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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hinavagupta(975-1025 CE)는 탄트라뿐만 아니라 인도 철학과 종교, 
문학과 미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중요한 저서를 남긴 학자이다. 그
는 특히 Tantrāloka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탄트라 이론과 수행을 통합하고 
재해석하여 비이원론(Advaita) 샤이바 탄트라인 Trika 전통을 체계화했다. 
본론은 Tantrāloka에서 재인식과 Krama(차제)의 이론과 수행을 어떻게 
Trika 체계로 통합하는지 직관(prātibha)과 수습(bhāvanā)이라는 인식 방
법론의 측면에서 고찰한다.

Trika 체계에서 인정하는 최상의 인식 수단은 직관과 수습이다. 직관은 
단계적 수행으로 설명되지 않는 가장 직접적이며 즉각적인 돈오(頓悟)의 인
식이다. 직관은 단계적 상승인 차제(krama)로 설명되지 않는 비차제
(akrama)의 무방편(anupāya)으로, 어떠한 입문 절차와 수행 단계가 필요 
없는 의식 본연의 인식 능력으로 속성상 가장 직접적이며 종합적이다. 직관
은 이처럼 의식적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닌 즉각적인 무의식적 인식임에 비
해, 수습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단계적 동일화의 인식 수행이다. 수습은 
인식 능력을 배양하는 가장 대표적인 샥타 방편이다.

그런데 Abhinavagupta는 직관과 수습의 우선순위에 관해서는 양자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Mālinīvijayottaratantra에 비해서 전체 문맥
상 수습보다 직관을 상대적으로 강조한 측면이 있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재인식과 Krama 체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인식 체계에 
따르면, 자아는 이미 내재하고 있으므로 수행으로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
니다. 그러므로 Abhinavagupta가 직관을 강조한 것은 항상성(nitya)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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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인도 북서부 카시미르 지역의 Trika(3위론)1)는 ‘개아(aṇu)와 샥

티(śakti)와 시바(Śiva)라는 3위는 다르지 않다’는 샤이바 비이원론

(Advaita)2)이다. 이 이론은 4세기 무렵부터 성립되기 시작한 샤이

바 성전(Śaivāgama)에서 기원한다.3) 

1) Trika는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카시미르 샤이바 

비이원론(Advaita)으로 한정한다. 현재 Trika 체계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다. 넓은 의미에서 Trika는 

①카시미르의 샤이비즘 전체를 가리키거나, 또는 ②재인식 체계만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일부 학자들은 일원론 카시미르 샤이비즘과 

Trika를 동일시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Trika라는 명칭만으로는 

정확하게 그 범위를 알기 어렵다. 사실 재인식(Pratyabhijñā) 체계와 

Abhinavagupta의 Trika는 사실상 이론적 강조점과 범위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재인식 체계를 Trika라고 하는 것은 변별력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현대 학자들은 이런 관점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A. 
Sanderson과 D. P. Lawrence의 경우에는 ‘Abhinavagupta의 Trika’라고 

기존의 Trika 전통과 그의 Trika 체계를 구분하여 부르는데 이것이 더 

정확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카시미르 샤이바 탄트라 가운데 개아(aṇu)와 

샥티(śakti)와 시바(Śiva)라는 3위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③Trika 전통과, 가장 좁은 의미의 ④‘Abhinavagupta의 Trika’ 체계로 범위를 

좁혀서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지칭한다. 
2) Cf. Chatterji(1986) pp. 144-8; 손경록(2013) p. 11 재인용.
3) “카시미르의 Trika Śaivism은 4세기에 특정한 형태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샤이바 성전(āgama)형태도 이때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샤이바 

재성(vyāpti)을 가진 최상의 자아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의 Trika 체계 역시 자아론(Ātmāvāda)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
는 재인식의 철학적 구도 안에 다양한 탄트라 수행들을 재편한 Trika 체계
를 확장했으며, 직관과 수습 역시 그 일면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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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trāloka(=TĀ)의 이론적 배경인 Trika는 Spanda, Pratyabhi-
jñā의 이론과  Krama와 Kaula의 탄트라 수행 전통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TĀ에서도 이를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다. ‘카시미르 샤

이비즘’은 최근에 와서 카시미르 지역의 샤이바 탄트라를 가리키

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일 뿐이며, Trika(3위) 체계는 샤이바 탄트

라 중 3위(trika)를 비이원적으로 해석하는 탄트라 지파를 가리킨

다. 
그런데 11세기가 시작될 무렵, Abhinavagupta(이하 Abhinav-

a)4)의 등장과 함께 Trika의 철학적 지평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

났다. 그도 TĀ에서 직접 ‘Trika’라는 명칭을 여러 번 사용했는데, 
Trika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 하나는 ‘세 가지로 이루어진 것’
을 가리키는 일반명사로 쓰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철학적 이론

과 수행을 갖춘 비이원론 탄트라로 체계화된 탄트라 지파를 지칭

하는 고유명사로 쓰는 경우이다. 본고에 말하는 Trika는 바로 이 

고유명사로 사용되는 Trika를 의미한다.
Abhinava는 TĀ의 이론적 배경이 Trika이고, Trika의 핵심이 

성전의 첫 번째 단계는 이원론(Bheda)이며, 두 번째 단계는 

이원-비이원론(Bhedābheda)이며, 마지막 단계는 비이원론(Abheda)이다.” 
Motilal(2003) pp. 277-8.

4) “Abhinava는 베단타의 샹카라, 불교의 나가르주나와 같은 인물로 샤이바 

전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Sharma(1996) p. 70.
“그는 Trika의 세 지파에 대한 뛰어난 저술을 남겼다. 처음에 그는 Krama 
학파의 신학에 대해 종합적으로 썼지만, 그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그는 나머지 두 지파 즉 재인식과 Kaula 체계의 

교리로 관심을 돌렸다. 그가 저술한 가장 큰 걸작은 TĀ이며, 12권으로 

출판되었다. 그의 활동은 3시기로 나뉜다. 첫째 시기에는 주로 Krama 이론을 

주로 다루고 있는 탄트리카(tāntrika) 작품을 썼다. 둘째 시기에는 철학과 

신학에 대한 미학(alaṃkāra) 작품을 썼다. 철학적 시기인 셋째 시기에는 

Trika의 근간을 형성하는 주제들에 대한 분석과 주석에 전념했다. 
Īśvara-pratyabhijñā-kārikā에 대한 주석인 Īśvara-pratyabhijñā-vimarśinī와 

Īśvara-pratyabhijñā-vimarśinī-vivṛti를 저술함으로써 Trika의 형이상학적 

기반을 확고하게 다진다.” Motilal(2003) pp. 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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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ālinīvijayottara-tantra(=MT)이며, TĀ 역시 샤이바 성전 중 가장 

중요한 MT에 바탕을 두고 쓴 것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5) 
이런 이유에서 TĀ가 MT에 대한 주석서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그
가 MT를 직접 주석한 다른 저서로는 Mālinīvijaya-vārttika가 있

다.
Trika 체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Trika 체계가 이론적으

로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Siddhayogeśvarīmata와 Mālinī-
vijayottara-tantra(=MT) 등과 같은 문헌들에서 교시하는 parā, pa
rāpara, aparā의 Śākta Śaiva Trika”6)로 볼 수 있다. 이 두 문헌

이 Trika 체계의 초기 성전(Āgama)이다. 이후 8～9 세기 무렵의 Ś
ivasūtra 주석 전통과 Spanda와 재인식 체계를 통해 철학적으로 

더욱 발전되었으며, TĀ를 통해 이론과 수행에서 확장된 형태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7) 특히 Trika 체계의 인식론 측면은 직

관과 수습에서 그 확장이 단적으로 잘 드러난다.
직관은 이론적으로는 재인식 체계에서 주장하는 즉각적 인식으

로서 비차제(akrama)이다. 그러나 TĀ에서 직관은 수행 측면의 수

습차제(bhāvanā-krama)를 비이원(Advaita)과 접목, 통합하여 인

간의 의식적 무의식적 인식을 모두 인정한다. 즉, MT에는 직관이 

비차제(akrama)로 간주되어 무의식적 인식으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Abhinava는 제4의 구도를 인정하는 Krama 체계8)를 

5) daśāṣṭādaśavasvaṣṭabhinnaṃ yacchāsanaṃ vibhoḥ / 
tatsāraṃ trikaśāstraṃ hi tatsāraṃ mālinīmatam // TĀ 1.18.
“10종의 이원론(bheda), 18종의 이원-비이원론(bhedābheda), 그리고 64종의 

비이원론(Abheda) 아가마(성전)가 가르치는 핵심은 Trika(3위)이며, 
이것(Trika)의 핵심은 ‘Mālinī[vijaya]의 견해’(즉 MT)이다.” Sanderson(2005) 
p. 107.

6) Cf. Sanderson(2009) p. 30.
7) “Trika 체계의 문헌은 아가마(성전), Spanda 체계, 재인식 체계의 세 단계로 

나뉜다.” Sharma(1996) p. 70.
8) “Krama 체계(차제 학파)는 Trika와 밀접한 유사성을 가지는 신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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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함으로써 차제인 수습과 비차제인 직관의 연결고리를 찾아 

내어, MT에서 표방한 비이원(Advaita)을 확장된 형태의 Trika 체
계로 완성했다. 

Abhinava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대학자인데, 특히 재인식

과 Trika 분야에서 중요한 저서를 여러 편 남겼지만, 대부분 이전

의 문헌에 대한 주석 차원의 저서이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이 우선

시되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TĀ에서 그는 탄트라 지

류들의 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한 후, 이에 따라 철학적으로 재해석

을 시도한다. 그러므로 그의 TĀ에서는 새로운 창조적인 발상을 

주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TĀ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초기 Trika 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체계이다. 이 차제론(Kramavāda) 전통은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 

카시미르에서 기원된 것으로 보인다. Krama 체계는 특히 12 Kālī(소멸시키는 

12종의 에너지)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Kaula와 매우 비슷하다(TĀ 3.157). 
‘Krama’라는 명칭은 실재에 대한 깨달음과 관련되며, 능력을 키워 나가는 

접근법을 시각화해서 보여준다. 즉각적 깨달음에 대한 믿음 대신, Krama는 

단계적인 영적 상승이나 발전을 고수한다. 실재는 한 번의 점프가 아닌 

연속되는 단계(krama)들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의미이다. ‘칼리의 

길’(Kālīnaya)이라고도 불리며, 칼리는 절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Motilal(2003) p. 280.
“Krama는 본질적으로 인식의 길, 샥타 방편이다. 그것에 의하면, 
차크라(Cakra)들에 대한 바른 인식은 개아에게 절대의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 수습(bhāvanā) 즉 바른 지식(sadvidyā)으로서 언급되는 올바른 

추론(sattarka)은 자아의 진정한 속성에 관한 무지를 제거한다. 다양한 수행이 

유용할지 모르지만, 결국에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은 오직 바른 

추론(sattarka)뿐이다(TĀ 3. 102). 개인의 가능성과 기질에서의 차이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아실현을 위해 다양한 다른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
칼리의 12가지 형태라는 개념은 Krama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네 가지 

의식의 측면, 즉 창조(sṛṣṭi), 유지(sthiti), 소멸(saṁhāra),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단계’(anākhya)는 각각 10, 22, 11, 12 형태를 가지고 있는 

순환(cakras) 형태로 상징된다. 이 상태들이 인식 주체, 인식 대상, 인식 

수단과 관련될 때, 제4의 상태인 anākhya의 측면에서 칼리는 요가 수행자의 

경험에서 12가지 연속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Sharma(1996)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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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의 MT와 Trika 이론이 구체화되는 시기의 TĀ에 대한 비교 

연구는 Trika 체계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선행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없으며, 원전 번역 역시 시작 단

계에 불과하다. 특히 직관(prātibha)과 수습(bhāvanā)에 대한 두 

문헌의 관점을 비교하여 고찰하는 것은 Trika 이론에서 가장 철학

적 주제 중 하나가 되며, 그 이론의 추이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나 고찰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도되지는 않았다.
이처럼 필요한 고찰의 시도로서 본론에서는 주로 TĀ에 의거하

여 Trika에서 수행론으로 중시하는 직관과 수습의 의의를 고찰하

고, 양자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Ⅱ. 직관(prātibha)

Trika는 수행 중심의 탄트라이지만, 최상의 인식을 얻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내적 수행을 중시한다. 탄트라 수행의 

목적도 결국은 자아에 대한 최상의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
런데 최상의 인식을 얻기 위한 인식 수단은 지파마다 차이가 있

다. 예를 들면, 재인식 체계에서는 직관에 의한 깨달음을 중시하

지만, Trika 체계에서는 직관과 함께 단계적 동일화 수행인 수습

도 중요시한다. 직관은 은총(anugraha)에 의해 주어지는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단계적 수행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단계적 동일화의 인식 수행인 수습은 방편차제이다.

TĀ에서 “직관은 위대한 자아의 속성(māhātmyam)”9)이며, 직관

은 특별한 입문이나 수행차제 없이 또는 단계에 상관없이 항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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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되어 있으므로10) 가장 높은 단계의 근원적인 인식 수단이다. 이
때 직관은 하강하는 의식으로서 은총으로 온다. 직관이 ‘하강하는 

의식’인 이유는 편재자인 최고신(Parameśvara)의 속성이기 때문

일 것이다. Abhinava에 의하면 이 직관은 부분적 인식인 동시에 

통합적인 인식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만큼 헤아릴 수 없는 속성들에 의해 그것(직관)은 조명되며, 또한 

[직관 중에서도] 어떤 것들은 부분부분과 같은 개별적으로, 다른 것들

은 통합적으로 집중한다.11)

TĀ의 가장 중요한 저본 중 하나인 MT에서는 수행자의 능력에 

9) “이 아름다운 것은 직관이 가진 ‘위대한 자아의 속성’으로 알려져 있다.” 
māhātmyam etatsuśroṇi prātibhasya vidhīyate // TĀ 13.181cd.

10) “무방편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자아는 

선험적이며, 언제나 존재하며, 우리와 분리된 것이 아니다. 자아(self)는 항상 

자신만의 빛의 광채로 빛나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방법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2. 무방편은 초월적(anuttara)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생각과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신학적으로 선언되기 때문이다.” 
Motilal(2003) p. 267.
“무방편은 모든 수행의 정점에 있는 가장 높은 단계로, 무방편은 다른 영적 

수행들의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모든 수행의 완성으로 봐야 한다. 
Abhinava는 시바 방편이 무방편에서 끝나며, 무방편은 완성이라고 상당히 

명확하게 설명했다. 해탈은 무방편에서 종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Motilal(2003) p. 268, fn. 82.; Cf Rastorgi(1987). pp. 200-1.

11) etāvadbhir asaṃkhyātaiḥ svabhāvair yat prakāśate / ke ’py aṃśāṃśikayā 
tena viśanty anye niraṃśataḥ // TĀ 2.5. 이 게송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어휘 설명을 참조하여야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헤아릴 수 없는’이란 ‘네 가지’를 의미하고, ‘무수한’이란 ‘이러저러한 

각각의 차이 때문에’를 의미하며, ‘그 때문에’란 ‘많은 본성에 의해 조명하기 

때문에’를 의미한다.” etāvadbhir iti caturbhiḥ, asaṃkhyātair iti 
tattadavāntarabhedāt, teneti anekena svabhāvena prakāśanāt// ad. TĀ 
2.5. 여기서 ‘네 가지’란 ‘네 가지로 출현하는 인식 양태’를 가리킨다. 다음 

각주 15의 TĀ 2.4 참조.



56 ∙ 印度哲學 제50집

따라 개아, 샥티, 시바라는 3단계의 방편차제를 인정하며, TĀ도 

그대로 따른다. 그런데 직관은 MT에서 말한 문사수(聞思修)가 아

닌 ‘제4의 최상의 인식’12)이다. MT에서 직관을 직접 언급한 것은 

단 한 번이다.13) ‘최상의 지식’(paramavidyā)에 관한 MT 제18장
에서도 ‘최상의 비밀’(18.1: paraṃ guhyam), ‘내적인 아트만과 관

련된 것”(18.3: ādhyātmika)이라고만 언급할 뿐 구체적으로 설명

하지 않았다. 그런데 Abhinava는 TĀ 제2장에서 직관을 방편이 아

니지만 모든 방편에 앞서는 최상의 단계로 명시하고, 수습보다 상

대적으로 더 중요시했다. 이것은 MT에 비교하면 상당히 적극적인 

해석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같은 TĀ와 MT의 입장을 비교하여 

직관에 대한 TĀ의 인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Abhinava는 먼저 제1장에서 TĀ의 주제와 저술 의도를 Mālini 

제18장에서 암시한 바로 그 4가지 인식 수단에 대해서 TĀ에서 확

장하여 설명한다고 명시한14) 다음, 4가지 인식 중 가장 먼저 직관

12) “[시바의 행위하는] 의식(cetas)은 청정하며, 형태를 초월한 최상의 단계[인 

직관]을 얻는다. 완전한 인식(saṃvitti)에 대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네 

가지로 된 그것도 언급된다.” cetaḥ śuddham avāpnoti rūpātītaṃ paraṃ 
padam / caturvidhaṃ tad apy uktaṃ saṃvittiphalabhedataḥ // MT 20.24. 
여기서 언급하는 ‘네 가지로 된 그것’과 관련하여, TĀ 1.245에서 말하는 

jñānacatuṣkaṃ은 넷째 인식 또는 네 가지 인식으로 번역 가능한데, 두 가지 

번역 모두 3가지 인식이 아닌 직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사실 탄트라 문헌들이 비의적 수행이 많고 비밀스럽게 감추려고 한 부분이 

많아서 직접 일목요연하게 설명된 부분은 많지 않다. 의도적으로 여기저기 

흩어 놓거나 은유나 상징으로 숨기는 경우가 많으며, MT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 문장에서보다는 몇 개의 게송을 연결하거나 또는 하나의 장이나 

문헌 전체로 이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 번에 인용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13) cintayan māsamātreṇa pratibhāṃ pratipatsyate // MT 15.39.
14) “Mālinīvijayottara에서는 ‘～라고’(iti)[라는 말로] 이것을 인용함으로써 

‘～라고’(iti)는 네 가지 지식인 해탈의 완성이며 위대한 상승이라는 것, 나는 

그것을 Tantrāloka라는 이름의 이 논서에서 확장(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ty anenaiva pāṭhena mālinīvijayottare / iti jñānacatuṣkaṃ y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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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한다. Abhinava는 TĀ 제2장에서 직관을 다

음과 같이 최고신의 속성(자유의지)으로 간주한다.

인식의 양태는 네 가지로 출현하는데, [그 중 직관인] 이것이 바로 

편재자(Parameśvara, 최고신)의 속성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편재자는 저절로 [직관으로서] 출현하기 때문이다.15)

TĀ에서 Abhinava는 MT의 세 가지 수행차제(kramayoga)도 그

대로 채택16)하면서도 제2장 직관, 제3장 시바 방편(śāmbhāvopā-
ya), 제4장 샥타 방편(śāktopāya), 제5장 제한적 인식 주체인 개아 

방편(āṇavopāya)의 순서로 설명해 나간다. 이는 ‘개아 → 샥타 → 
시바’의 순서로 상승하는 단계를 설명하는 MT의 관점과는 정반대

이다. 이처럼 Abhinava는 직관을 명시하지 않은 MT와 달리, 직관

을 상위 방편으로 간주하여 가장 먼저 설명하고, 개아를 하위 방

편으로 간주하여 맨 나중에 설명한다. 이와 같이 TĀ에서 MT와는 

반대의 순서로 설명하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직관을 강조하

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siddhimuktimahodayam / tanmayā tantryate tantrālokanāmny atra 
śāsane // TĀ 1.245.

15) yac caturdhoditaṃ rūpaṃ vijñānasya vibhor asau/ svabhava eva 
mantavyaḥ sa hi nityodita vibhuḥ// TĀ 2.4. 이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해설에 의하면 ‘편재자’는 ‘최고신’을 가리키며, 무방편인 직관은 최고신의 

자유의지로 간주된다.
“[게송에서 말한] ‘네 가지’란 무방편(직관) 등의 구분으로 인식의 양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직관)은 ‘편재자’, 즉 ‘최고신’만의 자유의지라고 

이해해야 한다.” yac caturdhā anupāyādibhedena vijñānasya rūpam 
uktaṃ tad vibhoḥ parameśvarasyaiva svātantryaṃ jñeyam/ ad. TĀ 2.4.

16) “[모든 것을] 착수하는 최상의 신(편재/보편성/시바)에 의해 ‘완전한 

동일성’(samāveśa)이 확정된, Śrīpūrva(=MT)로 불리는 성전에서는 바로 

그것(수행차제)이 세 가지이기 때문이다.”
tad etat trividhatvaṃ hi śāstre śrīpūrvanāmani / ādeśiparameśitrā 
samāveśavinirṇaye // TĀ 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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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Ā와 MT 사이에는 구사하는 용어의 차이도 있다. MT에서는 ‘3
가지 방편(upāya)’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 대신 ‘3가지 요가(yoga
)’17)를 언급하며, upāya(방편)보다는 mārga(통로, 수단)라는 말을 

선호한다. 이에 비해, TĀ는 3가지 방편과 무방편인 직관18)으로 명

확하게 구분한다. 직관은 어떠한 입문이나 절차와 단계가 필요 없

는 의식 본연의 인식 능력으로서 속성상 가장 직접적, 통합적 인

식이다. 

Ⅲ. 수습(bhāvanā)

수습 역시 TĀ에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니며, MT(4.28, 31, 
17.20 등)에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필요한 단계적 요가

(kālakrama-yoga)라고 했다. TĀ에서 개아 방편(āṇavopāya)은 TĀ 
제5장 등에서 설명되며, MT에서 말한 ‘uccāra, karaṇa, dhyāna, 
varṇa, sthāna-prakalpana’19)의 5가지 행위 방편(krivopāya)으로 

다시 세분되는 이 부분은 그대로 인용되었다. 
MT에서는 개아 방편에서 샥타 방편, 쉬바 방편으로 올라가는 

17) “samāveśa(몰입)에서 말한 것처럼, 요가는 세 가지로 설명된다.” 
samāveśoktivad yogas trividhaḥ samudāhṛtaḥ / MT 4.34ab. 여기서 

samāveśa란 “대상이나 신에 대한 완전한 몰입 상태를 가리키기 위해 

풍부하게 사용되는 용어”(Smith 2006:580)이며, “정신적, 심리학적, 육체적 

상태로서 (요가 문헌들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삼매(samādhi, 
samāpatti)와 동일할 수도 있다.”(Smith 2006:374.)

18) “그렇지만 무방편은 은총이다.” anugrahas tv anupāyakaḥ // TĀ 2.47d.
19) “uccāra, karaṇa, dhyāna, varṇa, sthāna-prakalpana에 의한 [5가지 개아 

방편이 있다.]” uccāra-karaṇa-dhyāna-varṇa-sthāna-prakalpanaiḥ / MT 
2.21ab=TĀ 1.170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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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TĀ에서는 반대로 “직관과 쉬바 방

편 → 샥타 방편 → 개아 방편”이라는 내려가는 순서로 설명된다. 
이것은 직관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꾼 것으로 보

인다. TĀ에 의하면 제한된 인식 능력을 가진 개아(aṇu) 단계에서

는 주로 외부 대상의 이미지를 시각화하여 내면적으로 동일시하

는 관상(觀想, dhyāna)에 머물며, 아직 외형적 단계에 머물러 있

다. 그러므로 개아 방편으로서의 관상은 본격적인 인식 수행인 수

습으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으며, 
진정한 의미의 수습은 샥타 방편의 단계에서 시작되므로 샥타와 

시바 방편으로서의 수습에 대해서만 거론한다.
하위 방편이라고 하더라도 상위 방편과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

니다. 완전한 인식의 단계는 아니지만, 한편 그 인식 자체도 다음 

단계의 인식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끊임없는 분별과 추론을 통

해서 ‘완전한 인식’(nirvikalpa)을 얻을 수 있다.20) 수습차제는 다

른 탄트라 체계에서는 중시되지 않지만, Trika 전통에서는 입문

(dikśā)이나 관정(abhiṣeka) 등의 외적 수행21)보다 직접적인 인식 

방편22)으로 인정한다. 

20) “개아(aṇu)는 사실 외적인 것으로서 여기에서 개아 방편은 이원적이다. 
불완전한 인식을 결정하는 아트만만이 결국에는 불완전한 인식을 없앤다.”
“인식 상태는 불완전한 인식, 차제(krama) 발생, 완전한 인식이다.”
aṇurnāma sphuṭo bhedastadupāya ihāṇavaḥ / vikalpaniścayātmaiva 
paryante nirvikalpakaḥ // TĀ 1.221. 
tad vikalpa-kramopātta-nirvikalpa-pramāṇatā / TĀ 1.228cd.

21) TĀ 3.289; TĀ 제29장.
22) “아비나바굽타의 Trika의 경우에서처럼, 다양한 샤이바 의식 방법은 최종적, 

비차제인 직관에 근접하는 정도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며, 그런 이유에서 

신[성]들에 대한 관상(dhyāna)을 생략하거나 억제하는 것이 주류 탄트라 

의식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Sanderson(1990) p. 50; Cf. pp.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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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샥타 방편(śāktopāya)의 수습

Tantrāloka에 따르면, 수습은 분별(viveka)과 추론(tarka)을 통

해 인식 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방편차제이다. 진정한 의미의 수습

은 샥타(śākta) 방편의 단계에서 시작되며, 시바(śāmbhāva) 방편

의 단계에서 완성된다. 이 샥타 단계는 제한된 인식 주체인 개아

(aṇu)가 어떤 제한도 없는 시바 상태가 되기 위해 인식 능력을 배

양해 나가는 중간 단계(bhedābheda)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방편이

다.23) 그러므로 여기서 샥타는 ‘능력 배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샥타 방편의 수습은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수반된 

상태이지만, 인식 능력은 지속적으로 상승된다.

개념에 의해 판단하는 자만(abhimāna)에 의한 그 단계, 즉 능력 배

양(śākta)인 그것은 환영(幻影)의 방편이지만, 그것이 끝날 때 분별도 

사라진다.24)

수습을 상승시켜 주는 것은 바로 분별과 추론에 의해서이다. 분
별이 정점에 오른 상태에서 최상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25) 수습

은 불완전한 인식을 정화하여 완전한 인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분별 수행이다. Abhinava는 “불완전한 인식(vikalpa) → 정확한 

추론(sattarka) → 불완전한 인식의 정화(śuddhavikalpa) → 수습

(bhāvanā) → 최상의 인식(jñāna)”으로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TS 
4장에서 설명한다.26)

23) Cf. Boubon(2014) p. 94.
24) abhimānena saṃkalpādhyavasāyakrameṇa yaḥ / śāktaḥ sa māyopāyo ’pi 

tadante nirvikalpakaḥ // TĀ 1.215.
25) Cf. Boubon(2014) p. 94.
26) TĀ에 대한 좀 더 보충적인 설명은 Abhinava의 TS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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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불완전한 인식이 단계적으로 정화될 

때, 바른 추론, 아가마 경전, 스승의 가르침이 선행된 다음, 수습차제

(bhāvanā-krama)가 실행된다.27) 

살아 있는 존재들이 자신을 속박된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자만은 

이원적 분별에 의해서이지만, 이 양면성을 가진 분별은 자아의 본질에 

대한 그것(자만)에 의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때 반대되는 새로운 분별이 발생할 때, 그것은 속박의 원인인 이전의 

불완전한 인식(vikalpa)을 중립화시키며, 이 새로운 분별은 상승

(abhyudaya)의 원인이 된다.28)

따라서 시바의 샥티를 강렬하게 느낀 자들만이 올바른 아가마(성전) 
등의 길을 따른 후, 불완전한 인식을 정화하고 최상의 본성에 도달한

다.29) 

“추론(tarka)에 의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것

은 이원성(불완전한 인식과 최상의 본성)의 인상들을 제거하는 것일 

뿐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이미 대답했다.30) 

이원성의 인상도 사실 의식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본성에 대한 무지일 뿐이며, 이원성은 청정한 분별에 의해 제

거된다고 말했다.31) 

TĀ를 부분적으로 요약하여 쓰게 된 것이 TS라고 그 저술 동기를 TĀ 
28.9에서 직접 밝혔다. 

27) tatra yadā vikalpaṃ krameṇa saṃskurute 
samanantarokta-svarūpa-praveśāya tadā bhāvanā-kramasya 
sattarka-sadāgama-sadgurūpadeśa-pūrvakasya asti upayogaḥ // TS 4.1.

28) tathā hi vikalpabalāt eva jantavo baddham ātmānam abhimanyante sa 
abhimānaḥ saṃsārapratibandhahetuḥ ataḥ pratidvandvirūpo vikalpa 
uditaḥ saṃsārahetuṃ vikalpaṃ dalayati iti abhyudayahetuḥ // TS 4.2.

29) tasmāt śāṃbhavadṛḍḥaśaktipātāviddhā eva sadāgamādikrameṇa vikalpaṃ 
saṃskṛtya paraṃ svarūpaṃ praviśanti // TS 4.8.

30) kiṃ tarkeṇāpi iti cet uktam atra dvaitādhivāsanirāsaprakāra eva ayaṃ na 
tu anyat kiṃciditi // TS 4.17.



62 ∙ 印度哲學 제50집

스승이라는 방편은 공부하기 위한, 수행을 위한 올바른 아가마를 선

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한편 아가마의 역할은 바른 

추론(sattarka) 유형을 일깨우는 것이며, 그것은 의심이 없는 동질적 

개념들을 발생시키는 수단이다. 이러한 일련의 동질적인 분별이 바른 

추론이며, 이 바른 추론을 수습이라고 한다. 수습을 통하여 드러나지 

않던 존재와 명확하지 않던 대상이 명확하게 드러난다.32) 

최상의 본성인 완전한 의식(saṃvit)은 이와 같이 바른 추론 즉 

수습을 통해서 드러난다. 또한 TĀ에 대한 유일한 주석서 Tantrāl-
oka-viveka(=TĀV)를 저술한 Jayaratha(1225-1275, CE)도 TĀ 4.13
과 TĀ 4.14에 대한 주석에서 추론과 수습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

음과 같이 말했다.

그것(tarka)은 몸 등에 대해 끊임없이 계속되는 인식 수행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정화된 분별(vikalpaśuddhi)이 그 정점에 도달할 때, 
[그 tarka는] 수습의 속성을 지니며, 그것(bhāvanā)에 의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의식 형태(saṃvidrūpa)33)가 명확한(sphuṭatā) 상태

로 드러난다.34) 

31) dvaitādhivāso ’pi nāma na kaścana pṛthak vastubhūtaḥ api tu 
svarūpākhyātimātraṃ tat ato dvaitāpāsanaṃ vikalpena kriyata ity ukteḥ 
// TS 4.20.

32) kiṃ tu guror āgamanirūpaṇe vyāpāraḥ āgamasya ca niḥśaṅkasajātīya 
tatprabandhaprasavanibandhanasamucitavikalpodaye vyāpāraḥ 
tathāvidhavikalpaprabandha eva sattarka iti uktaḥ sa eva ca bhāvanā 
bhaṇyate asphuṭatvāt bhūtam api artham abhūtam iva 
sphuṭatvāpādanena bhāvyate yayā iti // TS 4.12.

33) TĀ 2.10, TĀ 3.282, TĀ 4.6에서 saṃvid는 최상의 완전한 의식(cit) 또는 

의식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34) sa eva hi mahātmanāṃ dehādyālocanena yathā yathamabhyāsātiśayāt 

vikalpaśuddhim ādadhānaḥ parāṃ kāṣṭhām upagataḥ san / 
bhāvanātmakatāṃ yāyāt / yenāsphuṭam api saṃvidrūpaṃ sphuṭatām 
āsādayet / TĀV 4.13. Cf. Boudon(2014) pp.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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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정점에 도달한 추론은 수습이다. … 바로 그 최상의 지식은 

수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입증된다.35)

샥타 단계에서 수습은 추론이 계속되면서 의식의 상승이 가능

하며,36) 최상의 추론은 최상의 지식을 준다. 이 단계의 수습은 

‘bhāvanā’(√bhū)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 그대로이다. 즉 bhāvanā
는 Svacchandatantra(=ST) 12.166에서 말한 것처럼, ‘되[게 하]는 

것’(bhavanakartṛtā)이라는 말 그대로 자유의지를 통해 시바 의식

으로 되게 한다는 의미이다. 

자유의지(svacchanda)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얻지 못한 것에 대

해서 수습해야 한다. 그 원리에 대한 수습을 통해서 그것과 동일한 상

태가 나타난다.37)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TĀ에서 샥타 방편의 수습은 제한된 개

아가 만들어 내는 욕계를 초월하는 실체(vastu)의 본질을 보여 주

며, 분별이 정점에 이를 때 실체에 대한 최상의 지식을 얻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38)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 수습의 철학적 

의미는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완전한 인식과의 동일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35) tarka eva hi parāṃ kāṣṭhām upagato bhāvanetyucyate / … tad eva 
paramaṃ jñānaṃ bhāvanāmayam iṣyate / TĀV 4.14.

36) Cf. Boudon(2014) p. 93, fn. 138. “요가는 행위와 다르지 않으며, 원리의 

확장(상승)과 다르지 않으며, 그것은 실제로 인식(내용)이다.” yogo nānyaḥ 
kriyā nānyā tattvārūḍhā hi yā matiḥ / TĀ 1.151ab.

37) svacchandaṃ samanusmṛtya abhāvaṃ bhāvayet sadā / bhāvanāt tasya 
tattvasya tatsamaścaiva jāyate // ST 12.166.

38) “깨달은 자들은 이 수습이라고 부르는 것이 욕계의 범주를 초월하는 실재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말한다.” tāmenāṃ bhāvanāmāhuḥ 
sarvakāmadughāṃ budhāḥ / sphuṭayedvastu yāpetaṃ 
manorathapadādapi // TĀ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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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바 방편(śāmbhāvopāya)의 수습

TĀ에서 수습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행위(kriyā)로 샥타 방편

의 단계에서 시바의 의식상태가 되기 위한 인식 수행이다. 최상의 

완전한 인식을 얻기 위한 분별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끊임없

이 상승하며,39) 자아와 완전한 동일성을 얻을 수 있다. 인식능력 

배양의 샥타를 넘어선 뒤 시바와의 완전한 동일성(samāveśa)에 

도달한 시바 방편 단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시바와 동일한 그 완전한 동일성(samāveśa)은 이제 시바 단계이다. 
그것과 완전한 동일성을 얻을 때, 인식하는 주체가 존재하며, 명확

하게 나타난다.
그것에 의해 나는 시바이며, 다른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존재는 

그것에 의해 그와 같이.
내가 경험하는 그것이 내 안에서 투사되며, 그것이 나와 차이가 없

는 상태이다.40)

이 단계에서는 속박된 존재의 잠세력(saṃskāra)이 사라져 최상

(para)에서 유지된다면, 그 청정한 지식은 자아(puṃs)와 관련되

며, 잘못된 분별을 만들지 않을41)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창조가 

39) “수습은 또한 상승하는 속성을 가진다.” bhāvanā codanātmikā // TĀ 
1.127d.

40) śivatādātmyam āpannāsamāveśo ’tra śāṃbhavaḥ / TĀ 1.179ab. 
tat samāveśatādātmye mātṛtvaṃ bhavati sphuṭam // TĀ 10.270ab.
tathā śivo ’haṃ nānyo ’smītyevaṃ bhāvayatastathā / TĀ 15.270ab.
matta evoditam idaṃ mayyeva pratibimbitam / madabhinnam idaṃ ceti 
tridhopāyaḥ sa śāmbhavaḥ // TĀ 3.280.

41) “속박된 자의 잠세력이 사라질 때, 인간이 최상의 확고함을 얻을 때, 그 

확장된 명확한 인식은 자아(puṃs)와 관련되며, 잘못된 인식을 만들지 

않는다.” kṣīṇe tu paśusaṃskāre puṃsaḥ prāptaparasthiteḥ / vikasvar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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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즉 시바는 감소되지 않는 편재(보편성)이며, 자아를 인

식하는 거울에서, 수습 등에서 제한 없는 완전히 자유로운 그와 

같이 창조가 나타난다.42)

샥타 방편으로서 수습은 분별과 추론의 인식능력의 향상이 주

가 되지만, 시바 방편으로서의 수습의 분별 또는 판단 기준은 시

바와의 동일성이다. 수습은 사실 한 마디로 번역하기는 어려우며, 
그 안에는 능력 배양, 분별과 추론 그리고 동일화 과정 또는 부분

적인 또는 완전한 동일성의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Trika 체계에서 시바는 아트만으로서 자아를 의미하기도 하지

만, 수동적 존재로 그치지 않고 인식 행위를 하는 주체이기도 하

며, 존재론적으로는 세상의 형상을 가진 모든 외부 대상의 실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시바 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자아와 세계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뜻하기 때문에 직관에 의해서나 수습에 의해서나 

보통 부분적인 동일성을 얻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시바 방편의 수습은 시바와의 부분적 동일성(āveśa)부터 

완전한 동일성(samāveśa)이라는 비이원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

다. 그런 의미에서 시바 방편의 수습은 시바와의 동일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분별이며, 또한 이 동일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중요해진다는 의

미에서 의지 방편(icchopāya)43)이라고 한다. 그러한 의지를 지속

시켜 주는 노력도 수습에 의해서 가능하다.44) 이처럼 시바 방편으

tadvijñānaṃ pauruṣaṃ nirvikalpakam // TĀ 1.41.
42) “또한 시바는 그와 같이 감소되지 않는 편재이며, 창조가 나타난다. 이에 

대한 완전한 인식자인 거울에서, 자아가 만들어 내는 것에 의해서, 수습 

등에서.” śivaś cāluptavibhavas tathā sṛṣṭo ’vabhāsate / 
svasaṃvinmātṛmakure svātantryādbhāvanādiṣu // TĀ 1.73.

43) “그곳에서 시작되는 자아와의 최상의 접촉에서, 완전한 인식[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단계에서 그것을 투명(진동)하게 현현시켜야 한다. 그것은 바로 

의지라고 부른다.” tatrādye svaparāmarśe nirvikalpaikadhāmani / yat 
sphuret prakaṭaṃ sākṣāt tadicchākhyaṃ prakīrtitam // TĀ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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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수습은 시바를 완전히 인식(pratyabhijñā)하고, 그 동일성

을 지속시켜 주는 의지 방편이다. 바로 그 의지에 의해서 현생 해

탈(jīvanmukti)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45) 현생 해탈은 행위

(kriyā)와 인식(jñāna)과 의지(icchā)가 일치된 상태에서 지속될 수 

있다. 

Ⅳ. 직관과 수습의 우선순위

TĀ 자체에서는 직관을 수습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는데, 
여기서는 그 내용과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다. 특히 제2장 첫 게송

에서는 무방편인 직관을 ‘최상’(anuttara)으로 간주한다.46) TĀ 의 

설명에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추출할 수 있다.

첫째, 직관은 편재하며, 모든 단계의 방편에 대해 가장 직접적

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승, 성전, 인식 수단 등에서도 방편 상태에서 직접(즉각)적인

(añjasā) 이것은 최상의 직관이며, 이것은 모든 욕계를 그와 같이 산출

한다.47)

44) Cf. TĀ 1.155; TĀ 3. 172, 271, 283-5.
45) “그렇지만 확고한 최상의 수습에 의해서 현생 해탈이 말해진다.” 

parabhāvanadārḍhyāt tu jīvanmukto nigadyate / TĀ 13.184.
46) “그것(직관)은 그곳에서 시작하는 방해받지 않는 최상의 지능 양태이다.” yat 

tatrādyaṃ padam aviratānuttarajñaptirūpaṃ / TĀ 2.1ab.
“왜냐하면 무방편(anupāya) 상태에서는 가르침이 설 자리도 목적도 없기 

때문이다.” anupāyaṃ hi yadrūpaṃ ko ’rtho deśanayātra vai / TĀ 2.2ab.
47) guruśāstrapramāṇāderapyupāyatvam añjasā / pratibhā paramevaiṣ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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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얌부48)는 “경전의 의미는 직관에 의해서 완성된다.”고 말했다. 
그것이 근본적인 가르침이며, 누구나 그것(직관)에 의해 해탈할 수 있

다.49) 

둘째, 완전한 인식(avikalpāsaṃvitti)은 분별과 추론 등과 같은 

논리적 수습 등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직관은 어

떤 제한도 없이 최상의 의식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다. 직관은 분

별이나 논리적 추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측면이다. 

완전한 동일성(samāveśa)은 의식(caitanya)과 동일하며, 사실 낮은 

것이 아니다. 그것에 의해 완전한 인식인 의식(saṃvitti)은 수습 등이 

필요 없다.50)

셋째, 의식 본연의 빛인 직관만이 최상의 자아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다.51) 다시 말해서 직관은 “최상의 지능”(TĀ 2.1, 
anuttarajñapti)이자 인식 주체이기 때문이다.52) 

자아는 경험 주체이며, 자아는 인식 주체이며, 자아가 구별해야 한

다. 여신(=직관)은 자아를 경험하게 하며, 자아를 해탈하게 하며, 자아

를 드러낸다.53)

sarvakāmadughā yataḥ // TĀ 13.156.
48) Svayaṃbhū는 Somadeva의 아들이며, Abhinava의 스승들 중 한 사람이다.
49) uktaḥ svayaṃbhūḥ śāstrārthapratibhāpariniṣṭhitaḥ / yanmūlaṃ śāsanaṃ 

tena na riktaḥ ko ’pi jantukaḥ // TĀ 13.135.
50) caitanyena samāveśastādātmyaṃ nāparaṃ kila / tenāvikalpā 

saṃvittirbhāvanādyanapekṣiṇī // TĀ 1.178.
51) upāyopeyabhāvaḥ syāt prakāśaḥ kevalaṃ hi saḥ // TĀ 2.17.
52) “신은 인식 주체(jñātā)로서 그리고 행위 주체(kartā)로 설명된다. 인식 

능력은 의존적이지 않으며, Saṃvid(의식)는 행위 능력을 가지며, 인식과 

행위 능력은 분리될 수 없다.” Sharma(1996) pp. 206-7. 이에 의하면, 
의식이 인식한다는 그 자체가 행위이다.

53) svayaṃ bhoktā svayaṃ jñātā svayaṃ caivopalakṣayet / svay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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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jñapti)은 두 가지(prakāśatva/svaprakāśe)를 알게 해주는 방

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졌다. 비추는 것(prakāśatva)이면서 자신이 

비춰지는(svaprakāśe) 그것이 어떻게 다른 것에 의존하겠는가.54)

직관은 인식 수단인 동시에 인식 주체이며, 인식 대상에 제한되

지 않는다. 이 직관의 빛은 하강하는 의식, 그리고 수습은 상승하

는 의식으로, Trika 체계에서는 의식의 상승과 하강이라는 두 가

지 측면이 명확하게 설명된다.
그런데 문제는 TĀ 제3장 첫 게송에서 시바 방편도 최상

(anuttara)이며 최고(parama)라고 언급한다는 데 있다. 이 언급을 

곧이곧대로 적용하면 시바 방편도 직관과 동등한 단계로 간주되

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에 대해 MT는 직관의 주체일 수밖에 없

는 개아를 시바와는 차이가 있으며, 특히 수습과 직관 자체는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보는 듯하지만55), MT나 TĀ 자체에서도 내용상 

일치하지 않아 명확한 입장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다.56)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맥락 또는 일부 서술에서는 직관이 더 강조되거

나 직관을 독립적인 제4의 인식인 더 높은 단계로 인정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바 방편이라는 수습과 직관 사이의 우선순위는 쟁

점으로 대두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관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해석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요지는 무방편인 직관이 시바 방편

보다 우선인 동시에 동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관인] 무방편은 거의 노력하지 않는 길이다. 그것은 제4의 상태

bhuktiśca muktiśca svayaṃ devī svayaṃ prabhuḥ // TĀ 13.124.
54) jñaptāvupāya eva syāditi cejjñaptirucyate / prakāśatvaṃ svaprakāśe 

tacca tatrānyataḥ katham // TĀ 2.9.
55) “그런데 개아와 시바의 관계에 대한 MT의 견해는 이원론적이다.” 

Sanderson(1992) p. 300.
56) Cf. Hanneder(1998) p.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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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몰입에 선행하는 의식 상태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시바 

방편에서 가장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종종 시바 방편으로도 불린다. 
… [직관은] 자아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자아 

방편’(ātmopāya), 또는 ‘재인식 방편’(pratyabhijñopāya)으로도 불린

다. 재인식 체계는 개인이 입문하지 않고도 자아실현을 얻는 것을 가

능하게 한다. 어떤 방식에서 그것은 모든 방편의 독특한 종합을 상징

한다.57)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직관과 수습으로 최상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인식 방법의 차이에 불과하며, 인식의 결과는 동

일하게 시바 의식을 수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렇

지만 직관은 분명히 수행차제로는 설명되지 않는 제4의 인식이라

고 분류해 놓고 다시 직관을 수행차제인 시바 방편으로 분류하여 

여기에 포함58)시켜야 할지, 그대로 제4위(Turya)로 인정하는 확장

된 형태로 봐야 할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TĀ와 MT는 직관과 수습의 우선순위에 대해, 직관이 우선이거

나 그 둘이 동등하다는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생

각된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직관과 수습의 인식 자체의 본질

이 다르기 때문에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직관은 의식 

자체이며, 인식 주체이자 인식 수단이지만, 수습은 바로 그 인식

의 과정일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직관은 즉각적, 
부분적 인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MT에서는 직관을 완전한 자아

의식과 다시 구분하여, 자아를 제4 이상의 단계(turyātīta)로 다시 

구분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57) Sharma(1996) p. 355.
58) MT와 TĀ 사이의 중간 단계인 Śivasūtra와 그 주석 전통의 경우에서는 

직관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무방편(=직관)을 독립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śāmbhāva(시바)의 단계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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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가능한 해석은 MT 안에 제4의 구도가 이미 내재되어 있

지만, 시바 단계의 수습의 인식 내용도 결과적으로는 직관과 다르

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Trika(3위)의 구도 안에서 벗어

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다.59) 그렇지만 이 해석의 경우, 직관

을 수행차제로는 얻을 수 없는 제4의 인식이라고 따로 구분해 놓

고 나서는 다시 수행차제 안에 포함시키는 불합리가 문제로 제기

될 수 있다.
둘째로 가능한 해석은, Abhinava가 무방편이자 비차제인 직관

을 따로 구분하여 제4위(turya)로 강조한 것은 재인식과 차제

(Krama) 체계의 영향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는 Abhinava가 직

관을 강조하는 것은 TĀ의 저술 의도에서 직접 밝힌 것처럼 Trika
의 확장이라고 보는 관점이다.60)

그러나 이 같은 두 가지 해석에 따라 Abhinava의 입장이 3위 

구조인지 4위 구조인지의 세부적 차이는 있지만, 그가 MT에서 채

택한 비이원론의 범주 안에서 해석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Trika 전통이 시작되는 시기의 MT와 체계화되는 시기의 TĀ에서

는 직관과 수습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드러난다. 이 차이를 면밀

히 비교하는 것으로 재인식과 Krama 체계의 접목61), 그리고 수행 

중심의 탄트라 체계에서 수행이 아닌 직관을 어떤 맥락에서 인정

59) “무방편은 모든 수행의 정점에 있는 가장 높은 단계로, 무방편은 다른 영적 

수행들의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모든 수행의 완성으로 봐야 한다. 
Abhinava는 시바 방편이 무방편에서 끝나며, 무방편이 완성이라고 상당히 

명확하게 설명했다. 해탈은 무방편에서 종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Motilal(2003) p. 268, fn. 82.

60) TĀ에서는 직관을 강조하지만, MT에서는 직관을 암시하는 데 그친다는 

차이가 있다. Cf. Motilal(2003) p. 268, fn. 83.
61) “10세기에 이르러 [탄트라] 종교의 모든 분야에서 학문적 해석학과 철학적 

논쟁이 현저하게 많이 일어난다. 샥타 샤이바 측의 Trika에서는 재인식 철학 

전통으로 발전된다.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 Abhinava의 Trika에서는 

재인식에 기초한, Krama 체계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경전 해석학이 

나타난다.” Sanderson(2009)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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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또한 이론과 수행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취하

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Abhinava는 TĀ에서 독창적인 새로운 

이론을 수립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기존의 이론과 수행을 비판적으

로 검토하면서 재해석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의 해석은 기존의 

Trika 전통보다는 확장된 측면이 있으며, 직관이나 수습도 예외가 

아니다. 직관과 수습에 대한 Abhinava의 관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bhinava는 Trika 체계의 최상의 인식 수단인 직관과 수습을 

인간의 무의식적 인식과 의식적 노력에 의한 인식으로 간주하여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인정한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제4(turya)
의 인식인 직관을 중시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직관은 인식 수단

인 동시에 인식 주체이지만, 수습은 인식하는 방법이자 과정일 

뿐, 인식 주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수습과 동등

하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직관의 순위가 우선일 수밖에 없

다. 왜냐하면 직관 자체가 어떤 의식적 사고보다 앞서는 특징이 

있으며, 무의식적 인식으로 즉각적이기 때문이다. 
Abhinava가 이처럼 직관을 강조한 것은, 철학적으로는 재인식

과 Krama 체계62)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재인식 체계에 따르면, 

62) 여기에서 Krama 체계는 일반명사로서의 krama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명사이며, 제4위 또는 제5위, 그리고 12단계를 인정하는 

샤이바의 또 다른 지파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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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는 이미 내재하고 있으므로 수행으로 얻을 수 없다. 단지 그 

실체를 가리고 있는 잘못된 개념이나 분별을 정화한다면, 자아의 

실체가 그대로 나타날 뿐이다. 그렇지만 그의 Trika 체계는 수습

차제를 직관만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재인식과는 분명히 다르다.
또한 직관은 단계적 상승인 차제(krama)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

에, 그는 Trika 체계를 비차제(akrama)로 분류했다.63) 직관은 어

떠한 입문이나 절차와 단계가 필요 없는 의식 본연의 인식 능력으

로 속성상 가장 직접적이며 통합적이다.64) 갑자기(akrama) 오는 

은총인 직관을 인정하는 Trika를 비차제65)로 분류한 것은 그의 직

관 중시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싯단타(Siddhānta) 등의 이원론 

탄트라 체계가 수행 중심에 그친 반면에, Trika는 Abhinava에 의

해 직관에 의한 비이원적 인식을 강조하는 재인식 철학 등을 수용

하여 철학적 탄트라 수행 체계로 거듭난다. 
TĀ는 MT에서 말한 ‘3가지 요가와 4가지 지식’ 중 제4의 인식인 

‘직관’에 중점을 둔 확장된 구도에서 비이원론으로 체계화했지만, 
MT의 비이원론66)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직관과 

63) 여기서 편재성은 어떤 인식 주체를 다시(거꾸로) 확장한다. 완전성은 또한 

본질적 형태이며, 어떤 부분(직관)과 부분을 가진 것(아트만)의 

비차제(akrama)이기 때문이다.” ataḥ kaṃcitpramātāraṃ prati prathayate 
vibhuḥ / pūrṇam eva nijaṃ rūpaṃ kaṃcidaṃśāṃśikākramāt // TĀ 
1.140.

64) TS 11.5; TĀV. 1.142.
65) “샥티의 은총은 단계적 또는 단계적/비단계적 중간 단계 그리고 비단계적 

등의 (3가지) 구분에 의해서 다양하다. 바마카(좌파)인 싯단타들에게 샥티의 

은총은 단계적(krama)이다.” kramākramādibhirbhedaiḥ śaktipātasya 
citratā / kramikaḥ śaktipātaśca siddhānte vāmake tataḥ // TĀ 13.300.
“dakṣa(우파), mata, kula, kaula, trika와 hṛdaya에서는 그것에 의한 [순서 

없이] 갑자기 또는 즉각적인 비차제(akrama)이다.” dakṣe mate kule kaule 
ṣaḍardhe(=Trika) hṛdaye tataḥ / ullaṅghanavaśādvāpi jhaṭityakramameva 
vā // TĀ 13.301.

66) “MT 18.4, 18.44-48에서 비이원론(advaitam)이 설해진다.”라고 파악한 

Sanderson(1992:293-4)은 “물론 이런 종류의 비이원론이 Abhinav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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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은 출발점은 다르지만, 인식 결과는 같을 수 있다는 의미로 

비이원을 해석했다고 본다. 즉 직관과 의식적 사고인 수습은 근본

적으로는 다른 인식 수단이지만, 둘 다 완전한 지식을 얻을 수 있

다는 의미로 비이원을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문헌에서 말

하는 비이원성의 의미는 “수습(bhāvanā)≦직관(prātibha)≦최상의 

자아(Śiva)”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요컨대 Abhinava가 직관을 강조한 것은 항상성(nitya)과 편재성

(vyāpti)을 가진 최상의 자아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측면

에서 그의 Trika 체계 역시 자아론(Ātmāvāda)의 맥락에서 이해되

어야 한다. 그는 재인식의 철학적 구도 안에 다양한 탄트라 수행

들을 재편한 Trika 체계를 확장했으며, 직관과 수습 역시 그 한 단

면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끝으로 이에 부연하자면, Abhinava의 Trika 체계가 3위에서 벗

어나 더 높은 단계에서 제4(turya) 구도를 가진 Krama 체계의 이

론을 수용하여 통합한 것은, 비이원(Advaita)의 테두리 안에서 기

존의 이론을 명확하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원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존재론적 비이원론과 모순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역시 사실이다.”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그는 비이원론에 대해서 

이원론의 색채가 더 짙은 부분이 더 많다고도 하는데, 이 부분은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 분명한 것은 MT 원문에서 직관과 아트만은 

비이원(advaita)이라고 선언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부분적으로는 이원론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이원이 MT의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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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uition(Prātibha) vs the Gradual 
Identification(Bhāvanā) in the Tantrāloka

Son, Kyung Rok
(Graduate Schools, Dongguk University)

Jung, Seung Suk*
67)

(Prof. College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ersity)

Abhinavagupta(975-1025 CE) is a seminal figure who 
wrote many important books in Tantrism, philosophy, liter-
ature and aestheticism. In his magnum opus, the Tantrāloka, 
he reinterpreted and synthesized various and complex theo-
ries and practices of Tantra and organized the Trika system 
of non-dualistic Shaiva Tantrism. This article focuses on in-
tuition(prātibha) and gradual identification(bhāvanā) in terms 
of epistemological methodology and demonstrates how 
Abhinavagupta in the Tantrāloka integrated the 
Pratyabhijñā(Re-cognition) school and the theory and prac-
tice of the Krama into the system of the Trika.

The Trika system considers both intuition and gradual 
identification as the highest level of approach to the truth. 
Intuition, the most direct means in attaining the highest 
knowledge of the Self, is the natural capacity, whereas the 
gradual identification develops gradually and takes time and 
energy to obtain discernment(viveka) or analytic reason-

* Corresponding Author



Tantrāloka에서 직관(prātibha)과 수습(bhāvanā)의 문제 ∙77

ing(tarka) which corrects vitiated views(vikalpas).
While ostensibly putting both intuition and gradual iden-

tification on the same level, Abhinavagupta seems to empha-
size the role of intuition more than gradual identification. He 
elaborates in describing intuition as the un-
surpassable(Anuttara) and non-means(anupaya). His inter-
pretation of intuition and gradual identification can be seen 
the impact of the Re-cognition and the Krama system. 
According to the Pratyabhijñā(Re-cognition), the Self, which 
is innate, cannot be approached by gradual practices, so 
Abhinavagupta in recognition of the eternity(nitya) and per-
vasiveness(vyāpti) of the Self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intuition. In this light his Trika system can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Ātman theory. 

Abhinavagupta synthesized various Tantras and broad-
ened the Trika system in the theoretical structure of the 
Pratyabhijñā(re-cognition). This article’s discussion of in-
tuition and gradual identification also reveals his 
Pratyabhijñā perspective.

Keywords: Abhinavagupta, Bhāvanā, krama, Prātibha,
Mālinīvijayottaratantra, Tantrāl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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