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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알려진 하타요가의 쿤달리니는 인도철학의 교설적 근원이 충분
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대중적으로 인식되었다. 이런 점은 오늘날 쿤달리
니에 대한 많은 오해를 불러 오게 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쿤달리니를 인도철학의 공정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
도록 하타요가의 중요 원천인 불이론 쉬바파 탄트라 사상의 중요 문헌 탄
트라의 정수 5장에 나타난 쿤달리니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탄트라의 정수 5장에서 쿤달리니 과정은 개체적 의
식의 우주적 의식으로의 복귀 과정, 혹은 의식의 정묘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환희의 7단계 과정, 즉 니자난다, 니라난다, 파라난다, 브라흐마난다, 
마하난다, 치다난다, 자가다난다로 설명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20세기 카
쉬미르의 최후의 불이론 쉬바파 탄트라 판디트로 알려진 락쉬만지
(1907-1991)의 이에 대한 해설을 중심으로 쿤달리니 과정의 육체, 생리적 
현상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이를 통해 탄트라의 정수 5장에서 쿤달리니는 조대한 프라나 수준으
로 전락한 의식이 원래의 근원적 의식으로 복귀하는 과정으로서, 이것은 불
이론 쉬바파 탄트라의 교설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하강쿤달
리니와 일부 차크라 등의 개념과 용어는 하타요가 쿤달리니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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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쿤달리니의 인도철학적 근원

이 연구는 아비나바굽타(Abhinavagupta)의 저작인 탄트라의 

정수(精髓)(Tantrasāra, 이하 TS)의 5장에 나타난 쿤달리니의 각

성 체계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오늘날 쿤달리니의 각성은 물라다

라차크라에 머무는 쿤달리니가 아즈냐차크라 까지 5개의 차크라

를 관통해 사하스라라차크라에 상승하여 그 곳의 쉬바와 합일하

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6차크라(물라다라차크라에서 아

즈냐차크라까지), 혹은 6+1(사하스라라차크라) 체계는 불이론 쉬

바파의 일파인 쿠부지카(Kubjikā)의 교설과 관계가 깊다. 그러므

로 오늘날 알려진 쿤달리니의 각성 체계는 쿠부지카와 깊은 연관

을 가진다. 이에 대해 샌더슨(A. Sanderson)은 다음과 같이 말하

고 있다. 

또한 6차크라 체계는 [쿠부지카의 최초이자 가장 중요한 문헌인] 
쿠부지카마타(Kub Jikāmata) 수행 의례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후에 이것은 탄트라 신앙의 경계를 넘어서 쿤달리니 요가 체계의 일부

로 전파되면서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나 쿠부지카와 트리푸라순

다리(Tripurasundarī) 여신 신앙을 제외한 여타 모든 탄트라 전통들에

서 이것[즉, 6차크라 체계]이 없었다는 것은 인도에서는 망각되어 왔

다(인도 밖에서는 알지 못했다). 이 두 전통의 요가는 보다 초기의 카

울라(Kaula) 전통들인 트리카(Trika)와 칼리(Kālī) 신앙과는 다르다. 이
런 점에서 트리카와 칼리 신앙이 카젠드라나타, 쿠르마나타, 메사나

타, 마찬다나타 등의 계보를 공유한 반면 카울리즘(Kaulism)의 새로운 

두 형태들[즉, 쿠부지카와 트리푸라순다리 신앙]이 미트라나타, 오다나

타, 사스트하나타, 차르야나타의 싯다(siddha)들을 그들의 종조(宗祖)
로서 같이 신앙함으로써 이전의 것들과 스스로를 다르게 위치시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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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목할 일이다.1)

아비나바굽타는 트리카의 교설을 근간으로 가장 우도(右道)인 

이원론 쉬바파 탄트라(즉, 사이바싯단타)와 극좌도의 칼리 신앙을 

포섭해 불이론 쉬바파 탄트라의 교설 체계를 완성하였다. 그러므

로 아비나바굽타의 사상은 트리카의 가장 세련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그의 트리카 교설은 칼리신앙에서 발전한 크라

마(Krama) 교설에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칼리 신앙과 그에 기

반을 둔 크라마의 교설은 아비나바굽타 당시(11세기)의 정통브라

만들에게는 너무나 좌도적인 형태를 가진 것이었기에 아비나바굽

타는 이 교설들을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트리카의 보다 우도

적인 체계 속에서 결합, 순화하였다.2) 
그러므로 트리카와 칼리신앙(혹은 크라마의 교설)은 아비나바굽

타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TS
의 쿤달리니 각성 체계는 쿠부지카의 교설을 기반으로 한, 오늘날 

보편적으로 알려진 체계와는 다를 것을 짐작할 수 있다.3) 

1) Sanderson(1988) pp. 687-688. [ ] 안의 내용은 논자의 부기(附記)임; 카울라, 
카울리즘(즉, 카울라의 교설)이란 용어는 불이론 쉬바파를 이루는 다양한 

쉬바파 교설들의 초기 형태의 기반을 이루는 샤머니즘의 주술적 요소를 

순화한, 보다 현학적인 쉬바파 일파들과 그 교설들을 말한다. 이런 개혁을 

통해 불이론 쉬바파를 이루는 다양한 교설들은 카팔리카(Kāpālika)와 같은 

비정통적인 쉬바파 출가고행자들을 넘어서 브라만 재가자들 사이에 전파될 

수 있었다. 카울라의 교설은 동서남북의 4종 변형이라는 4종의 체계로 

발전되었고, 이후 카쉬미르의 학자들에 의해 이원론 쉬바파의 철학을 넘어선 

불이론 철학을 완성시키게 되었다. 카울라의 개념과 보다 자세한 내용은 

Sanderson(1988) pp. 679-680; 심준보(2013) pp. 101;119-123을 참조하라.
2) 심준보(2013) pp. 133-134 참조. 트리카의 교설에 대해서는 Sanderson(1988) 

pp. 681-682; Wallis(2012) pp. 235-247; 심준보(2013) pp. 105-108;131-135를 

참조하고, 칼리 신앙 및 크라마의 교설은 Sanderson(1988) pp. 682-684; 
Wallis(2012) pp. 248-269; 심준보(2013) pp. 108-112;124-131을 참조하라.

3) 불이론 쉬바파의 전통에 속한 일파들이면서도 이들의 쿤달리니 각성 체계에 

대한 교설이 다른 이유는 위에서 샌더슨이 말한 것처럼 이 일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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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트리카와 크라마의 교설을 근간으로 하여 아비나바

굽타가 제시한 쿤달리니 각성 체계를 TS 5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알려진 쿤달리니의 각성 체계와

는 다른 형태의 체계가 있었음을 이해하고, 이것이 트리카, 보다 

넓게는 아비나바굽타에 의해 완성된 불이론 쉬바파의 교설 체계

에 근간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보이려 한다. 오늘날 알려진 쿤달리

니의 각성 체계 역시 쿠부지카, 혹은 트리푸라순다리 여신 신앙의 

교설을 근간으로 하여 하타요가의 후대의 발전과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주제는 향후 다른 연구를 통해서 다루려고 

한다.4)

일반적으로 인도철학과 종교의 교설 체계들은 절대론과 현상론

을 중심으로 현상을 극복하여 절대에 이르려는 수행론으로 이루

어졌기 때문에 절대론, 현상론의 교설체계와 수행론은 필연적 관

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타요가의 경우는 좀 다른 점이 

있다. 최근 말린슨(J. Mallinson)은 하타요가의 철학에 대해서 다음

과 같이 주장하였다.

전승계보가 다른 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재 

학계의 수준에서는 문헌학적 조사와 연구가 보다 진척된 이후에 언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4) 최근에 말린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하타요가의 가장 오래된 전통들은 

쉬바파와 판차라트리카의 양 탄트라 요가와 스칸다푸라나｣와 

마르칸데야푸라나의 원형에 기반을 둔 브라만적 요가에 의해 형성되었다. 
두 번째 발전 단계에서는 하타요가는 쉬바파 카울리즘의 서부 변형[즉, 
쿠부지카의 교설]과 이후의 남부 변형[즉, 트리푸라순다리 신앙의 교설]의 

수행자들에 이용되었다. 하타요가가 카울라에 영향 받은 형태가 차크라들을 

통한 쿤달리니의 상승이라는 미묘한 생리학이다.”이어서 그는 이 문장의 

각주에서“서부 변형의 이용은 [하타요가의 초기 문헌들인] 고락샤샤타카, 
비베카마르탄다, 그리고 케차리비드야에서 확실히 나타나고, 남부 

변형(혹은, 최소한 남부 변형의 후대의 개혁)의 이용은 쉬바상히타에서 

분명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Mallinson(2011) pp. 327-328. [ ] 안의 내용은 

논자의 부기(附記)임.



불이론 쉬바파 탄트라에 나타난 쿤달리니의 원형 연구 ∙ 43

스와트마라마(Svātmārāma)의 하타의 등불(Haṭhapradīpikā)에 근

거한 하타요가의 고전적인 정식(定式)에서 볼 때 하타요가는 오래된 

비베다적 해탈도의 쉬바파적인 변형이다. 하지만 이 변형이 쉬바파 철

학을 꼭 수반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하타요가 문헌들은 형이상학

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면 최소한 안이한 자세를 드러낸다. 요가는 수

행자의 철학에 관계없이 작동하는 해탈도이다.5) 그러나 하타의 등불

을 편집할 때 이용된 다양한 문헌들은 형이상학의 진공상태에서 구

성된 것은 아니다. 그 문헌들에 은연중 나타난 교설들을 분석해보면 

스와트마라마가 차용한 대부분의 문헌들은 베단타적 환경(갸냐의 보

완물로서 요가에 대한 베단타의 당시의 흥미에 대한 증거를 포함한)의 

산물이지만 많은 나머지 문헌들은 쉬바파의 불이론적 작품들이다. 하
타요가적인 문헌들은 철학의 세부 내용들에 중요성을 주지 않았기 때

문에 이 두 종류의 불이론은 다행히 결합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하타

요가 내부에 삽입된 쉬바파의 교설들은 중세 시기의 인도의 학문적, 
종교적 담론의 주도적인 해탈도가 되는 것의 일부가 되어 쉬바교의 종

언에서도 살아남았다.6)

하타요가는 철학적 교설보다도 수행법 자체를 중요시했기 때문

에 철학적 교설들과 수행법 사이의 관계가 느슨하다. 그러므로 비

록 하타요가의 쿤달리니 이론이 쿠부지카 신앙의 교설에서 비롯

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교설이 꼭 쿤달리니 상승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앞의 샌더슨의 말처럼 6차크라 체계

는 쿠부지카라는 그들의 교설적 근원이 망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트라 신앙의 경계를 넘어 베단타의 불이론과 결합하여 인도 수

행론의 보편적인 형태가 되면서 훌륭히 작동해왔던 점에서도 교

5) “Yoga is a soteriology that works regardless of the yogi's philosophy.” 
여기서 말린슨은 하타요가가 아니고 요가라고만 쓰고 있다. 하타요가는 

요가수행자의 철학에 관계없이 작동할 수도 있겠지만, 요가를 

해탈도(marga)의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요가는 요가수행자의 철학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작동한다고 논자는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요가 개념의 

외연을 고찰하면서 다음 기회에 연구하려 한다.
6) Mallinson(2014) p.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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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필연성이 하타요가에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0세기 이후 서구에 쿤달리니가 소개될 때 그 교설적 근원이 설

명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인도에서도 망각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서구인의 관점에서 인도의 쿤달리니 개념은 신비로운 것이었고 

실제로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도 쿤달리니가 회자되고 있다. 또 

이런 관점은 서구에서 쿤달리니 개념을 수입한 국내도 마찬가지

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오늘날 알려진 쿤달리니와 또 다른 형태의 

체계를 소개하고, 그것을 이루는 교설을 제시함으로써 쿤달리니에 

대한 막연한 신비적 관점이나 구태의연한 습관적 이해를 넘어서 

이것이 발생한 인도철학의 관점에서 보다 공정하게 이 개념을 고

찰해보는 시도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쿤달리니가 서구에 어떻

게 소개되었고 현재 어떤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는지부터 먼저 고

찰하며 글을 시작하려고 한다.

Ⅱ. 현대의 쿤달리니 이해

서구에서 쿤달리니의 내용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베단타와 요가 사상을 서구에 전파하는데 큰 공을 세운 

비베카난다(Swami Vivekananda, 1863-1902)의 라자요가(Rāja-
yoga)의 제 4장과 5장의 내용을 통해서라고 생각된다.7) 그는 하타

7) 그의 연설과 저술은 총 9권의 비베카난다전집(The Complete Works of Swa
mi Vivekananda)으로 출판되었는데 그중 ｢라자요가｣와 ｢카르마요가｣가 

양수환에 의해 아름다운 영혼의 가르침이란 제명으로 국내에도 번역되었다. 
위의 4장과 5장은 비베카난다(2014) pp. 59-73. 비베카난다선집은 http://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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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의 대표적 문헌인 15세기 하타의 등불의 내용을 기반으로 

쿤달리니를 설명하고 있는데, 서구인들에게는 낯선 이 이론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서구 물리학과 생리학의 지식을 이용하였다. 또 

쿤달리니가 가진 신비적인 요소는 대체로 배제하고 이 현상이 발

생시키는 영성에 중점을 두어 해설하였다. 이와 같이 쿤달리니의 

개념과 이론은 서구에 알려질 때 서구과학의 용어들을 통해 해설

되었고, 서구 신비주의 전통의 일파라고 할 수 있는 신지학(神智
學)의 개념들도 은연중 포함되었다.8)

쿤달리니에 대한 과학적 접근과 신비적 관점이라는 초기의 두 

특징은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서구에서 가

장 많이 알려진 쿤달리니 관련 서적이 리 사넬라(L. Sannella)의 
쿤달리니 경험(The Kundalini Experience)과 고피 크리슈나(G.  
Krishna, 1903–1984)의 쿤달리니: 인간 진화의 에너지(Kundali-
ni: The Evolutionary Energy in Man, 1967)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9) 전자는 의사인 저자의 의학적인 임상보고서의 

형태이고, 후자는 인도 명상 수행자인 저자의 쿤달리니 각성 과정

의 체험에 대한 자전적인 내용이다. 이 두 책은 국내에서도 번역

되었다. 이 책들과 비교하여 실번(L. Silburn)의 저서, 쿤달리니: 
심연의 에너지(Kuṇḍalinī: The Energy of the Depths, 1988)는 

불이론 쉬바파 탄트라의 쿤달리니를 다룬 최초의 본격적 학술서

라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10) 1983년 불어판으로 먼저 출판된 이 

책에서 실번은 불이론 쉬바파 탄트라의 유파들인 카울라, 트리카, 

lurmath.org/complete_works_of_swami_vivekananda/(2017.5.28.검색)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8) 비베카난다가 서구과학의 개념들을 기반으로 쿤달리니를 해설한 이유, 그리고 

신지학회의 개념들이 쿤달리니를 해설할 때 포함되었던 예는 심준보(2016) 
pp. 229-235를 참조하라. 

9) 국내에서는 리 사넬라(1997) 고피 크리슈나(1991)로 번역되었다. 
10) Silburn(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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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마에 공통된 쿤달리니의 형태를 도출하기 위해서 11세기의 

아비나바굽타, 크세마라자(Kṣemarāja) 14세기 불이론 쉬바파 탄

트라의 여류시인 랄라(Lallā)의 글을 번역, 해설하고 있다. 앞의 두 

권의 책이 쿤달리니를 인도철학 외적인 관점에서 다루었다면 이 

책은 인도철학의 관점에서 불이론 쉬바파 탄트라 문헌 속에 나타

난 쿤달리니를 고찰한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본격적인 학술서이

기 때문에 불이론 쉬바파 탄트라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접근하기 

어려운 책이다. 그러므로 실번의 학술서 보다는 앞의 두 책이 대

중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서구에서 쿤달리니의 개념을 도입한 국내의 상황도 역시 마찬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쿤달리니의 개념이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확정할 수 없지만 대략 1980년대 초에 당시 미국에서 활동하

던 인도의 구루들 책이 소개되면서 부터가 아닐까 한다.11) 국내의 

이 분야 관련 저자로는 김득주와 이태영 등이 있고, 최근에 용진

스님 등이 있다.12) 쿤달리니 각성 누구나 할 수 있다(김득주), 
백일이면 나도 깨달을 수 있다(용진스님)의 책명에서 알 수 있듯 

국내의 경우 쿤달리니는 대개 깨달음이나 초능력을 획득하게 하

는 인체 내의 신비한 힘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래서 

종교적인 각성을 얻으려는 수행법의 차원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인도철학적 관점에서의 쿤달리니를 고찰하려는 

노력은 많이 부족하다. 이태영은 인도철학의 내용을 통해 쿤달리

니를 설명하고 있으나 최근의 탄트라나 쉬바파에 관한 최신 이론

11) 이 당시에 이런 출판이 인기를 끌었던 것은 히피운동과 맞물려 인도사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던 1970년대의 미국 사조가 1980년대 초부터 국내에 

유입된 탓도 있지만 당시 군부독재의 암울한 국내 정치사회적 상황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뉴에이지문화의 유입도 이 

당시에 시작되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전명수(2007) pp. 82-124를 참고할 

것.
12) 이 외에도 몇몇 저자가 있지만 언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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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자신의 체험을 기반으로 하여 한의학 

이론의 관점에서 쿤달리니를 설명한다는 점이 독특하다.13) 대개 

이들 저자들은 자신들의 쿤달리니 각성 체험을 기반으로 하여 인

도철학적 관점의 교설적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쿤

달리니를 설명하고, 또한 수행 지도를 하기 때문에 대중을 오도할 

위험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은 인도철학의 교설적 관

점에서 쿤달리니를 고찰하는 연구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가 된다.

Ⅲ. 아비나바굽타와 탄트라사라

아비나바굽타는 10세기 중반에서 11세기 초반 카쉬미르 지역에

서 활동한 탄트라 학자이며 종교가로 불이론 베단타의 샹카라와 

불교의 용수에 비견되는 탄트라의 대학자이다. 그는 철학, 종교, 
미학의 다방면에 저작을 남겼는데, 특히 종교 분야의 최고의 저작

은 불이론 쉬바파 탄트라의 백과사전이라 할 탄트라의 광명
(Tantrāloka)으로 이를 통해 우도의 이원론 쉬바파 탄트라에서 극

좌도의 칼리 신앙까지 쉬바교 탄트라의 의례와 수행법을 트리카 

교설을 근간으로 종합하였다. 
탄트라의 광명은 13세기 학자인 자야르타(Jayartha)의 주석 

비베카(Viveka)가 대표적이지만 아비나바굽타 본인 역시도 탄트

라의 광명의 약본(略本)인 TS를 저술하였다. 약본의 필요성에 대

해 “모든 사람이 긴 길이의 탄트라의 광명을 깊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탄트라사라는 단순한 말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귀

13) 이태영(2005) pp. 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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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울여 들어라.”14)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TS는 탄트라의 

광명의 복잡한 논리적 논쟁들은 거의 없다. 이것은 아비나바굽타

의 제자 크세마라자가 인도논리학에 취약한 독자들을 위해 소마

난다(Somanānda)의 자재신재인식송(Īśvarapratyabhijñākārikā)
을 재인식의 정수(Pratyabhijñāhṛdayam)로 축약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총 22장(ahnika, 글자 그대로 의미는 日課)으로 이루어 진 TS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 졌기 때문에 각 장 말미에 짧은 요지

가 기술되어 있기도 하다. 이 문헌의 내용은 크게 양분되는데 하

나는 탄트라의례와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수행 방편(upāya)들
을 중심으로 한다. 의례든 수행방편이든 TS가 이를 다루는 것은 

해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무지는 속박의 원인으로 말해져 왔고 경전에서는 말라(mala)라고 

한다. 자아를 절대자아로 아는 지식으로 말라가 뿌리 뽑힌다. 그럼으

로써 해탈이라고 불리는 단계에 도달한다. 절대자아가 일어날 때 모든 

말라가 사라지고 해탈이 성취된다. 이런 이유로 이 문헌을 통해 나는 

알아야 할 것의 진정한 성질을 드러낸다.15)

TS는 이런 필요와 목적을 위해 탄트라의 광명의 목차와 거의 

14) vitatas tantrāloko vigāhituṃ naiva śakyate sarvaiḥ / ṛjuvacanaviracitam 
idaṃ tu tantrasāraṃ tataḥ śṛṇuta // TS.1.2. 범어는 KSTS. vol.17. 
Chakravarty(2012)의 범문과 올리버 핼윅(Oliver Hellwig)이 입력한 

GRETIL의 로마나이즈 입력판을 대조하였다. 
(http://gretil.sub.uni-goettingen.de/gretil/1_sanskr/6_sastra/3_phil/saiva
/abhtantu.htm) 둘 다 저본은 KSTS의 제 17권, Shastri(1918)이다. 아직 

TS는 완벽한 문헌 교정이 이루어 진 것은 아니다. 교정의 전말은 

Shāstri(1918) pp. Prefatory,Ⅰ-Ⅱ 참조.
15) ajñānaṃ kila bandhahetur uditaḥ śāstre malaṃ tat smṛtaṃ 

pūrṇajñānakalodaye tad akhilaṃ nirmūlatāṃ gacchati / 
dhvastāśeṣamalātmasaṃvidudaye mokṣaś ca tenāmunā śāstreṇa 
prakaṭīkaromi nikhilaṃ yaj jñeyatattvaṃ bhavet // T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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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TS와 탄트라의 광명(총 37장)
의 1장에서 5장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1장은 개설과 향후 

다룰 철학 주제를 밝히고, 2장에서 5장까지는 4종의 우파야16), 즉 

2장: 아노파야(anopāya), 3장: 삼브하보파야(śāmbhavopāya), 4장: 
샥토파야(śāktopāya), 5장: 아나보파야(āṇavopāya)를 다루고 있

다. 
말리니비자요타라탄트라(Mālinīvijayottaratantra)는 “통일의

식(samāveśa)은 아나보파야로 알려진 우차라(uccāra), 카라나(ka-
raṇa), 드흐야나(dhyāna), 바르나(varṇa), 스타나칼파나(sthānak-
alpanā)를 통해 성취된다.”17)고 말한다. 이를 통해 아나보파야의 

수행법들이 우차라, 카라나, 드흐야나, 바르나, 스타나칼파나인 것

을 알 수 있다. TS의 5장에서는 보다 자세한 언급이 나타난다.

분별의 정화를 위해 방편들에 의지할 때, 그 때 [수행자는] 지성

(buddhi), 프라나(prāṇa), 신체(deha), 물병(ghaṭa) 등의 제한된 대상을 

[의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그것들을 방편으로 삼는 성질에 

의해서) [수행자는] 개체자(aṇu) [수준]에 붙잡히고, 제한된 지식을 현

시하게 된다. 거기서(=방편들에서) 지성은 명상(dhyana)의 성질이며(=
명상이며), 프라나는 조대하고 미세한 [두 종류이다]. 전자는 위로 상

승하는 성질(uccāraṇātmā)[을 가졌다.] 위로 상승하는 것(uccāraṇa)은 

프라나 등의 이름을 [가진] 다섯 가지(= 프라나, 아파나, 사마나, 우다

나, 브야나)로 전변한다. 미세한 [프라나는] 바르나(varṇa)를 의미하는

데 [이것은] 뒤에 언급할 것이다. 신체는 [무드라 같은 신체]배열

(saṃniveśa)의 특수한 형태인 카라나(karaṇa)를 의미하고, 물병 등은 

제단(祭壇, sthaṇḍila)과 링가의 의례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으로 설명

될 외부대상이다.18)

16) 우파야에 대한 설명은 심준보(2015) pp. 125-128 참조할 것.
17) uccārakaraṇadhyānavarṇasthānakalpanāiḥ/ yo bhavettu samāveśaḥ samy

agāṇava ucyate// Mālinīvijayottaratantra. 2.21. 심준보(2013) p. 258.
재인용.

18) yadā tu upāyāntaram asau svasaṃskārārthaṃ vikalpo 'pekṣate tad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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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의 정화를 위해 방편들에 의지할 때”란 이원성의 분별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서 구체적인 수행법들을 의지할 때를 의미

한다.19) 이때 사용되는 수행법은 지성, 프라나, 신체, 물병 등의 

방편을 이용한다. 지성을 이용한 수행법이 바로 명상, 정확히는 

관상(觀想, dhyāna)이다. 프라나를 이용하는 수행에는 프라나의 

조대함과 미세함에 따라 두 가지가 있다. 미세한 프라나를 이용하

는 수행을 바르나라고 하고, 조대한 프라나를 이용하는 수행을 우

차라라고 한다. 미세한 프라나란 근원적인 프라나를 말하는 것이

고 조대한 프라나란 근원적인 프라나가 인체 등에서 다양한 기능

을 하게 된 것을 말한다. 조대한 프라나는 보통 프라나, 아파나, 
사마나, 우다나, 브야나의 5종으로 분류된다. 카라나는 무드라같

은 신체의 특수한 형태를 통한 수행을 말한다. 스타나칼파나(혹은 

스타나프라칼파나)는 링가숭배, 푸자 등의 의례나 이를 행할 때 

하는 외부 대상에 대한 집중 수행 등을 말한다. 아나보파야의 수

행법들은 지성에서 외부대상까지 점차적으로 조대한 순서로 수행 

대상을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S는 즉각적인 이원적 분별의 사라짐을 통한 돈오(頓悟), 즉 아

노파야나 삼브하보파야를 가장 뛰어난 수행법, 혹은 수행 방편

(upāya)으로 보지만 실제로 이것은 흔한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buddhiprāṇadehaghaṭādikān parimitarūpān upāyatvena gṛhṇan aṇutvaṃ 
prāpta āṇavaṃ jñānam āvirbhāvayati tatra buddhiḥ dhyānātmikā prāṇaḥ 
sthūlaḥ sūkṣmaś ca ādya uccāraṇātmā uccāraṇaṃ ca nāma pañca 
prāṇādyā vṛttayaḥ sūkṣmas tu varṇaśabdavācyo vakṣyate dehaḥ 
saṃniveśaviśeṣātmā karaṇaśabdavācyaḥ ghaṭādayo bāhyāḥ 
kumbhasthaṇḍilaliṅgapūjādyupāyatayā kīrtayiṣyamāṇāḥ/ TS. 5.3.

19) 불이론 쉬바파는 일체 모든 것이자 쉬바인 진정한 자아를 깨닫지 못하고 

신체나 감정, 생각 등을 자아로 착각하고 이원성의 분별을 일으켜 속박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런 속박은 그런 무지가 없어질 때 사라지는데 무지의 

소멸은 입문식(dīkṣā) 때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 무지가 소멸되지 않는다.



불이론 쉬바파 탄트라에 나타난 쿤달리니의 원형 연구 ∙ 51

일반 수행자들은 보통 아나보파야에 속한 수행을 하게 된다. TS는 

5장에서 아나보파야를 설명하면서 드흐야나와 우차라, 바르나를 

소개하고, 6장에서 12장에 걸쳐 스타나프라칼파나를 설명한다. 본 

연구는 TS 5장의 우차라를 중심으로 TS에 나타난 쿤달리니의 특

징을 살펴본다. 

Ⅳ. TS 5장 우차라 수행에 나타난 쿤달리니의 체계

TS 5장에서 우차라(uccāra)의 차제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부터] 우차라[에 대한 설명]이다.
① 프라나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수행]자는 먼저 [프라나를] 심장, 

즉 공(śūnya)에 두어야 한다. 
② 그런 다음 프라나[를 발생시켜, 프라나]를 외부 대상들에 두어야 

한다. 
③ 그런 다음 다시 외부 대상에 대하여 아파나의 달을 채움으로써 

[일체가 자아에 포괄된다는] 일체자아성(sarvātmatāṃ)을 본다. 거기에

서 무한하고 완전하게(anyanirākāṅkṣo) 된다. 
④ 그런 다음 [심장에] 사마나의 발생으로부터 통합[의 상태]에 머무

는 것(viśrānti)이 따른다. 
⑤ 그런 다음 우다나의 불(udānavahni)의 발생으로부터 아는 자와 

알려지는 자 등의 상태가 해소된다.
⑥ 그런 다음 [우다나의] 불[에 의한 아는 자, 알려지는 자 등]의 해

소와 브야나의 발생으로부터 일체의 분리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가] 
일어난다.20)

20) atha uccāraḥ ①tatra prāṇam uccicārayiṣuḥ pūrvaṃ hṛdaya eva śūnye 
viśrāmyati ②tato bāhye prāṇodayāt ③tato 'pi bāhyaṃ pr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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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한 것처럼 우차라는 조대한 프라나를 이용한 수행법으

로서 이를 통해 쿤달리니가 발생한다. 미세한 프라나와 조대한 프

라나는 재인식의 정수의 다음 내용을 통해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위대한 우주적 의식(saṃvit) 자체가 모든 것의 가장 내부[적 실체]로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것의 형태나 속성도, 그 존재의 기반이나 

지지로서의 그것(saṃvit)에 결합하지 않고서는, 가능할 수 없기 때문

에 중심(madhya)이다. 그것의 존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견해에 

따르면, “우주적 의식(saṃvit)은 가장 먼저 프라나(pṛāna)로 변형된

다.”그것은 마야의 단계에서 진성을 은폐하고, 프라나샥티(pṛāna-śa-
kti)의 역할을 받아들이면서, 하강의 차제를 따라 붓디, 신체 등의 수

준에 머물며, 수천의 기도(氣道, nāḍī)의 길을 따른다.21)

우주적 의식이 물질화한 첫 형태가 미세한 프라나, 혹은 대(大)
프라나이고 이것이 마야에 의해 붓디나 신체에 머무를 때 5종의 

형태로 전변하는데 이것을 조대한 프라나라고 한다.
위의 우차라 수행법 차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차라의 수행을 

통해 조대한 프라나는 다시 위대한 우주적 의식으로 돌아간다. 이

apānacandrāpūraṇena sarvātmatāṃ paśyati tataḥ anyanirākāṅkṣo 
bhavati ④tataḥ samānodayāt saṃghaṭṭaviśrāntim anubhavati ⑤tata 
udānavahnyudaye mātṛmeyādikalanāṃ grasate// TS. 5.17. 
⑥tadgrāsakavahnipraśame vyānodaye sarvāvacchedavandhyaḥ 
sphurati// TS.5.18. 한글 번역은 심준보(2015) pp. 134-135. 원안의 숫자 

표기는 필자가 부기함. 
21) sarvāntaratamatvena vartamānatvāt tadbhittilagnatāṃ vinā ca kasyacid a

pi svarūpānupapatteḥ saṃvid eva bhagavatī madhyam/ sā tu māyādaśāy
āṃ tathābhūtāpi svarūpaṃ gūhayitvā ‘prāk saṃvit prāṇe pariṇatā’iti nīty
ā prāṇaśaktibhūmiṃ svīkṛtya avarohakrameṇa buddhidehādibhuvaṃ adh
iśayānā, nāḍīsahasrasaraṇim anusṛtā/ Pratyabhijñāhṛdayam. 18(p. 93). 
문헌명 뒤의 숫자는 게송수이고, 괄호 속의 숫자는 본 연구가 이용한 영역본 Singh
(1987)의 해당 페이지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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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쿤달리니의 과정이다. 즉 TS에서 우차라란 조대한 프라나가 

프라나-아파나-사마나-우다나-브야나의 과정을 인체 내에서 겪으

면서 우주적 의식으로 복귀하는 과정이고 이것이 TS에서 말하는 

쿤달리니이다. 그런데 우차라의 차제를 아비나바굽타는 환희

(ānanda)의 7단계로도 해설하고 있다. 환희의 7단계는 조대한 프

라나가 프라나-아파나-사마나-우다나-브야나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주적 의식으로 복귀하는 과정의 의식 변화의 단계를 말한다.

이와 같이 ①공에서 시작하여 ⑥브야나로 끝나는 머뭄(viśranti)[의 

단계]들은 니자난다, 니라난다, 파라난다, 브라흐마난다, 마하난다, 치
다난다(nijānando nirānandaḥ parānando brahmānando mahānan-
daḥ cidānanda)라는 여섯 환희(ānanda)의 단계들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머뭄의 여섯 단계들)과 통합되는(anusaṃdhātā) 단 하나[의 머뭄

의 단계]는 일어남과 사라짐에서 벗어나고 최고의 내적인 머뭄의 성질

[의 단계]인 자가다난다(jagadānanda)이다.22) 

머뭄, 휴지(休止) 등으로 번역되는 비스란티(viśranti)는 입식과 

출식, 생각과 생각, 행위와 행위 사이의 중간 지점에 머무는 것을 

말한다. 이 중간 지점은 의식, 혹은 존재의 3종 형태인 각성위, 몽
위, 숙면위의 사이이며, 이들 3위의 존재 근거인 제 4위(turya, 
turīya)이다. 불이론 베단타나 불이론 쉬바파 탄트라는 이 중간 지

점이 일체 존재의 근거라고 주장한다. 우차라의 과정을 통해 수행

자는 니자난다에서 치다난다를 거쳐 최종적으로 자가다난다를 성

취하여 우주적 의식에 복귀한다. 
환희의 7단계 중 앞의 6단계는 내향적 삼매, 혹은 눈을 감은 삼

22) evaṃ śūnyāt prabhṛti vyānāntaṃ yā etā viśrāntayaḥ tā eva nijānando 
nirānandaḥ parānando brahmānando mahānandaḥ cidānanda iti ṣaṭ 
ānandabhūmaya upadiṣṭāḥ yāsām ekaḥ anusaṃdhātā 
udayāstamayavihīnaḥ antarviśrāntiparamārtharūpo jagadānandaḥ // TS. 
5.19. 원 안의 숫자와 괄호 안의 내용은 필자의 부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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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nimīlanā samādhi)에 속하는 것이다. 이것은 각성위, 몽위, 숙
면위의 존재들이 다 사라진 삼매이다. 이에 비해 자가다난다는 외

향적 삼매, 혹은 눈을 뜬 삼매(unmīlanā samādhi)이다. 이것은 각

성위, 몽위, 숙면위이면서 동시에 제 4위이다. 즉 현상과 절대 사

이의 분별이 없는 무분별의 환희 상태이다.23) 이것이 생해탈

(jīvanmukti)이고, 아비나바굽타에 의해 완성된 트리카 교설 체계

의 최고 경지이고, 파라마쉬바(paramaśiva)의 상태이고, 우차라를 

통해 쿤달리니를 발생시키려는 이유이다.
쿤달리니 과정의 의식의 변화인 환희의 7단계를 TS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해설하지 않는다. 탄트라의 광명 5장 43-54에서는 

이에 대한 해설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이 내용을 락쉬만지

(Swami Lakshmanjee, 1907-1991)의 실천적인 해설24)을 중심으로 

다른 해설들25)을 참고하여 살펴본다.
여기서 특히 락쉬만지의 해설을 이용하는 것은 그가 카시미르

의 전통적인 브라흐만 판디트로 트리카의 교의를 전통적으로 학

습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쿤달리니를 체험한 인물이기 

때문이다.26) 그래서 그의 해설은 난해하고 요약된 탄트라의 광명

의 해설보다도 쿤달리니 발생 시의 의식의 변화, 즉 환희의 7단
계를 풍부하게 해설한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이 환희의 7단계를 실

제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불이론 쉬바파나 하타요가에서 

말하는 쿤달리니인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험을 쿤

달리니의 각성으로 판단하고 자의적 해설을 하는 현대서구나 국

내의 해설들과는 다르게 그의 체험과 이에 대한 해설은 전통적인 

23) Lakshmanjee(1991) p. 116 참조할 것; 자가다난다에 대한 탄트라의 광명 
5.50-51의 내용은Singh(1982) p. 157 참조할 것; 눈을 뜬 삼매에 대해서는 

Silburn(1988) p. 30;77 참조할 것. 
24) Lakshmanjee(1991) pp. 109-129.
25) Silburn(1988) pp. 75-77; Marjanovic(2011) pp. 76-78.
26) Lakshmanjee(1991)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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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그가 배웠던 불이론 쉬바파의 교설에 따라 행해진다. 이
런 점에서 TS를 직접 인용하는 것보다 락쉬만지의 해설을 이용하

는 것이 환희의 7단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하

였다.27)

락쉬만지는 호흡과 호흡, 생각과 생각, 행위와 행위의 중간 지

점을 보려는 끊임없는 집중의 노력에 의해 첫 휴지(viśranti), 즉 

위의 우차라의 차제 “①의 프라나가 심장(공)에 머물게 되고”, 니
자난다의 상태가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제4위의 

상태는 아니고 여기에 들어서는 첫 관문일 뿐이라고 한다.28) 
이 휴지의 상태는 1～2분간 지속되다 미세해진 호흡이 거의 느

낄 수 없도록 출식한다.29) 이때 현기증, 혹은 마취상태가 일어난

다. 이 현기증이 확고해질 때 이것이 니라난다이다.30) 그리고 이

것이 우차라의 차제 “② 프라나[를 발생시켜, 프라나]를 외부 대상

들에 두어야 한다.”의 의미이다. 
이 현기증이 오래 지속되면 수행자는 잠에 떨어지는데 이것은 

몽위가 아니라 각성위와 몽위의 중간인 제4위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제4위의 의식 상태에 진입하게 된다. 이 상

태에서 완전한 제감이 일어난다.31) 제감이 일어나면 수행자는 무

시무시한 소리나 격노한 형상, 수행자를 위협하는 환영에 시달리

게 되는데, 이때는 호흡32)에 집중하면서 입문식 때 구루에게 받은 

27) 락쉬만지의 강의는 서구의 불이론 쉬바파 탄트라 연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오늘날 이 분야의 대표적 석학인 샌더슨도 그의 제자이다. 
락쉬만지의 카쉬미르의 트리카 전통에서의 사상적 위치는 

Sanderson(2007)을 참조하라.
28) Lakshmanjee(1991) p. 110.
29) Silburn(1988) p. 75
30) Lakshmanjee(1991) p. 110. 실번은 이것을 ‘취한 상태(inebriation)’로 

표현한다. Silburn(1988) p. 75
31) Lakshmanjee(1991) p. 111. 이런 점에서 이전의 니자난다와 나라난다는 

각성위와 제4위의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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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라를 행해야 한다.33) 이때 수행자는 자신이 죽어간다는 생각

에 사로잡히고 공포를 느끼게 되는데 사실상 이것은 수행자의 개

아가 흔들리면서 대아(大我)로 넘어갈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34) 이
런 현상을 인내하고 있으면 기도(氣道)에서 밀고 당김의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숨이 막히면서 더 이상 호흡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때 쉬바에 헌신하고 더욱 정진해야 한다.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환영과 숨이 막혀 막 호흡이 멈추려 하는 상태가 파라난다의 상태

이다. 
호흡이 멈추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람비카 스타나(lambikā 

sthāna)35), 혹은 탈루(tālu)로 불리는 목 근처의 차크라36)를 교차

하며 지나는 4기도들 중에서 일상 호흡을 할 때 열려있는 2기도

(이다와 핑갈라)가 막히기 때문인데, 마침내 일상 호흡에서 열려있

는 2기도가 폐쇄되어 호흡은 그치고 숨은 마치 소용돌이처럼 람비

카로 모여들게 된다. 이것이 브라흐마난다의 상태37)이다.38)

32) 이때의 호흡은 이미 일상적인 물리적 호흡이 아니다. Silburn(1988) p. 75; 
Lakshmanjee(1991) p. 112.

33) Lakshmanjee(1991) pp. 111-112.
34) Lakshmanjee(1991) p. 112.
35) 하강쿤달리니(adhaḥkuṇḍalinī)의 시작점으로 4족(四足, catuṣpada)이라고도 

한다. 왜냐하면 이 지점은 4종의 기도(氣道)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먼저 

둘은 숨이 폐로 내려가는 기도(piṅgalānāḍī)와 기관지를 통해 호흡이 나오는 

기도(iḍānāḍī)이다. 나머지 둘은 요가수행자가 중앙기도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특수한 호흡의 기도로서, 하나는 하강쿤달리니가 물라다라, 혹은 

아드호박트라(adhovaktra)에 내려가는 기도이고, 나머지 하나는 

상승쿤달리니(ūrdhvakuṇḍalinī)가 상승하는 기도이다. 심준보(2013) p. 266. 
아드호박트라는 메드호칸다(meḍhokhanda)로 불리기도 하는데 

물라다라차크라의 하부에 위치한다고 한다. Singh(1982) p. 149.
36) 이것은 하타요가의 목 부위 차크라인 비슛디 차크라와는 다른 것이다.
37) 실번은 이것을 파라난다의 상태라고 한다.“일단 한 번 밖으로 나갔다가, 더 

이상 일상적 호흡과 공통점을 가지지 않는 호흡은 아파나의 형태로 다시 

들어와 탈루를 관통한다. 거기에서 호흡은 계속해서 소용돌이친다. 
소용돌이가 멈추면 폐는 공기로 가득차고 파라난다로 알려진 입식의 환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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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호흡이 없기 때문에 수행자는 만트라를 행한다. 그러면 

수행자는 하품을 하거나 임종 시처럼 입이 쳐지게 된다. 이 현상

은 개아가 죽고 대아가 탄생하는 때 발생하는 것이다. 수 분후 람

비카에 모여든 숨의 소용돌이는 매우 빨라지는데 이것을 강하게 

참으면 숨은 평상시의 호흡에는 막혀 있던 람비카의 기도(하강쿤

달리니의 기도)를 타고 아드호박트라로 불리는 회음 부위의 차크

라로 하강한다. 이것이 마하난다의 상태이다.39) 우차라의 차제 ④ 
“그런 다음 [심장에] 사마나의 발생으로부터 통합[의 상태]에 머무

는 것(viśrānti)이 따른다”의 의미가 이것이다. 프라나가 사마나로 

변화하여 물라다라로 하강하는 것을 하강쿤달리니(adhaḥkuṇḍa-
linī)라고 한다.40) 이런 개념은 하타요가나 대중적인 쿤달리니 개

념에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상태 이후의 일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데 숨은 더 이상 조대

한 프라나가 아니라 ‘알 수 없는 힘’(bhramavega)으로 불리는 상

태가 되고 이 힘은 물라다라를 관통하여 람비카를 지나는 4기도 

중 상승쿤달리니의 기도를 타고 두정부의 브라흐마의 틈, 즉 브라

흐마란드라(brahmarandra), 혹은 사하스라라차크라로 불리는 지

경험한다.”Silburn(1988) pp. 75-76. 락쉬만지는 호흡이 거의 멈추고, 
람비카(탈루)에서 숨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각각 전자를 파라난다. 후자를 

브라흐마난다라고 보는데 실번은 이 둘을 합해서 파라난다로 보고 있다. 
실번의 입장에 따른다면 우차라의 차제 ③“다시 외부 대상에 대하여 

아파나의 달을 채움으로써 [일체가 자아에 포괄된다는] 
일체자아성(sarvātmatāṃ)을 본다. 거기에서 무한하고 

완전하게(anyanirākāṅkṣo) 된다”는 것은 파라난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락쉬만지의 입장에 따른다면 우차라의 차제 ③에 파라난다와 

브라흐마난다의 두 상태가 있는 것이다.
38) Lakshmanjee(1991) p. 113.
39) 실번은 평상 호흡에는 열리지 않던 람비카의 하강쿤달리니의 기도가 

열리면서 프라나가 사마나로 변하는 순간까지 만을 브라흐마난다로 본다. 
Silburn(1988) pp. 75-76.

40) Silburn(1988) p. 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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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상승한다.41) 이것을 상승쿤달리니(ūrdhvakuṇḍalinī)라고 

하는데 하강쿤달리니가 프라나 차원의 쿤달리니(prāṇakuṇḍalinī)
였다면 상승쿤달리니는 호흡이 끊어져 개체적 마음(citta)이 사라

진, 즉 개체적 마음이 우주의 본질인 의식(cit)으로 변형된 상태이

기 때문에 의식쿤달리니(citkundalini)라고도 한다.42) 우주적 의식

(saṃvit)에서 프라나로 하강했던 의식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복귀

하게 된 것이다. 이때 수행자는 엄청나 희열을 느끼게 된다. 이 상

태는 우주의 본질인 의식(cit)의 상태에 돌입한 것이기 때문에 신

의 상태, 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 상태가 치다난다이다.43) 
이 상태는 우차라의 차제 ⑤ “우다나의 불(udānavahni)의 발생으

로부터 아는 자와 알려지는 자 등의 상태가 해소된다”는 내용에 

해당되는 휴지상태이다.
지금까지의 단계는 육체 내에서 일어난 프라나의 변화였지만 

지금부터 프라나(이 단계에서는 브흐라마베가로 불리는 어떤 힘)
는 육체를 벗어나게 된다. 이 힘이 브라흐마란드라를 벗어나면 1
초간 비공으로 숨을 내쉬게 되고 다시 치다난다의 상태로 돌아간

다. 이 치다난다의 상태는 일분 정도 유지되다가 다시 숨을 내쉬

게 된다. 숨을 내쉬게 될 때 잠깐 눈을 뜨게 되는데 이 때 자신의 

몸과 외부세계를 인지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내면으로 돌아가 치

다난다의 상태에 들어간다.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이것을 크

라마무드라(kramamudrā)라고 한다. 밖에서 본다면 1분에 한 번

씩 눈을 뜨고 감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이 상태에서 외부대상은 

타자가 아니고 절대적 자아와 하나로 인식된다. 이 상태가 확고해

진 것을 자가다난다라고 한다.44) 이 상태에서 우주의 모든 것은 

41) Lakshmanjee(1991) p. 115.
42) 상승 및 하강쿤달리니, 프라나 및 의식 쿤달리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ilburn(1988) pp. 63-66 참조.
43) Lakshmanjee(1991) p. 115.



불이론 쉬바파 탄트라에 나타난 쿤달리니의 원형 연구 ∙ 59

쉬바 그 자체로 인식된다. 불이론 쉬바파 탄트라의 최고의 경지는 

바로 이것이다. 이 경계를 성취한 수행자는 평생 이와 같은 의식 

상태, 즉 일체를 쉬바로 느끼는 상태로 살아간다. 

Ⅴ. 결론

지금까지 TS 5장의 우차라의 차제 내용과 이에 따른 쿤달리니 

과정이자 의식의 변화 과정인 환희의 7단계를 락쉬만쥐의 실천적 

해설에 따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하타요가에는 나타나지 

않는 하강쿤달리니의 개념이 나타났다. 또 우주적 의식(saṃvit, 
cit)이 물질적 조대한 프라나로 하강하였다가 쿤달리니 과정을 통

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복귀한다는 관점은 불이론 쉬바파 탄트라

의 교설을 근간으로 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의식쿤달리니와 프라

나쿤달리니의 개념이 나타난다. 하타요가에서는 이와 같은 교설적 

차원에서 쿤달리니를 설명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45) 단지 호흡

이 멈추어 이다와 핑갈라가 막히고 슈슘나가 열리면 쿤달리니가 

각성된다는 신비적 차원의 막연한 언급이지 TS처럼 교설 체계 내

에서 쿤달리니가 설명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는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하타요가는 철학적 교

설보다도 수행법 자체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철학적 교설들과 수

행법 사이의 관계가 느슨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느슨함이 

19세기 말 이후 하타요가가 서구에 소개된 이후 서구인들이 쿤달

44) 이상은 Lakshmanjee(1991) p. 116 참조.
45) 최소한 하타요가의 대표 문헌인 15세기 하타의 

등불(Haṭhapradīpikā)에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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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를 막연한 신비적 관점으로 받아들인 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

다. 그리고 이것은 또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쿤달리니가 

깨달음을 주는 체험이라는 사실만 강조될 뿐 쿤달리니에 의해 무

엇이 깨달아지는지, 깨달은 상태란 무엇인지는 말해지지 않은 이

유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하타요가의 한 근원인 불이론 쉬바파 탄

트라의 일파인 트리카 교설을 해설한 TS의 쿤달리니를 고찰함으

로써 쿤달리니를 통해서 어떻게 깨달음의 과정이 일어나는지, 그
리고 그 깨달음이란 무엇인지를 궁구하였다. 깨달음의 과정이란 

조대한 프라나가 원래 자신의 본질인 우주적 의식(saṃvit)으로 복

귀하는 과정이고, 깨달음이란 크라마무드라가 확고해진 자가다난

다의 상태에서 우주의 모든 것을 쉬바로 인식하는 것이다. 하타요

가에서 흔히 쿤달리니의 완성으로 말해지는 물라다라차크라의 샥

티가 상승하여 사하스라라의 쉬바와 합일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

을 말하는 것이다.
또 TS에는 환희의 7단계 같은 의식 변화의 차제 이외에도 생리

적 변화를 따라 쿤달리니 과정을 해설하고 있다.46) 즉, 최초의 환

희(pragānandaānanda), 펄쩍 뜀(udbhava), 떨림(kampa), 잠(nid-
ra), 빙빙 도는 느낌(ghūrṇi)의 생리 및 신체적 현상을 각각의 차

크라에 배치하여 쿤달리니를 설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내용은 

딴 기회에 고찰할까 한다.

46) TS. 5.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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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nd The Study on The Original Form of 
Kuṇḍalinī in Non-dual Śaiva Tantra:
Based on The Fifth Chapter of Tantrasāra*

47)__

Sim, Junbo
(Geumgang Center for Buddhist Studies, Geumgang University)

Previously known kuṇḍalinī in haṭha yoga has been 
known to the public in a state that the India philosophical 
doctrine of it has not been fully understood. So it has made 
many misunderstandings about kuṇḍalinī.

So, for a understanding under a just viewpoint of the 
Indian philosophy, this study considered on kuṇḍalinī in the 
fifth chapter of Tantrasāra that is a important literature of 
non-dual śaiva tantra that is a important source of haṭha 
yoga.

According to this study, the kuṇḍalinī process in the 
fifth chapter of Tantrasāra is explained as the seven stages 
of ānanda ― nijānanda, nirānanda, parānanda, brahmānan-
da, mahānanda, cidānanda, jagadānanda ― that can be 
called as the returning process of a individual consciousness 
to the Universal consciousness, or a purification process of 
a consciousness.

This study explained in a concrete way physical and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5S1A5B5A0704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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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ological phenomenons of the kuṇḍalinī process, espe-
cially using Swami Lakshmanjee’s(1907-1991) explaining on 
the seven stages of ānanda. Swami Lakshmanjee was the last 
pandit of the 20th century of the non-dual śaiva tantra tra-
dition in Kashmir.

This study shows that kuṇḍalinī in the fifth chapter of 
Tantrasāra is the returning process in that individual con-
sciousness degenerated to gross prāṇa goes back to the 
original Universal consciousness, and this process is based 
on the doctrine of non-dual śaiva tantra. And we can know 
that the terms as like the descending kuṇḍalinī(adhaḥkuṇḍa-
linī), the consciousness kuṇḍalinī(citkundalini) and some 
names of cakras in the terms of kuṇḍalinī system of the 
non-dual śaiva tantra are not shown in the terms of kuṇḍa-
linī system of haṭha yoga.

Keywords: Tantrasāra, Kuṇḍalinī, Haṭha Yoga, Tantra, the
Non-Dual Śaiva Tantra, Abhinavagup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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