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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딴뜨라 소개

1. 딴뜨라란?

  불교의 전개 과정은 승(乘)의 측면에서 볼 때 크게 소승과 대승으로 구

분되며 소승에는 성문승(聲聞乘)과 연각승(緣覺乘), 대승에는 보살승(菩薩

乘)이 있다. 이들 가운데 대승의 보살승은 다시 두 승, 즉 바라밀승(波羅蜜

乘, Paramitayana)과 금강승(金剛乘, Vajrayana)1으로 분류 된다.

  대승의 바라밀승은 탐심과 집착을 여의는 길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승

으로서 6바라밀의 완성에 의지해서 불지(佛地)에 이르는 길을 설하고 있기 

때문에 바라밀승이라 한다. 반면 금강승은 욕망과 욕망의 대상을 활용해 

불지에 이르는 승(乘)으로서 지혜의 측면인 공성에 대한 이해와 방편의 측

면인 만달라(mandala)의 존(尊)을 심상화(心像化) 함, 이 두 가지 모두가 

수행자의 마음에 명확히 나타나기 때문에 금강승이라 한다.2.

  그러면 이들 두 승(乘), 바라밀승과 금강승을 구분 짓는 특징은 무엇인

지? 그것은 불지(佛地)를 성취해 나가는 길에 있어 금강승이 실천하는 독

특한 방편수행에서 비롯한다. 불지(佛地), 즉 수행의 결과로서 도달하게 되

는 깨달음의 지위란 역사적 인물인 샤꺄무니 붓다(Shakyamuni Buddha)가 

성취했던 두 종류의 몸인 법신(法身)과 색신(色身)을 모두 갖춘 상태를 말

한다. 다시 말해서 어느 수행자가 불지(佛地)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는 틀

림없이 법신과 색신을 두루 구족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붓다의 몸에 법

신과 색신 두 종류가 있음으로 수행자가 이 몸들을 성취하기 위한 수행방

법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이는 '지혜'와 '방편'의 수행이다.

  지혜와 방편의 수행 가운데 '지혜'의 수행은 법신을 성취하는 원인이 되

1 금강승(金剛乘)의 다른 명칭은 비밀진언승(秘密眞言乘, Guhyamantrayana), 과승(果乘), 방편승(方便

乘) 등이 있다.
2 공성에 대한 이해는 법신을 성취하는 원인이 되고, 본존의 모습을 심상화 하는 것은 색신을 성취하

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법신과 색신을 함께 성취 할 수 있기 때문에 금강승이라 부

른다. 금강(金剛)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지만 자신은 결코 그 어느 것에 의해서 파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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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방편'을 닦음은 색신을 성취하는 원인이 된다. 여기서 법신을 성취하

는 인(因)이 되는 지혜의 수행은 바라밀승과 금강승에서 공통적으로 찾아

볼 수 있지만, 색신을 성취하기 위한 다양한 방편의 수행은 바라밀승에서

는 찾아볼 수 없는 금강승만이 가르치는 독특한 수행방법이다.

  사실, 붓다의 경지에서 얻어지는 법신과 색신은 지혜와 방편의 자량(資

糧)이 축적된 후 이들 두 자량이 합일되어 하나가 될 때 동시에 성취된다.  

그러므로 법신을 따로, 색신을 따로 각각 별도로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 하

다. 그래서 지혜와 방편의 수행은 새의 양 날개와 같이 항상 병행 되어야 

하고 불지(佛地)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와 방편의 합일이 있어야 

한다. 법신과 색신은 지혜와 방편의 합일 속에서만 현현(顯現)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바라밀승에는 지혜와 방편을 합일 시키는 요가행법이 없고 오

직 금강승만이 이를 설하며, 그렇기 때문에 바라밀승의 10지 보살도 최종

적으로는 금강승의 수행을 실천해야만 불과(佛果)를 성취 할 수 있다고 '무

상요가 딴뜨라(Anuttarayoga Tantra)' 경전에서 설하고 있다.

  자 그럼 무엇을 딴뜨라(Tantra)라 하는지? 위의 긴 서두에서 살펴보았듯

이 바라밀승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붓다의 법신과 색신을 성취하기 위한 

금강승의 독특한 수행과 성취법(成就法, Sadhana)을 딴뜨라(Tantra)라 한

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경전들을 딴뜨라(Tantra)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사용하는 싼스끄리뜨(Sanskrit) 용어 'Tantra(딴뜨

라)'와 여기에 해당하는 티벳어 'rGyud(규)'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로는 무지(無知)에서 불과(佛果)까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마음의 '연속(連續)' 또는 '영속(永續)'을 의미하고,3 둘째로는 이

러한 영속적인 흐름을 설명하고 있는 '4부 딴뜨라'의 경전들을 말한다.

3 딴뜨라(tantra)라는 단어의 의미는 연속의 영원한 흐름이다. 이 영원한 흐름은 근(根), 도(道), 과(果)

의 세 가지 단계로 작용한다. 기반인 근(根)의 단계에서 영속(永續)의 흐름은 우리들의 가장 미묘한 

단계의 마음으로 모든 생에 연속성을 제공하는 본연의 밝은 빛(淨光明)이다. 두 번째 단계인 영속되

는 도(道)의 흐름은 붓다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즉 붓다의 모습을 마음속에 형상화하는 명상

적 수행인 '본존(本尊)요가'를 의미한다. 세 번째 단계인 영속되는 과(果)의 흐름은 깨달음과 함께 성

취하는 붓다의 몸(佛身)들의 끊임없는 연속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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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딴뜨라의 4종 분류

  티벳 대장경 깐규르의 목록에는 300개 이상의 딴뜨라 경전 이름들이 나

열 되어있고, 이 경전들을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하다.4 그러나 오늘날 일반

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분류법은 딴뜨라 경전들을 1) 끄리야 딴뜨라

(Kryatantra, 所作 딴뜨라), 2) 짜리야 딴뜨라(Caryatantra, 行 딴뜨라), 3) 

요가 딴뜨라(Yogatantra, 兪伽 딴뜨라), 4) 아눗따라요가 딴뜨라

(Anuttarayogatantra, 無上兪伽 딴뜨라)로 분류한 '딴뜨라의 4종 분류'이

다. 이 분류 방법은 A.D. 14 세기경 제정이 되었으며 티벳의 불교학자 부

톤(Bu sTon, A. D. 1290-1364)이 그의 저서에서 '십만딴뜨라부목록'과   

'뗀규르 목록'을 작성하는데 이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다.

  4부 딴뜨라 중 '끄리야', '짜리야', '요가 딴뜨라'는 하위 딴뜨라로 '아눗따

라요가 딴뜨라'는 상위 딴뜨라로 일컬어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딴뜨라 경

전은 자신의 딴뜨라가 붓다의 완전한 가르침이고 붓다의 경지를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확신시키기 위해 자신의 딴뜨라만이 최상의 가르침

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하겠다.

  이 '딴뜨라의 4종 분류'는 딴뜨라 수행자의 근기가 다름을 4 가지 차원

으로 분류한 다음 각각의 근기에서 행할 수 있는 딴뜨라들이 설명된 경전

들을 제각기 배치한 것이다. 수행자의 근기는 첫째, 수행자가 욕계(欲界) 

속의 욕망을 딴뜨라 수행에 얼마나 활용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둘째, 공성

(空性)에 대한 심오한 명상과 본존요가(本尊瑜伽)를 수용해낼 수 있는 정신

적 능력, 이 두 가지를 배경으로 해서 분류 된다.

  수행자의 근기 분류 방법 가운데 첫 번째인 욕망의 활용을 바탕으로 해

서는 딴뜨라들이 1) 미소, 2) 응시 3) 포옹 또는 손잡음 4) 합일의 4종으

로 분류 되고, 두 번째 분류인 정신적은 능력에 의해서는 1) 끄리야, 2) 짜

리야, 3) 요가 4) 아눗따라요가로 분류 된다. 이러한 분류는 서로 분류의 

명칭만 다를 뿐 미소는 끄리야, 응시는 짜리야, 포옹은 요가, 합일은 아눗

따라요가의 분류에 각각 해당 된다. 여기에서는 두 번째 분류법에 의한 '딴

4 역사적으로 딴뜨라의 분류를 2종(8세기 중엽), 5종(10세기 초), 6종(10세기 말), 7종(11세기 초) 등

으로 분류 하는 방식들이 있었다. 이와 같은 분류 방식의 변화는 시대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딴뜨

라의 경전들을 기존의 분류 또는 새로운 분류에 포함시키는 것과 기존의 분류법들이 차감 또는 통

합되는 과정에 그 원인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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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라의 4종 분류'를 수행적 측면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끄리야 딴뜨라(Kryatantra, 所作 딴뜨라)

  끄리야 딴뜨라는 내적인 본존요가의 실천보다는 외적인 의례(儀禮)에 더 

중점을 둔다. 공성에 대한 심오한 명상 능력은 부족하나 의례, 의식(儀式) 

등 외적인 행동에 열정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근기를 위해 설해진 딴뜨라

들이다. 끄리야 딴뜨라를 실천하는 수행자는 불상, 탱화 등을 만들거나 구

입해서 신성한 장소에 모신다. 그런 다음 모든 존(尊)이나 이담(yidam)5이 

그 장소에 실재로 거주 한다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공양을 올린다. 나아가 

만달라 제작, 목욕의례 등의 외적 행동을 통해 번뇌 등 정신적 고통을 정

화시켜 나간다.

  이 근기의 수행자는 진제(眞諦)의 차원에선 모든 현상과 법이 공하고 하

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속제(俗諦)의 차원에서 수행에 임할 땐 수행자 

자신과 이담(yidam) 각각 다른 개체라 생각한다. 즉 공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모든 존(尊)이나 이담은 깨달음을 성취한 자이고 자신은 이들을 

공양하는 하는 자라는 이원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존요

가의 수행에 있어선 먼저 자신 앞에 이담의 모습을 심상화(心像化)하고, 이

담이 자신 앞에 현존한다 생각하며 이담에게 향, 향수, 꽃, 찬가 등으로 공

양을 올리며 예배한다. 그런 다음 이담의 신(身), 구(口), 의(意)와 이담이 

거주하는 천궁을 심상화하며 이담이 발하는 무량한 빛과 빛의 줄기로부터 

가피를 받아 정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2) 짜리야 딴뜨라(Caryatantra, 行 딴뜨라)

  짜리야 딴뜨라는 내적인 본존요가와 외적인 의례를 동등하게 실천한다. 

짜리야 딴뜨라에서는 제존(諸尊)이나 이담(yidam)의 형상을 자신 앞에 심

상화(心像化)하는 것과 더불어 수행자 자신을 깨달은 자의 모습으로 생각

5 수행자의 신(身), 구(口), 의(意)와 붓다의 신, 구, 의가 합일되는 경험을 계발하기 위해서 명상의 대

상으로 삼는 불존(佛尊)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명상적 불존은 외부적 존재 또는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해서는 안 되며 붓다의 마음 그 자체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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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수행자는 자신이 모든 불존(佛尊), 이담과 다르

지 않은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그들을 친구, 형제나 도반

처럼 여기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정신적인 장애가 없이 명확한 심상화를 행

하기 위하여 이담의 만뜨라(mantra, 眞言)를 읊는다.

  짜리야 딴뜨라의 본존요가 수행에는 유상요가(有相瑜伽)와 무상요가(無

相瑜伽)가 있다. 첫 번째인 유상요가란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존(尊)의 형상, 무드라(mudra, 手印), 종자음(終子音)6에 마음을 집중하는 

명상을 말한다. 두 번째인 무상요가는 제존(諸尊), 이담의 외적 형상이 아

니라 그들의 궁극적인 실체인 법성(tathata, 眞如)에 중점을 두어 마음을 

집중하는 명상을 말한다.

3) 요가 딴뜨라(Yogatantra, 兪伽 딴뜨라)

  요가 딴뜨라는 내적인 본존요가의 실천에 중점을 두며 소수의 외적인 의

례를 실천한다. 요가 딴뜨라에서는 자신을 이담(yidam)의 시봉자나 친구, 

도반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미 깨달은 붓다의 모습으로 심상화(心像化) 한

다. 즉, 더 이상 명상의 주체와 대상이 없이 수행자 자신이 이담임을 명상

한다.

  요가 딴뜨라의 수행도 유상요가(有相瑜伽)와 무상요가(無相瑜伽)가 두 가

지가 있다. 유상요가 에서는 먼저 자신 앞에 이담과 협시보살(脇侍菩薩)의 

형상을 심상화 한다. 그런 다음 이담의 형상을 명백히 볼 수 있는 심상화

가 이루어지면, 이 이담의 모습을 자신의 몸 안으로 이동시킨 후 몸 안에 

이담을 심상화하며 자신과 이담을 하나로 합일 시킨다. 무상요가 에서는 

이담의 모습 등 외적인 상징성에 의지하지 않고 바로 이담의 본성에 대해 

명상한다. 즉 완전한 깨달음의 외적 표현인 32상호와 이담의 법성(法性)이 

다르지 않음을 명상한다.

4) 아눗따라요가 딴뜨라(Anuttarayogatantra, 無上兪伽 딴뜨라)

6 불(佛), 보살(菩薩) 등을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싼스끄리뜨(Sanskrit) 글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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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눗따라요가 딴뜨라는 내적인 본존요가(本尊瑜伽)의 실천에만 중점을 

둔다. '아눗따라요가'는 '최상위의 요가'라는 의미로 불과(佛果)를 이루는데 

있어서 이보다 더 뛰어난 요가수행이 없음을 말한다. 아눗따라요가 딴뜨라

에서는 외적인 의례를 의지하지 않고 바로 본존요가 수행에 임 한다. 또한 

몸과 마음의 정화와 제어를 위하여 인간의 생리작용, 호흡, 기(氣), 기맥(氣

脈), 짜끄라(cakra, 脈輪) 등을 활용하는 고도로 체계화된 요가행을 실천한

다. 

  이 아눗따라요가 딴뜨라의 본존요가 수행은 생기차제(生起次第)와 원만

차제(圓滿次第)로 나누어져 있다. 생기차제는 자신의 모습을 이담(yidam) 

또는 본존(本尊)의 형상으로 심상화 하는 단계이고, 원만차제는 생기차제에

서 심상화 했던 이담, 본존의 형상으로 수행자의 모습이 직접 변화 되는 

과정이다. 

  4종 딴뜨라의 특징을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끄리야 딴뜨라(Kryatantra, 所作 딴뜨라): 내적인 본존요가의 실천보다

는 외적인 의례(儀禮)에 중점을 둠. 대표적인 경으로 문수사리문경(文殊師

利問經)이 있다.

2) 짜리야 딴뜨라(Caryatantra, 行 딴뜨라): 내적인 본존요가와 외적인 의

례를 동등하게 실천. 대표적인 경으로 대일경(大日經)이 있다.

3) 요가 딴뜨라(Yogatantra, 兪伽 딴뜨라): 내적인 본존요가의 실천에 중

점을 두며 소수의 외적인 의례를 실천. 대표적인 경으로 금강정경(金剛頂

經)이 있다.

4) 아눗따라요가 딴뜨라(Anuttarayogatantra, 無上兪伽 딴뜨라): 내적인 

본존요가(本尊瑜伽)의 실천에 중점. 대표적인 경으로 구햐싸마자

(Guhyasamaja), 헤바즈라(Hevajra), 깔라짜끄라(Kalacakra) 등이 있다.

3. 딴뜨라의 수행차제

  4부 딴뜨라 중 하위 딴뜨라인 짜리야(Carya, 行)와 요가(Yoga, 兪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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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뜨라의 수행의 차제는 유상요가(有相瑜伽)와 무상요가(無相瑜伽)로 구성

되어 있다. 앞의 단원에서 살펴보았듯이 유상요가는 고요한 마음을 유지시

키기 위해 본존의 형상(形象), 수인(手印, mudra), 종자음 등 외적인 특징

에 대해 명상을 하는 것이며, 무상요가는 본존, 이담(yidam) 등의 궁극적 

실체인 법성(tathata,眞如)에 중점을 두어 명상하는 방법이다.

  상위 딴뜨라인 아눗따라요가(Anuttarayoga, 無上兪伽) 딴뜨라는 불과(佛

果)에 이르는 수행의 단계를 '생기차제(生起次第)'와 '원만차제(圓滿次第)'로 

나누어 설명한다. 아눗따라요가 딴뜨라에서는 수행자의 신, 구, 의를 붓다

의 신, 구, 의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심상화(心像象化)와 요가행법들을 

설하고 있다. 생기차제와 원만차제의 분류 기준은 불과에 이르기 위한 이

들 요가행법의 수준과 난이도의 차이 또는 수행에 의해 나타난 결과의 차

이이다.

  아눗따라요가 딴뜨라의 수행은 본존요가와 기맥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

다. 이들은 방편 수행으로서 죽음, 중음, 환생의 과정을 반복해 명상하고 

이러한 과정에 익숙해짐으로써 실재적인 죽음이 일어날 때에 일반적인 죽

음, 중음, 환생이 일어나는 것을 제어하고 나아가 죽음의 과정을 활용해서 

붓다의 법신을, 중음의 과정을 통해서 붓다의 보신을, 환생의 과정을 이용

해서 붓다의 화신을 성취하는 요가행법들이다.

  하위 딴뜨라에도 본존을 심상화는 방편 수행들이 있다. 그러나 하위 딴

뜨라의 수행자는 아눗따라요가 딴뜨라의 생기차제에서와 같이 만달라와 본

존을 죽음, 중음, 환생의 과정에 반영하여 심상화 하는 것을 행 할 수 있

는 근기가 성숙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 딴뜨라에는 아눗따라

요가 딴뜨라의 생기차제 수행법들이 설해져 있지 않다. 또한 기맥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정광명, 환신 등의 원만차제 요가행법들도 하위 딴뜨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하위 딴뜨라에는 무상요가 딴뜨라들의 주요 

수행법들이 설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차제를 생기차제와 원만차제로 분류

하지 않고 유상요가(有相瑜伽)와 무상요가(無相瑜伽)로 분류한다.

  아눗따라요가 딴뜨라의 생기차제의 본존요가는 심상화 능력을 향상시켜 

마음에 떠올리는 대상이 물질화 되어 실재 나타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생기차제의 수행자는 자신을 이미 붓다의 경지를 성취한 본

존으로 심상화하며, 자신이 본존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일상생활에서 모든 

신, 구, 의를 행 한다. 반면에 원만차제는 수행자 자신이 생기차제에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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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 한 본존의 모습으로 직접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생기차

제에서는 수행자가 깔라짜끄라 본존을 심상화하고 자신이 이미 깔라짜끄라

라는 생각을 지니고 말을 하고 행동 한다면, 원만차제는 더 이상 생각만인 

아닌 실재적인 깔라짜끄라의 모습으로 수행자의 신, 구, 의가 변화되어 가

는 과정이다.

  기맥(氣脈) 수행에 있어서 생기차제는 기(氣)가 중앙 기맥에 유입(流入)

되어 머물고, 융해되는 것을 심상화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 명상함으로써 일부의 기가 중앙 기맥 흘러들게 되며 이 때 환희와 공

성을 체험하게 된다. 하지만 생기차제의 이러한 현상들은 정신집중력으로 

인한 현상의 의식적 표출일 따름이지 실재로 기가 중앙 기맥에 유입, 유

지, 융해되는 과정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반면에 원만차제에는 기가 중앙 

기맥에 실재로 유입, 유지, 융해되는 되는 단계이다.

  요약하면, 하위 딴뜨라의 유상요가(有相瑜伽)와 무상요가(無相瑜伽)의 구

분은 본존요가를 수행 할 때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개념작용의 존재 여부

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언급 했듯이 유상요가는 본존의 외적 모습에 대한 

명상하지만 무상요가는 본존의 법성을 명상한다. 아눗따라요가 딴뜨라에서

의 생기차제와 원만차제의 차이는, 전자의 본존요가와 기맥 수행은 단지 

생각에서 일어나는 단계 이고, 후자는 중앙 기맥에 실재적인 기의 융해가 

일어나 생기차제에서 심상화 했던 본존의 모습을 실제로 성취되는 과정이

다. 

4. 심상화(心像化)와 본존요가(本尊瑜伽)

  많은 불존(佛尊)들이 다양한 색의 몸과 복합적인 형상(形狀)을 지니고 있

다. 예를 들면 금강살타(金剛薩埵, Vajrasattva)는 1면(面) 2수(手)를 지니

고 있는 반면에 깔라짜끄라(Kalacakra, 時輪金剛)는 4면(面), 24수(手)의 

모습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러한 모습들을 불교의 형상들로 여기지 않

을지 모른다. 하지만 딴뜨라에서 표현 되는 모든 형상과 색깔은 은 다양한 

의미와 여러 단계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심상화(心像化)란 이러한 불존의 형상이나 어떠한 대상을 자신의 마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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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명확히 현현(顯現) 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어떠한 대상을 

단지 상상하고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정신력으로 실체화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한 송이의 연꽃을 심상화 한다 하면 

정신력으로 만들어낸 그 연꽃이 수행자의 앞에 실제로 존재해서 보고 만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어떠한 대상을 심상화 한다고 할 때는 단

지 그 대상의 외적인 모습만 그리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 그 대상의 의

미와 상징성들이 반영 되어 있어야 한다. 

  금강승의 기본적인 딴뜨라 수행법은 자신을 이미 깨달음을 성취한 불존

(佛尊)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둘러싼 주위 환경을 존(尊)들이 거주하는 만달

라로 상상하는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심상화를 통해 수행자는 자신의 세속

적인 몸을 본존불(本尊佛)의 몸으로 변화 시키고 의식의 흐름 속에 본존의 

본성을 키워 나간다. 또한 딴뜨라 수행은 수행자의 사대(四大), 오온(五蘊) 

등을 불과(佛果)의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음

(中陰), 죽음, 환생(還生)의 상태를 붓다의 몸과 마음으로 전환시키는 다양

한 성취법(成就法)들이 있다. 이처럼 금강승에서 딴뜨라 경전을 의지해 수

행자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 불과에 이르고자 실천하는 요가행법을 '본존

요가(本尊瑜伽, Devatabhisamaya)'7라 한다. 

  광범위한 의미로 요가(yoga)는 '합일(合一)'을 뜻한다. 따라서 본존요가

란 존(尊)과의 결합을 실현하는 명상법을 의미한다. 수행자는 자기 자신을 

명상의 대상이 되는 존과 동일시하는 기술이 늘어감에 따라 그 존이 갖춘 

깨달음의 본성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존과 일체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그 존의 본성에 가까워지고 일체감을 가지게 됨에 따라 스스로가 그 

존이 가진 성품을 모방하고 흉내 내게 된다.

  그러므로 금강승의 수행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색이 있다. 첫 째, 

자신을 실재의 존으로 여기는 신성한 긍지를 기르는 불만(佛慢)과, 둘 째, 

그 존(尊)의 모습을 뚜렷하게 심상화 하여 실체화 시키는 것이다. 신성한 

긍지를 지니는 것은 수행자가 자신을 평범한 사람으로서 여기는 세속적인 

7 본존요가란 자신의 일상적인 모습을 이미 깨달음을 성취한 불존의 모습으로 심상화 하는 것을 말한

다. 여기서 본존이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특정한 딴뜨라의 주존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구햐싸

마자(Guhyasamaja) 딴뜨라를 수행하고 있으면 자신의 본존은 구햐싸마자 이고, 깔라짜끄라

(Kalacakra) 딴뜨라를 수행하고 있다면 본존은 깔라짜끄라가 된다. 수행자는 무상요가 딴뜨라의 생

기차제(生起次第)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존의 모습으로 심상화하고, 원만차제(圓滿次第)에서는 수행자

의 속세적인 모습이 실제적인 본존의 모습으로 변화된다. 즉 무상요가 딴뜨라의 원만차제에서 구햐

싸마자 딴뜨라의 수행자는 구햐싸마자 불존의 모습으로, 깔라짜끄라 딴뜨라 수행자는 깔라짜끄라 불

존의 모습으로 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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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으로부터 보호하고, 존의 뚜렷한 모습을 심상화 하는 것은 수행자를 

세속적인 모습으로부터 보호한다.

  본존요가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감각기관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불존(佛尊)의 화현으로 여긴다. 예를 들어 어떠한 형상이 보이던 간에 그것

을 존의 현현(顯現)이라 여기고 어떠한 소리가 들려도 그것을 존의 만뜨라

(mantra)로 여긴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행자는 세속적인 외관들로부터 자

신을 지키고 이러한 마음자세의 변화를 통해 불만(佛慢)을 기른다. 나아가 

수행자의 마음은 존의 마음과 하나가 되며 이러한 체험들은 깨달음의 마음

으로 변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