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깔라짜끄라 딴뜨라: 그 이해와 관정 받기

  
    
  

글쓴이: O_Sel (원명, http://osel.pe.kr)
게시일: 2012/05/02

제7장  본관정 둘째 날 ···············································································101
1. 물(水)관정 ········································································································101
2. 보관(寶冠)관정 ································································································104
3. 미건(眉巾)관정 ································································································105
4. 금강저와 금강령 관정 ···················································································108
5. 계금(戒禁)관정 ································································································109
6. 이름관정 ···········································································································112
7. 후속허가(後續許可)관정과 부속관정 ··························································114



                                                                                1. 물관정 101

제7장  본관정 둘째 날

  본관정 둘째 날은 만달라에 들어온 이들에게 관정을 수여하는 의식이다. 

전 날 마지막 과정에서처럼 바즈라베가(Vajravega)의 모습으로 만달라 궁

의 1층 흑색 동쪽 문에 서 있는 것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게송을 세 번 외

움으로써 아이처럼 들어가기의 칠종관정(七種灌頂)을 청한다.1 스승 깔라짜

끄라는 이 관정에 불길하고 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단상에 마

련된 화로불 속에 공양물을 올리는 등의 의식을 행한다.2

1. 물(水)관정

물관정과 보관관정은 몸(身)을 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들 관정이 진행되는 동안 북쪽의 백색 몸(身)의 깔라짜끄라 얼굴을 바라보

고 자신을 백색의 금강신(金剛身) 불존으로 심상화 한다.

1-1.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의 화신의 인도를 받아 우리는 만달라의 백

색 북쪽 문을 향해 시계방향으로 돈다. 그곳에서 우리의 스승 깔라짜

끄라의 백색 신(身)의 얼굴을 마주보고 서 있는다.

1-2. 우리의 다섯 가지 신체적 요소(五大)들을 정화하기 위해서 물(水)관

정을 청하는 만달라 공양을 올리고, '청사(請詞)진언'3을 세 번 염송

1 우슬착지 후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아 꽃잎을 들고 다음과 같이 간청한다. "깨달음의 바즈라

(Bodhivajra)가 붓다들께 숭고한 관정을 수여 했듯이, 오늘 그와 같은 것을 제게 수여 하소서, 오 

허공의 바즈라이시여, 그래서 저를 완전히 해탈케 하소서". '허공의 바즈라'는 정광명의 허공과 같

은 지혜를 지닌 깔라짜끄라를 의미한다. 즉 우리는 게송을 3번 암송함으로써 깔라짜끄라에게 칠종

관정의 수여를 청하는 것이다. 
2 우리가 목욕을 할 때 여러 도구가 필요하듯이 방해자, 악행위, 그리고 장애를 정화하기 위해서 다양

한 도구들이 필요하다. 금강상사가 그러한 도구를 들고 진언을 외우면서 가슴 앞에 들고 돌릴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장애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3 "Om ham ham him him hrm hrm hum hum hlm hlm, a i r u l, vajra-dakinyau 

vajra-amrta-ghatair abhi- shinchantu mam svaha", "옴, 함 함 힘 힘 흐름 흐름 훔 훔 흐름 흐

름, 아 이 르 우 르, 금강 공행모(空行母)이시여 금강 감로의 보병으로 제게 관정을 수여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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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3. 내관정.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 가슴의 훔(Hum)에서 발하는 빛줄기

가 우리를 그의 입 안으로 끌어 들인다. 보리심(bodhicitta)의 정수 

안으로 융해되고 그의 금강성기(金剛性器)를 통해서 비슈와마따

(Vishvamata)의 연꽃자궁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

든 일상적인 모습을 공성으로 융해시킨다. 공성의 상태에서 우리는 

먼저 백색 옴(Om), 그 다음 백색 연꽃, 그리고 마지막으로 3면(面), 

6수(手)를 가지고 결가부좌로 앉아 있는 백색 금강신(身)으로 생기한

다. 그는 역시 3면(面), 6수(手)의 적색 빤다라와씬(Pandaravasin)을 

껴안고 있다.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의 가슴에서 발산된 빛이 지혜

존들을 끌어 들인다. 이들은 금강신(金剛身)으로서 우리와 융합한다. 

그의 가슴에서 다시 한 번 빛이 방사되어서 10방의 모든 남성과 여

성 불존(佛母)들을 청한다.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그들에게 공양

을 올리고, 제자들에게 관정을 수여하기를 청한다. 기쁘게 동의하면

서 그들은 합일에 들어가고, 보리심의 정수의 형태 속으로 융해된다. 

스승의 정수리를 통해 들어가, 그의 몸 중앙을 따라 내려간다. 그의 

금강성기를 통과하여 비슈와마따(Vishvamata)의 연꽃자궁 안으로 들

어간다. 그들은 그곳에서 백색 금강신(金剛身)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관정을 수여한다. 우리는 연꽃자궁에서 방사되어 나와서 백

색 북쪽 문 안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는다.

1-4.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장애를 제거하고 우리의 신체적 요소들과 

보병의 물을 공성으로 정화한다. 공성의 상태에서, 우리의 다섯 가지 

신체적 요소(五大)와 보병의 물은 결가부좌로 앉아서 다섯 남성 불존

을 껴안고 있는 다섯 여성 불존으로 변한다. 이 불존(佛尊)들은 모두 

3면(面), 6수(手)를 지니고 있다. 이 다섯 여성 불존은 우리 몸의 정

수리, 미간, 목, 가슴, 단전 짜끄라에 위치한다. 각 불존(佛尊)들의 미

간에 백색 옴(Om), 목에 적색 아(Ah), 가슴에 흑색 훔(Hum), 단전에 

황색 호(Hoh)가 있다. 

1-5.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의 가슴에서 발산된 빛이 지혜존들을 모시고 

와 보병과 우리의 신체적 요소 여성 불존들과 융합된다. 만달라 안의 

'ham, him, hrm' 등은 10 보병의 종자음이다. 'a, i, r, u, l'은 5 불모(佛母)의 종자음이다. 같은 

형식의 간청이 칠종관정의 시작에 앞서서 매번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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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불존들은 보병의 여성 불존들에게 관정을 수여한다. 우리의 스

승 깔라짜끄라는 보병의 여성 불존들에게 공양을 올린다. 그들은 보

리심의 정수들 안으로 녹아들고 다시 보병의 물로 변한다. 

1-6.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의 가슴에서 다시 빛이 방사되어서 관정을 

수여하는 남성, 여성 불존과 보살(菩薩)들을 청한다. 그는 그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관정을 수여하기를 청한다. 이를 승

낙하여 몇몇 불존(佛尊)들은 상서로운 게송을 염송하고, 다른 불존들

은 꽃을 뿌리고, 분노존(忿怒尊)들은 장애를 제거한다.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그의 보좌관 까르마바즈라(Karmavajra)가 보병을 들고 

있는 동안 상서로운 게송을 염송한다. 만달라 안의 여성 불존들은 보

리심의 하얀 보병에 든 물을 우리들의 정수리에 조금 부음으로써 실

질적인 물(水) 관정을 수여한다. 

1-7.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게송과 진언을 염송하면서, 우리 몸의 다

섯 곳, 정수리, 어깨, 팔 위쪽, 허벅지, 엉덩이에 소라고둥의 물을 가

져다 댄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씻기기 위해 물을 조금 뿌리고 난 

후, 마시라고 준다. 물이 뿌려지고, 씻겨짐으로써 우리의 고통과 부정

한 것들이 정화되고, 물을 마심으로써 우리는 공성의 대지복(大智福)

을 경험한다. 우리의 신체적 요소들인 오대(五大)는 이제 다섯 여성 

불존으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부여받았다. 

1-8. 우리 몸 안의 다섯 여성 불존들로부터 빛이 방사되어서 만달라에 있

는 그들 배우자의 분신들을 모셔온다. 그들과 관정을 수여하는 다른 

불존들은 우리 몸 안의 여성 불존들 속으로 융해된다.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우리에게 공양을 올린다.

1-9.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물(水)관정은 갓 태어난 아이를 씻기는 것

과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다섯 가지의 신체적 요소의 더러움

을 씻어내고, 다섯 여성 불존과 그들을 의존해서 실질적인 성취를 깨

닫기 위한 씨앗들을 우리들 마음의 흐름 속에 심는다. 이것은 제1지 

보살(菩薩)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과 동등한 선근자량을 성취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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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관(寶冠)관정

  보관관정의 진행과정은 물관정과 다르지 않다. 이 관정의 정화 대상은 

우리의 오온(五蘊)이다. 이 관정에서는 5개의 보관이 부동불(不動佛, 

Akshobhya) 등 다섯 붓다로 변화되어진다. 

2-1. 우리는 우리 경험의 오온(五蘊) 요소를 정화하기 위해서 보관관정을 

청하는 만달라 공양을 올리고, '청사진언'4을 3번 염송한다.

2-2.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장애를 제거하고 우리의 오온과 보관(寶

冠)을 공성으로 정화한다. 공성의 상태에서, 우리의 오온과 보관은 

결가부좌로 앉아서 다섯 남성 불존을 껴안고 있는 다섯 여성 불존으

로 생기한다. 이 불존(佛尊)들은 모두 3면(面), 6수(手)를 지니고 있

다. 이 다섯 남성 불존은 우리 몸의 정수리, 미간, 목, 가슴, 단전 짜

끄라에 위치한다. 각 불존(佛尊)들의 미간에 백색 옴(Om), 목에 적색 

아(Ah), 가슴에 흑색 훔(Hum), 단전에 황색 호(Hoh)가 있다. 

2-3.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의 가슴에서 방사 된 빛이 지혜존들을 모시

고 와 보관과 우리들 오온의 남성 불존들과 융합된다. 만달라 안의 

남성 불존들은 보관의 남성 불존들에게 관정을 수여한다. 우리의 스

승 깔라짜끄라는 보관의 남성 불존들에게 공양을 올린다. 그들은 보

리심의 정수들 안으로 녹아들고 다시 보관의 모습으로 변한다.

2-4.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의 가슴에서 다시 빛이 방사되어서 관정을 

수여하는 남성, 여성 불존과 보살(菩薩)들을 청한다. 그는 그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관정을 수여하기를 청한다. 그들은 

동의하여 몇몇 불존(佛尊)들은 상서로운 게송을 염송하고, 다른 불존

들은 꽃을 뿌리고, 분노존들은 장애를 제거한다. 우리의 스승 깔라짜

끄라는 그의 보좌관 까르마바즈라(業金剛)가 보관을 들고 있는 동안 

상서로운 게송을 염송한다. 만달라 안의 남성 불존들은 보관을 우리 

몸의 다섯 군데에 가져다 댄 후, 그것을 우리의 머리 위에 씌워 줌으

로써 실제적인 보관관정을 수여한다. 보관의 접촉에서 우리는 공성의 

4 "Om am im rm um lm, sarva-buddha-vajra-mukutam mama pancha-buddha-atmakam 

bandhayantu hum hum phat", "옴, 암 임 름 움 름, 모든 붓다들이시여 다섯 붓다의 본성을 지닌 

금강보관을 제게 씌워 주소서". 'am im rm um lm'은 우리의 오온과 이에 해당 되는 다섯 붓다를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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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복(大智福)을 경험한다.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게송과 진언

을 염송하면서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소라고둥의 물을 가져다 대고, 

뿌리고, 마시라고 주는 물(水)관정의 종결부분을 수여한다. 우리의 오

온은 이제 다섯 남성 불존으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부여받았다.

2-5. 우리 몸 안의 다섯 남성 불존들로부터 빛이 방사되어서 만달라에 있

는 그들 배우자의 분신들을 불러온다. 그들은 다른 관정수여 불존들

과 함께 우리 몸 안의 남성 불존들 속으로 융해된다. 우리의 스승 깔

라짜끄라는 우리에게 공양을 올린다.

2-6.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보관(寶冠)관정은 어린 아이의 머리카락을 

머리 위에 둥글게 묶어 올려 주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오온(五蘊)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다섯 남성 불존과 그들을 의존해서 

실제적인 성취를 깨닫기 위한 씨앗들을 우리들 마음의 흐름 속에 심

는다. 이것은 제2지 보살(菩薩)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과 동등

한 선근자량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그는 더 나아가 백

색 몸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받은 두 관정은 신(身) 정수의 더러움을 

정화하고, 금강신(金剛身)을 성취하기 위한 씨앗들을 심는 것이라 설

명한다. 

3. 미건(眉巾)관정

  다음에 이어지는 두 관정(미건관정, 금강저 금강령 관정)은 말(口)을 정

화한다. 말의 바탕은 기(氣)이기 때문에 미건관정과 금강저 금강령 관정은 

각각 10가지 기(氣)와 두 기맥(氣脈)인 좌맥(左脈)과 우맥(右脈)을 정화한

다. 우리는 이들 관정을 적색 말(口)의 깔라짜끄라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만달라의 남쪽 문에서 받는다. 

3-1.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의 화신인 까르마바즈라(Karmavajra) 인도를 

받아 우리는 만달라의 적색 남쪽 문을 향해 시계방향으로 돈다. 그곳

에서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의 적색 구(口)의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 

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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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우리의 10가지의 기(氣)를 정화하기 위해서 미건(眉巾)관정을 청하는 

만달라 공양을 올리고, '청사(請詞)진언'5을 세 번 염송한다.

3-3. 내관정.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 가슴의 훔(Hum)에서 발하는 빛줄기

가 우리를 그의 입안으로 끌어들인다. 보리심(bodhicitta)의 정수 안

으로 융해되고 그의 금강성기(金剛性器)를 통해서 비슈와마따

(Vishvamata)의 연꽃자궁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우리는 공성에 집

중함으로써 모든 일상적인 모습을 소멸시킨다. 공성의 지혜를 유지하

면서, 우리는 먼저 적색 아(Ah), 그 다음 적색 보석, 그리고 마지막

으로 3면(面), 6수(手)의 결가부좌로 앉아 있는 적색 금강구(口)으로 

생기한다. 그는 역시 세 얼굴과 여섯 개의 팔을 가진 백색 마마끼

(Mamaki)를 껴안고 있다.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의 가슴에서 발산

된 빛이 지혜존들과 함께 되돌아온다. 이들은 금강구(金剛口)로서 우

리와 융합한다. 그의 가슴에서 다시 한 번 빛이 방사되어서 10 방의 

모든 남성과 여성 불존들을 청한다.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그들

에게 공양을 올리고, 제자들에게 관정을 수여하기를 청한다. 기쁘게 

동의하면서 그들은 합일에 들어가고, 보리심의 정수의 형태 속으로 

융해된다. 스승의 정수리를 통해 들어가, 그의 몸 중앙을 따라 내려

간다. 그의 금강성기를 통과하여 비슈와마따(Vishvamata)의 연꽃자

궁 안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그곳에서 적색 금강구(金剛口)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관정을 수여한다. 우리는 연꽃자궁에서 방사되어 

나와서 적색 남쪽 문 안쪽에 앉는다.

3-4.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장애를 제거하고 우리의 10가지의 기(氣)

와 미건을 공성으로 정화한다. 공성의 상태에서, 10가지의 기(氣)와 

미건은 각각 4면(面), 8수(手)를 지니고 서있는 10명의 강력한 여성

인 샥띠(shakti)로 생기한다. 우리의 몸에서 이들 10명의 샥띠들은 

가슴 짜끄라(cakra)에 위치한다. 각 샥띠들의 미간에 백색 옴(Om), 

목에 적색 아(Ah), 가슴에 흑색 훔(Hum), 단정에 황색 호(Hoh)가 있

다. 

3-5.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의 가슴에서 빛이 방사되고 그 빛은 지혜존

들을 모시고 온다. 이 지혜존들은 우리의 10가지 기(氣)와 미건의 샥

5 "Om a a am ah ha ha ham hah phrem hoh, sarva-paramita mama vajra-pattam bandhayantu 

hum hum phat", "옴, 아 아 암 아흐 하 하 함 하흐 프렘 호흐, 모든 완성의 불모(佛母)들이시여 

제게 금강미건을 묶어 주시옵소서!". 종자음 a, am, ah 등은 10샥띠를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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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들과 융합된다. 만달라 안의 샥띠들이 미건의 샥띠들에게 관정을 

수여한다.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강력한 여성인 샥띠(shakti)들에

게 공양을 올린다. 그들은 보리심의 정수들 안으로 녹아들고 다시  

미건의 모습으로 변한다. 

3-6.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의 가슴에서 다시 빛이 방사되어서 관정을 

수여하는 남성, 여성 불존과 보살(菩薩)들을 청한다. 그는 그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제자들에게 관정을 수여하기를 청한다. 그들은 동의

한다. 몇몇 불존들은 상서로운 게송을 염송하고, 다른 불존들은 꽃을 

뿌리고, 분노존(忿怒尊)들은 장애를 제거한다.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

라는 그의 보좌관 까르마바즈라(Karmavajra)가 미건을 들고 있는 동

안 상서로운 게송을 염송한다. 만달라 안의 샥띠들은 미건을 우리 몸

의 다섯 군데에 가져다 댄 후, 그것을 우리의 양쪽 귀 위에 걸침으로

써 실제적인 미건(眉巾)관정을 수여한다. 미건의 접촉에서 우리는 공

성의 대지복(大智福)을 경험한다.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게송과 

진언을 염송하면서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소라고둥의 물을 가져다 

대고, 뿌리고, 마시라고 주는 물(水)관정의 종결부분을 수여한다. 우

리의 10가지 기(氣)는 이제 10명의 강력한 여성인 샥띠(shakti)로서

의 완전한 자격을 부여받았다.

3-7. 우리의 몸 안 열 명의 샥띠들로부터 빛이 방사되어서 만달라에 있는 

그들 배우자의 분신들을 불러온다. 그들과 관정을 수여하는 다른 불

존들은 우리 몸 안 열 명의 샥띠들 속으로 융해된다. 우리의 스승 깔

라짜끄라는 우리에게 공양을 올린다.

3-8.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우리의 귀에 걸쳐진 리본인, 미건(眉巾)관

정은 아이의 귀를 뚫어 귀고리를 달아 주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한

다. 이것은 10가지 기(氣)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10명의 샥띠들과 그

들을 의존해서 실제적인 성취를 깨닫기 위한 씨앗들을 우리들 마음

의 흐름 속에 심는다. 이것은 제3지 보살(菩薩)의 마음을 지니고 있

는 사람들과 동등한 선근자량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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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강저와 금강령 관정

4-1. 우리는 우리의 오른쪽과 왼쪽의 기맥(氣脈)을 정화하기 위해서 금강

저(金剛杵)와 금강령(金剛鈴) 관정을 청하는 만달라 공양을 올리고,  

'청사진언'6을 3번 염송한다.

4-2.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장애를 제거하고 우리의 좌우 기맥과 금

강저와 금강령을 공성으로 정화한다. 공성의 상태에서, 우리의 좌우 

맥과 금강저는 황색 비슈와마따(Vishvamata)를 껴안고 서있는 군청

색 깔라짜끄라(Kalacakra)로 생기하고, 왼쪽 맥과 금강령은 군청색 

깔라짜끄라를 껴안고 서있는 황색 비슈와마따로 생기한다. 각 불존들

은 1면(面), 2수(手)를 지니고 있다. 우리 몸에서 깔라짜끄라와 비슈

와마따는 가슴 짜끄라의 오른쪽과 왼쪽 맥에 위치해 있다. 각 불존

(佛尊)들의 미간에 백색 옴(Om), 목에 적색 아(Ah), 가슴에 흑색 훔

(Hum), 단전에 황색 호(Hoh)가 있다. 

4-3.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의 가슴에서 빛이 방사되고 그 빛은 지혜존

들을 모셔 온다. 이 지혜존들은 금강저와 금강령 그리고 우리의 오른

쪽과 왼쪽의 깔라짜끄라와 비슈와마따와 융합된다. 만달라 안의 깔라

짜끄라와 비슈와마따는 금강저와 금강령의 깔라짜끄라와 비슈와마따

에게 관정을 수여한다.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금강저와 금강령의 

깔라짜끄라와 비슈와마따에게 공양을 올린다. 그들은 보리심의 정수

들 안으로 녹아들고 다시 금강저와 금강령의 모습으로 변한다.

4-4.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의 가슴에서 다시 빛이 방사되어서 관정을 

수여하는 남성, 여성 불존과 보살들을 청한다. 그는 그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관정을 수여하기를 청한다. 이를 승낙한 몇

몇 불존들은 상서로운 게송을 염송하고, 다른 불존들은 꽃을 뿌리고, 

분노존들은 장애를 제거한다.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그의 보좌관 

까르마바즈라(業金剛)가 금강저와 금강령을 들고 있는 동안 상서로운 

게송을 염송한다. 만달라 안의 깔라짜끄라와 비슈와마따의 합일존은 

금강저와 금강령을 우리 몸의 다섯 곳에 가져다 대고, 그리고 그것들

6 "Om hum hoh, vijnana-jnana-svabhave karuna-prajna-atmake vajra-vajra-ghante 

savyetarakarayor mama vajrasatvah saprajno dadatu hum hum phat", "옴, 훔 호, 금강살타와 

그들의 불모(佛母)들이시여, 의식(意識)과 무상지혜의 본성이요 자비와 지혜의 실체인 금강저와 금

강령을 저의 오른 손과 다른 손에 쥐어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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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우리의 가슴 앞 교차된 손에 들려줌으로써 실제적인 금강저와 금

강령 관정을 수여한다. 그들의 접촉에서 우리는 공성의 대지복(大智

福)을 경험한다.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게송과 진언을 염송하면

서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소라고둥의 물을 가져다 대고, 뿌리고, 마

시라고 주는 물(水)관정의 종결부분을 수여한다. 우리의 오른쪽과 왼

쪽의 맥은 이제 깔라짜끄라와 비슈와마따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부여

받았다.

4-5. 우리 몸 안의 깔라짜끄라와 비슈와마따로부터 빛이 방사되어서 만달

라에 있는 그들 배우자의 분신들을 불러온다. 그들은 다른 관정수여 

불존들과 함께 우리 몸 안의 깔라짜끄라와 비슈와마따 속으로 융해

된다.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우리에게 공양을 올린다.

4-6.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금강저(金剛杵)와 금강령(金剛鈴) 관정은 

아이를 웃게 하고 첫 말을 가르쳐 주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오른쪽과 왼쪽 기맥(氣脈)의 부정함을 정화하고 양 기맥에 흐

르는 기(氣)들을 중맥(中脈) 안으로 유입시키고, 유지하게 하고, 그리

고 융해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意)이 불

변의 지복(智福)이 되게 하고, 우리의 구(口)가 모든 긍정적인 측면을 

갖추게 하고, 우리가 깔라짜끄라와 비슈와마따에 의존한 실제적인 성

취를 얻게 하기 위한 씨앗들을 심는다. 이것은 제4지 보살(菩薩)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과 동등한 선근자량을 성취할 수 있는 능

력을 수여한다. 그는 더 나아가 적색 구(口)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받

은 두 관정은 구(口) 정수의 오염됨을 정화하고, 금강구(口)을 성취하

기 위한 씨앗들을 심는 것이라 설명한다.

5. 계금(戒禁)관정

  이어지는 계금(戒禁)관정과 이름관정은 마음(意)을 정화 시킨다. 우리는 

이들 관정을 짙은 흑색 마음(意) 깔라짜끄라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만달

라의 동쪽 문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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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의 화신의 인도를 받아 우리는 만달라의 동

쪽 문을 향해 시계방향으로 돈다. 그곳에서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

의 흑색 의(意)의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 있는다. 

5-2. 우리의 여섯 가지 식(六識)과 그들의 대상(六境)을 정화하기 위해서 

계금관정을 청하는 만달라 공양을 올리고, '청사(請詞)진언'7을 세 번 

염송한다.

5-3. 내관정.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 가슴의 훔(Hum)에서 발하는 빛줄기

가 우리를 그의 입안으로 끌어들인다. 우리는 보리심(bodhicitta)의 

정수 안으로 융해되고 그의 금강성기(金剛性器)를 통해서 비슈와마따

(Vishvamata)의 연꽃자궁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

든 일상적인 모습을 공성으로 융해시킨다. 공성의 지혜를 유지하면

서, 우리는 먼저 흑색 훔(Hum), 그 다음 흑색 금강저, 그리고 마지막

으로 3면(面), 6수(手)를 가지고 결가부좌로 앉아 있는 흑색 금강의

(金剛意)로 생기한다. 그는 3면(面), 6수(手)의 황색 로짜나(Locana)

를 껴안고 있다.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의 가슴에서 발산된 빛이 지

혜존들과 함께 되돌아온다. 이들은 금강의(金剛意)로서 우리와 결합

한다. 그의 가슴에서 다시 한 번 빛이 방사되어서 10방의 모든 남성

과 여성 불존들을 청한다.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그들에게 공양

을 올리고, 제자들에게 관정을 수여하기를 청한다. 그들은 기쁘게 동

의하면서 그들은 합일에 들어가고, 보리심의 정수의 속으로 융해된

다. 스승의 정수리를 통해 들어가, 그의 몸 중앙을 따라 내려간다. 그

의 금강성기를 통과하여 비슈와마따(Vishvamata)의 연꽃자궁 안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그곳에서 흑색 금강의(金剛意)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관정을 수여한다. 우리는 연꽃자궁에서 방사되어 나와서 흑

색 동쪽 문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는다. 

5-4.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장애를 제거하고 우리의 6식(六識)과 6경

(六境) 그리고 '엄지손가락 반지'8를 공성으로 정화한다. 공성의 상태

7 "Om a a e ai ar ar o au al al am ah, sarva-bodhisatvah sabharyah 

sarvada-sarvakama-upabhogam vajra-pratam maama dadantu svaha", "옴, 아 아 에 에 아르 

아르 오 오 알 알 암 아흐, 모든 보살과 그들의 불모(佛母)이시여 일체의 욕망을 언제 어느 때나 

유희할 수 있는 금강행위를 제게 수여해 주소서".
8 행위관정에서의 관정 수여의 도구는 반지이다. 손가락에 반지를 끼면 손가락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

듯이 이 반지는 행위의 제어를 상징한다. 오대(五大)와 관련된 5개의 반지가 사용 되어야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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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6식(六識)과 6경(六境) 그리고 엄지반지는 결가부좌로 앉아서 

각각 여섯 여성과 여섯 남성 보살을 껴안고 있는 여섯 남성과 여섯 

여성 보살들로 생기한다. 이 불존들은 모두 3면(面), 6수(手)를 지니

고 있다. 우리의 몸에서 이들 열두 불존들은, 둘씩 각각, 귀, 코, 눈, 

혀, 팔 다리의 관절, 그리고 가슴에 위치한다. 각 불존(佛尊)들의 미

간에 백색 옴(Om), 목에 적색 아(Ah), 가슴에 흑색 훔(Hum), 단전에 

황색 호(Hoh)가 있다. 

5-5.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의 가슴에서 빛이 방사되고 그 빛은 지혜존

들을 모셔온다. 이 지혜존들은 엄지금강 그리고 우리의 6식(六識)과 

그들 대상들의 남성과 여성 보살들과 융합한다. 만달라 안의 남성과 

여성 보살들은 엄지금강의 남성과 여성 보살들에게 관정을 수여한다.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엄지금강의 남성과 여성 보살들에게 공양

을 올린다. 그들은 보리심의 정수들 안으로 녹아들고 다시 엄지금강 

모습으로 변한다. 

5-6.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의 가슴에서 다시 빛이 방사되어서 관정을 

수여하는 남성, 여성 불존과 보살들을 청한다. 그는 그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관정을 수여하기를 청한다. 그들은 이를 승

낙하여 몇몇 불존들은 상서로운 게송을 염송하고, 다른 불존들은 꽃

을 뿌리고, 분노존들은 장애를 제거한다.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그의 보좌관 까르마바즈라(Karmavajra)가 엄지금강을 들고 있는 동

안 상서로운 게송을 염송한다. 만달라 안의 남성과 여성 보살들은 엄

지금강을 우리 몸의 다섯 군데에 가져다 댄 후, 그것을 우리의 오른

쪽 엄지손가락에 끼워줌으로써 실질적인 행위관정을 수여한다. 엄지

반지의 접촉에서 우리는 공성의 대지복(大智福)을 경험한다.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게송과 진언을 염송하면서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소라고둥의 물을 가져다 대고, 뿌리고, 마시라고 주는 물(水)관정의 

종결부분을 수여한다. 우리의 6식(六識)과 6경(六境)은 이제 여섯 남

성과 여섯 여성 보살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부여받았다.

5-7. 우리 몸 안의 여섯 남성과 여섯 여성 보살들로부터 빛이 방사되어서 

만달라에 있는 그들 배우자들의 분신을 불러온다. 그들과 관정을 수

그렇지 못할 때에는 엄지손가락에 끼는 노란색의 하나의 반지가 사용된다. 이 하나의 반지는 '엄지

금강'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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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다른 불존들은 우리 몸 안의 여섯 남성과 여섯 여성 보살들 

속으로 융해된다.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우리에게 공양을 올린

다.

5-8.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행위관정은 아이에게 가지고 놀 만한 즐

거운 감각 대상물을 처음으로 주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이것

은 6식(六識)과 6경(六境)의 오염됨을 씻어내고, 여섯 남성과 여섯 

여성 보살을 의존해서 실제적인 성취를 깨닫기 위한 씨앗들을 우리

들 마음의 흐름 속에 심는다. 이것은 제5지 보살(菩薩)의 마음을 지

니고 있는 사람들과 동등한 선근자량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

한다.

6. 이름관정

    이름관정은 행동기관과 그들의 행위를 정화한다. 

6-1. 우리 몸의 여섯 가지 기능을 하는 부분인 6근(六根)과 그들의 여섯 

가지 기능작용을 정화하기 위해서 관정을 청하는 만달라 공양을 올

리고, '청사(請詞)진언'9을 세 번 염송한다.

6-2.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장애를 제거하고 우리의 6근과 그의 여섯 

가지 작용 그리고 팔찌를 공성으로 정화한다. 공성의 상태에서, 우리

의 6근(六根)과 그의 여섯 가지 작용 그리고 팔찌는 각각 여섯 여성 

분노존들과 여섯 남성 분노존들을 껴안고 서있는 여섯 남성 분노존

들과 여섯 여성 분노존들로 생기한다. 모든 불존들은 3면(面), 6수

(手)를 지니고 있다. 우리 몸에서 이 열두 불존들은, 두 명씩 각각, 

요로(尿路) 끝 부분, 입, 손, 발, 항문, 중맥(中脈)의 아래 끝 부분에 

위치해 있다. 각 불존(佛尊)들의 미간에 백색 옴(Om), 목에 적색 아

9 "Om ha ha ya ya ra ra va va la la, sarva-krodha-rajah sabharya 

matri-karuna-mudita-upeksha-sarva-samata-svabhavam vajra-purvamgamam nama me 

dadantu hum hum phat", "옴, 하 하 야 야 라 라 와 와 라 라, 모든 분노명왕과 불모(佛母)들이

시여 원컨대 제게 자비희사의 본성을 지닌 금강의 이름을 수여해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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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 가슴에 흑색 훔(Hum), 단전에 황색 호(Hoh)가 있다. 

6-3.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의 가슴에서 빛이 방사되고 그 빛은 지혜존

들과 함께 돌아온다. 이 지혜존들은 팔찌 그리고 우리의 6근(六根)과 

그의 여섯 가지 작용의 여섯 남성과 여섯 여성 분노존들과 융합한다. 

만달라 안의 여섯 남성과 여섯 여성 분노존들은 팔찌의 여섯 남성과 

여섯 여성 분노존들에게 관정을 수여한다.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팔찌의 여섯 남성과 여섯 여성 분노존들에게 공양을 올린다. 그들은 

보리심의 정수들 안으로 녹아들고 다시 팔찌의 모습으로 변한다.

6-4.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의 가슴에서 다시 빛이 방사되어서 관정을 

수여하는 남성, 여성 불존과 보살들을 청한다. 그는 그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제자들에게 관정을 수여하기를 청한다. 그들은 동의하고 몇

몇 불존들은 상서로운 게송을 염송하고, 다른 불존들은 꽃을 뿌리고, 

분노존들은 장애를 제거한다.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그의 보좌관 

까르마바즈라(業金剛)가 팔찌를 들고 있는 동안 상서로운 게송을 염

송한다. 만달라 안의 여섯 남성과 여섯 여성 분노존들은 팔찌를 우리 

몸의 다섯 곳에 가져다 댄 후, 그것들을 우리의 양 팔목에 끼워줌으

로써 실제적인 이름관정을 수여한다. 팔찌와의 접촉에서 우리는 공성

의 대지복(大智福)을 경험한다.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게송과 진

언을 염송하면서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소라고둥의 물을 가져다 대

고, 뿌리고, 마시라고 주는 물(水)관정의 종결부분을 수여한다. 

6-5.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황색 가사를 걸치고 그의 법좌에 서서, 샤

꺄무니(Shakyamuni) 불존처럼 가사가 걸쳐진 왼손은 그의 가슴 앞

에 위치시키고, 그의 오른손은 두려움이 없는 수인(施無畏印)을 취하

고 우리가 성취할 불과(佛果)의 형태를 예언한다. 그는 우리와 가장 

깊은 인연이 있는 불부족을 결정하기 위해서 만달라에 꽃 공양을 올

렸을 때 받은 이름을 불러서 제자를 지목하고 이러 이러한 이름으로 

법신(法身)과 색신(色身)을 갖춘 붓다가 될 것이라 수기를 한다. 이 

수기와 함께 수여된 이름관정을 통해 6근(六根)과 그들의 여섯 가지 

작용은 이제 여섯 남성과 여섯 여성 분노존으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부여받았다. 

6-6. 우리의 몸 안의 여섯 남성과 여섯 여성 분노존들로부터 빛이 방사되

어서 만달라에 있는 그들 배우자들의 분신을 불러온다. 그들과 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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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여하는 다른 불존들은 우리 몸 안의 여섯 남성과 여섯 여성 분

노존들 속으로 융해된다.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우리에게 공양을 

올린다. 

6-7.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 비밀이름관정은 아이의 첫 생일 경에 정식

의례와 함께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6근(六根)과 그들의 여섯 가지 작용의 더러움을 씻어낸다. 또

한 '네 가지 헤아릴 수 없는 마음(四無量心)'10으로써 네 가지 마구니

(魔)를 제압하는 능력을 부여하고, 여섯 남성과 여섯 여성 분노존들 

그리고 그들을 의존해서 불과(佛果)를 이루기 위한 씨앗들을 우리들 

마음의 흐름 속에 심는다. 이것은 제6지 보살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과 동등한 선근자량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수여한다. 그는 

더 나아가 흑색 의(意)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받은 두 관정은 의(意) 

정수의 더러움을 정화하고, 금강의(金剛意)를 성취하기 위한 씨앗들

을 심는 것이라 설명한다.

7. 후속허가(後續許可)관정과 부속관정

   이 관정은 두 부분으로 실제 관정과 그에 따른 부속관정으로 나눠진다. 

7-1.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의 화신의 인도를 받아 우리는 황색 서쪽 문 

홀을 향해 시계방향으로 돈다. 그곳에서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의 

황색 지(智)의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있다. 

7-2. 우리의 지혜의 온(蘊)과 의식(意識)의 요소를 정화하기 위해서 후속

허가관정을 청하는 만달라 공양을 올리고, '청사진언'11을 세 번 염송

한다. 이들 온(蘊)과 요소는 우리의 본초적인 정광명의 마음을 의미

한다. 

10 중생에게 한없는 즐거움을 주고 고통과 미혹(迷惑)을 없애주기 위해 자(慈)·비(悲)·희(喜)·사(捨)의 4

가지 무량한 마음을 일으키는 사무량심(四無量心)을 말한다. '무량'(無量)이라는 말에는 무량한 중생

을 대상으로 하며, 무량한 복을 가져온다는 의미가 있다.
11 "Om evam padma-vajra-chihnau prajnopayau mandala-adhipati-vajra-sukha-jnanamgam 

mama dadatam ham hah hum phat", "옴 에왐, 만달라 본존의 금강지복의 무상지혜로써 연꽃과 

금강저로 상징되는 지혜와 방편을 제게 수여해 주소서. 



                                                              7. 후속허가 관정과 부속관정 115

7-3. 내관정.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 가슴의 훔(Hum)에서 발하는 빛줄기

가 우리를 그의 입안으로 끌어들인다. 보리심의 정수 안으로 융해되

고 그의 금강성기(金剛性器)를 통해서 비슈와마따(Vishvamata)의 연

꽃자궁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모습을 

공성으로 융해시킨다. 공성의 상태에서 우리는 먼저 황색 호(Ho), 그 

다음 황색 륜(輪), 그리고 마지막으로 3면(面), 6수(手)를 가지고 결

가부좌로 앉아 있는 황색 금강지(金剛智)로 생기한다. 그는 역시 3면

(面), 6수(手)의 흑색 따라(Tara)를 껴안고 있다. 우리의 스승 깔라짜

끄라의 가슴에서 발산된 빛이 지혜존들과 함께 되돌아온다. 이들은 

금강지로서 우리와 융합한다. 그의 가슴에서 다시 한 번 빛이 방사되

어서 모든 남성과 여성 불존들을 청한다.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그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제자들에게 관정을 수여하기를 청한다. 기

쁘게 동의하면서 그들은 합일에 들어가고, 보리심의 정수의 형태 속

으로 융해된다. 스승의 정수리를 통해 들어가, 그의 몸 중앙을 따라 

내려간다. 그의 금강성기를 통과하여 비슈와마따(Vishvamata)의 연

꽃자궁 안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그곳에서 황색 금강지(金剛智)의 모

습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관정을 수여한다. 우리는 연꽃자궁에서 방

사되어 나와서 황색 서쪽 문 안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는다. 

7-4.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장애를 제거하고 우리의 지혜의 온(蘊)과 

의식(意識)의 요소 그리고 '다섯 불부족의 표장(標章)'12을 공성으로 

정화한다. 공성의 상태에서 우리의 지혜의 온(蘊)과 의식(意識)의 요

소 그리고 다섯 불부족의 상징들은 결가부좌로 앉아서 각각 녹색 바

즈라다뚜 이슈바리(Vajradhatu Ishvari)와 녹색 부동불(不動佛, 

Akshobhya)를 껴안고 있는 청색 금강살타(金剛薩埵, Vajrasattva)와 

청색 쁘라즈냐빠라미따(Prajnaparamita)로 생기한다. 이 불존들은 모

두 3면(面), 6수(手)를 지니고 있다. 금강살타와 쁘라즈냐빠라미따는 

우리의 가슴에 위치해 있다. 각 불존(佛尊)들의 미간에 백색 옴(Om), 

목에 적색 아(Ah), 가슴에 흑색 훔(Hum), 단전에 황색 호(Hoh)가 있

다. 

7-5.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의 가슴에서 빛이 방사되고 그 빛은 지혜존

12 오방불 각각의 특성을 상징하며 허가관정에 사용되는 다섯 가지 관정의식 도구이다. 이들은 1) 금

강저, 2) 보석, 3) 검, 4) 연꽃, 그리고 5) 법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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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모셔온다. 이 지혜존들은 표장(標章)의 금강살타와 쁘라즈냐빠

라미따 그리고 우리 지혜의 온(蘊)과 의식(意識)의 요소와 융합한다. 

만달라 안의 금강살타와 쁘라즈냐빠라미따는 표장의 금강살타와 쁘

라즈냐빠라미따에게 관정을 수여한다.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표

장의 금강살타와 쁘라즈냐빠라미따에게 공양을 올린다. 그들은 보리

심의 정수들 안으로 녹아들고 다시 표장의 모습으로 변한다. 

7-6.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의 가슴에서 다시 빛이 방사되어서 관정을 

수여하는 남성, 여성 불존과 보살들을 청한다. 그는 그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제자들에게 관정을 수여하기를 청한다. 그들은 수락하고 몇

몇 불존들은 상서로운 게송을 염송하고, 다른 불존들은 꽃을 뿌리고, 

분노존들은 장애를 제거한다.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그의 보좌관 

까 까르마바즈라(Karmavajra)가 표장(標章)을 들고 있는 동안 상서

로운 게송을 염송한다. 만달라 안의 금강살타와 쁘라즈냐빠라미따는 

표장을 우리 몸의 다섯 군데에 가져다 댄 후, 그것을 우리의 손에 들

려줌으로써 실제적인 후속허가관정을 수여한다. 표장과의 접촉에서 

우리는 공성의 대지복(大智福)을 경험한다.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

는 게송과 진언을 염송하면서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소라고둥의 물

을 가져다 대고, 뿌리고, 마시라고 주는 물(水)관정의 종결부분을 수

여한다. 우리의 지혜의 온(蘊)과 의식(意識)의 요소는 이제 금강살타

와 쁘라즈냐빠라미따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부여받았다. 

7-7. 우리의 몸 안의 금강살타와 쁘라즈냐빠라미따로부터 빛이 방사되어

서 만달라에 있는 그들 배우자들의 분신을 불러온다. 그들과 관정을 

수여하는 다른 불존들은 우리 몸 안의 금강살타와 쁘라즈냐빠라미따 

속으로 융해된다.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우리에게 공양을 올린

다. 

7-8. 종자음 브룸(Bhrum)이 법륜(法輪)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스승 깔라

짜끄라는 그것을 우리의 좌석 앞에 놓는다. 종자음 아(A)가 깔라짜끄

라 경전으로 변화되고, 그는 그것을 우리의 무릎 위에 놓는다. 종자

음 아(Ah)가 소라고둥으로 변화되고, 그는 그것을 우리의 오른손에 

들려준다. 종자음 아(Ah)가 금강령으로 변화되고, 그는 그것을 우리

의 왼손에 들려주어 울리게 한다. 우리는 그를 따라 지혜와 방편에 

대한 우리의 서약을 재확인하는 게송들을 매 게송을 마칠 때마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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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을 울리면서 염송한다. 우리는 오체투지를 올리고 그가 말하는 

것에 동의한다.

7-9. 부속관정

  이것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네 가지의 부수적인 것, 즉 진언, 안약, 

거울, 활과 화살을 수여함과 주된 부속 관정인 금강상사 관정을 주는 것이

다. 

7-9-1. 진언의 수여.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불존들에게 그가 그들의 

진언을 제자들에게 수여할 것을 보고하고, 우리는 반복해서 불존

들께 진언 수여를 요청한다.13 우리는 즉시 4면(面), 8수(手), 2족

(足)의 황색 비슈와마따(Vishvamata)를 껴안고 서있는 4면(面), 

24수(手), 2족(足)의 완전한 군청색 깔라짜끄라로 생기한다. 우리

는 각 진언을 세 번씩 염송한다. 첫 번째 반복과 함께, 우리의 스

승 깔라짜끄라의 가슴에서 복제된 진언이 나타나 그의 입을 통해 

나와서, 우리의 입안으로 들어가 우리 가슴의 흑색 종자음 훔

(Hum) 주위에 자리를 잡는다. 두 번째 반복과 함께, 그 진언은 우

리의 가슴에 있는 진언과 일치 되어서 구별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반복을 통해 그 진언은 자리를 잡는다. 이 진언들

은 다음과 같다. (1) 핵심진언: 옴 아 훔 호 함끄샤 마라와라야 훔 

팟(Om Ah Hum Hoh Ham Kshah Ma La Wa Ra Ya Hum 

Phat)(티벳어로는 '옴 아 훔 호 한꺄 마라와라야 훔펫'으로 발음된

다), (2) 요약진언: 옴 흐랑 흐링 흐리링 흐룽 흐리링 흐라 스와하

(Om Hrang Hring Hriring Hrung Hriling Hrah Svaha)(티벳어로 

'스와하'는 '소하'로 발음된다), 그리고 (3) 근본진언: 옴 스리 깔라

짜끄라 훔 훔 팟(Om Shri Kalacakra Hum Hum Phat).

7-9-2. 안약의 수여. 우리는 우리의 군청색 얼굴의 주요 두 눈에 각각 흑

색 쁘람(PRAM)을 심상화 한다.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금 숟

13 금강상사는 "오, 세속을 멀리 여의신 승리자이시여, 제가 진언을 수여하고자 하오니 부디 유념하여 

주시 옵소서"라고 말하며 청원을 한다. 우리들은 "제가 이것을 취하오니 부디 저를 보살펴 주시 옵

소서"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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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으로 소량의 버터를 우리의 눈에 바른다. 우리는 백내장이 제

거되었듯이 공성에 대한 지혜의 부족으로 인한 침침함이 제거되고 

공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성취하기 위한 지혜의 눈을 얻었다고 

상상한다.

7-9-3. 거울의 수여. 종자음 아(Ah)가 거울로 변화된다. 우리의 스승 깔라

짜끄라는 우리의 정광명의 마음을 의미하는 가슴에 있는 깔라짜끄

라를 포함해서 모든 것은 거울 속의 영상과 같은 환영이라는 게송

을 외우면서, 이 거울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이것은 차후 우리에

게 모든 것은 환영과 같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한다.

7-9-4. 활과 화살의 수여함. 종자음 호(Hoh)가 활과 화살도 변화된다. 이

것은 사방과 위, 아래의 모든 곳으로부터 일어나는 장애를 꿰뚫어 

우리가 삼매의 상태에서 공성에 대한 직관적인 인식을 얻을 수 있

도록 도와준다. 스승이 위, 아래 그리고 사방으로 활을 쏘는 모양

을 하고 제자들은 스승을 따라 진언을 암송한다. 

7-10. 금강상사관정

  후속허가 관정에 부속된 다음 단계는 금강상사(金剛上師) 관정이다. 이것

을 깔라짜끄라 관정이 완벽한 형식으로 수여될 때, 최상위의 4관정 후에 

수여되는 관정들 가운데 마지막 부분인 대금강상사(大金剛上師)관정과 혼

동해서는 안 된다. 이 관정은 신, 구, 의의 서약인 금강저, 금강령, 인(印, 

mudra) 세 가지가 주어진다.

7-10-1.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장애를 제거하고 우리 자신과 금강저

와 금강령을 공성으로 정화한다. 공성의 상태에서 우리 자신과 

금강저는 청색 금강살타(Vajrasattva)로, 금강령은 청색 쁘라즈냐

빠라미따(Prajnaparamita)로 생기한다. 각각 3면(面)과 6수(手)를 

지니고 배우자 없이 결가부좌로 앉아있다. 각각의 미간에 백색 

옴(Om), 목에 적색 아(Ah), 가슴에 흑색 훔(Hum), 단전에 황색 

호(Hoh)가 있다. 

7-10-2.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의 가슴에서 빛이 방사되고 그 빛은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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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들을 모셔온다. 이 지혜존들은 우리 자신과 금강저의 두 금강

살타와 금강령의 쁘라즈냐빠라미따와 융합한다. 만달라 안의 다

섯 여성 불존(佛母)는 금강저의 금강살타와 금강령의 쁘라즈냐빠

라미따에게 관정을 수여한다.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금강저

와 금강령의 금강살타와 쁘라즈냐빠라미따에게 공양을 올린다. 

그들은 보리심의 정수들 안으로 녹아들고 다시 금강저와 금강령

의 모습으로 변한다. 

7-10-3.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공성과 분리되어질 수 없는 지혜를 상

징하는 금강저를 우리의 오른손에 들려준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意)과의 밀접한 결속을 형성한다. 그는 공성의 포고를 상징하는 

금강령을 우리의 왼손에 들려준다. 우리는 금강령을 흔들어 울리

며, 공성에 관한 게송을 염송한다. 이것은 우리의 구(口)와 밀접

한 결속을 형성한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몸이 공

성의 지복(智福)으로부터 금강살타의 모습으로 생기했는지를 명

상한다. 이것은 불신(佛身)의 대인(大印. mahamudra)과 우리들 

몸(身) 사이에 밀접한 결속을 형성 시킨다. 우리는 이것을 유념하

고 공성의 대지복(大智福)을 경험하면서 두 팔을 교차시켜서 금

강저와 금강령을 손에 든다.

7-10-4.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게송과 진언을 염송하면서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소라고둥의 물을 가져다 대고, 뿌리고, 마시라고 주

는 물(水)관정의 종결부분을 수여한다.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우리에게 공양을 올린다.

7-11. 법의 순수한 척도를 보여줌

7-11-1. 서약(誓約)의 순수한 척도에 대한 해석적 그리고 정의적인 의미

를 제시하면서,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여섯 불부족의 특성과

의 밀접한 결속 수행을 해석적 그리고 정의적 수준을 설명한다. 

7-11-2. 우리 스승 깔라짜끄라는 그의 황색 지(智)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받은 후속허가관정은 아이에게 읽기를 가르치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지(智)의 정수의 오염됨을 정화하고, 제7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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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과 동등한 선근자량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7-11-3. 그는 더 나아가 부정적인 업(業)을 정화하기 위해서 물로 씻어내

는 행위가 각 관정에 있기 때문에 모래 만달라 안에서 수여된 모

든 칠종관정은 수(水)관정이라 불린다고 설명한다. 이 일곱 가지

의 관정들은 모두 함께 우리에게 생기차제의 명상과 색구경천(色

究竟天)14의 최종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우

리가 딴뜨라의 재가신도(upasaka)가 되고, 만일 우리가 일곱 생

(七生) 동안 모든 딴뜨라계를 청정하게 지킨다면 우리는 적어도 

제7지 보살의 마음의 주인이 된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자긍심을 느끼면서 팔을 교차시키고 진언을 염

송한다.

7-11-4. 관정을 받은 시기에 대한 설명.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모든 

점성술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왜 이 기간에 관정을 수여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다.

7-11-5. 모든 근본타죄(根本墮罪)을 막기 위한 마지막 충고.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만약 우리가 근본타죄를 범하고 딴뜨라계를 잃었을 

경우, 우리가 단지 이 칠종관정만 받았다면, 앞서 꽃잎을 떨어뜨

려 결정된 불존의 진언을 36,000번 암송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우리의 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깔라짜끄라 관정 기간이나 또

는 10만 번의 깔라짜끄라 진언 암송을 마쳤다면 자수관정 도중

에 만달라 안에 다시 들어가 칠종관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우리

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깔라짜끄라 전통에 따른 '14 근본 딴뜨라

계'를 설명한다. 우리는 그가 말한 대로 정확히 수행하겠다고 세 

번 반복해서 말하고, 환희의 게송을 염송하고, 감사의 만달라 공

양을 올린다.

    이로써 제4장에서 설명한 깔라짜끄라 본관정수여 방식의 3가지 수준 

가운데 첫 번째 수준의 관정의식이 마무리 된다. 칠종관정에 이어서 상위

관정의 보병관정, 비밀관정, 지혜관정과 제4관정을 수여하는 두 번째 수준

14 색계 사선천(四禪天)의 맨 위에 있는 하늘로 대범천왕이 머무는 곳이다. 물질적 영역의 마지막 단

계이므로 이렇게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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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정과 최상위관정의 보병관정, 비밀관정, 지혜관정, 제4관정, 그리고 

대금강상사(大金剛上師) 관정을 수여하는 세 번째 수준의 관정의식이 있다.  

  14대 달라이 라마께서는 대부분의 관정의식에서 칠종관정 까지만 수여

하시지만 2012년 1월 인도 비하르주 보드가야에서 개최된 깔라짜끄라 관

정법회에서는 세 번째 수준의 관정까지 모두 수여 하셨다. 그러나 첫 번째 

수준의 칠종관정 까지만 웹캐스트 등을 통해 생중계 방송 되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수준의 관정은 방송하는 것을 금하고 관정에 직접 참여한 

대중들에게만 수여 하셨다. 

   딴뜨라의 비밀스런 부분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이미 대중들에게 알려 

졌고 이에 대한 오해가 난무하기 때문에 비밀을 유지해야할 가르침 이지만 

이를 대중들에게 바르게 알리고자 깔라짜끄라의 칠종관정 과정을 공개 하

시지 않으셨나 생각한다.

  그러한 이유로 본서에서는 달라이라마께서 공개적으로 수여하신 칠종관

정 까지만 다루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