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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죽음에 대한 불교 딴뜨리즘의 과제

정성준*1)

Ⅰ 서언. Ⅱ 생사에 대한 밀교의 인식.

Ⅲ 불교 딴뜨리즘의 생사 극복. Ⅳ 결어.

요약문 [주요어: 딴뜨리즘, 금강정경, 사자의 서, 대락사상, 미세유가, 반야딴뜨라]

석가모니 붓다에 의해 개시된 불교는 생사윤회로부터의 해탈을 기본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교설과 수행체계가 시대별로 설

해졌다. 초기불교에 나타난 12지연기의 順觀과 逆觀은 석가모니붓다를

정각에 이르게 한 결정적 관법이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 수행체계는

8세기경 인도 후기밀교시대에 전개된 불교 딴뜨리즘의 수행체계에 의해

비로소 구체화되었다. 교리적으로 볼 때 딴뜨리즘의 사상은 瑜伽行의

轉依에 의해 유정의 육체와 중생계를 윤회적 현실이 아니라 佛身과 淨

土로 인식하는 것이고, 딴뜨리즘의 수행은 유정이 지닌 삶과 중음, 죽음

의 경계를 붓다의 化身과 報身, 法身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딴뜨리즘의

교리적 근거는 大樂思想에 입각한 것이었으며, 유정의 현실과 죽음의

경계를 연 수행은 微細瑜伽로 집약될 수 있다. 석존에 의해 설해진 순

관과 역관은 딴뜨리즘의 生起次第와 究竟次第의 수행체계이며, 양차제

의 성공적인 도입은 死者의 書를 출현시킨 인도 후기밀교의 반야모딴뜨

라 시대를 새로이 이끌었다. 불교 딴뜨리즘은 인간의 탄생과 죽음을 인

간 스스로의 직관과 지혜에 의해 극복하는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수

많은 성취법과 경궤류는 종교와 인간의 현실세계의 거리를 더욱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Ⅰ. 서언

최근에는 인간의 죽음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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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면서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다양

한 사회적, 종교적 도구들이 개발되고 있다. 생사에 대한 철학과

사회복지적 접근방식 등이 새롭게 제안되고 있으며, 한편으로 생

사의 근본적 문제를 고전적 지혜로써 조명하는 접근방식도 빈번

하게 시도되고 있다. 여러 종교 가운데 불교는 자력적인 해탈을

설하는 종교로서 불교수행의 근본목적은 무명으로 인해 야기된

생사의 굴레를 벗어나는 해탈을 성취하는 것이다. 불교에 있어서

생사의 문제는 육체적 존재 이전과 이후 모두에 대해 다루어지며,

이에 대한 근본교설은 석가모니 붓다(Shakyamuni Buddha)가 설

한 12지연기법에서 비롯되었다. 석존의 12지연기법은 부파와 唯識

의 논서에 더욱 깊이 있게 다루어져 무명으로부터 轉生에 이르기

까지의 과정과 이를 불교수행에 활용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유식

의 논서에는 중생이 사망한 이후 中陰身으로서 49일 간 재탄생의

여정이 존재하며, 轉生이 결정된 이후 託胎의 과정도 기술되어 있

는데, 이것은 모두 석존의 12지연기의 교설이 부파불교, 대승불교

등의 시대별로 확대된 것이다.

불교경론에서 삶과 죽음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해탈의 교설

은 여러 시대를 경유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해졌지만, 밀교경

전이 출현하기 시작한 7세기경의 대승불교는 진언문(眞言門, mantra-

yāna), 즉 밀교라는 새로운 수행이념이 제시되어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질 때까지 번성하였다. 밀교 가운데 8세기 전후해 출현한 불

교 딴뜨리즘(Buddhist Tantrism)은 전통적인 불교수행에 대해 大

樂思想의 기반 위에 生起次第와 究竟次第의 새로운 진리관과 수행

이념을 제시하였다. 인도 후기밀교시대에 해당되는 불교 딴뜨리즘

은 기존의 불교경전(sūtra)에 대해 새로운 경전군인 딴뜨라(tantra)

의 사상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근본경전에 대해 실제 수행의 전개

를 위한 성취법이나, 의궤는 석존에 의해 제시된 12지연기를 현실

적 수행체계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시대를

열어보였다 할 수 있다. 인간의 죽음에 대해 사후에 갖게 되는 중

음의 의식을 생전에 탐구한다는 면에서 불교사적으로 전무후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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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널리 알려진 死者의 書 Bardo
Thödrol도 바로 후기밀교시대에 출현한 딴뜨리즘의 수행과 세계
관에 입각해 출현한 의궤라 할 수 있다.

불교의 생사관이나, 관련 사상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사자의
서를 비롯해 인도와 티벳의 생사와 관련한 연구가 다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인도 후기밀교에서 생사의 문제를 현실적 수행으

로 구현하기 위해 그 사상적 기반으로서 초기불교와 대락사상 등

의 근본사상과 미세유가를 비롯해 인간의 의식세계에 대해 불교

딴뜨리즘이 보여주는 독특한 해석을 후기밀교의 성취법과 의궤류

의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해보려 한다.

Ⅱ. 생사에 대한 밀교의 인식

1. 불교경론에 나타난 중음

종교의 사후세계는 신화와 인간의 상상력이 결합되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사후세계를 의식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접근

하려는 시도는 불교에서 중요시된다. 인간의 사후는 死者의 의식

체인 중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 불교의 문헌 가운데 중음이 최초

제기된 것은 석가모니 붓다의 12지연기설에서 최초 발견된다. 붓

다는 사후세계라든가, 세계의 영원성, 영혼의 존재와 같은 주제에

대해 제자들에게 無記로써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12지연기법에서 무명으로부터 재탄생에 이르는 과정은 중음의 의

식에서 일어나는 심식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붓다가 설한 윤회설은 죽음 이후의 존재를 가정하게 되고 이것

은 부파불교 시대에 中有(Antarã-bhava)의 존재가 제시되어 중요

시 된다. 部派佛敎 中部 계통의 최초의 論書로 통하는 集異門足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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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1)에서 ‘地獄中有’라는 말을 볼 수 있고, 이후 大毘婆沙論
제70권과 俱舍論에서 중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다.2)
俱舍論에 의하면, 인간존재(有)의 기준을 五蘊이라 불리는 5가지
構成要素의 집합체로 삼고, 생명이 결성되는 찰나를 生有, 이로부

터 생명의 임종직전까지를 本有, 최후에 임종하는 찰나를 死有, 이

死有로부터 다시 생명이 결성되는 生有 사이를 中有라 한다. 불교

신자들 사이에서 사자의 명복을 비는 소위 四十九齋는 俱舍論
제9권에서 중유에 대해 만일 출생의 조건을 만나지 못하면 다시

수차례 죽고 태어나는 식으로 여러 七日을 경과하는데, 그의 최대

기간은 七七日(7×7일=49일)이라 설정한데서 기인하고, 이러한 내

용은 유가사지론에서 더욱 세밀하게 다루어진다.
초기 경전에는 재탄생을 위한 전개는 12지연기설에 입각할 때

識을 緣으로 하여 名色이 있게 된다고 설하고 있다. 이때 識은 四

有 가운데 中有이며, 名色은 識으로부터 외계의 대상을 규정하여

인식하는 과정이다. 12지연기에 대해 3세양중의 연기해석은 12지

를 3세에 배당시키고 또 이를 2종의 인과의 쌍으로 이해하는 것

이다. 전생의 무명과 업에 의지해 현재세에 식이 母胎 속에 들어

가서 물질적이고 심리적 요소인 명색과 결합되어 개체존재를 형

성시켜가며, 또 현재세에 형성된 이런 개체존재는 갈애, 취, 유를

일으키므로 이에 의거해 미래세에 다시금 생노병사의 고통이 끊

이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이 유부적 해석의 대강이다.3) 초기불전

1) 集異門足論(TD.26, p. 396b).

2) 중음에 대한 다양한 명칭은 다음과 같다.

初期 佛敎 部派 佛敎 大乘 佛敎

中阿含經 香陰 大毘婆沙論
中有, 健達縛,
求有, 意性

瑜伽師地論
中有, 健達縛,
意行, 趣生

雜阿含經 中陰 俱舍論 意成,
救生,食香,中有, 起

3) 안성두는, “만일 근과 경에 의해 생겨난 식을 12지 연기에 대입한다면

문제가 생겨난다. 왜냐하면 12지 연기설의 도식에 따르면 오히려

6처로서의 근이 명색에 의거하고 명색은 식에 의거하기 때문에, 식으로서

제시된 찰나에 6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식이 지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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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붓다는 12지연기를 順觀하고, 逆觀함으로써 정각에 접

근했다고 한다.4) 이러한 전승은 초기불교수행이 형성되는데 중요

한 단서를 제공하여 위빠사나를 비롯한 제반 수행에서 識과 名色

의 문제를 불교수행에 적용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2. 대락사상에 반영된 중음신

불전에 나타난 생사에 대한 입장은 본유를 비롯한 四有의 설정

에도 알 수 있듯이 한생은 다음생의 轉生을 위한 원인이 되거나,

중음신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무색계의 유정으로서 존재의 삶

을 존속할 수 있다. 실제 불교에 있어 죽음은 존재형태의 변화만

가지 관점의 모순을 지적하였다. 안성두(2002) p. 221.

4) 잡아함경에는 12지 연기에 대해 “어떤 법이 있음으로 노사가 있으며,
어떤 법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노사가 있는가…생이 있는 까닭으로 노사가

있으며, 생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노사가 있으며…이렇듯 大苦聚 생기게

된다.…(中略)…무명이 없는 까닭으로 행이 없으며, 무명이 멸하는

까닭으로 행이 멸한다…이렇듯 모든 고취가 멸한다.”라고 설해져

있다(雜阿含經(TD.2, p. 80b-c), “何法有故老死有 何法緣故老死 有
卽正思惟 如實無間等 生有故老死有 生緣故老死有

如是有取愛受觸六入處 名色 何法有故名色有 何法緣故名色有 卽正思惟

如實無間等生 識有故名色有 識緣故有名色有 我作是思惟時

齊識而還不能過彼 謂緣識名色 緣名色六入處 緣六入處觸 緣觸受

緣受愛 緣愛取 緣取有 緣有生 緣生老病死優悲惱苦 如是 如是

純大苦聚集 我時作是念 何法無故則老死無 何法滅故老死滅 卽正思惟

生 如實無間等 生無故老死無 生滅故老死滅

如是生有取愛受觸六入處名色識行廣 說 我復作是思惟 何法無故行無

何法滅故行滅 卽正思惟 如實無間等 無明無故 行無 無明滅故行滅

行滅故識滅 識滅故名色滅 名色滅故六入處滅 六入處滅故 觸滅

觸滅故受滅 受滅故愛滅 愛滅故取滅 取滅故有滅 有滅故生滅

生滅故老病 死優悲惱苦滅 如是如是 純大苦聚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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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 존재의 소멸로 이해되는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불교의

생사는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으며, 삶과 죽음의 가치가 동등한

수평적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에 있어서 육체적 소멸에 따른

죽음은 큰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생사를 반복하는 무명적 삶의

극복이 진정한 불교의 과제이다.

밀교가 보여주는 사상적 특징의 하나는 대락(大樂, Mahā-sukha)

사상이다. 대락사상은 반야의 지혜를 통해 유정의 현실을 구성하

는 심식과 육체, 감각과 번뇌를 조명할 때, 그것이 제법의 본성이

자, 청정한 자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대락사상은 유

정의 중음의 단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생전의 상태와 비교할 때

유정은 죽음은 삶의 소멸이지만, 대락사상의 입장에서 죽음의 단

계인 사자의 몸은 중음이면서, 붓다의 청정한 속성을 그대로 보존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딴뜨리즘의 수행에서 중음신을 붓다의 자성으로 전환하면, 중

음신 그대로 佛身인 受用身(Saṃbhoga-kaya)의 지위에 오를 수

있다고 후기밀교의 성취법(sadhana)에는 설해져 있다. 이러한 딴

뜨라 문헌의 성취법은 8세기 경 전후해 시작된 인도 후기밀교시

대에는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딴뜨라에 나타난 후기밀교의 수행체

계는 크게 生起次第와 究竟次第로 나누어지는데5), 초기에 출현한

것은 秘密集會딴뜨라, Guhyasamāja-tantra로서 경전에서 설정

된 양차제의 수행구조는 Kalācakra-tantra가 성립될 때까지 대부

분의 다른 딴뜨라에 적용되었다.

용수류의 구경차제 수행의 성취법에서 유정의 중음신을 佛身인

수용신과 동일시하는 수행은 구경차제의 수행단계에서 환신차제

(幻身, mayadeha-krama)에 해당된다. 용수의 저작으로서 구경차

제의 성취법인 오차제(Pañca-krama)에 따르면 유정의 환신은

속제의 몸이며, 승의제의 입장에서 불신으로 인식되었을 때 수용

신을 이룬다고 해석하고 있다. 환신은 風과 意識만으로 이루어진

5) 속딴뜨라에는 “지금강이 설한 교설은 두 차제로 이루어진다. 곧
生起次第와, 또한 究竟次第이다”(GMS[M](XVIII, p. 119).)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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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으로 유정 자신의 의식으로부터 化作된 몸에 同化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강만딴뜨라(Vajramāla-tantra)와 같은 釋딴뜨라에는

自加持(svādhisthana)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 있다.

오차제에는 “진실인 風을 갖춘 3가지의 識이 다시 유가자의

몸으로 현현하는 것을 幻身(māyā deha)이라 풀이한다.”6)라고 하

였다. 또한 환신에 대해 “俗諦의 몸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며, 또한

자가지의 삼매와 광명이란 말은 因과 果로써 (세속제와 승의제의)

兩諦를 보이는 것이다.”7)라고 하였다. 이것은 속제인 환신을 통해

승의제인 광명법신을 이루는 것으로 오차제에는 “자가지의 차

제로써 광명의 성취에 이르기 때문에 금강아사리는 최초에 자가

지를 가르쳐야 한다.”8)라고 설하고 있다.

환신차제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면 오차제에는 “이와 같이 일
체중생은 꿈과 같은 것이라고 해석된다. 꿈과 같은 삼마지에 머물

러 일체경계를 이와 같이 본다.”9)라고 하여 환신에서 모든 경계를

환화와 같이 관조하는 것이 자가지차제의 수행임을 설하고 있다.

오차제에는 자가지에 대해, “환화로 보는 相의 標識은 俗諦의 幻
化이다. 이것은 또한 受用報身이다. 이것은 乾闥婆의 有情이 되기

도 하며, 金剛身이 되기도 한다. 금강살타의 자성이기 때문에 자신

을 공양하는 것이다. 자신은 一切佛이며, 일체의 菩薩이다. 이 때

문에 깊이 정진하는 자는 자신을 언제나 공양해야 한다”10). 여기

서 범부의 경우 중유의 몸을 지닌 건달바이지만, 공성을 깨달은

불신으로서의 몸은 곧 금강살타의 몸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행자는 자신에 대해 진실의 몸으로서 공양해야 하는 것이다.

6) PK[K&T], p. 34.

7) PK[K&T], p. 33.

8) PK[K&T], p. 33.

9) PK[K&T], p. 34.

10) PK[K&T],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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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딴뜨리즘의 생사극복

1. 微細瑜伽

생기차제의 수행은 法身으로부터 受用身을 거쳐 生身의 佛身을

구현하는 수행이며 微細瑜伽와 曼茶羅觀 의 觀法이 적용된다. 용수

류의 성취법인 成就法略集을 볼 때 수행체계는 初加行三摩地를

비롯해 曼茶羅最勝王三摩地, 羯磨最勝王三摩地의 세 차제로 이루어

져 있다. 초가행삼마지는 육체적 죽음과정을 관상하면서 중음신을

법신에 합일하는 과정을 먼저 진행한 후 다시 법신으로부터 佛身

으로서 보신을 생기하는 관법이 시도된다. 만다라최승왕삼마지는

중생을 구호하기 위한 利他의 사업을 위해 불신으로서 육신을 현

상계에 현현하는 과정이며, 갈마최승왕삼마지는 중생을 구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종교적 사업인 悉地를 구현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구경차제의 수행은 육신과 의식의 해체, 그리고 중유에서 일어

나는 의식들을 법신광명에 還入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

저 육신을 정화하는 생기차제의 과정을 거치면서, 미세유가를 통

해 육신 안에 흐르는 風(Vayu)을 호흡법으로 통제해 풍이 양측

매관으로부터 중앙맥관으로 흘러들어가게 해서 육신의 해탈을 시

도하고, 다음 수행자의 심식을 佛智로 환원하고 법신에 환원하는

心淸淨次第(citta-visuddhi-krama)를 거친다. 이후 中有와 死有의

영역에서 사자의 의식을 법신에 융합하기 위해 먼저 중음신을 관

상하는 自加持次第(svadhisthana-krama)를 거치고, 이후 낙현각차

제(sukha-abhisambhdhi-krama)에서 법신으로 간주된 광명과 수

행자의 의식을 융합시킨다.

이상 비밀집회계 용수류의 성취법을 요약하면 구경차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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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과정을 거쳐 열반법신을 얻고, 이후 생기차제를 통해 중생

구호의 종교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법신을 보신과 화신으로 나

투어 구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용수류의 구경차제는 즈

냐나빠다류의 선험적 이론과 수행체계의 토대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빠드마삼바와가 저술한 사자의 서도 구경차제에서 서술
된 의식의 분해과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점에서 두 저작의

성립시기가 서로 멀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서 의식의

소멸은 딴뜨리즘의 수행에서 광명법신을 향한 의식의 융합으로

의식은 현명과 현명증휘, 현명근득의 세 가지가 오차제에 설해
져 있다.

현명은 空으로서 지혜와 마음과 依他起 등의 이름이 있다.11)

현명증휘하고 하는 것은 極空이며, 방편을 갖춘 것이다.

똑같이 遍計라고 말하며, 또한 心所라고 말한다.12)

顯明得과 近得은 같은 말로서 圓成[실성]이라고도 하며

[유정의 경우] 無明이라고도 이름 한다.

[또한] 大空이라는 말로 이 가르침들을 승자(붓다)는 설한다.13)

오차제에서 설해진 세 의식의 법신으로의 융합은 心淸淨次第

의 단계에 설해져 있는데, 세 의식은 범부의 심식을 현명, 현명증

휘, 현명근득에 대해 순서적으로 소극성, 적극성, 중간성을 나타낸

것이다. 현명과 현명증휘, 현명근득은 3성설에 입각할 때, 순서적

으로 의타기성과 변계소집성, 원성실성이며, 유정의 심식에서는

心과 心所, 無明의 속성이다. 이에 대한 공성의 깨달음을 가리켜

空, 極空, 大空이라 말하며, 광명법신에 융합했을 경우 一切空이 되

는 것이다.14)

11) PK[K&T], p. 16.

12) PK[K&T], p. 17.

13) PK[K&T] p. 18.

14) 오차제에는 현명에 대해 ‘밤, 여인, 부드러움, 왼쪽, 달빛, 蓮華, 월륜,
oṃ’을, 현명증휘에 대해 ‘태양, 남성, 강함, 우측, 일륜, 금강, 일광, ā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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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공에 대해 오차제에는, “[현명의] 智와 [현명증휘의] 方便
의 상합하는 것으로 인해 究竟인 현명근득이 된다. 구경인 현명근

득이 되면 一切空인 光明(prahhāsvara)을 얻는다.”15)라고 설해져

있다. 이것은 심식의 적극성과 소극성으로 나누어진 분별의 경계

를 깨달고, 양변의 경계를 융합한 현명근득을 체득했을 때, 일체

공인 열반법신의 광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오차제에
는 광명에 대해, “三空이 청정한 것은 광명이라고 풀이한다. 이것

을 一切空이라고 말한다. 三智가 청정한 자는 淸淨智로부터 진실을

깨닫고 無上의 一切智는 不變으로서 현명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無

二이며, 最勝의 寂靜이다.”16)라고 설해져 있다. 여기서 일체지가

현명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은 궁극의 청정지는 현상적인 의

식적 작용으로 활동하지 않으며 때문에 일체공이라는 명칭이 붙

게 된 것이다.17)

오차제에서 광명차제라 명명된 이 단계는 금강만딴뜨라에
서는 樂現覺次第라 이름한다. 여기에 따르면 현명, 현명근득, 현명

증휘의 의식이 광명에 융합하는 과정의 시간은 찰나에 일어난다

고 설해진다. 내적 심식이 융합해 일체공의 광명에 이르는 것은

內現覺이라 말하는데, 外現覺은 현실세계에서 밤이 지나고 새벽에

그리고 현명근득에 대해 ‘중성, 낮과 밤의 사이인 새벽, 좌우의 중간,

강약의 중간, 방편과 지혜의 합일, 일월, 금강과 연화의 합일, hūṃ’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설해져 있다. 酒井眞典(1987) p. 141.

15) PK[K&T] p. 15.

16) PK[K&T] p. 23-24.

17) 오차제에는 다음과 같이 설해져 있다.
무엇에도,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없으며

다함도 없고, 늘어남도 없고, 事象과 사상이 없음도 없고

희유하지만, 희유함마저도 없다.

머무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며

모든 有와 無의 모든 假名으로부터 떠난 것이며

善의 형태도 없고, 惡의 형태도 없다.

선과 악의 주체도 아닌 最勝의 이것을

一切空이라고 제불은 선언하셨다(.PK[K&T]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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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트기 직전의 찰나로 규정하는데, 이것은 ‘진실의 찰나(bhuta-koti)’

라 이름하고 있다.

밤은 현명의 영역이며, 명료한 일광을 발산하는 것은 현명증휘이다.

그 중간은 현명(근)득으로서 자신의 모든 자성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그 사이도 아닌 모든 자성으로부터 떠난

이것을 現覺의 찰나라고 최승의 상사가 해석한 것으로 이것이 유가

자의 경계이다.

중간의 끝은 無滅이며, 암흑이 모인 無餘, 일체를 초월하는 것이며

태양이 아직 떠오르지 않은 찰나를 無垢한 ‘진실의 찰나’라고 말한다.18)

후기밀교의 전승에서는 진실의 찰나를 석가모니붓다가 새벽에

성도한 인연을 설명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2. 사자의 서의 경우

오차제에서 환신차제, 또는 자가지차제는 생전의 수행에 의

해 열반법신의 광명을 체험하는 것이며 이러한 체험은 석존의 오

도에 비유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행이 아닌 유정의 죽음은 현명과

현명증휘, 현명근득으로 이루어진 심식에 대해 그 공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법신의 광명에 대해서도 일체공을 알지 못하고 다

시 재탄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구경차제의 수행을 통해

열반법신의 광명에 융합하는 성불의 차제는 중생의 재탄생의 과

정과 대비되어 딴뜨라의 성립시대에 사자의 서라는 독특한 의
궤를 성립시켰다. 사자의 서는 육체적 죽음을 맞이한 死者의 中
陰身에게 읽혀주는 책으로 사자는 살아있는 라마의 구술을 중음

18) PK[K&T], pp.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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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귀로 듣고 해탈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19)

먼저 사자의 서의 서문에는 “바르도에 있는 聽聞에 의한 大

解脫의 指導를 必要로 하지 않는 사람들로서 最高로 뛰어난 요가
의 實踐者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身體를 가지는 것을 解脫시키는

手段인 一連의 生前의 指導가 傳授된다. 能力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 生前의 指導를 受持하고 實修하는 것으로, 死後에 바르도의 期

間을 經過하지 않고 確實하게 解脫에 이를 것이다.”20)라고 설해져

있다. 이것은 뛰어난 요가수행자들은 생전에 육체를 가진 채 바로

해탈에 이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중음인 바르도의 단계에서 인

도자의 지도에 의해 해탈에 이르는 것이다. 사자의 서는 (i) 'chi
ba'i bardo(죽음의 瞬間의 中有); (ii) chos nyid bardo(存在本來 모

습의 中有); (iii) shi pa'i bardo(再生으로 향하는 迷惑한 狀態의 中

有)의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21) 첫째는 망자가 임종하자마자

경험하는 법신의 광명을 인식하고 바로 광명에 융합하는 것이고,

둘째는 중음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의식의 공포와 욕망을 극복하

고 광명에 융합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재생할 태를 알아차리고,

그 入口를 차단하거나, 정토나 인도의 안락한 곳을 선택하여 재생

하는 권고를 듣는 것이다.

사자의 서에서 臨死者(죽음이 진행중인 자)에게 법문을 들려

주는 순간은 다음과 같이 설해져 있다.

밖으로 토하는 숨이 途絶해 버리고 生命의 風이 叡智의 中樞脈管으

19) 사자의 서로 번역되는 ‘bardo thos grol’은 명칭 그대로 ‘중유의
상태(bardo)에서 (법문을) 들음으로써(thös pa) 해탈(grol)을 얻는다’는

뜻이다. 저자는 8세기경 인도의 밀교 아사리로 티벳에 불교가

전파되는데 기여한 Padmasambhava이다. 사자의 서는 티벳불교
닝마파의 埋葬寶典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티벳의

토착종교와 습합되지 않은 채 문헌이 성립될 당시 인도밀교의 양상을

전해주고 있다.

20) 川崎信定譯(1989) p. 6.

21) 川崎信定譯(1989)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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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歸入하면, 마음은 無用한 역할(戱論)을 떠난 光明으로서 한층 더 빛

난다. 그 후에 生命의 風이 中樞脈管에서 逆流해서, 左. 右의 脈管으로

流入하면, 바르도의 現出이 一瞬동안에 일어난다. 거기서 生命의 風이

左. 右의 脈管으로 流入하지 않을 동안에, 죽음으로 향하는 者에게 指

導를 傳授해야 한다. 指導를 傳授하는 時間의 길이는, 밖으로 토하는

숨이 途絶하고 안에 있는 숨이 머물고 있을 동안에, 그에 대해서 아침

식사에 필요한 時間정도의 길이로 傳授해야 한다.22)

이상의 내용은 인도 후기밀교에서 전승되는 생리이론과 일치하

는 것으로 풍, 맥관, 호흡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으며, 좌우 맥관에

흐르는 풍이 중앙으로 흘러들어 광명이 체험되는 30여분 동안에

광명과 융합할 기회가 존재하는 것이며, 만약 좌우 맥관으로 풍이

흐르면 바로 중음신이 투출된다는 것이다.23) 계속해서 사자의 서
에는 중음신의 사자에 대해 광명을 다음과 같이 인식하도록 지도

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22) 川崎信定譯(1989) pp. 12-13.

23) 중음신의 단계에 대해 사자의 서에는 다음과 같이 설해져 있다.
“ 아! 착한 사람이여, 너의 身體와 마음이 뿔뿔이 흩어 질 때 存在本來의

모습 (法性)의 純粹한 現出이 있을 것이다. 이 現出은 微妙하고, 色彩와

빛으로 가득 차 있다. 光輝로 너의 마음을 괴롭힐 것이다. 그 本性은

幻惑시키고, 너를 戰慄시키는 것이고, 초여름 들판에 아지랑이가

일어나듯이 하늘하늘 動搖한다. 이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戰慄해서는 안 된다. 忿怒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너 自身의

存在本來의 모습 그것의 나타남이라고 깨달아야 한다. 빛 속에서

存在本來의 모습 그것이 일어나는 轟音이 큰 雷音으로 되고 千의 雷가

일제히 울려 퍼질 듯이 우르릉 쾅 이라고 울려 퍼질 것이다. 이것도 역시

너 自身의 存在 本來 모습 그것의 音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戰慄해서는 안 된다. 忿怒를 가져서는 안 된다.

너에게는 習癖을 만드는 힘(習氣)으로 이루어져 있는 意識의 身體

(意成身)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實質을 가진 血肉의 身體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音響. 色彩. 光明의 세 개로 되는 것이

좇아오더라도,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너에게 害를 가할 수는 없다.

너에게는 죽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너 自身의 投影이라고

깨닫기만 하면 좋은 것이다. 그것은 모두 바르도의 現出이라고 알아야

한다. 川崎信定譯(1989) pp.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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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착한 사람이여, 너는 듣는 것이 좋다. 너에게는, 지금, 바른 ‘法

性(存在本來의 모습)의 光明’이, 無垢한 채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의 本

體를 깨달아야 한다. 아! 착한 사람이여, 너의 現在 意識의, 空함으로

해서 純粹無垢한 그 本質은, 本體. 屬性. 色形이라고 말할만한 것의, 어

떠한 것도 所有하고 있지 않다. 空이고, 純粹無垢하다. 이것이야말로 存

在本來의 모습(法性)이고, 어머니인 普賢이다. 이와 같은 너의 意識이

란, 空임과 동시에 至福한 것이다. 게다가 모호한 空은 아니다. 또 너

自身의 意識의 활동을 가로막는 것은 아니고, 明明赫赫해서 純粹함과

동시에 燈明인 것이다. 이 明知야말로 法身佛인 바로 父의 普賢이다.

어떠한 것으로도 모양 지어질 수 것 없는 空을 本性으로 하는 너 自身

의 明知와 純粹하고 燈明한 것인 너 自身의 意識의 이러한 兩者는 不可

分이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佛의 法性(眞理體現의 身體)이다. 명백한 空

이고 不可分이고 光明의 큰 集積속에 住하고 있는 이 너 自身의 明知에

는 生도 없고 死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不變한 光明의 佛이다. 이

것을 깨달으면 充分하다. 너 自身의 意識의 이 純粹한 本質이 바로 佛

이라고 깨닫고 이처럼 너 自身의 明知로 너 自身을 보는 것이 佛이 意

味하시는 內容(意趣)과 合致하기 때문이다.24)

이상 사자의 서에서 설한 광명은 열반의 법신이며, 이것을 중
음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심식의 빛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해탈에

이르기를 권고하는 것이다. 오차제의 경우 心淸淨次第에서 의식
의 공성을 깨달은 후 一切空인 법신광명을 경험하는 것과 대비되

는 것인데 , 현명, 현명증휘, 현명근득의 세 의식이 광명에 융합되

는 과정도 역시 사자의 서에도 병기되어 있다. 사자의 서에서
재생의 단계에 들어선 중음신에게 일러주는 권고의 내용은 다음

과 같다.

딴뜨라에 의하면 ‘바르도에 있는 身體는 輪廻의 바퀴 속의 生前의

生涯 또는 이제부터 나중에 받을 生涯에 있는 살이나 色形을 가진 身

體와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 바르도의 身體에는 여러 가지 器官과

그 機能이 完全히 整備되어 있고 障碍없이 活動하고 있다. 이 身體는

24) 川崎信定譯(1989)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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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만(業)의 影響에 의한 超能力(神通力)을 갖추고 있고 類를 같이 하

는 것의 즉 天人이라면 天人끼리의 맑은 透視眼(天眼)에 의해서만 보일

수가 있다’고 說明되어 있다. 이 『딴뜨라』중에서 ‘生前의 生涯, 혹은

이제부터 나중에 받을 生涯’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르도에 있는 지

금의 네가 살이나 色形으로 되어 있는 身體를 하나 네 自身의 生前에

서의 習癖을 만드는 힘(習氣)의 影響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것과 佛의

좋은 時代(賢劫)에 살았던 者의 身體와 같이 32相 80種好라는 佛의 殊

勝한 身體的 特徵이 얼마간과 光明을 自身의 身體에 具備하고 있는 경

우도 있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 너의 意識이 身體의 모양을 취한 現出

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르도에 있는 現出로서의 意識身’이라고 불려진

다. 이 때 네가 天人으로 태어날 것으로 되어 있다면 天人 世界의 幻影

이 나타날 것이다. 아수라(阿修羅). 人. 動物(畜生). 餓鬼. 地獄중의 어느

것으로 네가 태어날 것으로 되어 있다면 바로 그 아수라라면 아수라

世界의 幻影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25)

이상 오차제와 사자의 서를 비교해보면 열반법신인 광명의
설정과 더불어 현명․현명증휘․현명근득에 대한 공․극공․대공

의 자각과 광명법신으로의 합일은 과정의 순서상 상당히 일치함

을 알 수 있다. 사후에 전개되는 사자의 서와 달리 생전 인도

후기밀교의 수행에서 광명의 체험은 미세유가로 인해 시작된다. 
성취법약집에는 미세유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32尊의 자성인 일체의 만다라를 생기하여 마치고 만다라의 중앙에

머물 때 다음과 같이 微細瑜伽(sūkṣmayoga)를 시작한다. 코의 끝에

겨자씨를 생각한다. 行과 不行의 겨자이다. 비밀의 진언으로 요별하는

最勝智의 주처를 修學하는 것이다. 五色의 寶이며, 겨자씨의 크기로 코

끝의 하따유가를 명찰할 수 있도록 언제나 수학해야 한다. (다음에)

寶를 견고케 한 다음 발산한다. 견고하지 않다면 이것은 발산하지 않

는다. 붓다의 광명과 같은 최승의 구름을 발산한다.26)

25) 川崎信定譯(1989) pp. 100-101.

26) D. Ed.1797, 9b2-9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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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유가에 의해 체험되는 광명은 생기차제의 다른 성취법의

경우 경합집에서는 미세유가에 대해 “이것을 일체불의 勝義의

念誦이라고 설한다.”27)라고 하였고,보현성취법에서는 “무구한

자신의 가슴에 달이 머무는 상을 사염한다. 진실한 비밀의 진언은

틱레의 모양을 하고, 유가자의 마음은 광명을 지닌 것으로 수념한

다.”28)라고 설해져 있다. 미세유가에 의해 설정된 중음신에서의

광명의 체험과 세 의식의 광명으로의 합일은 실제 유정의 죽음의

과정이기 때문에 사자의 서가 인도 후기밀교시대 생기차제와

구경차제의 설정으로부터 단서를 얻어 성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반야모 딴뜨라의 전개

용수류의 생기차제, 구경차제 성취법이 보여준 해탈의 수행은

이후 사자의 서를 비롯해 般若母딴뜨라 성립에 많은 영향을 주

었다. 시기적으로 용수류의 비밀집회딴뜨라를 중심으로 한 후기
밀교수행의 연구는 육신성취와 중음성취의 두 과제를 남긴 것이

라 할 수 있다. 육신성취와 관련된 양차제의 수행은 살아있는 채

유정의 육신을 붓다의 화신으로 전개하는 것이며, 중음성취는 반

야모딴뜨라계 경전과 의궤를 다양하게 발전시켰다.

모딴뜨라계의 육신성취는 인체의 풍과 틱레, 맥관, 챠끄라의 다

양한 이론들이 배경으로 존재하며, 실제 의궤에 있어서는 不二尊

(Yab-yum)을 관상하는 의궤로 나타난다. 딴뜨라 가운데 죽음의

극복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야만따까딴뜨라이다. 여기서 야만

따까(閻曼德迦, Yamantaka)29)는 문수보살, 즉 ManjuŚri로서 문수

27) D. Ed.1797, 9b5-9b6.

28) D. Ed.1855, 34b1-34b2.

29) YAMANTAKA(Skt. Vajrabḥairava)는 焔髭得迦, 閻曼徳迦(金剛),

焔曼徳(得)迦(明王)이라고 음사되며, 念怒王 勝除獄王 勝除獄帝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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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의 화신이다. 야만따까라는 말의 유래는 ‘Yama(閻魔)’인 죽음

의 신을 ‘-antaka’, 즉 살해함을 뜻한다.30) 리그베다에 따르면

원래 Yama는 영원한 광명국토의 왕자로서 사자의 세계를 지배한

다고 설해져 있고, 브라흐마나에서는 死者의 왕으로서 사후의 세

계를 지배한다고 하였다. 아타르바베다에서는 Yama와 Antaka
(살해하는 자)가 나누어져 있으며, Antaka는 마하바라타에서
몽둥이를 들고 생명을 빼앗는 신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외 Yama

와 Antaka는 힌두교의 성전에 각기 다른 형태로 발전하였다.

불교경전에 Yamantaka가 확실히 등장하는 것은 文殊舍利根本
儀軌와 祕密集會딴뜨라이다.31) 비밀집회딴뜨라에 따르면 13

존만다라의 출현장면에서 Yamantaka에 대해, “그때 世尊毘盧遮那

의 金剛輪이라고 하는 삼매에 평등히 머물고 일체여래의 曼茶羅加

持라고 하는 大忿怒와 그 자성인 신어심의 금강으로부터 (진언을)

출생하였다. ‘yamāntra-kṛt’ 그리고 출생하자마자 세존일체여래의

신어심의 지명인의 자성으로 일체여래를 怖畏케하는 모습으로 동

문에 머무시었다.”32)라고 설해져 있다.

원래 석가모니 붓다가 成道할 때 제압한 四魔 가운데, 死魔가

곧 죽음의 신인 야마이며, 붓다는 죽음을 극복함으로써 붓다가 된

것이다. 야만따까는 문수보살의 분노존의 화현으로 문수보살의 지

혜가 분노의 형태로서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인 죽음의 난제를 극

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야만따까의 모습은 분노형

으로서 피부는 검은색이며 3面6臂6足의 형태에 손에는 검과 창,

봉, 밧줄, 활, 화살, 戟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33) 야만따까와 관련

번역된다. 또한 降閻魔尊 六足尊 聖閻曼徳迦威怒王 威怒六足金剛 등으로

불리운다. 宮坂宥勝(1971) pp. 504-505.

30) 宮坂宥勝(1971) p. 505.

31) 宮坂宥勝은 초기불전의 Mara와 Yama의 관계에 대해 기술하면서

Mara는 오히려 Antaka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宮坂宥勝(1971) p. 506).

32) GST[M], I, p. 8.

33) 大方広曼殊室利童真菩薩華厳本v教讃閻曼徳迦念怒王真言阿毘遮噌迦儀軌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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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궤는 한역본과 티벳본 경전 모두에게서 나타나며, 티벳본의

도상은 물소머리의 모습으로 한역본과 차이가 있다.34) 續딴뜨라
에는, “不死의 自性인 諸法이 不生의 自性이기 때문에 一切의 存在

의 三昧耶는 이 때문에 yamāntaka인 것이다.”35)라고 하였다. 근본

딴뜨라의 진언에서 ‘yamanta-kṛt’는 불생의 지혜를 가지고 생사에

갖힌 焰魔(yama)를 제멸(anta)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Ⅳ. 결어

생사에 대한 불교의 세계관을 볼 때 유정의 무명이 그치지 않

는 한 삶과 죽음의 반복을 피할 수 없으며, 근본적으로 무명을 그

침으로 인해 생사의 고통이 소멸된다고 경전에 설해져 있다. 대소

승의 불교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것은 무명을 그치게 할 무수한

(TD.21, p. 77c.)

34) 야만따까가 나오는 한역경전의 경명은 다음과 같다:

(1)一切如来大秘密王未曾有最上微妙大曼學羅経; (2)妙吉祥最勝根本大教経;

(3)大毘盧遮那成仏経琉; (4)大毘盧遮那成仏広大成就儀軌;

(5)大毘盧遮那経広大儀軌;

(6)大方広曼殊室利童真菩薩華厳本教讃閻曼徳迦念怒王真言阿毘遮嗜迦儀軌品;

(7)曼殊室利焔曼徳迦万愛秘術如意法;

(8)聖閻曼徳迦威怒-王立成大神験念諦法;

(9)仁王護国般若波羅蜜多経陀羅尼念諦儀軌;

(10)聖妙吉祥菩薩秘密八字陀羅尼修行曼茶羅次第儀軌;

(11)摂無擬大悲心大陀羅尼経計一法中出無量義南方満願補陀落;

海会五部諸尊等弘誓力方位及威儀形色執持三摩耶標幟曼茶羅儀軌;

(12)聖無動尊一字出生八大童子秘要法品. 티벳역의 경우 東北目録 No. 2014

(吉祥閻魔多迦根本真言義金剛分別). 同 No.328, 245, 544,

574,(閻曼徳迦成就法). 同 No.86541(紅閻魔多迦究寛喩伽). 同

No.5165(紅閻魔多迦輪作明)이 있다.

35) GST[M], XVIII,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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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와 무명의 절멸을 돕는 방대한 수행체계이다. 불교 수행자에

게 죽음 대신 무명으로 인한 假我로서 연기적 존재의 無常한 상속

이 있을 뿐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죽음과 轉生과

관련해 유정의 존재형태로서 生有․本有․四有․中有(中陰)의 네

단계는 삶과 죽음의 소멸이나, 단절이 아닌 무명의 연장으로서 다

른 존재로의 수평적 이동이다. 초기불전에는 붓다의 12지연기설을

통해 생사의 전생의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12지연기설에 입각한

順觀․逆觀의 수행구조가 수행자가 닦을 수 있는 실제 수행체계로

구현된 것은 8세기 전후한 밀교시대에 들어서부터 시작되었다.

금강정경계의 진언유가 수행에서 비롯된 微細瑜伽는 유정의

심식과 호흡, 맥관과 風의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육신성취와 중음

성취의 두 수행체계의 성립기반이 되었고 이에 대해 비밀집회딴
뜨라의 즈냐나빠다 수행유파는 성취법을 통해 이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용수류에 의해 정비된 비밀집회딴뜨
라의 생기차제와 구경차제의 수행구조는 실제 석가모니붓다의 1
2지연기의 순관과 역관을 당시의 시대상에서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초기불교에서 육신을 윤회적 존재의 산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大樂思想에 의해 후기밀교시대에는 육신이나, 중음계 조차

도 佛身의 경계에서 化身과 受用身(報身)으로 전변할 수 있다는 수

행이념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생기차제와 구경차제는

미세유가로부터 시작하여 풍을 중앙맥관으로 흐르게 하거나, 유정

의 심식을 구성하는 의타기성․변계소십성․원성실성을 각각

공․극공․대공으로 구별된 공성의 관조로 인해 一切空에 도달함

으로써 열반법신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비밀집회딴뜨라를 중심으로 한 방편딴뜨라의 성립 이후 인도
후기밀교 시대는 반야딴뜨라의 융성으로 인해 사자의 서와 같
이 임종자의 사후 중음신에게 사후세계의 인도를 가정한 의궤류

가 출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인간의 존재와 죽음에 대해 현실적

이자 실천적 도구를 과감하게 들이댄 양상은 이전의 인도 불교교

단에는 볼 수 없었지만, 인도 후기밀교시대에 번성한 불교 딴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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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 불교가 인도에 사라질 때까지 그 연

구와 전승은 멈춘 적이 없었다.

불교 딴뜨리즘의 의궤는 매우 복잡하지만, 그 내면에는 진언이

나 관상을 통해 생기차제나 구경차제에서 제시된 것처럼 三有의

존재를 佛身의 경계로 전환하려는 정교한 의식이 존재한다. 특히

야만따까딴뜨라나, 챠끄라상와라딴뜨라류와 같은 반야모딴뜨라의

경궤에는 당시 인도의 밀교가들이 인간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 어

떤 해석과 초탈의 철학을 반영했는지 그 연구의 과제가 무수히

남아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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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Buddhist Tantrism Concern about Life

and Death

Cheong, Seong-joon

Dongguk University(Gyeongju)

The view of the world about life and death is as it is

written in early Buddhist scriptures the repetition of life and

death is not ceased until the extinction of ignorance(Avidya)

of sentient beings, so massive materials concerning

wisdoms and practice systems of cutting ignorance and are

found in Buddhist scriptures. The Buddhist idea is that

there is no death of sentient beings but just a continuation

of impermanent self consciousness and physical body as a

result of dependent arising which state are divided into

birth moment, life, death moment and intermediate state of

body, which instead is not as an extinction of life but a

lateral transmission to other living beings. The doctrinal

foundation of reincarnation of life and death are found in

early Buddhist scriptures but it is near around 8th century

that the practice system of visualizing retrogression and

progression of self in dependent arising system were

respectively developed to Generation Stage and Completion

Stage of Anuttarayoga-tantra system in the age of post

Esoteric Buddhism.

The Miscellaneous Yoga(Sukṣuma-yoga) provided the

foundation of practice system of Tantrism which consists of

theories of internal respiration, tube of body and wind that

enabled both the achievement of physical and intermediate

state of body as Boddha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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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hool of Jñānapada and Nagarjuna did a major

role to establish those doctrines and principles of practice

system which were classified into Expedient Tantric system

but afterward it soon was flourished the Mother Tantric

system which developed the Tantric yoga system that one

of major concern was an achievement of Saṃbhogakaya

while in the state of intermediate body. The Book of

Dead(Bardo Thödrol) was resulted from those Mother

Tantric system which those doctrines and practice system

are evaluated by the practical and realistic implement of

transforming life and death of sentient beings into realm of

Buddhahood.

It is the success of Buddhist Tantric system that

resulted in the advent of Scriptures of Sadhanas , Rites and

thesis which major concern was to transform the three state

of sentient beings into Buddha's body through visualization

and contemplation techniques that are still waiting for the

interpretation and researches in the future.

Keywords : Tantrism, Vajrapeak-tantra, Bardo Thödrol,

Mahā-sukha, Mother tan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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