을 통한 생성과 속박 그리

고 중심점에로의 회귀를 통한 근원과의 합일을 기하학적 도형의

반복을 통해 도식화하고 있을 뿐 형이상학적 의미를 구조화하기

7) 이러한 형이상학적 전통은 인도문화 특히 건축 예술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이기도 하다. Khana(1979) Chapter 3,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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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동-남-서-북의 방위구조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

다는 차이가 있다.

반면 업과 번뇌를 기반으로 한 세속의 존재론적 모순과 청정

묘유(妙有)의 보신(報身, Sambhogakāya) 세계를 중층 구조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대승불교의 밀교적 도상인 만달라(maṇḍala)는 사

문유관에 나타난 성주괴공의 존재론적 기본 도식은 물론 동-남-

서-북의 방위적 정형성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

문유관이나 불교 만달라에 적용된 존재론적 도식과 방위구조의

정형성은 대승불교의 형이상학적 의미를 강화하기 의도적인 적용

이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사문유관의 역사적 혹은 문헌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

한 것이 아니다. 다만 기존의 불전문학이나 그것을 다루는 학자들

이 간과하기 쉬웠던 사문유관의 존재론적 도식과 방위구조가 가

지고 있는 형이상학적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특히 사문유관의 존재론적 도식과 방위구조는 대승

불교의 상징적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 밀교적 만달라의 존재론적

도식과 방위구조에 나타난 형이상학적 중층구조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불전문학에 나타난 사문유관의 존재론적 도식과

방위구조의 특징

석가모니 붓다의 일생에서 ‘사문유관’이라는 사건은 붓다가 해

탈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만든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

되고 있다. 하지만 동-남-서-북의 네 문을 방문하여 각각 노병사

와 출가행을 목격하게 되는 사문유관의 일화가 처음부터 지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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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형태로 정형화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8) 동-남-서-북의 성

문 밖을 차례로 나가게 되는 사문유관의 정형성은 초기 경전인

빨리(Pāli) 문헌에서가 아니라9) 오히려 불전문학의 최고봉으로 알

려진 붓다짜리따(Buddhacarita, 佛所行讚)10), 랄릴따위스따라
(Lalitavistara, 佛說普曜經)11), 마하바스투(Mahāvastu, 大事)12)
등과 후대의 불본행경(佛本行經)이나 과거현재인과경(過去現在
因果經)13) 등에서 더 적극적으로 표현된다. 특히 불본행경에서
는 노병사와 출가행에 대한 목격담뿐만 아니라 탄생 직후 보여준

7보(七步)14)의 일화에도 동-남-서-북의 방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학문적 성취를 목적으로

한 불교학적 접근이나 자기 성찰을 목적으로 한 종교적 접근의

8) 강성용(2005) pp. 114-137.

9) 강성용(2005) pp. 114-116 ; pp. 125-128. 한역본에서도 사문유관이

간접적이나마 붓다의 일생에 하나의 사건으로 정형화되기 시작한

전거(典據)는 과거7불 중에 첫 번째 불(佛)인 비파시(毘婆尸, Vipaśyin)

붓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大本經(TD,

1-1, 下).

10) Schotsman(1995) Canto III. pp. 36-51와 馬鳴(1989) pp.33-79에 특히

사문유관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11) Khosla(1991) 참조.

12) 범어 본에 대한 해설은 Nariman(1991) pp. 11-62 참조.

13) 국내의 사문유관에 대한 문학적인 선행연구 논문들에서는 주로

과거현재인과경(혜원(2003) pp. 70-86)을 인용하고 있다. 이종화(2007)
pp. 150-154와 김헌(2007) pp. 25-63 등 참조.

14)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처님의 공통된 법은

이러하니라. 비바시 보살은 세상에 날 때 오른쪽 옆구리로 나와 생각을

오로지해 어지럽지 않았다. 오른쪽 옆구리에서 나와 땅에 떨어지자

7보를 걸었는데 아무도 부축하는 사람도 없었다. 두루 사방을 둘러보고

손을 들어 '천상과 천하에서 오직 내가 가장 높다. 중생의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제도하려 하노라'고 외쳤다. 이것이 그의 공통된

법이니라."佛告比丘諸佛常法毘婆尸菩薩當 其生時從右脅出專念不亂從右脅

出墮地行七步無人扶侍遍觀四方 擧手而言天上天下唯我爲尊要度

衆生生老病死此是常法爾時世尊” 大本經(TD, 1-1,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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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방식을 취하기 마련이다.15) 어느 방식이든 불교 공부는

흔히 석가모니(Śākyamuni) 붓다의 성도(成道)와 그 이후에 진행

된 전법(轉法)의 일대기를 기반으로 한 깨달음의 내용을 학문적으

로나 종교적으로 그것을 탐구하는 탐구자의 삶에 재구성하는 것

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다. 붓다의 깨달음을 자기 삶에 그대로 재

구성해나가는 불교수행자는 물론이고 불교를 학문으로 공부하는

불교학자들 역시 붓다의 일대기를 자기 성찰의 기반으로 삼을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불전문학의 발달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석가모니 붓다

의 일대기는 처음부터 현존하는 형태처럼 체계적으로 전해진 것

이 아니다. 오히려 거의 대부분의 불전문학이 초기에 결집된 경전

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16)이기 때문에 붓다의 일대기를 자기완성

의 기반으로 삼으려는 탐구가들의 필요에 따라 후대로 갈수록 사

상적 내용이나 형이상학적 의미를 강화하면서 변형되거나 정형화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붓다의 일생에 대한 이해의 확

장과 맞물려있다. 부파불교의 공부자들이 붓다의 일생보다는 붓다

의 가르침을 확인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것은

소승적으로 자기 깨달음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대승불

교의 공부자들은 붓다의 삶을 인격적으로 재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좀 더 정형화된 붓다의 일생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붓다는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궁금하여 왕궁의 욕락을 버리고

6년간의 긴 고행의 시간을 견디어내었던 것일까. 어떠한 의문으로

무엇을 찾아 해매다 마침내 붓다가 된 것일까. 붓다의 일대기나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 불전문학에서는 흔히 ‘사문유관 혹은 사문

출유’라는 이름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붓다가 깨

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존재에 대한 의문’이라는 전제적 사건이

있어야 하는데, 사문유관의 정형성(dramaturgy)은 그러한 발달사

15) 平川彰(1988) pp. 21-22.

16) 불광교학부(1990) pp. 18-22 ; p. 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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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답을 구하는 것은 언제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의문이

없이는 답도 구할 수 없듯이 의문(疑端)을 가진 자라야 답(話頭)을

깨칠 수 있는 것이다. 불교는 의문의 종교이다. 석가모니 붓다가

아직 붓다가 되기 이전, 스스로 궁금해 하던 ‘존재에 관한 의문’은

왕자 싯다르타를 깨달음의 길(菩提道)로 인도하는 원동력이 되었

고 그 긴 여정의 끝자리에서 마침내 성불(成佛)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문유관의 방위와 그에 상응하는 일화는 단순히 후대

에 첨가된 붓다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처음부터 불교적 존재론과

형이상학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노병사와 출가행으로 표현되는 성주괴공의 존재

론적 기본도식과 동-남-서-북으로 진행되는 방위구조의 정형성은

이렇게 필요에 의해 의도적으로 강화되며 붓다의 일생에 사문유

관의 일화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하지만 사문유관에 관한 최근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문유

관의 방위구조가 왜 굳이 동-남-서-북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인

식이 부족해 보인다. 특히 경전을 인용하여 사문유관의 본문 내용

을 서술할 때는 동-남-서-북의 방위를 정확히 제시하다가도 자기

논지를 전개할 때는 습관적으로 동서남북의 방위에 노병사와 출

가행을 대입시켜 논술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강성용(2005)

은 그의 논문 서두17)에서, “동서남북의 네 문을 통해 놀러 나가다

가 늙고 병들고 죽은 사람들의 모습 … 출가한 수행자를 보게 되

었고,”라고 논술하고 있고, 이종화(2007)는 과거현재인과경을 인
용하여 사문유관의 본문 내용18)을 기술할 때는 동-남-서-북과 노

인, 병자, 장례식, 비구승의 순서에 상응시키다가도 자기논지를 전

개할 때는 습관적으로, “동서남북의 네 문에서 늙고 병들고 죽은

사람들과 출가 수행자를 보게 되었고,”19)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

17) 강성용(2005) p. 111.

18) 이종화(2007) p. 43.

19) 이종화(2007) p. 149, p.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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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붓다의 일생을 기술하고 있는 많은 문헌들에서 이와 같은

논술 행태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선행연구자들

역시 이러한 방위개념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쉽게 간과하

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이들 연구에서 살펴보면20) 서구로 전이된 사문유관 일화는

필요에 따라 각색되고 변형되어 병노사와 출가행의 기본도식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방위구조는 아예 고려조차 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스토리의 각색 차원을 넘어 세계

관의 변용 혹은 형이상학적 기반의 본질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증

거이기도 하다.21) 달리 말해 내용을 필요에 따라 각색할 수는 있

20) 이종화(2007)의 연구에서는 서구문화로 전해진 사문유관의 일화가 각

언어권(아랍어, 그루지야어, 그리스어, 라틴어, 스페인어) 판본으로

전이되는 동안 변화를 겪으면서 불교 판본의 전형화된 사문유관의

내용이 필요에 따라 각색되거나 구조적으로 무너진 것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종화(2007)는 “부처설화가 서양의 여러 문화권으로

전이되면서 각각의 독특한 문학작품으로 발전되었고 또한 각 문화권은

그들이 원하는 종교적 사상을 실현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설화를

사용하였고 모든 작품이 사문유관이라는 에피소드를 공통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p. 172)고 결론 짖고 있다. 김헌(2007)

역시 “기독교 성인 열전의 하나인 바를람과 요아사프가 불교의
창시자인 부처의 일생을 다룬 <부처설화>의 골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면서, “ 바를람과 요아사프가 기독교도들의
신앙을 강화하는 한편, 비기독교적 성향의 초신자나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텍스트로서 수사학적 설득력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순전히 불교가 갖는 종교적 설득력에 기인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pp. 58-59)

21) 이 문제는 마치 길희성(2004)이 불교와 기독교의 화합을 논하면서,

“기독교는 불교의 윤회사상을 받아들이고 불교는 기독교의 절대신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지만 스스로 종교적 정체성을

붕괴시키는 논리가 되는 것과 같은 오류이다. 이를 비판하고 있는

김헌(2007) 역시 “부처의 삶의 궤적은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구원에

이르는 순례의 길과 양립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인 귀의의 한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형이상학적 관점 보다는 존재론적

관점만으로 사문유관의 의미를 고찰하고 있는 것과 같다. 길희성(2004) ;

김헌(2007) pp. 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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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형이상학적 의미까지는 수용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또 노병

사와 출가행의 구조를 단순히 자기 세계관에 맞게 변용할 수는

있었다고 해도, 동-남-서-북의 독특한 방위 구조까지 수용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방위구

조는 서구로 전이된 붓다의 일화로서의 사문유관과는 상관없이

불교 자체 내에서 좀 더 깊은 형상학적 성찰을 담고 발전하게 되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힌두철학의 Śrī-yantra와 불교의 아비달마적

세계에 나타난 형이상학적 관점

인도 전통에서 축약적인 상징들을 사용한 것은 기원전 3000년

경의 하랍빠(Harappan) 문명의 발굴품인 음각(陰刻, intaglio) 인

장(印章, seal)에 나타난 기하학적 도형(Yantra)에서 그 기원을 찾

아볼 수 있다. 이들 인장에는 만자(卍字, svastika) 형태의 다양한

도형과 선의 반복적 패턴(pattern)을 사용한 겹 층의 사각형들로

된 도형들이 새겨져 있다. 이 도형들은 원방각(圓方角)의 반복적

사용을 통해 기학학적으로 구성된 얀뜨라(Yantra)22)의 원형에 해

당한다. 이어서 기원전 2000년경 베다(Veda) 시기에는 우주적 상

징을 함축하고 있는 제단(祭壇) 건축에 기하학적 상징성을 더욱

22) Williams(1974) p. 845. “얀뜨라의 전통이 실제로 전승된 경우는 인도

내에도 많지 않다. 가족들이나 사제간 혹은 벵갈(Bengal)의

나타(Nā솜)족이나 남인도 타밀(Tamil)의 싣다이스(Siddhāis) 또는

캐시미르(Kashmir)의 까울라스(Kaulas)와 같은 딴뜨라 수행집단

안에서만 조심스럽게 전승되어 왔다.” Khana(1979) p. 11 참조. 또한

Kaviraj(1972) pp. 532-5에는 얀뜨라들에 대한 다양한 문헌들이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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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하게 확장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딴뜨라(Tantra)의 최고

부흥기(復興期)로 알려진 기원후 700-1200년경에는 그 상징성이

최고절정에 이르게 된다.

얀뜨라들 중에서도 힌두세계의 형이상학적 관점을 보여줄 대표

적인 예인 Śrī-Yantra23)는 존재(tattva)의 근본 원리를 창조하기

위해 현현된 Śiva-Śakti의 광휘를 나타내는 얀뜨라로서 모든 얀

뜨라들 중에서도 최고의 얀뜨라로 알려져 있다. Śiva-Śakti의 심

원한 형이상학적 이론24)의 도상학적 종합인 Śrī-Yantra는 창조의

23) 3차원의 형태로 보면, Śrī-Yantra는 네 마리의 사자가 네 모서리를

떠받치고 있으며, 그 위로 T자 모양의 문이 사방의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다. 실제 얀뜨라는 16엽 연꽃과 8엽 연꽃 위에 정삼각형과 역삼각형이

겹층된 형태의 도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정 중앙의 점(bindu)을 중심으로

정방향으로 4개의 삼각형과 역방향으로 5개의 삼각형이 겹쳐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27개의 꽃지점과 16개의 연꽃잎 위에

Śrī-yantra의 본존 여신인 Tripurasundarī가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인도철학의 성자 Śaṅkara가 설립한 Śrīngarī Maṭha 사원에 보존되어

있는 8세기경의 Śrī-Yantra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형태는 더 오래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 Śrī-Yantra는 Śrī-Vidyā 형태의

헌공의식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주요 도구 중에 하나이다. Śrī- Vidyā

형태의 헌공의식은 수많은 성자들이 수행했던 것으로 딴뜨라의 모든

학파들 사이에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형태이다. Khana(1979) p. 70-71.

Śrī-Yantra의 원형적 형태는 Atharva Veda(X, v.31-4, c. 1200 B.C.)에

아홉 가지 기하학적 도형으로 편성된 Śrī-Yantra 형태의 얀뜨라에 대한

묘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Rawson(1973) p. 15. Atharvaveda와 인도

딴뜨라의 관계에 대해서는 Pathak(1996) pp. 225-234 참조.

24) ‘Śaiva-Śakta의 창조전변론’ 참조. 이에 따르면 모든 얀뜨라의

형이상학적 기초는 ‘존재계의 36 구성 원리(tattvas)’에 근거한다. “<Pure

Tattvas>; 1 Parama(or Saṁvit); Śiva sattva(Cit), 2 Śakti

sattva(Ānanda), 3 Sadāśiva = energy of will(icchā), 4 Iśvara = energy

of knowledge(jñāna), 5 Śuddhavidyā = energy of action(kriyā):

<Psychical Tattvas>; 6 Māyā Śakti, <kañchukas> 7 Kalā - limits the

infinite power of Śiva, 8 Vidyā - limits the power of knowledge, 9

Rāga - limits the power of desire, 10 Kāla - limits the power of time,

11 Niyati - limits the power of causality: <Sattva>; 14 buddhi

=highest intelligence, 15 ahaṃkāra=ego-sense, 16 manas=mind:

<Rajas>; 17 ears-sound, 18 skin-touch, 19 eyes-sigh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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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그 범주를 단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존재론적 도식의 전

개과정을 보여주는 도표와 같다. 즉 Śiva-Śakti의 근원적 힘으로

부터 전개되어 나타나는 존재의 형성과정과 역으로 이미 형성된

존재가 어떻게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도식적으로 보여주

고 있는 딴뜨라가 바로 Śrī-Yantra라는 말이다.25)

인도철학에서는 우주적 전개 과정을 흔히 창조와 유지와 해체

의 세 단계로 나누는데, 힌두 도상학에서는 각각 창조자 Brahmā

와 유지자 Vishṇu 그리고 해체자 Śiva로 표현된다. Śrī-Yantra는

이 세 가지 단계를 구조적으로 종합하고 있는 데, 그것은 얀뜨라

위에 서 있는 여신 Tripurā의 젊은 모습(Trividha-Bālā), 아름다

운 모습(Tripurā Sundarī), 무서운 모습(Tripurā Bhairavī)의 세

가지 형태에 잘 나타나 있다. Śrī-Yantra는 이러한 세 가지 모습

을 확장한 아홉 겹의 삼각형 형태로 우주의 기본 질서를 표현하

고 있다. 거기에다 가장자리의 사각형에서 중심점에 이르기까지

Śrī-Yantra는 아홉 가지 겹층적 순환 구조26)를 가지고 있으며 각

tongue-taste, 21 nose-smell, 22 mouth, 23 genitals, 24 bowels, 25

hands, 26 feet: <Tamas>; 27 ether, 28 air, 29 fire, 30 water, 31 earth,

32 ether, 33 air, 34 fire, 35 water, 36 earth. Khana(1979) p. 74. 이

내용은 샹캬 철학의 ‘25구성 원리’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정승석(1992) pp. 46-51.

25) Chawdhri(1992) pp. 14-15.

26) Śrī-Yantra의 삼각형들은 ‘아홉 개의 우주적 자궁(Nava-yoni)’라고

부르며 거대 세계에 있는 자연의 아홉 가지 범주에 상응한다. 이들

삼각형은 두 모둠(set)으로 나뉘는데, 꼭짓점이 위로 향한 네 개의

삼각형(Śrīkanthas)은 Śiva의 원리에서 방출되어 개별적 영혼(Jīva)과 그

생명 에너지를 나타내고, 꼭짓점이 아래로 향한 삼각형은 거시 세계의

미세한 물질적 요소인 지수화풍공의 5대와 인간의 감각에 반응하는

기관의 능력을 방출하는 Śakti 원리를 나타낸다. 여기서 인간의 감각에

반응하는 모든 기관의 능력은 입, 손, 발, 내장, 생식기의 행위를 돕는

기관과 귀, 피부, 눈, 혀, 코의 감각 경험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두

모둠의 삼각형은 Śiva와 Śakti의 불멸의 전일성을 보여주기 위해 서로

겹쳐져 있다. 이렇게 결합된 삼각형들은 우주적 창조의 장을 형성하는데,

좀 더 작은 마흔세 개의 삼각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각각의 삼각형과

연꽃잎과 외변 사각형(方) 안에는 그에 상응하는 여신들이 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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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은 자체의 이름이 있고 거기에 신성(神性, devatā)이 거주한

다.27)

인도의 형태학 이론에 따라서 생산된 하나의 형태는 물리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원형(原型, prototype)에

상응하는 일종의 ‘알려진’ 대상이다. 따라서 형태는 그 자체로 가

치를 지니는 우상(偶像)이 아니라 종교나 형이상학적 진리를 경험

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이 강하다. 형태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물질에 속박된 정신의 내재적 현존이다. 얀뜨라의 형태가 지니는

물리적 실재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정신적 실재에 의존한다. 다

시 말해 얀뜨라의 형이상학은 난해한 내적 논리와 연결된 ‘내용과

형태’ 속에 담긴 미학과 일치한다.28) 구체적인 면에서 형태적 가

치와 상징적 가치는 아주 일치하기 마련인데, 즉 동일하지는 않더

라도 형태의 본질적 속성과 그 초월적 상응 관계에서 일치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Śrī-Yantra에 나타나는 최초의 기하

학적 중심점은 점(點, bindu)의 상징학에서 형이상학적 ‘진리’이자

모든 조상(造像)의 근원적 원리에 해당하며, 삼각형의 꼭짓점들은

각각 sattva(純質), rajas(動質), tamas(暗質) 혹은 창조, 유지, 해체

의 세 가지 우주적 속성과 관련되는데,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 내

용은 결국 Śrī-Yantra와 관련한 아홉 겹의 순환구조의 형태를 결

정하게 된다.29)

형이상학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자연의 모든 요소들이 펼쳐져 구성된다.

Khana(1979) p. 71.

27) Khana(1979) p. 77.

28) Khana(1979) p. 130.

29) 9층 구조의 우주 원리, 몸의 9공(孔; 두 눈, 두 귀, 입, 두 콧구멍,

대소변구), 9개의 짜끄라(Cakra; 7개의 기본 짜끄라와 정수리 아래, 눈썹

아래), 9여신(Devī)의 이름(Tripurā, Tripureśi, Tripurā-Sundarī,

Tripuravāsinī, Tripuraśrī, Tripuramālinī, Tripurasiddhā, tripurāmbā,

Mahātripurāsundarī), 9행성, 시간의 9분할(24분-ghaṭikā, 3시간-yama,

낮밤(晝夜)-ahorātra, 주(週)의 낮-vāra, 음력일-tithi, 2주-paksha,

달-māsa, 계절-ṛitu) 등이다. 또한 5대(大)와 Śiva의 다섯 가지 면과

같은 5의 원리와 관련한 우주적 개념은 5각형(pentagon)과 연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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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얀뜨라에 사용한 색깔은 얀뜨라 예경(禮拜)의 특정

한 목적을 결정하기도 한다.30) 물론 이러한 색깔의 결정과 관련한

상징성이 얀뜨라에 관한 모든 문헌에서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

지만, 특히 명상 수행을 위한 얀뜨라는 그 구조와 색채의 사용 모

두가 지각과 개념의 우연한 결합이 아니라 철학적 내용을 지향하

고 있는 확장된 형태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얀뜨

라의 미학에 나타나는 내용과 형태는 어느 정도 일치성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내용과 형태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면 무용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얀뜨라의 형태가 단편적인 부분이나 혹은

아주 복합적인 다층구조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해도 그들의 상징

적 가치를 담고 있는 본래의 내용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31)

Śrī-Yantra를 통해 힌두 딴뜨라의 성취차제(sādhana)를 수행하

는 수행자(sādhaka)는 이와 같은 Śrī-Yantra의 형태와 내용을 자

기 안에 재구성하기 위해 한정된 요소(kañchuka)로 덮여있는 몸

(감각과 행위 기관)의 물질적 원리(Prakṛti)와 세상의 모순과 이원

적 분별의 근본인 마음(지적 기관)의 정신적 원리(Māyā Śakti)를

정화하여 스스로 빛나는 진아(眞我, Ātman)의 순수정신원리(Śiva

-Śakti)를 발견하기 위해 전일성을 찾아가는 상승의 내적 여행을

시작한다.32)

있으며, 16개의 연꽃잎은 다양한 얀뜨라에서 16신들의 거주처에

배당되거나 Śrī Yantra에서는 산스크리트어의 16모음과 연관되어 있다.

Khana(1979) p. 133.

30) 이외에도 노랑(pita)과 주황(rakta, vermillion)은 길상을 나타내는 두

가지 기본색이다. 임시적인 예경을 위한 얀뜨라들은 사프란색이나

빨강색 가루(kum kum), 전단향 가루 등으로 그려진다. 갈색이나

황갈색(tawny), 검청색 등은 ‘부정적인’ 얀뜨라를 그리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얀뜨라는 종종 수정(水晶)석에 새기기도 하는데

그것은 수정의 투명한 밝음이 무지갯빛 색을 발현하기 때문이다. 삼투된

노란색과 밝은 빛의 어울림인 황금색은 초월성을 나타내며 몇몇

얀뜨라에서는 빛을 경험과 정신적 지복을 나타내는 빈두(bindu)의

색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Khana(1979) p. 133.

31) Khana(1979) pp. 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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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밖으로 향한 의식과 펼쳐진

세상을 내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삶의 흐름을 안으로 되돌

려 세속의 욕락에 빠져있는 저급한 의식을 순수정신과 합일할 수

있게 고차원의 의식으로 만드는 일이다. Śrī-Yantra에서는 이것이

중심점에서 출발하여 펼쳐진 이 세상에서 다시 본래의 중심점으

로 회귀하는 역순환의 과정에 해당한다. Śrī-Yantra에 표현된 우

주적 위계질서는 Śiva-Śakti의 중심 위계에서 마지막 가장자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펼쳐진 위계질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

게 펼쳐진 상태에서 다시 본래의 자리로 회귀한다는 것은 우주적

위계질서를 지속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기도 하다. 환(幻, M

āyā)의 힘에 의해 펼쳐진 속박의 그물에서 벗어나 자아의 순수성

을 회복함으로써 본래의 전일적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러

한 수행은 얀뜨라의 상징들을 점차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며 그

것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자기 내면의 본질적인 신성을 발견하

고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얀뜨라의 모든

상징성들이 자신에게 완전히 내면화될 때 현상계와 자신의 몸은

얀뜨라 그 자체가 되고 욕락의 거주처가 아닌 신들의 순수한 거

주처가 된다.33) 더 이상 상징이 아닌 실제 순수 세계를 성취하게

되는 것이며, 존재는 이렇게 해서 완전한 진리 그 자체로 전환되

32) Khana(1979) p. 79.

33) 고대 사회의 인간들은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혹은 자연을 자신의 일부로

여기며 살았다. 이러한 비젼과 합일하여 성스러운 상징을 만들고 초월적

경험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성스러운 상징은 그 자신을 성스러운

우주로 보게 하였고 자신의 호흡과 움직임을 모든 존재의 요소들과 상호

연계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현대인의 의식에는 우주와 자연이 조각난

파편의 비젼(vision)으로 나타나지만 고대인의 의식에는 이것이 하나의

전일적 유기체로 함께 호흡하는 비젼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얀뜨라와 같은 상징들은 우리의 심리적 에너지를 전환하는 전환자이자

전일적 유기체로서의 인간을 재발견하게 하고 삶을 빛나고 의미 있게

향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인간 몸도 역시 정신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강력한 도구인 또 다른 얀뜨라로서 신성(神性)의

물리적 기체(基體)로서 인식하기도 한다. Khana(1979) pp. 11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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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34)

이처럼 인도전통에서 힌두 세계의 상징적 총합으로 표현된 Śrī

-Yantra는 그 시선축(視線軸, the view from axis)을 중심점에 두

고 안에서 밖으로 혹은 밖에서 안으로 운용하면서 존재의 생성과

소멸 혹은 속박과 해방의 형이상학을 보여주고 있다.

Śrī-Yantra의 이러한 상징성은 얼핏 사문유관에 나타난 성주괴

공의 존재론적 기본도식과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Śrī-Yantra의

상징성은 힌두 세계의 형이상학적 의미를 상징적으로 조합한 것

일 뿐 사문유관의 방위구조와 관련한 직접적인 도식을 보여주지

는 못한다. 즉 사문유관의 동-남-서-북으로 향하는 방위적 구조

에 담긴 시계방향의 순차적 해체와 재구성의 중층적 구성 원리를

담아내고 있지는 못하다는 말이다. 또한 얀뜨라에 나타난 색의 미

학도 5대(五大)나 길흉적인 상징성이 강할 뿐 존재론적 도식이나

방위구조와 관련한 상징성을 적극적으로 담보해내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Śrī-Yantra로 표현된 힌두 세계의 형이상학적 관점이 사

문유관에 나타난 존재론적 도식과 방위구조에 함축된 형이상학적

관점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문유관의 방

위구조는 첫새벽에서 저녁까지의 방위변화 즉 동-남-서-북으로

향하는 존재 고(苦)의 전개과정과 그것을 넘어서는 해탈의 형이상

학적 도식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구사론 제3장에 들어있는 아비달마적 불교의 우주

관35)은 실제 아비달마 철학을 탐구하는데 있어 그렇게 중요한 부

34) Khana(1979) p. 80.

35) 아비달마적 세계에 따르면, 우리 인간들의 거주처는 역삼각형 모양의

남섬부주이다. 수미산(須彌山, Kailash)을 중심으로 Sutlej, Indus,

Brahmaputra, Karnali의 4개의 강이 흐르고, 그 앞으로 히말라야 산맥과

9개의 작은 산맥들이 펼쳐져 있으며 남섬부주 밑에는 지옥계가 있다. 또

이 세계는 맨 아래에 물이 800,000요자나(6백만km) 높이로 차 있고, 그

위로 견실한 황금의 지반이 320,000요자나(2백4십만km) 높이

솟아있으며, 그 위로 80,000만 요자나(60만km, 1yojana = 7.5km)의

소금해(銷金海)가 솟아있는 반경 600,000요자나(4백5십만km)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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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이것은 붓다가 침묵(無記)하고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주에 관한 아비달마적 해석이 사실

은 고대 인도의 우주관과 많은 부분 닮아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 Śrī-Yantra의 형이상학적 기반이 되는 샹캬철학은 아비달마

의 법수(法數)와 관련한 깊은 영향36)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Śrī-Yantra의 시선축과 관찰점37)은 시선축을 중앙의 수미산

에 두고 그 중심을 바라보는 관찰점을 남쪽의 남섬부주38)에 두고

있는 아비달마적 세계와 아주 유사하다.

아비달마적 세계관이 적용된 예로 자바 섬에 있는 보루부두르

(Borubudur) 대탑은 아비달마의 세계를 3차원적으로 건축한 것으

로서 욕계(kāmadhātu), 색계(rūpadhātu), 무색계(arūpadhātu)의

천상계를 3분할하고 있다. 그 안쪽으로 무색계는 각각 32엽, 24엽,

16엽의 동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의 한 중심은 우주의 중

심축이자 해탈처로서 묘사되고 있는데 이 역시 시선축을 중앙의

수미산에 두고 관찰점을 남쪽의 남섬부주에 두고 있는 경우이다.

또 다른 예로 돈황본 존승주단(尊勝呪壇, Uṣṇīṣavijaya dhāraṇī)이

있는데, 이 주단(呪壇)은 중국 북서쪽의 돈황(Dunhuang) 석굴에

서 발굴된 것으로서 먹(ink)으로 그린 가장 오래된 만달라(9~10세

원통형으로 되어 있다. 그 대양 안에는 각각 (1) 동승신주(東勝神州,

勝身), (2) 남섬부주(南贍部洲), (3) 서우화주(西牛貨州), (4)

북구로주(北瞿盧州, 勝處)의 4대륙이 있고 그 대해를 지나 8번째 산맥을

둘러싼 황금의 판이 해수면 위쪽 끝에 서 있다. 그로부터 천신들의

거주처가 점층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36) 정승석(1992) pp. 124-131 참조. 샹카의 아비달마적 성격에 대해 자세히

고찰하고 있다.

37) 힌두 세계의 형이상학적 관점이 정점에 이른 시기인 11세기 인도건축

문헌의 집대성인 Mayamatam에는 보이지 않는 시선축을 중심점에 두고

동-서의 기본선을 먼저 그린 다음 실제 눈에 보이는 관찰점을 남쪽에

두고 설계한 다양한 건축물의 평면도가 들어있다. Dagens(1994) pp.

xxxxi-ci.

38) “남섬부주는 삼각형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아비달마에 기술된

남섬부주의 모양은 누가 봐도 고대 인도인의 눈에 비친 인도 대륙임을

알 수 있다.” 上山春平 外(1989)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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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알려져 있다. 이 주단은 존승주(尊勝呪) 다라니를 염송하기

위해 설치된 단(壇)으로서 가장 중심의 8엽 중앙에는 불(佛)자가

써져 있으며, 그 사방의 주위로 등(燈)과 청수(淸水)와 향(香)의 공

양물이 놓여 있고 각 방위의 끝에 사천왕(四天王)의 이름이 각각

써져 있다. 이 만달라의 특징은 불교의 밀교적 진언을 염송하기

위한 다라니 단을 설치하기 위해 안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방향을 남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역시 아비달마적 세계

관이 적용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선축을 중심점이나 수미산에 고정시키고 관찰점을

남쪽에 두는 Śrī-Yantra나 아비달마적 세계의 형이상학적 관점은

대승불교의 밀교적 만달라의 시선축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사문유관의 방위구조는 [생]노병사와

출가행이라는 존재론적 기본도식을 동-남-서-북의 방위구조와 연

결하여 세간의 형성과 소멸 그리고 붓다로서의 재구성이라는 중

층 구조적 원리에 대비시킨 것이다. 그러나 Śrī-Yantra에 나타난

색깔과 방위는 ‘창조전변론’에 근거한 중심점의 전변과 본래의 자

리로의 회귀를 상징화하고 있고 아비달마적 세계에서는 무시이래

의 세속적 윤회세계인 남섬부주를 관찰점으로 하여 중심축인 수

미산을 향해가는 상승적 해탈의 도식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따

라서 Śrī-Yantra와 아비달마적 세계에 들어있는 형이상학적 관점

만으로는 사문유관에 나타난 존재론적 도식과 방위구조의 중층적

인 형이상학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가 힘들다.

사문유관의 존재론적 기본 도식과 방위구조의 중층적인 형이상

학적 관점은 오히려 대승불교의 밀교적 만달라의 색 배치와 방위

구조에 나타난 형태와 내용에서 더 잘 살펴볼 수 있다. 대승불교

의 밀교적 만달라는 동-남-서-북으로 연결된 각 방위의 색과 관

련한 사문유관의 형이상학적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데, 특

히 해뜨기 전 동틀 무렵부터 해지고난 저녁까지의 실제 모습을

반영한 검청(東)-노랑(南)-빨강(西)-녹색(北)으로 각 방위를 채우

고 있는 5방불(五方佛) 만달라에서 구체화되어 있다.39) 이러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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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구조와 색 배치의 도식은 대승불교의 밀교적 만달라에서만 찾

아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Ⅳ. 대승불교의 밀교적 만달라와 사문유관에 나타난

형이상학적 관점

대승불교의 밀교적 만달라가 가지고 있는 5방불의 방위구조와

색 배치는 사문유관의 형이상학적 관점과 아주 유사한 면이 있다.

이것은 사문유관의 형이상학적 관점이 대승불교의 형이상학적 관

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승불교의 밀교적 만달라에 담긴 방위구조와 색 배치의 상징에

담긴 형이상학적 관점은 무엇이며 그것은 사문유관의 형이상학적

관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대승불교의 밀교적 만달라40)에서 일반적으로 만달라의 가장 외

부에 배치되는 첫 번째 원41)은 세속의 경계를 벗어난 오색(五色)

의 현란한 불꽃의 원이다. 이 원은 아직 성취하지 못한 비입문자

들의 접근을 막고 청정한 만달라의 세계를 보호하는 불꽃의 산(m

39) Brauen(1997) pp. 42. 5방불의 기본 방위와 색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Uṣṇīṣa-Sitātapatrā’ 만달라의 도판 참조.

40) 현존하는 대승불교의 만달라는 대부분 티벳 불교의 전통에서 전해져

오는 것들이다.

41) 경우에 따라 이 불곷의 원의 외부나 혹은 금강저의 원 안에 8개의

시체굴을 표현한 원을 구성하기도 한다. 불꽃의 원 밖에 있는 시체굴은

탐진치에 물든 윤회의 세계를 상징하지만, 금강저의 원 안에 있는

시체굴은 조복 받은 8식을 상징하기도 한다. 8개의 시체굴 각각에 중심

상징으로 탑이 그려져 있는 이 시체굴의 원은 보통 분노존 계열의

만달라에 많이 그려진다. Denise(1993) pp. 85, 93, 94-95, 105, 107. 등의

도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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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을 의미한다. 또한 수행자가 선정에 들어서 모든 장애를 불태

우고 탐진치 삼독을 정화하여 이원의 벽을 넘어 청정한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그 안쪽에 둘러싸인 두 번째 원

은 금강저(vajra)의 원이다. 금강저는 파괴할 수 없는 청정한 본래

의식을 의미하며 만달라의 세계에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깨달음의 상징이다. 이 깨달음은 8식(八識)의 모든 장애를 극복하

고 완전한 지혜와 하나가 된 상태이다. 그 안쪽으로는 세 번째 원

인 연꽃의 원이 둘러져 있다. 이 연꽃잎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청정한 의식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상징한다. 그 안쪽으로 다시

금강저의 울타리가 처져있고, 그 내부의 기층에 사각형의 만달라

궁을 지탱하는 초석을 상징하는 겹금강저(viśva-vajra)가 있다.

사방으로 나 있는 만달라 궁의 문은 동-남-서-북의 방위에 각각

감청-노랑-빨강-녹색으로 구분되어 있다. 사각형의 궁전을 4등분

하여 각 방위의 기본색을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만달라 궁 밖의

뜰에는 칠정보(七政寶, rgyal srid sna bdun), 팔서상(八瑞相, bkra

shis rtags brgyad), 팔서물(八瑞物, bkra shis rdzas brgyad) 등이

장엄 장식되어 있다.42) 만달라 궁은 각 방위에서 중심을 바라볼

때 사각형을 4등분한 네 개의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삼

각형의 밑변에는 각 방위로 문이 나 있다. 만달라 궁의 가장 중앙

에는 만달라의 본존이 거주하며, 만달라 궁 내부에 거주하는 본존

들은 색이나 상징물 등의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다.

이와 같은 기본 구도를 바탕으로 형성된 가장 대표적인 대승불

교의 밀교적 만달라가 바로 5방불 만달라이다. 5방불 만달라는 5

방불의 색과 지물(持物)이 그대로 표현된 만달라를 말하는데, 5방

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 비로자나불은 하얀색 바

탕에 법륜으로 상징되고, 그리고 그 위의 4방위에는 각각 동방의

아촉불(Akṣobhya)이 검청색 바탕에 금강저로 상징되며, 남방의

보생불(Ratnasambhava)은 노란색 바탕에 보석으로 상징되고, 서

42) 張怡蓀主(1998), 부록편 도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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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아미타불(Amitābha)은 빨간색 바탕에 연꽃으로 상징되며,

북방의 불공성취불(Amoghasiddhi)은 녹색 바탕에 보검 또는 겹금

강저로 상징된다.43) 대승불교의 다른 밀교적 만달라들은 이 5방불

의 방위와 색배치를 기본으로 하여 본존의 내용에 따라 자리바꿈

을 하면서 특정한 만달라의 형태를 드러낸다. 예를 들면 동방 아

촉불을 본존으로 하는 Vajrakīla 만달라44)는 아촉불이 중앙으로

들어가고 동방의 빈자리는 모든 현상의 바탕인 중앙의 법신(法身)

비로자나불이 대신한다. 그래서 이 만달라는 동방에 하얀색이 배

치되고 중앙에는 아촉불을 상징하는 검청색이 배치되어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만달라들이 5방불 만달라의 방위와 색 배치를 기

본으로 하여 중앙 비로자나불의 하얀색 바탕과 자리바꿈을 하면

서 특정한 만달라의 형태를 드러낸다. 아주 특별한 경우45)를 제외

하고는 대승불교의 밀교적 만달라의 정형성(dramaturgy)은 이와

같은 5방불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대승불교의 밀교적 만달라에 나타난 색과 방위의 상징성은 형

이상학적 중층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검청색으로 표현되

는 동방 아촉불은 붓다의 첫새벽을 여는 방위불인데,46) 동방의 색

인 검청색은 세간의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의 색이자 청정한 법신

이 드러나는 열림의 색이기도 하다. 중생이 중생의 업으로 중생이

되고 부처가 부처의 업으로 부처가 되듯이, 일상의 시작을 알리는

검푸른 첫새벽은 세간의 중생이 업을 짓는 시작이자 [생]노병사의

긴 여정을 시작하는 시작점이다. 반면 부처가 정각을 이루고 깨어

나는 첫새벽은 붓다의 정토 세계를 구현하는 함장(含藏)된 세계의

열림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불교 만달라의 형이상학적 중층구조47)

43) Brauen(1997) p. 35, 42 도판 참조.

44) Brauen(1997) p. 34 도판 참조.

45) Brauen(1997) pp. 18-119의 Kālacakra Maṇḍala의 예외적인 경우에 관한

설명 참조.

46) 정성준(2001) pp. 187-188에서는 5방불(五方佛)을 5온(五蘊)의 상징으로

보고 아촉불을 공성을 자각한 붓다의 의식 상태로 보아 중앙의 법신불

자리에 배치한 비밀집회 딴뜨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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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간의 [생]노병사를 보여주는 존재론적 도식과 붓다의 정토를

구현하는 해탈의 도식을 동시에 다 담고 있다. 특히 동-남-서-북

으로 진행되는 방위구조에 각 방위의 색깔과 함께 존재와 해탈의

내용을 중층적으로 구조화하고 있다. 동쪽의 검청색이 윤회와 성

불의 첫새벽이라면 남쪽의 노랑색은 윤회와 성불이 가장 성성한

시기를 표현한다. 또 서쪽의 빨강색은 노을이 지듯 존재가 소멸하

고 노을에 비추듯 정토가 완성되고 있음을 말하며, 북쪽의 녹색은

존재가 또 다른 윤회를 위해 함장된 상태에 들어가는 모습이자

부처가 중생을 뒤집어 새롭게 탄생하려는 완전한 선정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방위의 중앙이자 바탕에는 하얀색이

배치되어 중생과 부처의 모든 현상을 드러내는 바탕이자 그 모든

것을 함장한 법신의 세계를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승불교의 형이상학적 내용이 5방불 만달라에서 중

층적 의미의 색과 방위로 형태화된 것처럼, 사문유관에서 세속의

고과(苦果) 윤회를 낳는 과정과 그 실상(實相)을 깨우치기 위한 실

천 행은 동-남-서의 [생]노병사와 북쪽의 출가 행으로 형태화되

어 있다. 그리고 다시 첫새벽이 오면서 시작되는 다음 날은 더 이

상 어제와 같은 세상이 아니라 새롭게 재구성된 불성의 세계이자

붓다의 실천적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내용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47)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선재동자는

문수사리보살의 가르침에 따라 그의 가르침(十信)을 출발점으로 삼아

구법의 편력을 개시한다. 그는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3아승기겁에 걸친

어려운 순례의 여행을 중요시하는데, 이 여행은 보리심 정화를 위한

난행(難行)을 상징한다. 그는 드디어 53번째 선지식인 미륵보살이

거주하는 ‘엄정대루관(嚴淨大樓觀, Vairocanavyūhālaṁkāra-

garbhamahākūṭāgāra)’에 도달한다. 즉 그는 ‘이중법계(二重法界)’라는

동심원의 국면에 있어서 ‘外의 법계’ 주변에서부터 출발하여

심향상(心向上)의 과정을 걸어가 ‘內의 법계’ 입구에 도달했던 것이다.”

이 논문은 특히 선재동자가 上下로 표현되는 內外의 법계를 난행을 통해

탐구한 후 스스로 보현행의 실천 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함장되어 있던 비로자나의 법계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중법계를 논하고 있다. 津田眞一(1989) pp. 29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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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문유관에 나타난 북문의 출가 행은 세속적 존재에서 붓

다로서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5방불 만달

라에서 북방의 불공성취불의 녹색광명으로 표현되어 있다. 불교

탕카(幢畵)에서 붓다의 광배(光背)가 녹색으로 표현되는 것은 이

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즉 세속의 무상한 몸에서 청정한 불성의

빛으로 전환된 부처의 색신(色身)을 중층적으로 형태화한 것이다.

한편 Śrī-Yantra에서는 외부에서 내부의 중심축으로 향하는 동

심원을 그리는 과정을 인간 몸에 있는 9개의 Cakra와 대비시켜서

회음에 있는 Mūlādhāra Cakra에서 정수리에 있는 Sahasrāra Cak

ra에 이르는 과정을 근원과의 합일에 이르는 내적 수행으로 표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방위적 의미보다는 실유론적 근원과의 합일

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48) 하지만 대승불교의 밀교적 만달라

에서는 이러한 면에서도 5방불 만달라에 나타나는 방위와 색 배

치의 의미를 충실히 지키고 있다. 예를 들면 동방의 검청색은 가

슴의 Cakra와 연결되는데, 첫새벽의 시작처럼 가슴 Cakra의 속박

을 통해 존재가 형성되고 가슴 Cakra의 해방을 통한 해탈의 경험

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남방의 노란 색은 지복의 Cakra인 배꼽

Cakra와 연결되어 성성한 윤회와 깨달음의 지복을 동시에 나타내

며, 서방의 빨간색은 열망의 Cakra인 목의 Cakra와 연결되어 중

생의 세속적인 욕망은 물론 그것을 뒤집어 정법을 설하고 중생

구제를 염원하는 보리심의 열망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북방의 녹

색은 정수리의 Cakra와 연결되어 세속의 번뇌를 초월한 선정과

초월적 지혜의 합일을 통한 대승적 완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중앙

의 하얀색은 미간의 Cakra와 연결되어 중생과 부처의 모든 현상

을 드러내는 바탕화면과 같은 작용을 하는데 이를 기반으로 세속

적 윤회와 정토세계가 동시에 구현된다.49)

48) Khana(1979) pp. 119-131.

49) Kālacakra Tantra에는 5방불의 색 배치가 위에서 설명한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인체의 Cakra의 색배치와

관련해서는 모든 현상을 함장하고 있는 시작점인 회음의 Cakr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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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승불교의 밀교적 만달라인 5방불 만

달라의 색 배치와 방위구조는 대승불교의 형이상학적 관점을 적

용하여 성주괴공의 존재론적 기본 도식과 그것이 전환된(transfor

med) 원리를 중층적 구조로 형태화한 것이다. 이것은 사문유관의

존재론적 도식과 방위구조에 나타나 있는 붓다의 방황과 해탈의

중층구조와도 다르지 않다. 결과적으로 사문유관에 나타난 존재론

적 도식과 방위구조는 단순히 붓다의 일생에 나타난 하나의 일화

가 아니라, 존재론적 도식과 전환의 원리를 동시에 보여주는 실천

적 틀과 관련하여 대승불교의 형이상학적 관점을 중층적 구조로

담아낸 의도적인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맺음말

이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사문유관과 대승불교의 밀교적 만달

라에 나타난 존재론적 도식과 방위구조의 중층적 구조가 형이상

학적으로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정리하면, 사문유관의 존재론적 도식과 방위구조는 붓다의 일

생에 꼭 필요한 것으로 우연한 사건이 아니며 그 정형성(dramatu

rgy)은 대승불교의 형이상학적 반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문유

관에 나타난 [생]노병사의 존재론적 도식과 동-남-서-북의 방위

구조가 갖는 형이상학적 관점은 대승불교의 밀교적 만달라에서

그 형태와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사문

검청색(nīla)으로 표현하고 있고 모든 현상을 붓다의 의식으로 전환하는

초월적 지혜의 마지막 정점인 정수리의 Cakra에 녹색(harita)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5방불의 색 배치와 관련한 정형성이 다른

형태로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Brauen(1997) p. 108. Table 1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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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의 형이상학적 관점은 결과적으로 대승불교의 형이상학적 관

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유론에 근거한 힌두철학의 Śrī-Yan

tra나 불교의 아비달마적 세계의 형이상학적 관점은 시선축을 중

심점이나 수미산에 고정시켜두고 관찰점을 남쪽에 두고 있기 때

문에 무아(無我)를 기반으로 한 성주괴공의 존재론적 도식이나 정

형화된 방위구조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사문유관

과 대승불교의 밀교적 만달라는 본질적으로 무아론적 관점을 근

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시선축이나 관찰점을 넘어서 중생

이 중생의 업을 지어 중생이 되고 부처가 부처의 업을 지어 부처

가 되는 것과 같은 원리의 형이상학적 중층구조를 그대로 담아낼

수가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Lama Anagarika Govinda(1966)는 “[불교사에

있어서] 가장 처음 조성된 만달라는 붓다의 유골을 안치한 탑(stū

pas)에 네 개의 문을 설치하고 돌로 울타리를 만들어 헌신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변형한 것이며, 각각의 문은 붓다의 일생에서

경험한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을 의미한다.”라고 말한다.50) 즉 불탑

이 대승불교의 시발점이 된 것처럼 붓다의 일생은 대승불교의 형

이상학적 상징의 총합으로 나타난 만달라 그 자체라는 것을 말하

고 있다.

50) Govinda(1966)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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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rehensive Study to the Four-doors'

Encounter(四門遊觀) of Buddha's Life about its

Maṇḍalic-meanings

Choi, Younchul

Dongguk University

In the Mahāyāna Buddhist tradition, the Four-door

Encounters(四門遊觀) of Buddha's life is known as the direct

motive of the Siddhārtha's renunciation, which is

dramatically standardized in its directional structure of the

east-south-west-north with corresponded ontological schema

of the [birth and] old age, sickness, death and an ascetic. But

we do not know exactly that why the directional structure

and ontological schema has corresponded in that way. Thus

this paper has speculated about its Maṇḍalic-meanings of the

Four-door Encounters. Through the speculations in the paper,

we can understand that the directional structure and its

ontological schema of the Four-door Encounters is eventually

standardized as an episodic product of the Mahāyāna

Buddhism's metaphysical view.

In fact, the Śrī-Yantra's metaphysical view of Hindu

philosophy and the Abhidharma's metaphysical view of the

Buddhist philosophy have a Self-concerned(實有) view, which

is the view from axis(視線軸) is fixed on the Bindu(中心點) or

Mt. Kailash(須彌山), and the view to axis(觀察點) is placed

from South direction. However, the metaphysical view of the

Four-door Encounters is not fixed on the Bindu or South

direction. The metaphysical view of the Four-door's

Encounter has overlapped Mahāyāna metaphysics as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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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d in its directional structure and ontological schema

without the Self-concerned view. The metaphysical view of

the Four-door's Encounter is also well figured in the

Mahāyāna Tantrac Maṇḍala with its color schema and

directional structure corresponded with the Maṇḍala of Five

Dhyāna Buddha(五方[禪定]佛).

As the Four-door Encounters has a double-layered

structure of the Buddha's life, which has a solution process

of the ontological question and a dedication process of the

great Bodhicitta(菩提心). Likewise, the Maṇḍala of Five

Dhyāna Buddha has a double-layered structure in its color

schema and directional structure. It means that the Four-door

Encounters and the Maṇḍala of Five Dhyāna Buddha are a

product of the Mahāyāna Buddhism's metaphysical view as a

symbolic collection.

In the similar context, Lama Anagarika Govinda(1966)

also surmises that the first maṇḍala may have been created

when the devout transformed the stūpas that sheltered the

relics of the Buddha by adding a path that was surrounded

by a stone railing with four gates. Each of the gates marked

one of the four important events in the life of the Buddha. If

it were, as the stūpas are a starting point of the Mahāyāna

Buddhism, it means that the Buddha's life is the Mahāyāna

Tantric Maṇḍala itself as a metaphysical symbolic collection.

Key Words: four-door encounters, zrI-yantra, maNDala,

double-layered structure, directional structure,

ontological sch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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