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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티벳불교에 많은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티벳불교의 특징 중 하나인 딴뜨

라에 관한 여러 전문서적과 일반서적들이 출간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서적

들은 딴뜨라 용어의 정의, 성립 배경, 상징적 의미 등을 철학적으로 해석

하고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반면에 일반서적들은 딴뜨라의 상징성과 신비적인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

고 있어서 왜곡된 측면이 많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그러한 정보를 통해서 왜 딴뜨라를 수행해야 하고, 어느 딴뜨라를 

수행해야 하는 지에 대한 목적과 분별의식이 없이 무작정 호기심에서 딴뜨

라의 수행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접할 때는 딴뜨라의 수행에 대한 

올바른 안내서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낀다. 

  

  많은 종류의 딴뜨라가 있고, 거기에 따른 다양한 관정이 있지만 딴뜨라

의 특징인 사자전승(師子傳承)의 전통에 따라 일반인으로서 딴뜨라의 가르

침에 입문 하기는 특히 어렵다. 그러나 깔라짜끄라 딴뜨라는 제14대 달라

이라마가 인도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침

을 펴고 계시고, 깔라짜끄라 전통에 있어서 관정을 받으면 반드시 깔라짜

끄라 수행에 입문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없이 관정의식의 참여에 의미를 두

는 대중성과 접근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깔라짜끄라 딴뜨라의 관정에 모

이게 된다.

  또한 깔라짜끄라 딴뜨라는 샴발라의 신화와 깊은 관계가 있고 티벳인들

은 이 관정에 참여하는 것은 미래에 이 샴발라의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보

장한다는 대중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좀 더 깊은 의미에서 깔라

짜끄라는 잘 알려진 무상요가 딴뜨라의 수행체계 가운데 하나로 불교의 우

주론, 천문학, 점성학, 생리학, 발생학 등의 연구를 위한 다양한 자료를 포

함하고 있으며 나아가 수행을 통해서 불과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불교의 철학과 수행을 모두 갖추고 있는 최고의 경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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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서의 집필에 앞서서 깔라짜끄라 관정에 관련된 여러 영문 서적들을 살

펴보는데 책마다 깔라짜끄라 딴뜨라 관정의식의 진행 순서와, 관정을 주는 

방식이 조금씩 모두 달랐다. 이것은 영문서적들의 번역이 각기 다른 티벳

어 원전 의식집(儀式集)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과, 달라이 라마가 각각 

다른 지역, 다른 시기에 수여한 깔라짜끄라 관정의식 행사의 진행 과정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점들을 보이지 않나 생각한다. 또한 같은 의

식집에 근거해서 관정을 수여 하셔도 상황에 따라 생략하시거나 의식의 순

서를 변경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본서에서 설명된 관정의식의 진

행 과정도 실제적으로 진행될 관정의식의 진행과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겠

다. 

  

  그리고 본서의 집필 목적은 깔라짜끄라 딴뜨라와 그 관정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위한 안내서이지 깔라짜끄라의 수행교본이 아니다. 그러한 이유로 

많은 상징성을 담은 내용과, 생기차제와 원만차제의 실질적인 수행차제나 

요가행법들은 다루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수행과 수학이 많이 부족한 역자

(譯者)이기에 그러한 내용을 다룰 수 있는 역량에는 크게 못 미친다. 

  

  아무튼 오늘날 티벳불교, 특히 딴뜨라의 수행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

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한 사람들과 특히 관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에게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이 책이 번역되고 인쇄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1년12월

다람살라의  LTWA에서

원명(O_Sel)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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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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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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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이는 '지혜'와 '방편'의 수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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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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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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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깔라짜끄라 딴뜨라의 개요

1. 깔라짜끄라의 의미 

 일반적으로 '깔라짜끄라(Kalacakra)'라는 말은 금강승의 딴뜨라 수행에 있

어서 본존에 한 분인 '깔라짜끄라 본존(時輪金剛)'을 지칭한다. 광범위한 의

미로서는 깔라짜끄라 딴뜨라 경전을 기반으로 하는 전반적인 철학과 수행

체계를 말한다.

  깔라짜끄라(Kalacakra)라는 단어의 글자적 의미는 시간(時)의 바퀴(輪)이

다. 싼스끄리뜨어 'Kala(깔라)'는 '시간'을 의미하고 'Cakra(짜끄라)'는 '바퀴'

를 뜻한다. 또한 깔라짜끄라 딴뜨라는 외부적(外時輪), 내부적(內時輪), 그

리고 대안적(別時輪)인 세 가지 순환(循環)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순환

은 행성의 주기, 우리들 호흡의 주기, 나아가 우리들 몸 안에 있는 미세한 

기(氣)를 제어해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과 순환에 대한 개념을 다

루기 때문에 '깔라짜끄라(Kalacakra)'는 '시간의 순환(循環)'으로도 번역된

다. 이러한 순환은 처음의 시작도, 최후의 끝도 없다. 

  깔라짜끄라 본존은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상황을 다룰 수 있는 전지전능

을 상징한다. 제법(諸法)은 시간의 영향력 하에 있고 깔라짜끄라는 시간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그는 전지(全知)하다.

2. 깔라짜끄라의 주요 경전

  깔라짜끄라 딴뜨라의 주요 경전에는 '깔라짜끄라 요약(要約)딴뜨라

(Kalacakra Laghutantra)'와 이의 주석서인 '무구정광(無垢淨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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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malaprabha)'이 있다. 이들의 내용은 모두 다섯 개의 장으로 구분되며 

같은 차례로 열거되어 있다. 그러면 이러한 경전들은 실제로 어떻게 저술

되었는지? 역사적 전통에 의하면 샤꺄무니 붓다(Shakyamuni Buddha)는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 현재 남인도의 안드라 프라데쉬(Andhra 

Pradesh)주(州), 아마라와띠(Amaravati) 지역에서 음력으로 3번째 달, 보

름달이 뜬 밤에 깔라짜끄라 딴뜨라를 설하셨다. 북쪽 지역 샴발라

(Shambhala) 왕국의 통치자인 쑤짠드라(Sucandra) 왕이 설법의 주요 대상

이었고 그는 이 가르침을 12,000 게송으로 정리하여 '깔라짜끄라 근본딴뜨

라(Kalacakra Mulatantra 또는 Paramadibuddhatantra)'를 짓고 이에 대한 

주석서로 60,000 게송의 '해석(解釋) 딴뜨라'를 남겼다. 하지만 이 두 경전

은 현존하지 않는다. 

  쑤짠드라(Sucandra) 왕의 사망 후 깔라짜끄라의 가르침은 6대의 왕조

(王祖)를 거치면서 계승되었다. 쑤짠드라 왕을 포함한 이들은 샴발라의 7

대 법왕으로 불린다. 이후 25대 동안 이어지는 '깔끼(Kalki)'8 통치자의 시

조가 된 만주슈리야샤(Manjushri-yasha)가 샴발라의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는 광대한 깔라짜끄라의 가르침을 축소해서 '깔라짜끄라 요약(要約)딴뜨

라(Kalacakra Laghutantra)'를 저술 하였다. 이 경전은 '깔라짜끄라 근본딴

뜨라'의 4분의 1 분량 밖에 되질 않지만 근본딴뜨라의 기능과 역할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깔라짜끄라 딴뜨라(Kalacakra Tantra)' 또는 '성(聖) 깔라

짜끄라(Shri Kalacakra)'라고도 불린다. 이 후 만주슈리야샤(Manjushri- 

yasha) 왕의 후계자인 그의 아들 뿐다리까(Pundarika)는 '깔라짜끄라 요약

딴뜨라'대한 주석서(註釋書)로 12,000 게송의 무구정광(無垢淨光, Vimala-

prabha)'을 저술하였다.

  각 경전은 모두 다섯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외부적 시간의 

순환, 제2장은 내부적 시간의 순환에 대하여, 그리고 나머지 세 장(章)은 

대안적 시간의 순환에 관한 내용으로, 제3장은 관정(灌頂)에 대하여, 제4장

은 생기차제(生起次第), 그리고 제5장은 원만차제(圓滿次第)와 깨달음의 성

취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후기의 모든 주석서(註釋書)들은 이 다섯 장(章)

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 

8 샴발라 왕국은 다민족, 다종교, 다문화로 다양한 계급층을 형성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만주슈리

야샤(Manjushri-yasha) 왕은 이러한 백성들을 깔라짜끄라 만달라 안에 모아 깔라짜끄라 관정을 수여

하여 그들의 다양한 계급을 하나인 '금강승의 계급', 즉 같은 스승으로부터 딴뜨라 관정을 받은 '금

강부족(金剛部族)'으로 통일 시켰다. 이후로 그러한 왕들을 '깔끼(Kalki) 왕'이라 칭한다. 깔끼(Kalki)

는 '전승(傳承)을 지니고 있는 통치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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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내부, 대안 깔라짜끄라 

  성(聖) 깔라짜끄라(Shri Kalacakra)의 제1장은 '근본(根本)딴뜨라'를 요

약하는 방식의 설명을 시작으로 이 대작의 개요를 서술하고 있다. 그 다음

에 붓다(Buddha, 佛)가 처음으로 어떻게 쑤짠드라(Sucandra) 왕에게 관정

을 수여했는지, 왕은 그 가르침을 어떻게 샴발라에 가져왔는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나아가 '외부 깔라짜끄라(外時輪)'의 구조와 특징들을 상

세히 설명하고 있다. '외부 깔라짜끄라'란 '6대(六大)'와 '6경(六境)'9으로 이

루어진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이 우주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깔라짜끄라의 

첫 번째 장은 우주의 기원과 형성과정, 수미산(Sumeru)을 중심으로 한 부

주(部洲)와 행성들의 위치 등을 설명하고 나아가 천체의 운행을 기반으로 

한 깔라짜끄라의 점성학을 다루고 있다.10

  제2장은 '시간의 내부적 순환(內時輪)'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 장은 

외부적 순환을 경험하는 환경에 거주하는 유정(有情)들의 몸과 마음에 대

한 설명이다. 먼저 죽음, 중음, 환생의 내부적 순환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

고 난 후 이제 깔라짜끄라 딴뜨라는 태생(胎生)으로 수태되어 출생, 성장, 

죽음에 이르기까지 총 10단계의 과정을 설명한다. 나아가 인간의 거친 몸

과 미세한 몸에 대한 해부학적 설명이 이어진다. 즉, 기(氣), 기맥(氣脈), 

짜끄라(cakra, 脈輪)11, 4종 정수(bindu)12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다. 

9 6대는 지(地), 수(水), 화(火), 풍(風), 공(空), 그리고 식(識) 혹은 지(智)를 말한다. 6경은 색(色), 성

(聲), 향(香), 미(味), 촉(觸), 법(法)이다.
10 우주에 대한 깔라짜끄라의 설명은 구사론(俱舍論, Abidhrmakosha)에 나타난 세친(世親, 

Vasubandhu)의 설명과 매우 다르다. 깔라짜끄라에서 설명되는 요소들은 고대 인도의 베다(Veda) 

경전과 공통되는 것들이 많다. 깔라짜끄라 수행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불교로 전환하기 전에 비불교

적 체계에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과의 소통에 필요한 비불교적 용어나 개념들을 채택 하거

나 공유 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다른 딴뜨라 경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다. 하지만 

그러한 깔라짜끄라의 측면이 다른 체계와 사상 속의 수행자들을 깔라짜끄라로 끌어 들였다.
11 맥(脈)과 짜끄라(cakra, 脈輪)에 대한 깔라짜끄라의 설명은 구햐싸마자(Guhyasamaja)로 대표되는 

다른 무상요가 딴뜨라들의 설명과는 조금 다르다. 깔라짜끄라 가르침은 외부적 세계와 내부적 세계 

사이의 유사성이라는 용어 아래서 모든 것을 체계화 하는데, 이것은 두 세계에 유사한 수행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깔라짜끄라에는 천지에 육대(六大)가 있는 것과 같이, 해부학적으로 중

맥(中脈)을 따라 여섯 개의 짜끄라(cakra, 脈輪)를 설명하고 있다. 즉 정수리, 미간, 목, 가슴, 단전, 

음부(陰部)의 위치이다. 구햐싸마자(Guhyasamaja)에서는 네 개의 짜끄라를 설명한다.
12 깔라짜끄라 딴뜨라에서는 미세한 기맥을 따라 흐르는 백보리심(白菩提心)과 홍보리심(紅菩提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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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의 마지막 주요 주제는 기초 물질을 쓸모 있고 유익한 것으로의 변

화하는 연금술이다.13 

  제3장에서 5장까지의 깔라짜끄라 딴뜨라는 '시간의 대안적 순환(別時輪)'

에 관한 설명이다. 대안 깔라짜끄라는 시간의 외부적 내부적 순환에서 벗

어나 지혜와 방편의 합일, 공성과 보리심의 절대적 합일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14 그 과정은 깔라짜끄라 관정에서 시작되어 무상요가 딴

뜨라의 생기차제(生起次第)와 원만차제(圓滿次第)의 수행을 동반한다. 제3

장은 금강상사(金剛上師)의 자격요건, 부적당한 스승에 대한 설명, 관정을 

받을 수 있는 제자들의 자격, 관정의식에 거행되는 만달라(mandala)의 종

류와 관정의 과정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4장, 5장은 관

정을 통해 올바르게 능력을 부여 받은 후 실천하는 생기차제와 원만차제의 

수행을 소개하고 이 길을 통한 깨달음의 성취를 설명한다.

  외부 깔라짜끄라와 내부 깔라짜끄라 사이에는 전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 

한다. 외부의 천제와 내부의 인체는 서로 세밀하게 어울려 있다. 즉, 천체

의 배열과 그의 운행은 개인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고 마음의 작용에 관계 

한다. 깔라짜끄라가 제시하는 우주와 개인과의 다양한 상호관계는 자아와 

제법(諸法)과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이들을 불이(不二)의 방식으로 인식하는 

마음을 계발하기 위한 것이다. 

4. 깔라짜끄라의 전파

  샤꺄무니 붓다(Shakyamuni Buddha)가 설한 깔라짜끄라 딴뜨라

(Kalacakra Tantra)의 가르침은 샴발라(Shambhala) 왕국에서 적어도 

1,500년 이상 보존되다가 다시 인도에 전해졌다. 깔라짜끄라 딴뜨라가 샴

정수들 외에도 우리의 일생 동안 고정적인 곳에 머무는 4종의 미세한 정수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들

은 신(身), 구(口), 의(意), 그리고 지(智)의 정수로 각각 미간의 중심, 목, 가슴, 그리고 단전 짜끄라

에 위치한다. 이것들은 정광명의 마음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가장 미세한 정수보다 거칠고 죽음이

나 불과(佛果)까지 지속되지는 않는다.
13 연금술의 설명에서는 먼저 소독, 치료, 공양을 위한 향의 제조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기초 금속을 약으로 변화시키는 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근본적인 주제는 '보환(寶丸)' 제조의 

주성분으로 수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은을 중화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14 시간의 순환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시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시간 밖에서 생활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간으로부터의 해방은 반복적으로 업과 충동을 일으키는 번뇌와 그 본질을 제거

하여 우리를 시간파괴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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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에서 인도에 어떻게 도입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들이 있지

만 일반적으로 기원 후 10세기경에 인도에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15 10세

기 경 깔라짜끄라빠다(Kalacakrapada)와 찌루빠(Tsilupa)16라는 두 명의 

인도 스승은 각각 딴뜨라의 가르침을 구하고자 샴발라에 이르는 것을 시도

했다. 도중에 그들은 각기 샴발라의 순수한 환영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샴

발라의 왕을 만나 깔라짜끄라 관정을 받고 깔라짜끄라의 구전(口傳)과 경

전을 받았다.

  인도에서 펼쳐진 이 두 승의 가르침에는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만 역사

에 나타난 마지막 딴뜨라 체계 가운데 하나인 깔라짜끄라는 곧바로 나란다

(Nalanda) 대학사원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인기를 얻었다. 그 열풍은 카슈

미르(Kashmir) 지역으로 급속히 이어졌고, 후에 네 가지 전통의 수행 형태

가 나타났다. 이러한 전통의 스승들은 깔라짜끄라를 미얀마의 북쪽, 말레

이 반도,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전파했지만 14세기경에 들어서 가르침은 그

들 지역에서 차차 소멸되었다.

  티벳에서는 11세기와 14세기 사이에 많은 티벳 역경가들이 깔라짜끄라

의 가르침을 펼쳤다. '청사(靑史, Blue Annals)'17에는 깔라짜끄라의 역경

에만 주력한 20명의 역경가들을 나열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 가운에 '도세

랍닥(Tib. 'Bro Shes Rab Grags)'18과 '라최랍(Tib. Rwa Chos Rab)'19 두 

역경가가 가장 출중하였고 이들의 영향으로 11세기 후반에 '도(Tib. 'Bro)'

와 '라(Tib. Rwa)'로 불리는 깔라짜끄라의 주요 두 전승(傳承)이 형성 되었

다. 도(Tib. 'Bro)는 인도인 스승 깔라짜끄라빠다(Kalacakrapada)에서 

쏘마나타(Somanatha)로 이어지는 전승에, 라(Tib. Rwa)는 인도인 스승 찌

루빠(Tsilupa)에서 싸만따슈리(Samantashri)로 내려온 전승에 각각 기원을 

두고 있다. 이 두 전승 가운데 도(Tib. 'Bro)는 티벳의 조낭빠(Jonangpa)20

15 인도와 티벳의 자료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깔라짜끄라는 이 가르침이 티벳에 전수되기 60년 전에 

샴발라 왕국에서 가져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1027년에 카슈미르인 학자 소마나타(Somanatha)가 

티벳에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역산해서 샴발라에서 인도에 알려진 시기를 대략 966년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혹자는 1027년 이라는 년도는 샴발라의 왕 슈리빨라(Shripala)를 통해 깔

라짜끄라가 인도에 재도입된 년도이고 티벳에 전파 된 것은 그 이후라고 주장한다. 
16 헬무트 호프만(Helmut Hoffman)은 이들 두 스승을 동일 인물이라 주장한다.
17 청사(靑史, Tib. deb ther sngon po). 역경가 숀누뻴(gZhon Nu dPal, 1392–1481)이 1476년에 지

음. 티벳의 다양한 학파의 정신적 전통을 보급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둔, 무종파주의적인 관점에서 

저술된 티벳의 대표적인 역사서이다.
18 11세기 초에 탄생. 티벳을 3번 방문한 인도 카슈미르(Kashmir)인 쏘마나타(Somanatha)와 함께 역

경 작업을 하였다.
19 11세기 중반에 탄생. 네팔을 방문하고 카트만두의 남쪽 빠딴(Patan)에 거주하던 네와르(Newar)인 

싸만따슈리(Samantashri)와 함께 역경 작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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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리고 라(Tib. Rwa)는 먼저 티벳의 싸캬빠(Sakyapa)에 전해졌고 까

규빠(Kagyupa)와 겔룩빠(Gelugpa)가 그 전통을 이어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다.

  티벳불교의 닝마빠(Nyingmapa) 학파는 오직 티벳에 전해진 인도 경전

만을 전수했고, 그들의 경전들은 9세기 초반 이전에 번역되었기 때문에 깔

라짜끄라의 직접적인 닝마빠 계보(系譜)가 없다. 그렇지만 나중에 닝마빠의 

스승들은 다른 계보, 특히 19세기의 무종파 운동인 리메(rimey)의 전승(傳

承)으로부터 깔라짜끄라 관정을 받고 또한 수여도 했으며 가르침의 모든 

양상에 대한 논서들도 남겼다. 더욱이 깔라짜끄라 형식의 '족첸(大完成, 

Dzochen)' 수행도 실천한다.

  깔라짜끄라는 티벳의 주요 네 학파 가운데 겔룩빠(Gelugpa)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깔라짜끄라의 연구, 수행 그리고 의식은 15세기

에 초기의 달라이 라마들과 이후 빤첸 라마들의 사원인 중앙 티벳의 따시

룽뽀(Tashilhunpo)에서 먼저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17세기 중반 깔라짜

끄라는 곧 내몽골이라 불리는 만주(Manchu)에 전파되었고 몽골은 특히 깔

라짜끄라에 봉헌된 첫 번째 승가대학을 건립하였다. 18세기 중반에 이르러

서는 베이징의 만주 황실에 이어서 외몽골이라 일컬어지는 암도(Amdo)의 

따시룽뽀(Tashilhunpo) 사원에 깔라짜끄라 대학이 있었다. 19세기에 티벳

인과 내몽골인, 외몽골인은 시베리아의 부랴트(Buryat) 몽골에 깔라짜끄라

를 전파시켰고, 그들은 이어서 20세기가 시작할 무렵에는 볼가(Volga) 강

의 칼믹(Kalmyk), 몽골과 투바(Tuva)의 시베리아계 터키 사람들에게까지 

전파했다. 몽골의 다른 지역과 암도에서처럼 이러한 각 지역 주요 사원의 

많은 사람들이 깔라짜끄라의 수행에 전념하였다. 

  또한 많은 러시아 사람들도 부랴트(Buryat)와 칼믹(Kalmyk)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1세기 이상 이 믿음을 수용하였다. 러시아 황실을 방문한 제

13대 달라이 라마의 부랴트(Buryat) 사절단인 도르지예프(Agvan Dorjiev)21

는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에게 샴발라와 러시아의 관계를 설명해서 상

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에 깔라짜끄라 사원 건립인가를 얻었다.

 또한 깔라짜끄라는 티벳뿐만 아니라 몽골, 중앙아시아 지역의  티벳불교 

20 티벳의 주요 4대 학파에서 모두 깔라짜끄라의 가르침이 실천되고 있지만 사실상 최초의 깔라짜끄라 

전승을 보유하고 깔라짜끄라를 제1의 수행으로 실천하고 있는 학파는 조낭빠(Jonangpa)이다.
21 도르지예프(Agvan Dorzhiev 1853∼1938). 20세기 초 내륙 아시아에서 특이한 정치력을 발휘한 러

시아 국적의 딴뜨라 승(僧). 1873년 라싸에 유학, 제13대 달라이 라마의 지우(知遇)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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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학, 점성학의 교육기관으로부터 두드러진 관심을 받았다. 이것은 상

당 부분의 티벳 점성학과 의학적 지식이 외부와 내부 깔라짜끄라의 가르침

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깔라짜끄라는 불교과학의 창시자이다. 

5. 깔라짜끄라와 달라이 라마

  많은 사람들이 달라이 라마(Dalai Lama)와 깔라짜끄라를 연계 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왜 이 관정을 그렇게 자주 수여하는지에 대해서 궁금

해 한다. 제 14대 달라이 라마는 달라이 라마들이 샴발라의 통치자들 가운

데 한 명의 화신으로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깔라짜끄라와 달라이 라마들의 

승계(承繼)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겸손하게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제1대, 제2대, 제7대, 제8대, 그리고 현재 제14대 달라이 라마는 깔라

짜끄라 딴뜨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18세기 초, 제7대 달라이 라마 시

대부터 깔라짜끄라 의식과 명상수행은 라싸(Lhasa)의 포탈라 궁(Potala)에 

있는 달라이 라마의 개인 사원인 남걀(Namgyal) 사원의 특색이 되어 

왔다.

  스승의 생애 동안 깔라짜끄라 관정을 몇 번 수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수

적 제한은 없고, 현재 달라이 라마가 관정을 왜 그렇게 자주 수여하는지에 

대한 특별한 이유도 없다. 달라이 라마는 요청되고, 적절한 환경이 갖추어

졌을 때 관정을 수여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말씀하신다. 1970년부터 

그는 북 아메리카, 유럽, 몽골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뿐만 아니라 인도의 

여러 지역에서 관정을 수여해 왔다. 겔룩빠(Gelugpa), 까규빠(Kagyupa), 

싸캬빠(Sakyapa), 그리고 닝마빠(Nyingmapa) 전통의 여러 다른 스승들도 

역시 널리 관정을 수여했다. 어느 전승의 깔라짜끄라 관정을 받느냐에 따

라 의식(儀式)의 진행 과정과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관정들 모두는 

우리에게 광대한 깔라짜끄라 가르침을 연구하고 수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다음은 14대 달라이 라마가 수여한 깔라짜끄라 관정들에 대한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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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날  짜 장  소 참가인원

1 1954년 5월 티벳, 라싸, 놀부링카(Norbulngka) 100,000명

2 1956년 4월 티벳, 라싸, 놀부링카(Norbulngka) 100,000명

3 1970년 3월 인도, 히마찰 뿌라데쉬, 다람살라(Dharamsala) 30,000명

4 1971년 1월 인도, 까르나따까, 비라꿉뻬(Bylakuppe) 10,000명

5 1973년 12월 인도, 비하르, 보드가야(Bodh Gaya) 100,000명

6 1976년 9월 인도, 라닥, 레(Leh) 40,000명

7 1981년 7월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Madison) 1,500명

8 1983년 4월 인도, 아루나찰 뿌라데쉬, 디랑(Dirang) 5,000명

9 1983년 8월 인도, 히마찰 뿌라데쉬, 스삐띠, 따부(Tabo) 10,000명

10 1985년 7월 스위스, 리콘(Rikon) 6,000명

11 1985년 12월 인도, 비하르, 보드가야(Bodh Gaya) 200,000명

12 1988년 7월 인도, 잠무 & 캬슈미르, 잔스까르(Zanskar) 10,000명

13 1987년 7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3,300명

14 1990년 12월 인도, 우따르 뿌라데쉬, 사르나트(Sarnath) 130,000명

15 1991년 10월 미국, 뉴욕(New York) 3,000명

16 1992년 8월 인도, 히마찰 뿌라데쉬, 깔빠(Kalpa) 20,000명

17 1993년 4월 인도, 씨낌, 강똑(Gangtok) 100,000명

18 1994년 7월 인도, 히마찰 뿌라데쉬, 끼롱, 지스빠(Jispa) 30,000명

19 1994년 1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Barcelona) 3,000명

20 1995년 1월 인도, 까르나따까, 문드곧(Mundgod) 50,000명

21 1995년 8월 몽고, 울란바토르(Ulan Bator) 30,000명

22 1996년 7월 인도, 히마찰 뿌라데쉬, 스삐띠, 따부(Tabo) 20,000명

23 1996년 9월 호주, 시드니(Sydney) 3,000명

24 1996년 12월 인도, 웨스트 벵갈, 사루가라(Salugara) 200,000명

25 1999년 8월 미국, 인디아나, 블루밍턴(Bloomington) 4,000명

26 2000년 8월 인도, 히마찰 쁘라데쉬, 스삐띠, 키(Kyi) 25,000명

27 2002년 10월 오스트리아, 그라즈(Graz) 1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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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03년 1월 인도, 비하르, 보드가야(Bodh Gaya) 200,000명

29 2004년 2월 캐나다, 토론토(Toronto) 8,000명

30 2006년 1월 인도, 안드라 뿌라데쉬, 아마르와띠(Amarvati) 100,000명

31 2011년 7월 미국, 워싱턴 DC(Washington, DC) 14,000명

6. 깔라짜끄라와 세계평화

  우리는 항상 깔라짜끄라 관정이 세계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듣는다. 심지

어 몇몇 사람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다른 무상요가 딴뜨라들을 제쳐두고 

깔라짜끄라를 선택한다. 그러면 깔라짜끄라와 세계평화와의 관계는 정확히 

무엇이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가? 다른 딴뜨라의 관정들은 

한 번에 오직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수여하지만, 깔라짜끄라의 관정은 대중

의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역사적 전통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샴발라의 역대 왕들에 의해서 깔라짜끄라의 가르침이 

보존 전수 되었다. 당시의 샴발라 왕국은 다민족, 다종교, 다문화로 다양한 

계급의 백성들이 거주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샴발라가 

96개의 지방으로 나누어져 통치되었고 그 지역에 만주슈리야샤(Manjushri- 

yasha)왕 시대에는 브라만(Brahman) 성자 35,000,000 명이 살고 있었다

는 '깔라짜끄라 근본딴뜨라'의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므렛

차(mleccha)'22라 불리는 야만인 무리들에 의한 침략적 위협이 전 국토에 

만장(滿場)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깔라짜끄라의 가르침이 오래 동안 샴발라에서 설해졌지만, 주로 

왕궁 내에서만 수학하고 실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

은 힌두교도들이었지만 힌두교의 순수한 근본적 사상은 상당히 쇠락하였

다. '카스트(caste)'23의 차별은 매우 엄격하였고 사회는 분열되어 있었다. 

만주슈리야사(Manjushri-yasha)왕은 만약 그의 백성들이 어떠한 특정 계

22 싼스끄리뜨 용어인 '므렛차(Mleccha)'는 인도의 문화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이방인을 칭하는 

말이다.
23 인도의 세습적 계급 제도. 승려 계급인 브라만, 귀족과 무사 계급인 끄샤뜨리아, 평민인 바이샤, 노

예인 수드라의 네 계급을 기원으로 현재는 2,500종 이상의 카스트와 부 카스트로 나뉜다. 계급에 

따라 결혼, 직업, 식사 따위의 일상생활에 엄중한 규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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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과 같이 식사를 하거나 서로 어울리기를 거부하는 지독한 분열의 상태로 

남아 있다면 외세의 침략에 대항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

서 그는 모든 백성을 금강승의 금강형제(金剛兄弟) 금강자매(金剛姉妹)로 

만듦으로써 모든 카스트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모든 백성

들을 그의 선조들이 왕립공원에 세웠던 깔라짜끄라 만달라 궁(宮)에 모이

게 하였고 깔라짜끄라 관정을 수여함으로써 온 백성의 단합을 이루어    

내었다. 

  왕의 의도는 모든 사람을 금강승으로 개종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모든 종교는 같은 근본적인 도덕적 원리를 가르치고 있지만, 

사람들이 각자의 종교를 순수하게 따르지 않을 경우에 이 도덕적 원리에서 

전락(轉落)하는 것이라고 설했다. 깔라짜끄라 만달라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의 카스트로 맺어 줌으로써, 그는 그의 백성들에게 각각 자신들 종교

의 순수한 가르침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했다. 오직 이러한 근본체제를 통

해서만 그들은 그들 사회의 붕괴위협에 최선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깔라

짜끄라 관정을 통한 통일과 평화에 대한 왕의 요청은 오늘날에도 많은 관

련이 있다. 깔라짜끄라 관정의 참관자들은 그들의 본래 신앙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지는 않지만, 그들의 이념에 맞는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는 다른 

사람들과 형제애, 자매애로 단합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것이 깔라짜끄라와 

세계평화와의 관계, 대중에게 관정을 수여 하게 된 깔라짜끄라 전통의 근

원이다.

  역사적 순환에 대한 깔라짜끄라의 설명에 따르면, 제25대 깔끼(Kalki) 

'루드라 짜끄리(Raudra Cakri)' 왕의 시대가 되면 야만적인 부족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세상이 전쟁과 욕망 속에서 종말을 맞이한다. 야만적인 무

리들은 주기적으로 문명화된 세계를 침공하고 정신적 수행의 모든 근본과 

가르침들을 제거하려 한다. 미래의 침공은 서기 '2424년'24으로 예언되었

고, 또 다른 잔인한 세계대전이 있을 것이라 전한다. 그 때 샴발라의 루드

라 짜끄리(Raudra Cakri) 왕의 정예 부대가 나서서 침략자들을 물리친다. 

전쟁의 승리로 세상의 악과 부정은 근절되고 정신적 수행에 호의적인 황금

시대가 깔라짜끄라와 함께 열린다. 이 때 전에 깔라짜끄라 관정을 받은 사

람들은 그 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관정을 받기 위한 최상의 발심(發心)은 

24 현재 우리 시대의 샴발라 왕은 제 21대 깔끼(Kalki) 왕 '아니룻다(Aniruddha)'이다. 그는 1927년에 

제위(帝位)하였고 한 왕이 보통 100년간 재위(在位) 함으로 제 25대인 루드라 짜끄리(Raudra 

Cakri) 왕은 2327년경에 왕위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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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벳의 샴발라 탕카

이생에서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깔라짜끄라의 방편을 지금 수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자신을 이 미래의 

황금시대와 인연을 맺게 해서 그 세상에 환생해 수행을 완성하기 위한 업

의 씨앗을 심으려는 동기와 함께 관정에 모인다. 

7. 샴발라(Shambhala)

  깔라짜끄라 딴뜨라에서 샴발

라(Shambhala)가 두드러진 역

할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

람들은 샴발라가 어떠한 나라인

지 실제로는 어디에 위치에 있

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마

련이다. 

  전통에 의하면 샴발라는 눈으

로 덮인 원형의 산맥들 안에 위

치해 있다. 낙토(樂土)를 감싸

고 있는 산맥들은 안개 속에 영

원히 숨겨져 있어서 이 왕국을 

향한 길을 찾을 수 없다. 외부 

세계의 부정(不淨)한 것들을 일

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

다. 원형의 외부 산맥들 안에는 

이들 보다 더 높은 또 다른 원

형의 내부 산맥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 두 산맥들 사이에 위치한 영역은 

강과 작은 산맥들에 의해서 8 지역으로 나뉜다. 이 지역들은 마치 중심의 

꽃술 주변에 대칭적으로 배치된 8개의 연꽃잎처럼 보인다. 이 꽃잎 한 장 

한 장 마다 각각 12 지방이 있다. 그러므로 다 합치면 96개의 고을들이 

왕국의 중심을 빙 둘러싸고 있는 모양이 된다. 각각의 고을에는 지방관이 

있어서 96명의 수령이 각 지역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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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꽃의 중심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내부 산맥들은 모두 얼음 수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번쩍이는 빛을 발한다. 이 내부 산맥 중앙에 왕국의 

수도 깔라빠(Kalapa)가 위치해 있다. 수도의 한 가운데 위치한, 보석으로 

장식된 왕궁은 밤에 뜬 달이 무색할 정도의 오색찬란한 빛을 내어 밤을 대

낮같이 밝힌다. 왕궁의 탑 모양 지붕들은 순금으로 만들어진 기와로 빛나

고, 처마에는 진주와 다이아몬드의 장신구들이 걸려 있다. 

  외벽에는 산호로 장식된 춤추는 여신들 모습이 새겨져 있다. 입구의 문

틀은 에메랄드와 사파이어로 장식되어 있고, 청금석(靑金石)과 다이아몬드

로 만들어진 창문에는 금빛의 차일(遮日)이 쳐있다. 궁전 내부의 기둥과 도

리들은 산호, 진주, 제브라 스톤(Zebra Stone)들로 장식되어 있고, 바닥에

는 아름다운 무늬를 넣어 짠 화려한 양탄자와 방석이 깔려 있다. 천장과 

바닥에 박힌 여러 종류의 수정들은 냉기와 온기를 내어 실내의 온도를 조

절한다. 

  궁전 한 가운데에는 보석으로 뒤덮인 8마리의 사자 조각상이 떠받치고 

있는 왕의 황금보좌가 놓여 있다. 왕이 이 지혜와 권능의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은 용왕으로부터 받은 여의주가 그의 모든 소원을 성취시켜 준다고 

한다. 

  왕국의 수도 깔라빠(Kalapa)는 다른 그 어느 지역들 보다 더 화려하다. 

수도의 동쪽과 서쪽에는 호수가 있고 물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며 

물새들이 즐거이 노닐고 있다. 수도의 남쪽으로는 말라야(Malaya)라 불리

는 향기로운 자작나무 숲이 우거진 쾌적한 공원이 있다. 이 공원 가운데 

쑤짠드라(Sucandra) 왕이 건립한 깔라짜끄라 만달라 사원이 위치해 있다. 

수도 북쪽으로는 열 개의 바위산이 천연의 요새가 되어 이 도시를 지켜주

고 있다. 이 바위산들에는 호화로운 석굴이나 사원이 세워져 있다. 

  샴발라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모두 비상한 능력들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텔레파시(telepathy)와 천리안을 지니고 있으며, 매우 빠른 속도로 걸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뛰어나 능력의 소유에도 불가하고 그들은 아직 완

전한 깨달음에 이르지는 못했다. 아직도 인간적인 감정과 번뇌망상들을 지

니고 있지만, 외부 세계의 사람들 보다는 많이 적은 편이다. 그들은 모두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려 노력하고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교

육한다. 즉, 이 세계에서 구현되어야 할 가장 이상적인 사회인 것이다. 샴

발라에서는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깔라짜끄라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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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침이 설해지고, 백성들은 이를 실천하고  있다. 

  그렇다면 샴발라 왕국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일까? 그 위치는 학자들

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깔라짜끄라 딴뜨라 제1장의 설명을 기초로 해서 

보면 티벳의 서남부에 위치한 힌두와 불교의 성지인 까일라쉬(Kailash) 산

의 주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산 까일라쉬는 실제의 샴발라가 

아니고, 단지 이 지구상의 샴발라를 상징한다. 비록 이 세상에 샴발라로 

묘사되는 지역이 있을지라도 샴발라는 이 행성에서 또는 어떠한 먼 세계에

서조차 발견될 수 없다. 그렇지만 그것은 모든 것이 정신적인 수행에 호의

적인, 특히 깔라짜끄라에 우호적인 인간계 안에 있다.

  깔라짜끄라 수행자들은 싼스끄리뜨어와 티벳어로 샴발라에 이르는 지침

서를 써왔다. 그들은 여정을 어느 지점에 이르기 까지만 물질적인 것으로 

기술하였다. 그 후 여행자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백만 번의 

진언(眞言)과 다른 특별한 수행을 반복해야 한다. 이때에 샴발라를 향한 여

행은 근본적으로 정신적인 것이다. 

  어느 글에서는 "샴발라를 향하는 자 앞에는 끝없이 계속되는 황야와 사

막, 험난한 산들을 넘어야 하는 신비한 여행이 기다리고 있다. 수없이 많

은 고난을 극복한 자에게만 보석처럼 귀한 '깨달음'이 얻어지는 것이다. 충

분한 수행을 경험한 자이거나 또는 이 신비의 나라에 초대받은 자에게만 

샴발라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그 외의 사람들은 황량

한 풍경만은 볼 수 있고, 그곳에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 

뿐이다."라고 말한다.

  깔라짜끄라 관정을 받는 목적은 샴발라에 도달하거나 태어나는 것이 아

니고, 다른 모든 대승불교의 수행처럼 지금 여기서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

해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다. 관정은 우리가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하는 씨앗을 심어주고 그것의 성취를 방해하는 큰 내적 장애를 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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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깔라짜끄라 만달라

  1) 만달라의 정의

  만달라(Mandala, 曼茶羅)는 깨달음을 통해 얻은 진리의 세계나 경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우주관, 세계관 또는 자아의 내면세계를 형상 혹은 도형으

로 표현한 것이다. 금강승에서는 진언이나 다라니를 암송하는 것과 불존

(佛尊)과 보살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의식을 통해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을 

수행에 하나로 삼았다. 이 때 흙으로 사각형 또는 원형의 단(檀)을 만들고 

거기에 불상과 보살상을 모신 후 수행의식을 행하고 공양을 올렸다. 이 단

(壇)을 만달라라고 하였는데 후대에는 원형 또는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안

료나 색모래로 불존(佛尊)과 보살들의 모습을 그려서 배치한 도회(圖繪)까

지 '만달라'라 불렀다.

  우리가 사용하는 '만달라'라는 단어는 싼스끄리뜨어 'Maṇḍala'를 음역(音

譯) 한 것이다. Maṇḍala(만달라)라는 낱말은 본질을 뜻하는 'maṇḍal(만달)'

과 소유를 뜻하는 'la(라)'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본질의 것', '본질

을 소유한 것', 또는 '본질을 담고 있는 것'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불

교의 본질은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만달라는 붓다의 깨

달음의 경지를 상징화하여 신성한 단(檀)이라는 물리적, 입체적 형태로 표

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문으로 번역된 불교의 밀교(Tantra) 경전에서, 당나라의 현장(玄奘: 

602~664) 이전의 번역인 구역(舊譯)에서는 만달라를 '단(壇)'이라고 한역

(漢譯)하였다. 반면 당나라 현장 이후의 번역인 신역(新譯)에서는 '취집(聚

集)'25이라고 한역하였다. 한편, 만달라를 '윤원구족(輪圓具足)'26이라 번역

25 여러 불존(佛尊)과 보살들이 한 곳에 가득히 모여 있는 장소라는 의미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시기에는 만달라가 단(檀)이 아니라 주로 도상화(圖像化)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6 윤원구족(輪圓具足)은 낱낱의 살(輻)이 바퀴축(轂)에 모여 둥근 수레바퀴(圓輪)를 이루듯이, 모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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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한다.

  티벳어에서는 만달라를 원(圓), 륜(輪), 주변(周邊)을 나타내는 '낄콜

(dKyil 'Khor)'로 번역한다. 이것은 딴뜨라 경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중앙

(낄, dKyil)의 본존(本尊) 그리고 주변(콜, ’Khor)의 불존(佛尊)들과 보살들

을 의미한다. 이 불존과 보살들은 여러 층과 다양한 색, 4방의 벽과 출입

문으로 이루어진 대칭구조의 궁전 안에 거주한다. 이 궁전 자체 그리고 그 

안에 거주하는 불존들은 수행자의 신체적 정신적 요소들이 완전히 정화된 

상태를 상징한다. 이러한 만달라를 2차원적으로 표현 할 때는 천 등의 바

탕에 채색을 하거나 색모래를 뿌려서 만들며, 3차원적으로 표현 할 때는 

나무나 다른 재료를 사용해 입체적으로 조성한다.

  무상요가의 생기차제에 있어서 3차원적인 만달라를 심상화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불존들의 거주지인 만달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우주가 아니라 명상하고 있는 이담(yidam)의 깨달은 마음으로 

인식되어 진다. 그러므로 딴뜨라에 있어서 만달라는 항상 만달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불존들과 함께 심상화 된다.

  2) 깔라짜끄라 모래 만달라

  깔라짜끄라(Kalacakra)의 모래 만달라는 깔라짜끄라 본존이 거주하는 5

층 건물의 왕궁을 2차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분채(紛彩)27 만달라의 한 

종류이다. 고대 티벳에서는 만달라의 제작에 밝은 색의 돌가루를 종종 사

용 하였으나 현대에 와서는 밝은 색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얀 돌을 갈은 

다음 수채물감으로 염색을 해서 사용한다. 기본적인 색은 백색, 흑색, 청

색, 적색, 황색, 녹색이다. 마지막 네 가지의 색은 각각 밝고, 어둡고, 중간

의 색조로 나누어져 총 14가지의 색이 사용된다.

  깔라짜끄라 관정에서는 대부분의 전통들이 모래 만달라를 사용한다. 약 

직경 2미터의 채색모래 만달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대지수습(大地收

拾) 등의 다양한 의례가 진행되고, 모든 치수가 전통 작법에 따라 정확해

야 하기 때문에 한 팀의 승려들에게 약 6일간의 작업이 소요된다.

을 원만히 다 갖추어 모자람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27 보석, 꽃술, 쌀, 돌 등을 갈아서 만든 재료로 만들어진 만달라의 총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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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라짜끄라 만달라 안에는 722분의 존(尊)들이 거주하고 있다. 만달라 

그 자체도 그렇지만 이 개개의 모든 존(尊)들은 본존 깔라짜끄라가 다른 

모습으로 현현(顯現)한 것이다. 처음 만달라를 보는 사람은 불존(佛尊)들이 

어디에 있나 하고 존(尊)들의 모습을 만달라 안에서 찾아볼지도 모른다. 하

지만 깔라짜끄라 만달라에 있어서 존(尊)들은 종자음이나 다양한 색의   

점(點)으로 상징되어 표현된다. 깔라짜끄라 본존 자신은 예외로 자신이 들

고 있는 금강저(vajra)로 상징화 되어서 표현된다.28 

  깔라짜끄라 모래 만달라는 6개의 동심원으로 둘러싸인, 하나의 정사각형 

안에 또 다른 정사각형 하나가 놓여 있는 모습으로 5개의 정사각형 만달

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정사각형의 만달라는 5층 구조 깔라짜끄라 궁전의 

각 층을 상징한다. 맨 아래의 가장 넓은 층이 '신(身) 만달라'29이다. 그 안

에 '구(口) 만달라'30, 다시 그 안에 '의(意) 만달라'31가 위치한다. 이들은 

각 만달라 궁의 사방에 위치한 출입문에 의해서 구분된다. 

  의(意) 만달라 안에 '지혜(智慧) 만달라'32가 위치하고, 그 중앙에 '대락

(大樂) 만달라'33가 있다. 3차원적인 만달라에서 보면 이 '대락(大樂) 만달

라'는 빌딩 옥상의 화려한 옥탑 방처럼 깔라짜끄라 만달라 궁의 가장 위쪽

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본존 깔라짜끄라가 그의 배우자인 비슈와마따

(Vishvamata)가 거주한다. 

  5층의 깔라짜끄라 궁전을 둘러싸고 있는 6개의 동심원은 인간과 우주를 

구성하는 육대(六大)를 각각 상징한다. 안쪽 동심원에서 바깥쪽으로 지, 

수, 화, 풍, 허공, 지혜의 순서이다.

28 깔라짜끄라 만달라의 모든 요소들은 우주(외부 깔라짜끄라), 우리의 몸과 마음(내부 깔라짜끄라), 

그리고 수행(관정, 생기차제와 완성차제)을 상징한다. 
29 이 만달라 궁 안에는 공동묘지 지대의 108수호신을 포함한 536명의 수호존이 거주한다. 동서남북

의 네 방향에 각각 군청색, 황색, 적색, 백색의 큰 출입문이 있다. 이들은 각각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깔라짜끄라 본존의 얼굴색과 동일한 색이다. 각 문 입구에서는 전차에 탄 한 쌍의 분노존들이 

입구를 지킨다.
30 5층의 궁전에서 제2층에 해당되는 곳이다. 여기에는 116명의 수호존들이 머무른다. 이 만달라 궁

의 사방에는 아름답게 장엄된 출입문이 있다. 다섯 색상(녹색, 흑색, 적색, 백색, 황색)의 벽이 뚜

렷하게 눈에 띄는데 이는 붓다의 5지혜와 5부족(部族)을 상징한다.
31 이 만달라는 진제와 속제를 하나로 인식하는 거친 마음을 상징한다. 여기에는 70명의 존(尊)들이 

머문다. 이 만달라의 확장이 지혜 만달라와 대락 만달라이다. 
32 만달라 궁전의 제4층에 있는 이 지혜 만달라는 미묘한 마음을 상징한다. 각각의 방향으로 4개의 검

은 기둥이 총 16개의 기둥을 이룬다. 16개의 기둥 사이 공간에는 의(意) 만달라의 70존(尊) 가운데 

16 여래가 머물고 있다. 
33 만달라 궁전의 최고 위 부분인 5층이다. 이 만달라는 공성과 대락의 체험을 상징한다. 가장 중심에 

위치한 검은 깔라그니(Kalagni) 좌(座) 위에 깔라짜끄라와 비슈와마따가 각각 청색 금강저와 황색 

점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 주위를 샥띠(shakti)가 각각 머무는 8개의 녹색 연꽃잎들이 둘러싸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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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번째, 가장 안쪽 지대(地)의 동심원은 흙의 색인 황색이 그 특징

이다. 맞물려 연결된 녹색 만(卍)자의 고리는 지대(地大)의 견고함을 상징

한다. 또한 우주의 두 가지 상징인 뜨는 보름달과 지는 태양이 각각 지대

(地大) 동심원의 동북쪽과 서남쪽에 표현되어 있다. 

  (2) 두 번째 수대(水大)의 동심원은 백색이다. 연속되는 잔물결의 패턴 

위에 각각 전차를 끌고 있는 2마리의 신화적 짐승이 그려져 있다. 동심원

의 동쪽에서 새들의 왕인 금시조(金翅鳥), 서쪽에서 8개의 다리를 가진 사

자가 그려져 있다. 각 전차는 점의 형태로 표현된 한 쌍의 분노 수호신이 

자리한 연꽃을 싣고 있다. 3차원적 만달라 안에서 이 신들은 깔라짜끄라의 

정사각형 궁전의 위와 아래에 위치해 있다.

  이들 두 쌍의 분노존들은 신(身) 만달라 궁 사방의 입구에 있는 7 마리

의 짐승이 끄는 마차의 네 쌍의 분노존들과 합해져서 총 여섯 쌍을 이룬

다. 이 들은 깔라짜끄라 만달라 궁의 여섯 방위(4방과 아래 위)를 보호하

는 신들이다. 

  수대(水大) 동심원 밖의 세 번째 (3) 적색과, 네 번째 (4) 흑색의 동심원

은 각각 화대(火大)와 풍대(風大)의 요소를 나타낸다. 이들 지역 전체는 공

동묘지 지대이다. 이 두 동심원 안에는 4개의 백색 법륜(法輪)과 6개의 적

색 법륜(法輪), 총 10개의 크고 작은 법륜이 있다. 이들 법륜의 중앙에는 

남성 용신(龍神)에 의해 껴 안겨진 여성 분노존들이 앉아있다. 이들은 각각 

하나의 점으로 표현 되었다. 각 법륜들 사이에는 11개의 싼스끄리뜨 종자

음들이 나열되어 있다. 총 88개의 종자음들은 수백만 정령(精靈)들 가운데 

주요 자연정령들을 상징한다.

  (5) 다섯 번째 녹색 동심원은 공간(空間), 즉 공대(空大)의 상징이다. 녹

색의 바탕에 서로 맞물려 이어져 있는 금색의 금강저(金剛杵, vajra) 담장

이 그려져 있다. 금강저의 이 보호 동심원은 악령들과 수행의 장애 요소인 

번뇌와 애욕으로부터 수행자를 보호해 준다. 

  (6) 가장 밖에 위치한 여섯 번째 동심원은 지혜의 상징으로서 위대한 수

호의 불길, 화염(火焰)의 산, 지혜의 원 등으로 알려져 있다. 지혜의 동심

원은 번갈아 표현되는 32개의 무늬로 이루어져 있다. 적색과 황색은 불

(火)을, 청색과 녹색은 잎(葉)을 표현 한 것이다. 여기에 명암을 나타내기 

위해서 백색이 사용 되었다. 이들 5가지 색은 무지개 형태로 빛나는 붓다

의 5종 지혜를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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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각각의 존(尊)에서 건물의 장식에 이르기까지 깔라짜끄라 만

달라의 모든 요소들은 시간과 우주(외부 깔라짜끄라)를, 깔라짜끄라와 우리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측면(내부 깔라짜끄라)을, 또한 수행적 측면(대안 깔

라짜끄라)을 상징하는, 즉 불과(佛果)에 이르기 위한 전반적인 가르침과 길

을 모두 담고 있다. 깔라짜끄라의 수행에 있어서 수행자는 삼매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의 겨자씨만한 점 안에 만달라 안의 모든 존(尊)들과 그들의 

장신구들이 상세히 그려지는 완전하고 명료한 만달라를 심상화 하기 위해

서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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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라짜끄라 모래 만달라



                                                                    8. 깔라짜끄라 만달라 39

깔라짜끄라 본존 만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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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깔라짜끄라 본존 만달라

  많은 딴뜨라들이 있고 거기에서 설명되는 많은 존(尊)들이 있다. 이 존

(尊)들은 1면(面) 1수(手)의 단순한 모습에서 나아가 많은 얼굴과 손을 지

닌 형태를 하고 있다. 남성이던 여성이던 많은 본존(本尊)들이 이른바 부모

불(父母佛)로 알려진 지혜와 방편의 합일을 상징하는 남녀합일상의 모습일 

하고 있다. 서구에 딴뜨라의 미술이 처음 소개될 때 합일상에 대한 설명이 

단순한 성적인 포옹으로 전해지는 잘못된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하지만 

깔라짜끄라 딴뜨라의 수행에 있어서 합일상의 모습은 여성적 원리(지혜)와 

남성적 원리(방편)가 결합된 의식(意識)의 상태로 심상화 된다.

  다양한 모습의 깔라짜끄라 존(尊)이 있다. 그러나 모래 만달라와 관련된 

깔라짜끄라의 모습은 4면(面) 24수(手)를 하고 명비(明妃) 비슈와마따

(Vishvamata)를 껴안고 서있는 모습이다. 그는 짙은 군청색의 몸에 군청

색(중앙), 적색(오른쪽), 백색(왼쪽)의 3개의 목을 가지고 있다. 4개의 얼굴

을 지니고 있는데 중앙의 군청색 얼굴은 송곳니를 드러내고 있는 분노의 

모습을, 오른쪽의 적색 얼굴은 요망스러운 표정을, 왼쪽 백색의 얼굴은 매

우 평화로운 표정을, 그리고 왼쪽 바깥 편에 표현된 황색의 뒤쪽 얼굴은 

선정에 든 모습을 하고 있다. 모든 얼굴은 각각 3개의 눈을 지니고 있다. 

그는 상투 머리를 하고 있으며 3단으로 된 왕관은 금강살타(金剛薩埵, 

Vajrasattva)의 인(印), 초승달, 십자(十) 모양의 금강저(金剛杵, vajra)와 

다른 장신구들도 장식되어 있다. 그의 몸은 금강저, 보석, 귀고리, 목걸이, 

팔찌, 허리띠, 발목 가락지, 흘러내리는 목도리와 호랑이 가죽으로 장식 되

어 있다. 

  그는 군청색, 적색, 백색의 3쌍의 어깨를 지니고 있다. 한 쌍의 군청색, 

적색, 백색의 어깨에는 각각 아래서부터 4개씩 군청색, 적색, 백색의 8개

의 팔을 지니고 있어, 총 24수(手)의 모습을 하고 있다. 엄지손가락은 황

색, 검지는 백색, 중지는 적색, 약지는 군청색, 새끼손가락은 녹색이다. 손

가락의 각 안쪽 마디는 안쪽에서 손가락 끝 쪽으로 군청색, 적색, 백색을 

하고 있고 모든 손가락에는 밝게 빛나는 반지를 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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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어깨의 백색 4수(手)는 각각 위에서 아래 순서로 도끼, 장대, 창, 

법륜을, 적색의 4수(手)는 해머(큰 망치), 다마루(작은 북), 금강갈고리, 3

개의 화살을, 군청색의 4수(手)는 곡도(曲刀), 삼지창, 검, 금강저를 들고 

있다. 왼쪽 어깨의 백색 4수(手)는 각각 위에서 아래 순서로 4면(面)의 브

라흐마(Brahma) 두상, 금강사슬, 거울, 법라(法螺), 적색의 4수(手)는 연꽃, 

보석, 올가미 밧줄, 활을, 군청색의 4수(手)는 피가 담긴 해골 컵, 카뜨완가

(khatvanga), 방패, 금강령(金剛鈴)을 들고 있다.

  깔라짜끄라는 그의 적색 오른쪽 다리는 길게 펴고, 백색 왼쪽 다리는 안

으로 살짝 굽힌 채 서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의 적색 오른쪽 다리는 

4수(手)에 각각 5개의 꽃화살, 활, 갈고리, 올가미를 들고 있는 적색 '까마

데와(Kamadeva)'34의 가슴을 눌러 밟고 있다. 까마데와 옆에는 깔라짜끄

라의 발을 결사적으로 들어 올리려고 애쓰는 그녀의 배우자 라띠(Rati)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안쪽으로 살짝 구부린 백색의 다리는 4수(手)에  

각각 삼지창, 다마루(damaru), 해골 컵, 카뜨완가(khatvanga)을 들고 있는 

3개의 눈을 지닌 '루드라 쉬바(Rudra Shiva)'35의 가슴을 눌러 밟고 있다. 

루드라 옆에는 주군의 가슴에서 깔라짜끄라의 발을 결사적으로 들어 올리

려고 애쓰는 루드라의 배우자 고오리(Gauri)의 모습이 있다. 깔라짜끄라 

본존이 서 있는 평원반은 4개의 천체들을 쌓아 올려서 만든 것이다. 이들

은 아래서부터 연꽃잎에 둘러싸여 있는 백색의 달, 적색의 태양, 청색의 

라후(Rahu), 황금색의 깔라그니(Kalagni)이다.36 

  깔라짜끄라의 명비(明妃) 비슈와마따(Vishvamata)는 본존에 안긴 성적교

합의 모습을 하고 서 있다. 그녀의 몸은 황색의 몸에 4면(面), 8수(手), 2

족(足)의 모습을 하고 있다. 중앙의 황색, 오른쪽의 백색, 왼쪽의 적색, 그

리고 뒤쪽의 군청색의 4얼굴은 각각 3개의 눈을 지니고 있다. 그녀의 머리

는 매듭지어지고 일부는 등 쪽으로 자연스럽게 흩내리고 있다. 금과 보석

으로 장식된 왕관, 허리띠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발목장신구 등을 걸치

고 있다. 그녀의 첫 번째 왼손 오른손은 본존의 3목을 껴안고 있다. 이들 

손에는 각각 해골 컵과 금강저가 손잡이로 된 곡도(曲刀)를 지니고 있다. 

34 힌두교의 신(神)으로 '사랑의 신', '욕망의 신'이다. 촉이 꽃 모양으로 된  다섯 개의 욕망의 화살을 

가지고 다닌다. 이 화살에 맞으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
35 힌두교의 세 주요 신(神) 가운데 한 명으로 파괴의 신이다. 
36 깔라짜끄라 딴뜨라는 달의 남쪽과 북쪽 교차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 교차점들을 힌두 점성학

에서는 라후(Rahu)와 께뚜(Ketu)로, 깔라짜끄라에서는 라후(Rahu)와 깔라그니(Kalagni)라고 부른다. 

티벳의 점성학에 있어서 라후와 께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체에 포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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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3개의 왼손에는 올가미밧줄, 연꽃, 보석을 지니고 있다. 나머지 3개

의 오른손에는 도끼, 다마루, 염주를 들고 있다. 

  깔라짜끄라 본존과 그의 배우자 비슈와마따의 합일상 모습은 깔라짜끄라 

딴뜨라 경전에서 설명된 외부, 내부, 그리고 대안 딴뜨라의 가르침들을 인

격화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상징성들에 대한 설명과 이해

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깔라짜끄라에서 다뤄지고 있는 총체적인 것, 즉 

외부적인 천문학과 점성학, 내부적인 발생학과 생리학, 그리고 대안적인 

수행차제들에 대한 복합적 관계의 전반적인 지식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 

또한 그러한 가르침들에 대한 배움과 이해는 단지 지식적인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 깔라짜끄라 관정을 받은 후 실천되는 수행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과 확신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한 설

명을 생략하고 상징성들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간

략히 설명 하도록 하겠다.

  내부 깔라짜끄라 딴뜨라는 인간의 몸과 거칠고 미묘한 마음의 작용에 대

해서 매우 강조를 한다. 그리고 깔라짜끄라 수행자는 몸의 내적인 기(氣)의 

순환이 천체(天體)의 순환과 같음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깔

라짜끄라 수행자가 태양과 달의 운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외부 깔라짜끄라를 왜 먼저 배우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깔라짜끄라 딴뜨라에서 이 두 천체에 대한 중요성은 본존 깔라짜끄라는 

달(月)을, 명비(明妃) 비슈와마따는 태양을 상징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본존의 정화된 마음을 성취하고자 하는 깔라짜끄라 수행

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주의 구조와 개인의 내적 기능과의 조화를 

필요로 한다. 

  내부 깔라짜끄라에 있어서 설명되는 몸의 주요 기맥은 좌맥(左脈), 우맥

(右脈), 그리고 중맥(中脈)의 3종 기맥(氣脈)이다. 태양과 달은 몸의 우맥

(右脈)과 좌맥(左脈)에 각각 해당 된다. 몸 전체의 기(氣)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태양과 달의 에너지(氣)를 효과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태양력과 음력, 그리고 그들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좌맥(左脈)과 우맥(右脈)은 또한 남성과 여성의 양극성 원리에 해당된다. 

티벳 점성학에 있어서 태양은 여성이고 달은 남성이다. 이 양극성의 원리

에 대한 멈춤이 다양한 기(氣), 기분, 몸과 마음의 균형을 경험하는 근원이

다. 중맥(中脈)이 그러한 균형과 안정으로 이끄는 통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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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존 깔라짜끄라가 지닌 3색의 목은 이 3종 기맥을 상징한다. 적색의 오

른쪽 목은 우맥(右脈)의 상징으로 태양의 영향을 받고 이 기맥을 통해 태

양의 기(氣)가 흐른다. 백색의 왼쪽 목은 좌맥(左脈)의 상징으로 달의 기

(氣)가 흐르기 때문에 달의 영향을 받는다. 중앙 군청색의 목은 중맥(中脈)

의 상징으로 중립(中立)을 유지한다. 

  중립의 기(氣)는 라후(Rahu)와 께뚜(Ketu)인 '달의 교점(交点)'37에 해당

이 된다. 라후(Rahu)의 기로 알려진 이 중립적인 기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기는 깔라짜끄라 딴뜨라의 생기차제와 원만차제의 수행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수승한 수행자들에 의해서 경험되어 진

다. 깔라짜끄라 관정은 좌맥과 우맥의 기를 중맥으로 유입시켜 양극성의 

원리를 떠난 본존의 본 성품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제공한다.

9. 깔라짜끄라 만뜨라

  두 개의 음절, 마음을 의미하는 'Mana(마나)'와 보호를 뜻하는 'Tara(따

라)'로 이루어진 싼스끄리뜨어 'Mantra(만뜨라)'의 문자적 의미는 '마음의 

보호'이다. 여기서 마음의 보호란 우리들이 본래 지니고 있는 불성(佛性)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 하고 우리들을 윤회의 세계에서 헤매게 하는 일상적인 

인식과 개념, 즉 번뇌와 망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만뜨라

는 깨달은 존재의 완전한 언어인 순수한 음(音)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

서는 진언(眞言)이라 번역한다. 

  딴뜨라의 모든 본존들은 일련의 싼스끄리뜨 음절로 이루어진 만뜨라를 

지니고 있다. 딴뜨라의 수행자들은 자신과 본존 사이에 연결고리를 형성하

고 만뜨라가 상징하는 특정한 마음의 상태를 내면화시키기 위해서 이 본존

의 만뜨라를 염송한다. 한 예로 대자대비(大慈大悲)로 표현되는 관세음보살

의 만뜨라 '옴마니반메훔(Om Mani Padme Hum)'을 살펴보겠다. '연꽃 속

의 보석'을 의미하는 이 만뜨라는 진흙탕물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연

꽃으로 상징되는 정화된 마음에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의 보석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동기로 이 만뜨라를 반복 

37 달의 궤도가 황도(黃道)와 교차하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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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상자재(rNam bCu dBang lDan)

암송하는 것은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한 마음의 상태를 성취할 수 있는 능

력과 가능성을 증장 시킨다. 

  깔라짜끄라 본존의 만뜨라는 'Om Ah Hung Ho Hang Kshah Ma La 

Wa Ra Ya Hung Phat(옴 아 훔 호 항 끄샤 마 라 와  라  야 훔 팟)'이

다. 티벳어로는 '옴아훔 호한꺄 말라와라야 훔펫'으로 발음 된다. 이 만뜨

라는 깔라짜끄라 딴뜨라의 모든 구성 요소를 상징하는 낱말화 되지 않은 

음절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번역 될 수 없다. 

  깔라짜끄라 만뜨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은 티벳 전통의 딴뜨라 상징

문양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 중 하나인 십상자재(十相自在)이다. 깔라

짜끄라 만뜨라의 7개 종자음과 그 위

에 배치된 3개의 도형으로 구성된 연

유에서 십상자재(十相自在)라 불린다. 

티벳어 '남쭈왕덴(rNam bCu dBang 

lDan)'은 '열 종류의 힘을 지닌 것'을 

의미한다.

  란자나(Ranjana)38체로 표시된 7개

의 종자음 하(Ha), 끄샤(Kshah), 마

(Ma), 라(La), 와(Wa), 라(Ra), 야(Ya)

가 서로 한데 얽힌 글자들 위에 초승

달 모양,39 보름달 모양, 가느다란 굽

은 곡선 모양의 3개 도형이 차례로 쌓

여 본체 문양을 이룬다. 본체 문양은 

깔라짜끄라의 본존 만달라에서처럼 3

겹 또는 4겹으로 쌓아 올린 원형의 륜

(輪) 위에 서있다.40 이 본체 문양을 둘러싸고 있는 화염테는 깔라짜끄라 

만달라의 가장바깥쪽에 위치한 '지혜의 방벽'에 해당된다. 본체 문양 양쪽

38 란자나(Ranjana) 또는 란차(Lantsa)라 불리는 글씨체는 브라흐미(Brahmi) 글씨체에서 고안된 서체 

가운데 하나이다. AD 11세기에 창안(創案)되었고 인도와 네팔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사용 되었다. 

티벳인들은 이 서체를 란차(Lantsa)라 부르고 싼스끄리뜨에서 티벳어로 번역된 경전의 싼스끄리뜨 

경명을 표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달라와 사원을 장엄하기 위해서 사용 하였다. 몽고, 중국, 일본

에서는 주로 장식적인 목적으로 사용 하였고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
39 상징의 형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위사르가(Visarga)를 초승달 모양이라고 표현했다. 실제적으로 

위사르가는 태양과 연관되어있고 보편적으로 적색이다. 
40 아래로부터 백색(白色) 월륜좌(月輪座), 적색 일륜좌(日輪座), 흑색 또는 청색 라후(Rahu)륜좌, 그리

고 황색 깔라그니(Kalagini)륜좌 순서이다. 라후(Rahu)륜좌와 깔라그니(Kalagini)륜좌는 종종 결합되

어 하나의 흑색 라후(Rahu)륜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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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화염테. 깔라짜끄라 만달라의 가장바깥쪽에 위치한 '

지혜의 방벽'을 상징.

십상자재(十相自在)의 본체 문양. 란자나(Ranjana) 서체로

서 각 종자음의 자모(子母)는 모음 아(A)를 내포하고 있

다.

나다(Nada). 깔라짜끄라의 의(意) 만달라를 상징

아누스와라(Anusvara). 백색의 빈두(Bindu). 깔라짜끄라 

만달라의 신(身) 만달라를 상징.

위사르가(Visarga). 구(口) 만달라를 상징

종자음 하(Ha). 만달라 안에 계신 존(尊)들의 불지(佛智)를 

상징.

종자음 끄샤(Kshah). 만달라 안에 계신 존(尊)들의 신구의

(身口意)를 상징.

에 있는 란자나(Ranjana)체의 '에(E)'와 '밤(VAM)'은 각각 '공성(空性)'과 '

대락(大樂)'을 상징한다. 각각의 종자음과 도형의 상징성에 대한 설명은 다

양한 깔라짜끄라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낄

띠 쩬삽 린뽀체(Kirti Tsenshab Rinpoche)41의 가르침에 따른 설명은 아

래의 같다

41 낄띠 쩬삽 린뽀체(Kirti Tsenshab Rinpoche): 겔룩빠(Gelugpa) 스님. 동부 티벳 암도에서 1926년 

탄생. 6세 때 낄띠(Kirti) 사원 사원장의 환생자로 확인됨. 9세 때 비구계를 받음. 32세 때 사원의 

교육과정을 마침과 함께 낄띠(Kirti) 사원의 사원장으로 임명됨. 1959년에 인도로 망명 후 인도, 미

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독일, 네덜란드,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지에서 가르침을 펼침. 깔

라짜끄라 딴뜨라 전승(傳承)의 보유자로서 14세 때 깔라짜끄라 전승(傳承) 관정을 받음. 14대 달라

이 라마께 깔라짜끄라 논서를 강설(講說). 라마 소파 린뽀체(Lama Zopa Rinpoche, 1946 ~)의 스

승. 2006년 12월 16일 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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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음 마(Ma). 4방에 4색(흑, 적, 황, 백)의 성문을 갖추

고 있는 만달라 궁(宮)을 상징.

종자음 라(La). 만달라 궁을 둘러싸고 있는 황색 지(地)의 

방벽을 상징.

종자음 와(Wa). 만달라 궁을 둘러싸고 있는 백색 수(水)의 

방벽을 상징.

종자음 라(Ra). 만달라 궁을 둘러싸고 있는 적색 화(火)의 

방벽을 상징.

종자음 야(Ya). 만달라 궁을 둘러싸고 있는 흑색 풍(風)의 

방벽을 상징.

에(E)의 란자나(Ranjana) 서체. 본존(本尊) 깔라짜끄라와 

방편(方便)을 상징

왐(Vam)의 란자나(Ranjana) 서체. 불모(佛母) 비슈와마따

(Vishvamata)와 지혜(智慧)를 상징.

  또한 십상자재를 외부, 내부, 대안 깔라짜끄라의 측면으로 세분화해서 

설명하기도 한다. 10력, 10바라밀, 10샥띠(shakti), 가슴의 10기맥 등 다양

한 상징성들이 있지만 반다겔렉(Banda Gelek)의 설명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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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깔라짜끄라(外時輪)에서의 상징성

나다(Nada): 짙은 청색, 허공. 

아누스와라(Anusvara): 백색, 달(月).

위사르가(Visarga): 적색, 태양.

하(Ha): 청색, 무색계(無色界). 

끄샤(Kshah): 녹색, 색계(色界)

마(Ma): 다색(多色), 수미산(須彌山), 욕계(欲界).

라(La): 황색, 지륜(地輪).

와(Wa): 백색, 수륜(水輪).

라(Ra): 적색, 화륜(火輪).

야(Ya): 흑색, 풍륜(風輪).

내부 깔라짜끄라(內時輪)에서의 상징성

나다(Nada): 중맥(中脈). 

아누스와라(Anusvara): 좌맥(左脈).

위사르가(Visarga): 우맥(右脈).

하(Ha): 정수리 짜끄라(cakra, 脈輪). 

끄샤(Kshah): 음부(陰部) 짜끄라.

마(Ma): 신체 관절 부위의 지류 기맥(氣脈).

라(La): 단전(丹田) 짜끄라.

와(Wa): 가슴(胸部) 짜끄라.

라(Ra): 목 짜끄라.

야(Ya): 미간(眉間) 짜끄라.

대안 깔라짜끄라(別時輪)에서의 상징성

나다(Nada): 깔라짜끄라의 의금강(意金剛).

아누스와라(Anusvara): 깔라짜끄라의 신금강(身金剛)

위사르가(Visarga): 깔라짜끄라의 어금강(語金剛)

하(Ha): 금강살타(Vajrasattva)와 같은 깔라짜끄라에서 발원(發源)한 공

(空)부류 106존(尊)의 본질. 

끄샤(Kshah): 필사의 오류인지 이 종자음에 대한 반다 겔렉의 설명이 누락

되어 있다. 어쩌면 불모(佛母) 비슈와마따(Vishvamata) 또는 악쇼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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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shobhya, 阿閦佛)을 상징한다 할 수 있겠다. 

마(Ma): 육대(六大)의 본질, 바즈라다라(Vajradhara, 持金剛佛), 깔라짜끄

라 본존.

라(La): 바이로짜나(Vairocana, 毘盧遮那)와 같은 깔라짜끄라에서 발원(發

源)한 지(地)부류 106존(尊)의 본질. 

와(Wa): 아미따바(Amitabha, 阿彌陀佛)과 같은 깔라짜끄라에서 발원(發源)

한 수(水)부류 106존(尊)의 본질. 

라(Ra): 라뜨나쌈바와(Ratnasambhava, 寶生佛)과 같은 깔라짜끄라에서 발

원(發源)한 화(火)부류 106존(尊)의 본질.

야(Ya): 아모가싯디(Amoghasiddhi, 不空成就佛)과 같은 깔라짜끄라에서 

발원(發源)한 풍(風)부류 106존(尊)의 본질.

  대안 깔라짜끄라에서는 십상자재의 상징성에 대한 설명을 생기차제, 원

만차제, 그리고 불과(佛果)의 측면 등에서 매우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

다. 위에서는 생기차제의 불존들과 관련된 측면만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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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깔라짜끄라 딴뜨라의 계율

1. 귀의서약(歸依誓約)과 보살계(菩薩戒) 

  1) 귀의(歸依)란?

  귀의는 불교의 모든 계(戒)의 근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깔라짜끄라 관정

의 참가자로서 우리가 행하는 첫 번째 서약은 귀의를 하는 것이다. 귀의를 

한다는 것은 정식적으로 삼보(三寶), 즉 붓다(Buddha, 佛), 다르마

(Dharma, 法), 상가(Sangha, 僧)에 의해서 제시되는 평온하고 긍정적인 가

르침들을 우리의 삶에 반영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가져올 때까

지 그 확고한 가르침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을 의미한

다.

  2) 귀의 후에 지켜야 할 행동

  우리가 정식적으로 삼보(三寶)에 귀의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삶의 지표로 

삼을 때 이러한 마음가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범주의 행동에 전

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귀의 서약의 첫 번째 범주는 일반적인 행위와 관련

된 8종의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여덟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삼보(三寶) 가운데 붓다(Buddha, 佛)에

게 귀의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1) 자신을 정신적인 스승에게 온 

마음을 다해 위탁하는 것이다. 만약 관정을 수여하는 스승과의 직접적인 

대면이 없거나 수행을 지도해 주실 개인적인 스승을 아직 찾지 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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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약은 그러한 스승을 찾기 위함이다.

  삶에 있어 다르마(Dharma, 法)에 귀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 불교

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3) 그것들을 번민의 감정과 마음을 극복하는데 적

용해야 한다. 학문적인 공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수행자들의 공동체인 상가(Sangha, 僧)에 귀의하기 위해서는 (4) 그들의 

모범을 본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출가승이 되라는 것을 의

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삶의 네 가지 참된 실상, 즉 '네 가지의 고귀한 

진리(四聖諦)'1를 바르고 비개념적으로 깨닫기 위해서 진실한 노력을 기울

이는 것을 의미한다. 

  (5) 우리 삶의 근본 과제를 우리 스스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끊임없

이 불만을 호소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 보다는 우리의 장애를 극

복하고 재능과 잠재력을 깨닫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을 의미한다. 

  (6) 붓다가 정한 윤리적 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이 윤리는 삶의 긍정적

인 방향에 무엇이 이롭고 무엇이 해로운지 명확히 구별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교적 윤리를 따른다는 것은 부정적인 행동양식을 

삼가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건설적인 행동양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

한다.

  (7) 가능한 한 다른 이에게 더욱 호의적이고 자비롭게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비록 자신의 정신적 목표가 개인적인 문제로부터 해방을 얻는 것

에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8) 마지막으로 삼보(三寶)와의 연계(連繫)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붓다의 

성도재일 같은 불교의 신성한 기념일에 과일과 꽃 등의 공양을 올리는 것

이다. 전통의식의 종교기념일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을 더욱 큰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느끼게끔 해준다. 

  3) 삼가야 할 행동과 경의를 표하는 방법

  귀의서약의 두 번째 범주는 특정 행동을 삼가하고 삼보(三寶)와 관련된 

1 네 가지의 고귀한 진리(四聖諦)'란 사성제(四聖諦)를 말한다. 즉 고성제(苦聖諦), 집성제(集聖諦), 멸

성제(滅聖諦), 도성제(道聖諦)를 가리키며, 간단히 고집멸도(苦集滅道)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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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행동들을 유지하는 것이다. 삼가야 할 행동들은 우리를 삶의 역방향

으로 이끄는 반면 행해야 할 행동들은 삶의 목표에 대한 염두(念頭)를 불

러일으킨다. 삼가야 할 세 가지 행동은 다음과 같다. 

  붓다(Buddha, 佛)에게 귀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1) 다른 곳으로부터 최

고의 귀의를 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서약은 신이나 정령을 궁극적 

귀의처로 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티벳불교의 의식에는 장애를 제

거하고 긍정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불존(佛尊), 호법신(護法神) 또는 

분노존(忿怒尊)들에게 예경하는 의식(puja)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

는 호법신 또는 심지어 붓다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붓다에게 귀

의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붓다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다르마(Dharma, 法)에 귀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2) 인간과 동물들에게 

해악과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붓다가 가르친 주요 지침중의 하나는 가

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만약 우리가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적어도 

그들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가(Sangha, 僧)에 귀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3) 부정적인 사람

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다. 그러한 접촉을 피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 우리

의 귀의가 아직 미약할 때 긍정적인 목표로부터 쉽게 흔들리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것은 우리가 상가(僧伽)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 보다는 관계를 유지하는 동료들에 대한 배려를 행하는 것과 어떠한 판

단이 해로운 결과를 피하는데 필요한지를 바르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존경하는 뜻의 표시로 행해야 할 세 가지 행동은 (4) 불상(佛像), 붓다의 

예술적 묘사 물, (5) 특히 다르마(Dharma, 法)에 관련된 모든 서적, (6) 출

가계를 지니고 있는 모든 스님과 더불어 그들의 예복에까지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경시함의 표시는 그와 같은 대상을 밟거나 넘는 것, 그 위에 

앉거나 서는 것, 그리고 밑에 천도 깔지 않고 바닥이나 땅 위에 그것을 직

접 놓는 행위들이다. 비록 이러한 대상들이 귀의의 실제적 대상은 아니지

만 그것들은 깨달음을 얻은 선각자들, 그들의 궁극적 성취, 그리고 그러한 

목적에 많이 접근한 수승한 수행자들에 대한 유념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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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일반 귀의서약

  귀의서약의 세 번째 범주는 삼보(三寶)의 전체적인 것과 관련된 여섯 가

지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 여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삼보에 귀의한 것의 우수성과, 삶에 있어서 자신이 선택했을 수 있

는 삼보와 다른 신앙의 차이점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킴으로써 자신의 귀의

를 재차 확인하는 것이다. 

  (2) 삼보의 친절함과 정신적 지지에 감사하며 그들에게 매일 따뜻한 차

와 음식의 첫 부분을 공양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심상화 하는 것

으로 행해지지만, 불상이나 불화 앞에 그날의 첫 번째 따뜻한 차를 올렸다

가 다음에 자신이 마시기도 한다. 

  (3) 삼보의 자비심을 마음속 깊게 새기고 간접적으론 다른 사람들을 삼

보에 귀의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이 서약의 의도가 우리들 스스로가 포

교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모두 개종시키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귀의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잘못된 귀의를 해서 삶의 방황을 하는 사람들

은 우리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에게 귀의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과 

중요성을 설명하면 이것이 종종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 귀의의 공덕을 유념함. 형식적으론 매일 낮과 밤에 세 번씩, 보통 아

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바로 전에 귀의의 공덕을 되새기

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확인은 "저는 구루(Guru, 上師)와, 붓다(佛), 다르

마(法), 그리고 상가(僧)에 귀의 합니다"를 반복 염송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정신적인 스승이 사보(四寶)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삼보(三寶)에의 접

근 방법을 제공한다. 실상 딴뜨라에 있어서 정신적인 스승은 그들 모두의 

화현(化現)이다.

  (5) 어떠한 상황에서도 귀의처에 의지하는 것이다. 위기의 시대에 있어

서 삼보는 고난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을 추구함으로써 역경을 대하기 때문

에 가장 좋은 귀의처이다. 친구들이 위로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깨달

은 성자가 아닌 이상 본의 아니게 우리를 낙심시킨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항상 

건전하고 현실적인 태도로 장애와 어려움을 극복하려 힘쓴다면 삼보는 우

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반드시 도움을 준다. 이것은 마지막 귀의 서약

인, (6) 어떠한 상황에서도 삶에 있어서 귀의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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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다. 

  5) 보리심(菩提心)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한 행동

  우리가 깔라짜끄라 또는 다른 딴뜨라의 관정에서 참가자로서 받게 되는 

첫 번째 계(戒)는 보살계(菩薩戒)이다. 싼스끄리뜨어로 Bodhisattva(보디쌋

뜨와)라 불리는 보살(菩薩)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헌신하고 그들

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인 보디짓따

(bodhicitta), 즉 보리심(菩提心, 깨달음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다. 

 보리심(菩提心, bodhicitta)에는 원(願)과 행(行)의 두 단계가 있다. 원보리

심(願菩提心)은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장애 극복하고 불

성(佛性)을 깨닫고자 하는 강한 소망이다. 행보리심(行菩提心)은 이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수행을 실천하고 보리심에 유해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보

살계(菩薩戒)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단계의 차이는 의사가 되고 싶

어 하는 것과 실제로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것의 차이와 비슷하다. 원보리

심에는 단순히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붓다가 되기를 소망하는 단계와 

이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그 뜻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두 

단계가 있다. 깔라짜끄라 관정에서 보살계를 받기 전에 우리는 정식으로 

이 두 단계의 원(願)을 세운다.

  보살(菩薩)의 뜻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맹세는 우리의 결심을 절대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다음의 다섯 가지의 행동양식을 연마하겠다는 약속

을 포함한다. 

  (1) 발보리심(發菩提心)의 유익한 점을 매일 밤낮으로 상기시킬 것.

  (2) 매일 밤낮으로 세 번씩, 우리의 마음을 깨달음과 다른 중생들에게 

헌신을 함으로써 이 발보리심을 재차 확인하고 강화시킬 것.

  (3) 복덕(福德)과 지혜(智慧)의 자량(資糧)을 쌓기 위해 노력할 것.

  (4) 그 누가 아무리 힘든 고난에 처해있다 하더라도 그를 돕는 것을 절

대 포기하지 않을 것. 또는 적어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할 것.

  (5) 네 가지의 어두운 행동을 버리고 그 대신 네 가지의 밝은 행동을 취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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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섯 번째 맹세에서의 네 가지 행동은 다음과 같다. (1) 우리의 정신

적인 스승, 부모, 그리고 삼보(三寶)를 절대 기만하지 않고 항상 그들에게 

정직할 것. (2) 보살(菩薩)을 비난하고 경멸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3) 다

른 이가 해놓은 긍정적인 일을 그들 자신이 후회하도록 만들지 않을 것. 

(4)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위선적이거나 허세를 부리지 않을 것이다.

  6) 근본 보살계(菩薩戒)

  보살계(菩薩戒)를 수계(受戒)하는 것은 두 범주의 부정적인 행위를 자제

한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즉 18가지의 근본타죄(根本墮罪)와 46가지의 그

릇된 행동(惡行僞)을 삼가 하는 것이다. 근본타죄는 보살계의 전체적인 양

상의 파계(破戒)를 의미한다. 이것은 정신수행에 퇴보를 가져오고 선근자량

(善根資糧)의 증장을 늦춘다는 의미에서 타죄(墮罪)이다. 근본(根本)이라는 

단어는 제거되어야 하는 뿌리(根)를 의미한다.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이 

두 가지 범주의 계는 종종 '18 근본 보살계(菩薩戒)'와 '46 보조 보살계(菩

薩戒)'라 불린다. 이 계(戒)들은 우리가 가능한 한 순수하고 최대의 방법으

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자 할 때, 삼가야 하는 행동양식의 훌륭한 

지침서를 제공해준다. 근본 보살계를 지키겠다는 서약은 이생에서뿐만 아

니라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이어지는 각각의 다음 생까지 적용된다. 따라

서 이 계는 우리 마음의 흐름과 함께 다음 생까지 지속된다. 아래에서는 

근본타죄를 형성하는 18가지의 부정적인 행위인 '18 근본 보살계'에 대해

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8 근본 보살계(菩薩戒)

  (1) 자기 자신은 칭찬하고 남을 비하하는 것. 이러한 행동은 상대로부터 

이익, 칭찬, 사랑, 존경, 명예 등을 바라거나 상대를 얕잡아 보는 마음, 상

대에 대한 질투 등에 의해 나온다. 

  (2) 다르마(Dharma, 法)의 가르침과 부(富)를 나누지 않는 것. 법보시와 

재보시를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의 원인은 특히 집착과 인색함

에 있다. 이 옳지 못한 행동은 법문의 녹음 또는 기록에 대한 우리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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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뿐만 아니라 시간에 인색해서 가르침에 대한 도움의 요청을 뿌리치는 것 

또한 포함된다.

  (3) 다른 사람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거나 공격하는 것. 이것은 모두 노

여움으로 인한 것이다. 전자는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때릴 때 상대

가 용서를 구하거나 다른 누군가가 그만두기를 부탁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후자는 단순히 누군가를 때리는 것이다. 

  (4) 대승(大乘)의 가르침을 버리고 꾸며낸 가르침을 제시하는 것. 이것은 

보살계(菩薩戒)와 같은 주제들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가르침을 거부하고 

대신에 그럴듯하게 꾸며내어서 주제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을 펼치는 것을 

뜻한다. 즉, 자신이 생각하는 가르침을 정식(正式)의 것이라 주장하고 신봉

자를 늘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5) 삼보(三寶)에게 공양된 것을 취하는 것. 이 타죄는 직접이든 남을 시

켜했든 붓다(Buddha, 佛), 다르마(Dharma, 法), 상가(Sangha, 僧)에게 공

양된 것을 훔치거나 횡령하여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6) 성스러운 다르마(dharma, 法)를 포기하는 것. 이 타죄는 우리 스스

로가 성문(聲聞), 연각(緣覺) 또는 대승(大乘) 경전의 가르침이 붓다의 말

씀이라는 것을 거부하거나, 우리의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이

것을 거부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7) 승려의 승복을 벗기거나 승복을 훔치는 행위를 하는 것. 이 타죄는 

비구 또는 비구니에게 어떠한 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행동들

은 악의나 적의에 의해 행해지며 신체적 언어적 폭력과 그들의 물건을 빼

앗거나 그들을 사원에서 쫓아내는 것 또한 포함된다. 

  (8) 오역죄(五逆罪) 가운데 어느 하나를 범하는 것. 오역죄는 부친을 살

해하는 것, 모친을 살해하는 것, 아라한(Arhat)을 살해하는 것, 화합승단을 

깨트리는 것, 악의로 붓다의 몸에 피를 내는 것이다.

  (9) 편견과 적대감을 갖는 것. 이것은 인과법(因果法)을 따르는 것과 윤

회와 그로부터의 해탈에 대한 진실과 가치를 부정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그러한 사상이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뜻한다. 

  (10) 국토나 마을과 같은 장소를 파괴하는 것. 이 타죄는 의도적으로 파

괴하고 폭파하여 마을, 도시, 지방, 또는 시골의 환경을 오염시켜 인간과 

동물이 살기 부적당하고, 위험하며, 어렵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신통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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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남용으로 국토나 마을을 파괴하는 것도 포함된다. 

  (11) 마음의 수행이 미흡한 자(者)에게 공성(空性)을 가르치는 것. 이 타

죄의 근본적인 대상은 발보리심(發菩提心)에 있어서 아직 공성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공(空)에 대한 가르침으

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두려워할 수도 있으며 결국에는 개인적인 해탈의 길

을 위해 보살의 길을 버릴 수도 있다. 이것은 "모든 현상이 무자성(無自性)

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왜 힘들게 다른 사

람들을 이롭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이 행동

은 불교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말

도 안 되는 소리라는 생각으로 공성을 잘못 이해해서 다르마(dharma, 法)

를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공(空)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것 또한 

포함한다. 

  (12) 완전한 깨달음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 이 행동

의 대상은 보리심을 이미 계발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

들이다. 이 타죄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시, 인욕 등을 항상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붓다가 되는 것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의 

해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하는 것이다. 

  (13) 별해탈계(別解脫戒, pratimoksha)2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 쁘라띠목샤(pratimoksha), 즉 별해탈계(別解脫戒)는 재가자, 사미

승, 비구와 비구니에게 해당된다. 여기서 대상은 별해탈계 가운데 하나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보살의 모든 행동은 청정하기 때문에 

보살로서는 별해탈계를 계속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이 타죄이

다. 

  (14) 성문승(聲問乘)과 연각승(緣覺乘)을 비하하는 것. 여섯 번째 근본타

죄는 성문승 또는 연각승의 경전이 붓다의 정격교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

지 않는 것이다. 여기선 정격교설이라는 것을 인정 하지만 그 가르침의 효

과를 부정하고, 예를 들어 통찰 명상인 위빠싸나(vipasana)와 같은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번뇌망상을 제거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15) 공성(空性)에 대한 잘못된 깨달음을 선언하는 것. 우리가 공성에 대

한 완전한 깨달음이 없는데 큰 스승님들에 대한 질투심으로 인하여 마치 

2 별해탈계(別解脫戒, pratimoksha)란 5계, 10계, 구족계(具足戒) 등을 받아 지니어 몸이나 입으로 짓

는 악업을 따로따로 해탈하는 계법(戒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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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을 깨달은 것과 같이 글을 쓰고 가르치고 한다면 이 타죄를 범하게 되

는 것이다. 비록 이 계가 특히 공성(空性)의 잘못된 깨달음의 선언을 나타

낸다 하더라도 보리심(菩提心)이나 다르마(dharma, 法)의 다른 요점들을 

가르칠 때도 이와 같은 실수를 피해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만 현재의 잠정적인 이해단계에서 설명하

는 한, 완전한 깨달음 이전에 공(空)을 가르치는 것은 죄가 아니다.

  (16) 삼보(三寶)로부터 도난당한 것을 공양 받는 것. 이 타죄는 누군가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붓다(Buddha, 佛), 다르마(Dharma, 法), 상

가(Sangha, 僧)로부터 훔치거나 횡령한 것을 선물, 공양, 급료, 보답, 벌금, 

뇌물 등으로 받는 것이다.

  (17) 불공평한 규정을 세우는 것. 분노와 적대감으로 인하여 진정한 수

행자에게는 악의를 품고, 집착으로 인해서 성취가 적거나 아예 없는 사람

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승가에 들어온 보

시를 불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18) 보리심을 포기하는 것. 이것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한 깨달

음을 얻고자 하는 서원을 버리는 것이다. 보리심의 두 단계인 원보리심(願

菩提心)과 행보리심(行菩提心)에서 이 타죄는 특히 전자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후자의 것도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보조 보살계(菩薩戒)는 46가지의 그릇된 행동을 금하기 위함이다. 이 그

릇된 행동들은 6바라밀 하나하나의 실천과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 해가 되는 행동들을 7개의 범주로 나누어 놓은 것이다. 이 

46가지에 대해서는 이들을 범했을 때 과실이 없는 많은 예외를 포함하여 

배워야 할 많은 상세한 사항들이 있다. 이들은 차후에 실제로 보살의 길에 

접어들었을 때 배울 수 있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바라밀과 이타심의 계

발에 장해가 되는 그릇된 행동의 판단 여부는 그 동기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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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딴뜨라계(蜜敎戒)

  1) 개관

  딴뜨라의 수행에 있어서 계(戒)을 지키는 것은 관정을 수여 받는 것 못

지않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딴뜨라의 관정은 먼저 계를 받고 이

를 지킬 것을 맹세 한 사람에게 만 수여된다. 그러나 관정의식에 있어서 

계를 수여할 때는 계의 항목 하나하나에 대한 언급이 없이 '보살계' 와 '딴

뜨라계'가 수여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실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계를 지켜야 하는지도 모른 채 계를 지킬 것을 서약하며 관정을 받고 있는

지 모른다.

  사실상 금강승의 보살계나 딴뜨라계는 비구계보다 지키기가 더 어렵다. 

예들 들어 딴뜨라의 수행자는 항상 자신을 이미 깨달은 붓다의 모습으로, 

주변 환경을 붓다와 존(尊)들이 거주하는 만달라로 심상화해야 한다. 잠시

나마 이러한 생각을 놓치게 되면 계를 어기는 것이 된다. 또한 음식이나 

음료를 정화 하거나 가피하지 않고 그냥 먹는 것도 계를 어기는 것이 된

다. 음식을 먹을 땐 항상 '옴 아 훔' 만뜨라를 세 번 암송하여 가피를 하

고, 옷을 입을 때도 항상 가피를 한 후 착용해야 한다.

  이처럼 딴뜨라계는 우리의 무심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

에 더욱 지키기 어렵다. 아띠샤(Atisha) 존자는 당신께서 지나온 과거를 

살펴 볼 때 비구계는 조금도 어김이 없이 지켰고, 보살계는 간혹 지키지 

못했지만 딴뜨라계를 어긴 것은 후드득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이 많다 하셨

다. 

  일반적으로 무상요가의 딴뜨라계는 '14 근본 딴뜨라계'와 '18 보조 딴뜨

라계'로 분류되어지는데, 이러한 딴뜨라계를 어기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원인을 만들게 된다. 보조 딴뜨라계를 어기는 것조차 비구계를 지키지 못

한 것보다 18 배나 무거운 과보를 낳는다고 하니, 특히 무상요가 딴뜨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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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근본 딴뜨라계는 목숨을 다하는 일이 있더라도 꼭 지켜야 하겠다. 이러

한 딴뜨라계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근본타죄(根本墮罪)'를 범했다 하

는데, 계(戒)를 바로 알아 근본타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깔라짜끄라 관정 또는 다른 무상요가(無上瑜伽, Anuttarayoga) 딴뜨라 

관정에서 만약 자신이 아직 딴뜨라계를 받거나 매일 딴뜨라 수행을 실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정식으로 원보리심(願菩提心)을 일으키고 

그 서약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더 나아가 보살계만을 받는 것을 

추가할 수 도 있다. 또는 만약 이전에 이미 귀의를 했거나 귀의와 보살계

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재차 확인하고 강화시킬 수 있다. 이처럼 

수여되는 계를 모두 받음 또는 받지 않음의 오직 두 가지 대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관정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딴뜨라계를 받아야 

한다.

  보살계(菩薩戒)에서 처럼 딴뜨라계에는 근본 딴뜨라계와 보조 딴뜨라계

가 있다. 우리는 이들을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지킬 것을 약속하며 이들은 

우리들 마음의 흐름 속에서 다음 생까지 지속된다. 

  깔라짜끄라 딴뜨라에는 '14 근본 딴뜨라계'의 대부분이 다른 딴뜨라 체

계에서 보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깔라짜끄라 관정에서 우리

는 일반 딴뜨라계와 특히 깔라짜끄라 계통의 계를 모두 지키겠다는 서약을 

한다. 

  2) 일반 근본 딴뜨라계

  어떠한 무상요가(無上瑜伽) 딴뜨라의 체계이든 그에 입문하는 관정에서 

공통으로 받는 '14 근본 딴뜨라계'는 다음의 행동들을 금하기 위한 것이다. 

  (1) 스승을 경멸 또는 모욕하는 것. 여기서 언급되는 스승은 어떠한 부

류의 딴뜨라이든 그 딴뜨라의 입문관정을 주었거나, 입문한 딴뜨라 가운데 

전체 또는 부분적인 경전의 가르침을 주었거나, 또는 입문한 딴뜨라의 수

행법을 말로서 전해준 모든 스승을 말한다. 이와 같은 스승을 경멸 또는 

모욕 한다는 것은 그들을 얕보고, 흠을 잡고, 비웃고, 경시하고, 무례하거

나 그들의 가르침이나 조언이 쓸모없는 것 이었다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다.



     제3장 깔라짜끄라 딴뜨라의 계율60

  (2) 계율의 가르침을 가벼이 여기는 것. 이 행동의 대상은 특히 별해탈

계(別解脫戒), 보살계, 또는 딴뜨라계에 대한 스승의 가르침이다. 이것은 

계에 대한 스승의 가르침 내용이 모든 정신적인 장애를 제거한 수승한 스

승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는 충분히 인정 하지만 가르침에 대한 계를 어기

는 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함으

로써 계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다. 

  (3) 금강형제(金剛兄弟) 또는 금강자매(金剛姉妹)를 비난하는 것.3 이 타

죄는 잘 알고 있는 금강형제나 자매에게 그들이 행했을 수도 또는 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과실, 결점, 실패, 실수, 위반 등에 대해서 직접 그들 면

전에 욕설을 퍼붓거나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동의 

원인은 분명 적대감, 분노, 증오와 같은 감정일 것이다. 결점을 극복하는 

것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정중하게 그런 사람들의 결점을 지적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4) 유정(有情)들에 대한 자비심을 포기하는 것. 자비심은 다른 사람이 

행복해 지거나 행복해 질 수 있는 원인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그러나 이 타죄는 다른 존재에게 심지어 최악의 연쇄살인범에게라도 

정반대의 것, 즉 행복과 행복의 원인들이 없어지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우

리는 적어도 그가 다음 생애에는 그러한 잔인한 행위를 절대 반복하지 않

고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원해야 한다. 또한 특정 존재

가 절대 행복해 질 수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

만으로도 타죄가 된다.

  (5) 보리심의 향상이나 계발을 포기하는 것. 이것은 18번째 보살계의 근

본타죄와 같으며 모든 중생을 위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생

각을 함으로써 보리심의 뜻을 품는 단계인 원보리심(願菩提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6) 쑤뜨라(Sutra)나 딴뜨라(Tantra)의 교의(敎義)를 비난하는 것. 이것

은 '성스러운 다르마(Dharma, 法)를 포기하는 것'의 보살계의 6번째 근본

타죄와 같고, 불교의 그 어느 경전을 붓다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쑤뜨라(Sutra)의 교의'란 성문승(聲聞乘), 연각승(緣覺乘), 또

는 대승(大乘)의 경전들을 의미하며 '딴뜨라(Tantra)의 교의'는 대승불교 

3 금강형제 또는 금강자매란 딴뜨라계를 지니며 같은 금강스승으로부터 딴뜨라의 본존요가(本尊瑜伽)

의 수행에 입문하는 관정을 받은 도반들을 말한다. 꼭 같은 시기에 관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

며, 같은 체계나 같은 부류의 딴뜨라에 입문해야 하는 것 또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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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의 딴뜨라를 말한다.

  (7) 성숙하지 않은 수행자들에게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드러내는 것. 비

밀스러운 가르침이란 하위 딴뜨라의 수행에서는 공유되지 않은, 즉 생기차

제 또는 원만차제에서 공성을 깨닫기 위한 실질적 특정 수행의 가르침을 

말한다. 여기에는 정광명(淨光明)의 마음과 함께 공성의 지복(智福)을 실현

시키는 구체적인 싸다나(sadhana, 成就法) 또는 방편의 자세한 가르침이 

포함된다. 이러한 수행에 성숙하지 않은 수행자들이란 이들의 수행에 믿음

이 있든 없든 적절한 단계의 관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유일한 예외는 명백한 설명이 절실히 필요할 때, 예를 들어 딴뜨라에 대

한 잘못된, 왜곡된, 모순되는 견해를 일소(一掃) 하고자 하는 것을 돕고자 

할 때이다. 수행에는 직접 적용이 안 되는 학문적인 입장에서 일반적인 딴

뜨라의 이론을 설명하는 것은 근본타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딴

뜨라 수행의 효과를 약화시킨다.

  (8) 우리의 오온(五蘊)을 욕하고 학대하는 것. 오온(五蘊)4은 우리들 경

험의 각 순간들을 구성한다. 오온이란 시각 또는 청각과 같은 물질적 현상

의 형태(色), 행복 또는 불행의 감정(受), 이것과 저것의 분별(想), 사랑 또

는 증오와 같은 정신적 요소(行), 그리고 시각 또는 정신과 같은 형식의 의

식(識)이다. 간략히 말하자면 오온은 우리의 신체, 마음, 그리고 감정이다. 

  일반적으로 오온은 번뇌와 관련되어 있다. 무상요가(無上兪伽) 딴뜨라에

서는 이러한 '번뇌와 관계된 오온(有漏五蘊)'을 '번뇌와 분리된 붓다의 다섯 

가지 지혜(無漏五智)'로 변화 시키는 가르침을 설한다. 또한 무상요가 딴뜨

라 관정은 이러한 변화를 성취하기 위한 씨앗을 의식의 흐름 속에 심는다. 

생기차제에서의 수행에서 수행자는 오온을 불존(佛尊)으로 심상화 하는 것

을 통해 자신의 오온이 이미 불존의 정화된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상상함으

로써 이 씨앗을 발아 시킨다. 원만차제에서의 수행에서는 다섯 가지의 미

묘한 의식을 깨닫는데 사용되는 정광명의 마음을 현현시키기 위한 특별한 

요가행법에 자신의 오온을 끌어들임으로써 이 씨앗을 성숙하게 한다. 이 8

번째 근본타죄는 자신의 오온을 경멸하거나,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에 부적

당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증오와 경멸 때문에 고의적으로 오온에 해를 

4 싼스끄리뜨어 'skhandha(쓰칸다)'는 무더기, 덩어리, 모임 등을 말하며, 한문으로는 온(蘊)이라 한

다. 온(蘊)에는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의 다섯 가지가 있으며 이들을 오온(五蘊)이라 

한다. 이 오온들은 하나하나가 무더기로 모여 무리를 이루어 중생들의 몸과 마음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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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히는 것을 말한다. 

  (9) 공성(空性)을 부인하는 것. 여기서 공성이란 일체 현상은 서로 의지

해서 존재하고 혼자 스스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은 없으며 영구히 변하지 

않는 독자적이고 자신만의 고유의 성품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무자성(無

自性)'을 의미한다. 즉, 자성(自性)이 없기 때문에 공(空) 하다는 반야바라

밀경(般若波羅密經)의 일반적인 가르침이다. 이러한 가르침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것들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경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딴뜨라를 수행하는 동안 자신이 대승불교의 어떠한 교의를 따르던 간에 

공성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신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수행

의 과정에서 공성을 거부한다든지 공성의 배경 밖의 어떠한 다른 절차를 

시도한다면 우리는 예를 들어 심상화 한 것을 구체적인 실체로 믿을지 모

른다. 그러한 오해는 단지 윤회의 고통을 영구히 존속시킬 뿐이며 심지어 

정신적 불균형으로 이끌기도 한다. 우리는 교의(敎義)에 대한 이해를 유식

학파에서 중관학파로, 또는 중관학파 내의 자립논증파(自立論證派)에서 귀

류논증파(歸謬論證派)의 수순을 따라 향상시키고, 그 과정에서 이전 교의의 

공성에 대한 가르침을 논박해 볼 필요가 있다.5 

  (10) 악의 있는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 악의 있는 사람들이란 일반적으

로 우리의 개인적인 스승과 정신적인 스승, 또는 붓다(Buddha, 佛), 다르

마(Dharma, 法), 상가(Sangha, 僧), 또는 그 누구에게 손해를 유발하거나 

피해를 주는 사람을 말한다. 

  (11) 공성에 대한 지속적인 명상을 하지 않는 것. 9번째 딴뜨라 근본타

죄와 같이 공성은 유식학파 또는 중관학파의 체계에 의해서 이해된다. 우

리가 그와 같은 공성의 견해를 이해한 이후로 하루 이상을 그것에 대한 명

상 없이 보내는 것은 근본타죄가 된다. 일반적인 수행은 공성에 대해서 적

어도 매일 낮에 세 번, 밤에 세 번 명상하는 것이다. 

  (12) 타인의 믿음을 단념시키는 것. 이것은 특정 딴뜨라의 수행에 믿음

을 지니고 있고, 적합한 그릇이며, 올바른 관정을 받은 사람들을 고의적으

로 그 수행으로부터 낙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그 수행을 실천하고

자 하는 그들의 소망을 단념시키게 했다면 이 근본타죄가 성립된다. 그러

나 만약 그들이 아직 그러한 수행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기세를 꺾는 

5 인도의 역사에 있어서 불교철학 학파의 전개는 대표적으로 설일체유부(設一切有部), 경량부(輕量部), 

유식부(唯識部), 그리고 중관부(中觀部)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들 중 전자 둘은 초기불교(小乘) 전통

의 대표로, 후자 둘은 후기불교(大乘)의 전형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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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이 보일지라도 그들이 먼저 숙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실적인 

방법으로 요약해서 말해주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13) 딴뜨라의 수행과 밀접하게 결속시켜주는 내용물들을 바르게 의지하

지 않는 것. 무상요가 딴뜨라의 수행은 '촉(Tib. Tshogs) 공양'6이라고 알

려진 정기 불공의식에 참여해야 하고, 이 의식은 특별히 성화(聖化)된 술과 

고기를 맛보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 성화된 물질들은 일반적으로는 장

애의 요소 이지만 정화 되었을 때에는 심오한 지혜로 변화될 수 있는 오온

(五蘊)과 기(氣)를 상징한다. 그러한 물질들을 꺼려하거나, 금주주의자 또

는 채식주의자가 되겠다는 이유로 거부하거나, 또는 반대로 입맛과 집착으

로 많은 양을 취하는 것이 이 근본타죄이다.

  (14) 여성을 멸시하는 것. 무상요가 딴뜨라의 목적은 공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광명(淨光明)의 마음에 접근하고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공성의 

이해는 해탈과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근본요소인 무

지와 그의 뿌리를 속히 제거한다. 의식(意識)의 지복(至福) 상태는 정광명

의 마음에 도달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더욱 심오

하고, 집중적인 미묘한 의식의 상태로 이끌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복(至福)

의 의식(智)이 정광명의 단계에 도달하여 공성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함께 

공성에 집중을 하면 무지(無知)의 근본을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

다.

  무상요가 딴뜨라에서 남성은 여성을 의지해서 공성에 집중된 의식의 지

복(至福)을 더욱 강화 시킨다. 여성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에 의지하여 

같은 방식으로 남성을 통하여 그들의 지복(至福)을 증가 시킨다. 그러므로 

특정 여성, 일반 여성, 혹은 여성 불존을 하찮게 보고, 비웃고, 경멸하고,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는 것이 이 근본타죄이다. 

  3) 깔라짜끄라 근본 딴뜨라계

깔라짜끄라 관정에서 주어지는 딴뜨라계는 보다 구체적인 형식의 14가지 

6 티벳어 'Tshogs(촉)'은 싼스끄리뜨어의 'Sambhara(쌈바라, 功德)' 또는 'Gana(가나, 大衆)'의 뜻을 

지니고 있다. 쌈바라의 측면에서 촉은 깨달음의 길에서 쌓은 지혜와 방편의 공덕을 뜻한다. 가나의 

견지에서 촉은 대중들이 모여 잔치 공양을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 가나짜끄라(ganacakra)의 준말이

다. 딴뜨라의 수행에 있어서 잔치 공양 의식과 그 만달라는 성취를 수여하고 장애를 정화하는 필수

적인 방편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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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타죄를 포함하고 있다. 

  (1) 금강상사(金剛上師)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 딴뜨라의 스승을 경멸

하고 비하하는 것과는 달리 이 타죄는 특정한 무례를 초래하는 것이다. 번

민의 감정과 마음, 그리고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으로 행동

하거나 말하며, 그러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 행동을 자제하려는 생각조

차 하지 않는다. 스승이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알고, 우리를 바로잡기 위

해 불쾌감을 보이면 이 근본타죄가 성립된다.

  (2) 금강상사의 훈령(訓令)을 어기는 것. 이것은 스승에 의해 가르쳐진 

계를 비하하거나 어기는 것 보다 더욱 구체적이다. 이 타죄는 금강상사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시한 후에도 10악 가운데 하나 또는 계 

가운데 하나를 몰래 어기는 것을 말한다. 앞서 말한 근본타죄와 마찬가지

로 우리는 딴뜨라의 스승을 신성한 존재로 인식하고, 그러한 행동이 그를 

불쾌하게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서 다시는 타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

짐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스승이 우리들의 그릇된 행동을 알거나 불

쾌감을 보이는 것과 관계없이 근본타죄가 성립된다.

  (3) 금강형제(金剛兄弟) 또는 금강자매(金剛姉妹)를 비난하는 것. 이것은 

일반 딴뜨라 근본타죄의 항목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4) 유정(有情)들에 대한 자비심을 포기하는 것. 이것 또한 일반타죄와 

같은 것이다. 주석서는 자비심을 잃은 후 특정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이 하

루 낮과 밤 동안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만 타죄가 성립된다는 조항을 추

가했다. 누군가에게 잠시 노하거나 사랑을 잃는 것은 근본타죄가 아니다.

(5) 보리심(菩提心, bodhicitta)을 포기하는 것. 이에 상응하는 일반 딴뜨라 

근본타죄는 일체 중생을 위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지

만 여기선 깔라짜끄라의 원만차제 수행에 있어서 불변지복(不變智福)을 통

해 깨달음을 성취시키는 '미세한 정수'를 버리는 것을 말한다. 

  남자든 여자든 성적인 오르가슴을 동반하는 에너지의 발산을 경험할 때

마다 누정(漏精)의 여부와 상관없이 '보리심(bodhicitta)' 이라 불리는, 불변

지복(不變智福)을 성취하기 위한 토대를 형성하는 미세하고 창조적인 정수

(kunda)을 잃게 된다. 오르가슴으로 인한 에너지의 방출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이러한 정수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리심을 포기하는 것'이라 일

컬어진다. 

  이 타죄는 일반적인 오르가슴에서 오는 누정(漏精)의 희열을 통해 깨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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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특별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어떠한 방

법을 통해서든 미세한 정수를 방출할 때 성립된다. 

  (6) 쑤뜨라(Sutra)의 진실성이 딴뜨라(Tantra)의 것보다 열등하다고 보

는 견해를 갖는 것. 이것은 쑤뜨라나 딴뜨라의 그 어느 가르침이 붓다의 

정격교설이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딴뜨라의 교의나 쑤뜨라의 교의를 비하

하는 것 보다 더 구체적이다. 이 타죄는 특히 반야바라밀경(般若波羅密經)

의 공성에 대한 설명이 딴뜨라의 설명 보다 더 하등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을 말한다. 여전히 두 가지를 모두 다 붓다 의 정격 가르침이라고 인정

하면서 말이다. 이 타죄의 원인은 분명 분파적 견해에 의해서 일어난 분노

이지 무지(無知)에 의한 것은 아니다.

  (7) 성숙하지 않은 이에게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은 중

맥(中脈) 안에서 경험되는 '4단계의 환희(歡喜)'7 가운데 가장 강력한 대락

(大樂)의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누설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타죄와 같

다.

  (8) 우리의 오온(五蘊)을 학대하는 것. 단순히 우리의 오온을 욕하거나 

또는 거기에 추가하여 학대하는 것의 두 가지 모두가 일반 근본타죄인 반

면에 여기서는 특히 후자의 것을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오온이 지혜의 본

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만약 그것들을 손상시킨다면 우리의 

지복(智福)을 파괴시키고 그것을 더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이 타죄는 실제로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손상과 고통을 

주고 그 결과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었든 우리가 성취한 육체적 정신적 지

복(智福)의 단계가 감소함을 경험할 때 성립된다.

  (9) 공성(空性)을 포기하거나 부인하는 것. 이에 해당하는 일반 딴뜨라의 

근본타죄는 공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의 타죄는 공성을 거부하

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 대신 우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생각해 낸 변조

된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10) 위선(僞善)적인 자비심을 갖는 것. 일반 딴뜨라의 근본타죄가 악의

7 이것은 4환희(歡喜)를 말한다. 기(氣)가 중맥(中脈) 안에서 융해됨에 따라 기의 흐름을 막고 있던 정

수리 짜끄라의 매듭이 풀어지고, 매듭이 풀어짐에 따라 그곳에 머물고 있는 백보리심이 중맥을 따라 

하강을 하게 된다. 백보리심이 하강을 할 때 중맥 안에서 희열(喜悅)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환희라 

한다. 4환희란 백보리심이 1) 정수리 짜끄라에서 목 짜끄라로 하강할 때 일어나는 환희(歡喜), 2) 

목 짜끄라에서 가슴 짜끄라로 하강할 때 일어나는·최상환회(最上歡喜), 3) 가슴 짜끄라에서 배꼽(단

전) 짜끄라로 하강할 때의 이환희(離歡喜), 4) 배꼽(단전) 짜끄라에서 성기(性器) 끝에 위치한 짜끄라

로 하강할 때 발생하는 구생환회(俱生歡喜)를 말한다. 이때 느껴지는 희열의 강도는 환희, 최상환희, 

이환희, 그리고 구생환희 순으로 가장 강렬한 느낌의 구생환희가 대락(大樂)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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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이었다면, 깔라짜끄라 타죄는 다른 사람들에

게 그들을 향한 악의를 마음속에 감추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을 말한다.

  (11)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복(智福)을 개념화하는 것. 이에 해당하는 

일반 딴뜨라 근본타죄는 공성(空性)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명상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스승이 원만차제에서 불변지복(不變智福)을 제자에게 

설명했을 때, 제자가 그것을 일반적인 성적교합의 것으로 유추하고 불변지

복의 진실성을 의심할 때 이 근본타죄가 성립된다.

  (12) 수승하고 원숙한 수행자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것. 여기서의 타죄

는 질투심 때문에 딴뜨라 수행을 성취한 명상수행자들의 면전에서 그들의 

흠을 잡거나 조롱하는 등 낙담의 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들이 이러한 

말을 알아듣고 그로 인하여 침울(沈鬱)하게 되면 이 타죄를 범하게 된다. 

  (13) 딴뜨라 수행과 우리를 밀접하게 묶어주는 물질들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14) 여성을 멸시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일반 딴뜨라 근본타죄의 

항목과 같다. 그러나 후자에서 강조하는 것은 일반 여성을 헐뜯는 것이다. 

  4) 보조 딴뜨라계

  일반 근본 딴뜨라계와 깔라짜끄라 근본 딴뜨라계는 정신적인 수행을 약

화시키고, 무상요가 딴뜨라의 수행을 방해하는 8가지의 부정적인 행동을 

제어하는 보조 딴뜨라계를 지킬 것에 대한 약속을 수반한다. 8가지 보조 

딴뜨라계는 다음과 같다.

  (1) 부적절한 배우자를 의지해 수행하는 것. 부적절한 상대란 성(性)을 

딴뜨라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의 자격이 갖추어지지 못한, a) 관정을 받지 않았고, b) 서약과 딴

뜨라계를 지키지 않고, c) 딴뜨라 수행의 실천이 없는 배우자를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 또는 그가 5번째 깔라짜끄라 근본계를 청정하게 

지키고, 평범한 성관계와 오르가슴의 발산에 의한 지복(至福)을 어떠한 정

신적인 것 또는 자유와 깨달음에 이르는 길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 

  (2) 세 가지 행함을 잊은 채 합일 수행에 임하는 것. 세 가지 행이란   

a) 자신의 몸을 본존으로 여김, b) 자신의 말을 본존의 만뜨라로 여김, c) 

자신의 마음을 법(法, 법신을 의미함)으로 여기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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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身)과 말(口)과 마음(意)을 번뇌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하는 3가지의 

인식이 없는 합일에서 일어나는 희열은 공성의 지복(智福)보다는 단지   

욕망과 집착을 강화시킨다. 

  (3) 부적격의 사람에게 비밀의 방편을 보이는 것. 이것은 관정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받았다고 해도 딴뜨라의 수행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불존

(佛尊)의 형상, 딴뜨라의 논서, 금강저와 금강령 등을 공개 하거나 보여 주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인(手印)이나 딴뜨라 춤의 동작도 그와 같은 사

람에게는 보여 주어서는 안 된다. 

  (4) 헌공 법회 때 싸우거나 논쟁하는 것. 촉(Tib. Tshogs) 공양 집회 때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거나 논쟁을 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을 때리게 되면 

이 보조 딴뜨라계를 범하게 된다. 의례 도중 내내 말을 삼가면 더할 나위 

없지만 말을 하게 되면 법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좋다. 

  (5) 선의의 신념으로 묻는 질문에 그릇된 답을 하는 것. 이것은 믿음을 

지닌 자를 미혹하게 하거나 속이는 것이다. 어떠한 사람이 진심으로 법(法)

과 수행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올바른 답을 알면서도 고의 적으로 거짓된 

답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성문승(聲聞乘)의 가정에 7일 이상 머무는 것. 이것은  딴뜨라와 딴

뜨라의 수행을 비난하는 성문승(聲聞僧)이나 그러한 다른 사람과 장기간 

같이 머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들과 오랫동안 머무는 것은 딴뜨라의 길

에 대한 용기를 잃게 한다. 특히 그들이 딴뜨라의 명상 대해서 굉장히 적

대시하고 있을 때에는 더욱 장애가 된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지

에 대한 선택권이 없을 때에는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협력과 공감이 없는 환경에서 생활할 때 우리는 자신의 딴뜨라 수행

과 믿음을 완전한 개인적인 것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7) 수행이 익지 않은 상태에서 요기(yogin)처럼 행세하는 것. 이것은 단

지 기초적인 수행을 마치고 자신을 마치 신비적인 힘과 통찰력 등을 지닌 

요기(yogin)나 요기니(yogini)로 여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는 것이다. 

  (8) 믿음이 없는 이에게 법을 가르치는 것. 딴뜨라의 가르침에는 막연히 

공개해서는 안 되는 많은 비밀스러운 요점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가르침

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이상으로 간략히 깔라짜끄라 관정과 관련된 '일반 근본 딴뜨라계', '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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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끄라 근본 딴뜨라계', '보조 딴뜨라계'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하고자 한

다. 딴뜨라의 수행과 이들은 분리할 래야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이다. 딴뜨

라의 삶을 형성하는 딴뜨라계가 없이는 딴뜨라 수행으로부터 성취나 깨달

음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은 왜냐하면 수행을 성숙하게 하는 조력(助力)의 

배경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들 하나하나를 명확히 이해해서 그들을 

범하지 않게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3. 금행(禁行)과 서약(誓約)

  1) 25 금행의 유형

  깔라짜끄라 관정의 또 다른 서약 가운데 하나는 25가지의 금행(禁行)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금행은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25가지의 부정적인 행동

들, 즉 탐심(貪心), 진심(嗔心), 치심(癡心)에서 비롯한 행동들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명예와 체면에 대한 부족도 역시 부정적인 행동들을 수반한

다. 

  이 금행들은 각각 5항목을 포함한 5개의 범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범

주는 5계라고 불리는 재가자의 계와 일치한다. 금해야 할 행동들은 다음과 

같다. 

  (1) 살생을 하는 것. 모든 종류의 생명체에 대한 살생을 금지하는 것은 

후반부의 금행의 유형 목록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살생은 인

간이나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이에게 정신적

인 고통을 주는 것 또한 포함된다.

  (2) 거짓말을 하는 것. 특히 심한 거짓말은 자신이 꾸며낸 거짓된 진리

를 가르치는 것이다. 또한 부당한 가격을 매기는 것과 같이 사업상 속이는 

것도 포함된다. 

  (3) 주어지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 이것은 가치와 상관없이 그 어떠한 

물건을 훔치는 것이다. 여기에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 또는 빚을 갚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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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적절한 성행위를 하는 것. 가장 부적절한 성행위는 다른 이의 배

우자와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5) 음주를 하는 것. 엄격하게 말하면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 것을 말한

다. 이 같은 금기는 마약이나 환각용 약물에까지 적용된다. 동기와 상관없

이 술과 마약을 취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자제력을 약화시

키며 종종 부정적인 행동, 말, 그리고 생각을 야기한다. 

  번민의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술이 허락되는 몇 가지의 경우가 있

다. 예를 들어 촉(Tib. Tshogs) 공양의식에서 술을 맛보는 것은 잘못이 아

니다. 사실 상징적인 시음을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근본 딴뜨라 타죄가 

된다.

  5개의 범주들 가운데 두 번째는 부정적인 행동을 보조하는 5항목들이다. 

(6) 도박을 하는 것. 돈을 따기 위해, 시간을 소비하기 위해, 또는 경쟁심 

때문에 주사위 놀이, 카드놀이, 보드(board)놀이 등을 하는 것이 여기에 해

당된다. 이러한 시간낭비 활동은 우리들의 건설적인 에너지를 딴 데로 향

하게 한다. 그러나 교육적인 목적이나 아이들 또는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

람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게임을 즐기는 것에는 잘못이 

없다.

  (7) 부적당한 고기를 먹는 것. 이것은 채식주의자가 되겠다는 약속은 아

니다. 오히려 이것은 특히 우리의 소비를 위해 도살 되었다는 것을 알거나 

의심이 가는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을 피하겠다는 서약이다. 그러한 고기

를 부적당한 고기라고 부른다. 무상요가 수행에서는 때로 기(氣)에 활력을 

부여함으로써 공성의 지복(智福)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적당한 고기가 아닌 

이상 그것을 섭취한다.8 그러나 육식을 하는 것이 해탈이나 깨달음에 이르

는 길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나아가 이와 같은 배경에서 육식을 할 때에는 생명이 희생된 동물을 위

해 기도를 하고 그 고기는 살아있는 생명의 살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시각이 중요하다. 우리 자신들처럼 동물들도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원하

8 부처님 당시에 육식을 엄격하게 금했다는 문헌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육식

을 허용했다는 것도 찾아보기 어렵다. 율장에서 보이는 먹을거리 다섯 종류가 있는데, 밥, 죽, 보리

밥, 물고기, 고기 등을 들고 있다. 이처럼 기본적인 먹을거리에 물고기와 고기가 포함되어 있는 점

을 보면 그 당시에는 고기가 당연한 음식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율장에서는 출가자들이 

일부러 고기를 청해서 먹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아울러 제한된 범위에서 출가자들의 육식이 

허용되었다. 그것을 3정육(淨肉)이라고 하는데, 3정육은 (1) 자기를 위해 죽이는 것을 직접 보지 않

은 것(不見), (2) 남으로부터 그런 사실을 전해 듣지 않은 것(不聞), (3) 자신을 위해 도살 되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없는 것(不疑)의 세 가지 점에서 청정(淸淨)한 고기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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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 그럴 자격이 있다

  (8) 천한 글을 읽는 것. 이것은 우리가 번민의 감정에 대한 자제력이 부

족할 때 분노와 욕망을 자극하는 책, 기사를 읽는 것을, 또는 현대적 의미

에서 그러한 사진을 보거나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을 말한다. 

  (9) 조상 숭배와 관련해서 공양을 올리는 것. 이것은 돌아가신 친척들에 

대한 추모로 초에 불을 밝히거나 묘에 꽃을 놓는 것 보다는 오히려 영혼을 

숭배하는 것을 말한다. 어떠한 형태의 영혼 숭배이든 그것은 우리의 수행

을 저하시킨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도움을 바라며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하는 것 보다 공성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건설적인 행동이 고통

과 역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10) 동물을 희생시키고 피를 공양하는 극단주의적인 수행을 따르는 것. 

현시대에 그러한 형태의 의식은 드물지만, 인류가 진보하기 위해서 다른 

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살피는데 도움이 된다.

  세 번째 범주는 5가지의 형태의 살생을 포함하고 있다. (11) 동물의 상

징인 소를 죽이는 것. (12) 어린 아이를 죽이는 것. 왜 아이들이 하나의 항

목으로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논서(論書)에서 찾아볼 수 없다. 아

마도 남아(男兒)를 선호하는 나라 안에서 여아(女兒)의 살해와 관련이 있을

지도 모른다. 또는 내부 깔라짜끄라 가르침에 제시된 생명의 10단계가 태

아(胎兒)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낙태를 유아 살인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것

일 수도 있다. 

  (13) 여자를 죽이고, (14) 남자를 죽이는 것. (15) 성상(聖像), 경전, 탑, 

부도와 같은 붓다의 깨달은 몸(身), 말(口), 마음(意)의 상징물들을 파괴하

거나 고도의 도덕적 자기규제와 집중명상 또는 분별지의 수행을 망치는 

것. 어떠한 이유에서 종교적 문서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존경심

을 가지고 그것을 태우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다.

  네 번째 범주는 다섯 가지의 경멸을 포함하고 있다. (16) 다르마

(Dharma, 法) 또는 세속에 이익을 주는 친구를 미워하는 것. 우리는 사람

들이 다른 이들을 도우려고 채택한 방법이 능률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감정적인 화를 낸다. 그리고 곧 그들을 돕는 것과 돕는 방법을 취소

한다. 이러한 불손한 태도는 오직 자신만이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방

법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이기주의적인 사고를 쉽게 낳게 한다. 그러한 

태도는 누구든지 돕고자 하는 우리의 역량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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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존경할 만한 지도자 또는 연장자를 경멸하는 것. 우리는 모든 사람

의 성격을 좋아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 편애(偏愛)가 누가 존경을 받을 가

치가 있고 누가 없는지의 판단을 흐리게 하면 우리는 곧 진실을 구별하는 

능력을 잃게 될 것이다. 

  (18) 정신적인 스승이나 붓다를 증오하는 것. 이 대상에는 우리 자신의 

정신적인 스승뿐만 아니라 비록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정신적인 스승까지도 포함한다. 스승의 실수와 결점을 지적하는 

것은 그들을 인간으로써 싫어하는 것과는 다르다. 

  (19) 정신적 공동체인 상가(僧伽)의 일원을 미워하는 것. 여기서 의미하

는 상가(僧伽)의 일원은 제1지 보살 이상의 단계를 성취한 수승한 스님들

을 말한다 하더라도 상가는 전통적으로 출가자들의 공동체로 대표되는 곳

이다. 

  (20) 자신을 믿는 사람을 속이는 것. 이 부정적인 행동은 권력남용뿐만 

아니라 자신의 도움에 의지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마지막 범주는 다섯 가지의 갈망 즉 기분 좋은 (21) 시각, (22) 소리, 

(23) 향기, (24) 맛 그리고 (25) 촉각이나 신체적 감각에 심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열중은 공성의 불변지복(不變智福)을 성취하려

는 우리의 관심을 제지한다. 이것은 금욕생활의 약속이라기보다 식탁에서

처럼, 합리적인 목표를 세우고 자제력을 수련하겠다는 서약이다.

  2) 서약의 개관

  깔라짜끄라 딴뜨라의 경우 우리는 계를 받고 금계(禁戒)를 지키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우리를 딴뜨라와 친밀하게 연결해주는 특정 수행이나 행동

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한다. 이것은 싼스끄리뜨어로 'Samaya(싸마야)', 티

벳어로는 'Dam Ttsig(담칙)'이라 불리며 서약(誓約) 또는 서언(誓言)으로 

번역된다. 

  계(戒)를 받아 지니는 것은 정신적 성장에 유해한 살생과 도박 등 부정

적 또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억제 하겠다는 약속을 필요로 한다. 반면에 서

약(誓約)의 실천은 증득(證得)에 도움이 되는 관대하고 정결한 행동 같은 

건설적인 또는 도덕적인 행동을 실천하겠다는 맹세를 수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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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라짜끄라 관정은 모든 무상요가 딴뜨라에 공통 되는 일련의 부차 서약

과 더불어 모(母) 딴뜨라에 한정된 서약을 맹세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모

(母) 딴뜨라는 정광명(淨光明)의 마음을 얻기 위한 수행을 강조하는 무상요

가 딴뜨라들이다. 공통 서약은 금해야 할 행동 보다는 채용해야 할 행위라

는 관점에서 서술된 몇몇 근본 딴뜨라계와 금계(禁戒)의 재구성 또는 확장

이다. 모(母) 딴뜨라의 특정 서약은 우리들이 정광명(淨光明)의 마음을 통

해 공성의 지복(智福)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관정을 받기 전에 그것들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살펴보면 좋겠지만 여기

에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또한 관정은 각 붓다의 부족(部族)적 특성과 밀접한 결속을 다지는 특정 

수행을 실천하고 지속하겠다는 서약을 필요로 한다. '불부족(佛部族)'으로 

자주 번역되는 이 특성들은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게 해주는 

불성(佛性)의 양상을 뜻한다. 여기에는 근본 딴뜨라계에서처럼 두 종류의 

서약이 있다. 하나는 모든 무상요가 딴뜨라의 체계에 공통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깔라짜끄라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3) 불부족(佛部族)의 특성과 밀접한 결속을 위한 공통서약

  우리들을 오방불(五方佛)9의 부족적 특성과 밀접하게 결속시켜주는 19가

지의 공통수행이 있다. 광명변조불(光明遍照佛, Vairocana)로 표현되는 거

울과 같은 깊은 지혜인 대원경지(大圓鏡智)와 밀접한 결속을 다지기 위해

서는 (1) 붓다(Buddha, 佛), (2) 다르마(Dharma, 法), (3) 상가(Sangha, 

僧)에 귀의해야 한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세 가지 형태의 도덕적 자기규제, 

즉 (4) 부정적인 행동의 절제, (5) 선근자량을 계발하기 위한 연구 또는 명

상 등의 건설적인 행동의 실행, 그리고 (6)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

을 실천해야 한다. 

  다음 네 가지의 수행들은 보생불(寶生佛, Ratnasambhava)로 표현되는 

사물의 평등성에 대한 깊은 지혜인 평등성지(平等性智)와 밀접한 결속을 

9 오불(五佛) 또는 오선정불(五禪定佛) 이라고도 불리는 이들 다섯 붓다는 중앙 바이로짜나(Vairocana, 

光明遍照佛), 동방 악쇼비야(Akshobhya, 不動佛), 남방 라뜨나쌈바와(Ratnasambhava, 寶生佛), 서

방 아미따바(Amitabha, 無量光佛), 북방 아모가싯디(Amoghasiddhi, 不空成就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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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한다. 이것들은 4가지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것인데, 즉 (7) 재물 또는 

부(富)를, (8) 다르마(Dharma, 法)의 가르침이나 충고를, (9)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등하고 개방적으로 대함으로써 그들이 우리로부터 매달리

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는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보호

를, 그리고 (10)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또는 행복해질 수 있

는 원인을 가질 수 있도록 소망하는 사랑을 베풀거나 항상 베풀려는 마음

을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한다. 관대하게 베풂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

른 사람들이 동등하다는 것을 더욱 크게 깨닫게 된다. 

  다음 세 가지의 수행들은 무량광불(無量光佛, Amitabha)로 표현되는 사

물의 개성에 대한 깊은 지혜인 묘관찰지(妙觀察智)와 밀접한 결속을 형성

한다. 이것들은 (11) 3개의 쑤뜨라(Sutra) 승(乘),10 (12) 하위 딴뜨라의 현

승(顯乘)11 (13) 상위 딴뜨라의 밀승(密乘)12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이

다. 붓다의 모든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개개인의 탁월함과 각 방편의 숙련

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를 가져온다.

  다음 두 가지의 수행들은 불공성취불(不空成就佛, Amoghasiddhi)로 상

징되는 모든 것의 성취의 지혜인 성소작지와(成所作智)와 밀접한 결속을 

형성한다. 즉, (14) 계(戒)를 지키고, (15)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 가지의 수행들은 부동불(不動佛, Akshobhya)와 모든 실

체의 본성에 대한 깊은 지혜인 법계체성지(法界體性智)와 깊은 결속을 형

성한다. 이들 네 가지 수행들은 다음과 같다. (16) 금강저(金剛杵, vajra)와 

그것이 상징하는 지복(至福)의 지혜를 자신의 방편으로 유지하는 것, (17) 

금강령(金剛鈴)과 그것이 상징하는 공성의 분별지(分別智)를 자신의 지혜로 

유지하는 것, (18) 자신을 지혜와 방편의 불가분적 합일을 상징하는 남녀

합일 불존의 모습으로 심상화 하는 것의 인(印), 즉 무드라(mudra)를 유지

하는 것. 그리고 (19)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딴뜨라 스승에게 위탁하는 것

이다. 공성에 대한 지복(至福)과 분별의 지혜를 모두 유지하는 것과 충분한 

자격을 갖춘 딴뜨라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

과 같이 선명한 실체 세계에 대한 더욱 큰 깨달음을 가져온다.

10 성문승(聲聞乘), 연각승(緣覺乘), 보살승(菩薩乘)을 말한다.
11 딴뜨라의 4종 분류 중 세 하위 딴뜨라인 끄리야(Krya, 所作), 짜리야(Carya, 行) 딴뜨라, 그리고 요

가(Yoga, 兪伽) 딴뜨라를 말한다.
12 이것은 아눗따라요가(Anuttarayoga, 無上兪伽)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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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불부족(佛部族)의 특성과 밀접한 결속을 위한 깔라짜끄라의 특정서약

  깔라짜끄라 관정에서는 여섯 불부족(佛部族)의 특성과 밀접한 결속을 형

성하는 여섯 가지의 수행을 실천하겠다는 추가 서약이 필요하다. 19가지의 

공통수행에서와 같이 처음 다섯 가지 수행은 붓다의 다섯 가지 지혜의 표

현인 부동불(不動佛), 불공성취불(不空成就佛), 보생불(寶生佛), 무량광불(無

量光佛), 광명변조불(光明遍照佛)과 밀접한 결속을 형성한다. 이러한 불존

들과 결속을 다지는 각각의 행동은 (1) 살생을 하고, (2) 거짓을 말하고, 

(3) 다른 이의 재물을 훔치고, (4) 다른 이의 배우자를 탐하며, (5) 음주와 

고기를 먹는 것이다. 구햐싸마자(Guhyasamaja, 秘密集會)의 체계뿐만 아

니라 닝마빠(Nyingmapa)의 상위 딴뜨라에서도 이 다섯 가지의 서약을 포

함하고 있다. 그러나 유일하게 깔라짜끄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사항은 

금강살타(金剛薩埵, Vajrasattva)로 표현되는 정광명 그 자체인 여섯 번째 

부족의 제시이다. (6)여성의 성기를 조롱하지 않는 것이 이 특성과 밀접한 

결속을 형성한다.

  또한 깔라짜끄라는 독특하게도 6가지의 결속행동에 대한 각각의 의미를 

해석과 정의 두 단계로 설명한다. 해석의 단계에서 먼저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살생을 한다는 것은 해로운 존재를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

어 사람들을 무는 미친개가 여기 해당 되겠다. 동정심에서 비롯하고 개가 

초래하는 피해를 제지할 다른 방도가 없을 때이다. 

  (2)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사물이 실재 존재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단지 

그것들이 보이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다. 

  (3) 다른 이의 재물을 훔친다는 것은 욕심 많은 사람의 소유물을 빼앗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욕심 많은 사람들의 인색함을 극복시키고 재물을 진

정으로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 

  (4) 다른 이의 배우자를 취한다는 것은 특별한 상황에서 아내나 남편을 

그들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들의 의존증을 극복시키기 위한 것이지 그들과 불륜의 정사를 가

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 음주와 육식은 집착함이 없이 특정 목적을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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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약품들은 알코올을 포함하고 있으며, 간염과 같은 

특정 질병은 고기를 포함한 식이요법을 필요로 한다. 명상수행에 전념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위해 건강을 회복하고 강화시키고자 할 때에는 

일상적으로는 금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물질들을 섭취할 필요가 있다.

  (6) 여성의 성기를 조롱하지 않는 것은 14번째의 근본 딴뜨라계 즉 여성

을 조롱하지 않는 것과 상통한다. 

  정의의 단계에서 생명을 빼앗는 것 등의 6가지 수행은 깔라짜끄라의 원

만차제 요가를 통해서 길러지고 중맥(中脈)에 위치한 6개의 주요 짜끄라

(cakra)에 적용되는 특수한 방편들이다. 이러한 수행들은 짜끄라에서 미세

한 기가 융해(融解)되는 것을 도와서 정광명의 마음을 통해 공성의 불변지

복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어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은 오르

가슴을 발산시키는 기(氣)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정수리 짜끄라에 위치

한 백색의 미세한 정수(精髓)를 봉쇄하는 것을 의미한다. 6개의 짜끄라는 

여섯 불존의 모습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수행들은 각각의 불존들과 밀접

한 결속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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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깔라짜끄라 관정의 개요

1. 관정의식의 진행 과정

  딴뜨라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관정을 받는 것은 필수 불가결 한 것이다. 

관정(灌頂, Tib. dBang bsKur, Skt. abhisheka)이란 물을 정수리에 붓는

다는 뜻으로 본래 인도에서 임금의 즉위식이나 입태자 식을 할 때에 물을 

정수리에 붓는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딴뜨라의 수행에 있어서 관정의 의미

는 스승이 그의 제자에게 정신적인 성숙을 통해 딴뜨라를 수행할 수 있도

록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 주는 의식을 말한다.

  관정을 통해 스승과 제자, 이담(yidam)과 제자 사이에 깊은 인연이 형성

되며, 자신의 근기에 맞는 특정한 딴뜨라의 가르침을 받고, 몸(身)의 동작

과 언어(口), 의지작용(意)을 바르게 하여 딴뜨라 수행에 입문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관정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만달라를 볼 수 있게 

되며 딴뜨라 경전들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딴뜨라를 수행

하기에 앞서서 필수적으로 관정을 받는 것이 금강승의 전통이다.

  관정법회는 일련의 의식(儀式)인 (1) 대지수습(大地修習), (2) 예비수습

(禮備修習), (3) 근본수습(根本修習) 등의 의례와 함께 기도, 공양, 심상화 

등이 수반된다. 대지수습과 예비수습은 관정을 수여하기 위한 만달라를 조

성하는 과정이며, 근본수습은 만달라의 완성과 함께 본존(本尊), 불존(佛

尊), 호법신(護法神), 수호신(守護神) 등을 모신 만달라 안에 입장하여 관정

을 받는 의식이다.

  (1) 대지수습(大地修習)은 만달라가 그려질 장소를 선택하는 의식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식들이 진행된다.

  a) 대지의 선택: 만달라가 그려질 장소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판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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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요청과 허가: 적합한 장소이면, 그 장소의 실질적 소유자와 비가시적

인 소유자(地神)에게 장소 사용의 요청과 허가를 받는다.

  c) 정화: 허가 받은 장소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적합한 정화물, 

진언, 명상 등을 이용해 대지를 정화하는 의식(儀式)이다. 만달라 조성지 

주위에 호법신의 모습으로 변한 풀부(Tib. Phur Bu)를 사용해 보호막을 

설정하고 금강상사는 공에 대해 명상을하다.

  d) 보유: 정화된 장소가 만달라를 그릴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의식을 

행하여 제존들의 허가를 얻는다.

  e) 보호와 가피: 금강상사가 자신을 본존의 모습으로 관하여 보유지를 

보호하고 가피를 내린다. 만달라의 기본 외벽을 그리고 그 주위를 따라 돌

며 모든 장애 요소를 제거한다. 그런 다음 만달라의 조성과 성공적인 관정

을 위하여 장래에 그 어떤 방해의 마군들이 침입할 수 없도록 금강저 보호

벽을 명상한다.

  (2) 예비수습(禮備修習)은 관정의식과 만달라 조성에 필요한 용구를 준

비하고, 만달라를 조성하기 위해 지신(地神)과 존(尊)들을 모시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의식들이 행하여진다.

  a) 지신수습: 지신을 만달라 조성지에 모시고 꽃, 향, 향수 등으로 공양

한다.

  b) 만달라수습: 만달라에 모든 존(尊)들을 모심. 금강상사가 만달라에 모

셔질 존들의 만뜨라를 암송하며 만달라의 기본 틀에 제존(諸尊)의 자리를 

표시하고 제존들이 각자의 거처에서 나와 만달라 안에 거주하기를 간청하

여 만달라에 본존과 그의 권속들을 모신다.

  c) 보병수습: 보병에 존(尊)을 모시는 의식으로 다음 두 가지의 보병이 

준비된다. i) 업보병(業寶甁); 만달라, 공양물 또는 관정을 받는 자에게 일

어나는 장애를 제거한다. ii) 승의보병(勝義寶甁); 관정을 수여한다.

  d) 제자수습: 제자들 안에 존을 모시는 의식을 제자수습이라 하며 만달

라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의 신(身) 구(口) 의(意)를 정화하기 위해 행하

여진다. 이 의식에 있어서는 딴뜨라 간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관세음

보살 관정의식에서는 제자수습이 예비수습 때 행해지지만 깔라짜끄라의 관

정에서는 근본수습의 예비관정의식에서 제자수습이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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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본수습(根本修習)은 만달라의 완성과 함께 제자들이 만달라에 입

장하여 관정을 수여 받는 의식이다. 근본수습의 요체는 관정의식이며, 관

정의식에는 a) 예비관정과 b) 본관정이 있다. 

  a) 예비관정은 관정을 받기 전의 제자들은 여러 가지 준비의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자수습 이라고도하다. 이 준비 의식을 통해 제자들은 자신

의 몸(身)과 말(口)과 마음(意)을 정화하고, 금강상사는 제자들을 만달라의 

제존께 소개하며 심상화의 능력을 향상시켜 만달라의 제존들과 친숙하게 

하여 존(尊)들의 본성을 체험하도록 이끈다. 또한 금강상사는 수여할 관정

의 본존과 그의 가르침, 역사, 전승(傳承)등에 대한 설명을 한다. 예비관정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귀의(歸依), 보살계(菩薩戒), 그리고 딴뜨라

계(密乘戒)를 받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관정에 참가하는 큰 자량을 쌓을 

수는 있지만 이 세 가지가 부재하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관정을 받을 수 

없다.

  b) 본관정의 의식(儀式)에는 만달라 밖에서의 의식, 만달라에 입장하는 

의식, 관정수여 의식들이 있으며 만달라 안에 들어가 실제적으로 관정을 

받는 과정이다. 본관정은 자기 자신을 여러 특정한 불존의 모습으로 심상

화 하는 것, 만달라 안에서 연속되는 정화의 작용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수행에 있어서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일깨우고 증장 시키는 것 등 일련의 

다양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2. 본관정 수여의 3가지 수준

  깔라짜끄라 딴뜨라의 본관정은 많은 종류의 개별적인 관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깔라짜끄라 스승은 얼마나 많은 관정을 본관정에서 수여 할 

것인가에 따라 전체적인 관정을 3가지의 본관정 수여방식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수여할 수 있다. 

  본관정 수여의 모든 방식은 '아이처럼 들어가는 일곱관정'1으로 알려진 

칠종관정(七種灌頂)을 포함하고 있다. 이 칠종관정의 각각은 출생에서 청년

1 깔라짜끄라의 7종관정이란 어린 아이가 성장해 가는 모습에 따라 제자에게 일곱 단계로 관정을 수

여하는 것이며, 이를 '유아의 성장 양식을 따른 7종 관정(Byis Pa lTar 'Jung Gi dBang bDun)' 이

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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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의 인간 성장의 각 단계에 비유된다. 칠종관정 후에는 보병관정(寶

甁灌頂), 비밀관정(秘密灌頂), 지혜관정(智慧灌頂), 제4관정(第四灌頂) 또는 

언어관정(言語灌頂)의 상위관정과 최상위관정이 있고, 또한 대금강상사(大

金剛上師) 관정이 있다.

  첫 번째 수준의 본관정 수여방식은 단지 칠종관정만 수여하고, 이 관정

은 제자에게 깔라짜끄라 딴뜨라의 생기차제 수행에 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두 번째 수준의 본관정 수여에서는 11종의 관정이 수여된다. 즉 칠종관

정, 상위의 보병관정, 비밀관정, 지혜관정, 그리고 상위와 최상위의 제4관

정이다.2 이 두 번째 수준의 관정은 제자에게 깔라짜끄라 딴뜨라의 생기차

제와 원만차제, 둘 모두에 대한 수행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세 번째 수준의 본관정 수여에서는 칠종관정, 4종의 상위관정, 4종의 최

상위 관정, 그리고 대금강상사 관정이 있다. 대금강상사 관정은 생기차제

와 원만차제의 수행을 통해서 실제로 성취를 이룬 제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관정을 수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관정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이 마

지막 수준의 관정에 대한 당장 절박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받는 관정의 수준이 이 전체적인 관정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

더라도 서운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비록 우리가 첫 번째 수준의 깔

라짜끄라 관정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어떠한 것 하나도 놓친 것이 없다.

  이 세 가지 수주의 관정에 덧붙여서 깔라짜끄라 후속허가(後續許可) 관

정이 있다. 서양 사람들은 종종 관정과 후속허가, 즉 티벳어로 'Wang(왕)'

과 'Jenang(제낭)'을 구별하지 않고 이 두 단어에 같은 용어인 관정

(initiation)을 사용해 혼란을 야기한다. 그러나 쩬샵 쎌꽁(Tsenzhab 

Serkong) 린뽀체는 관정을 받는 것은 칼이 주어진 것과 같고, 후속허가를 

받는 것은 더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그 칼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종종 사용했다. 깔라짜끄라 관정의 후속허가는 다른 사람들을 이롭

게 하기 위한 정신적인 수행의 길에서 깨달음의 방편으로서 신, 구, 의(意)

의 사용에 대한 격려를 고무시킨다. 후속허가 의식은 관정의 세 단계 가운

데 어느 단계 후에라도 추가될 수 있고, 부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정은 

여전히 완전하다. 즉, 우리는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사

2 '상위의 제4관정'과 '최상위의 제4관정'은 하나의 관정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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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경험을 갖게 됨에 따라 그것을 날카롭게 할 수 있다.

3. 관정을 받을 수 있는 제자의 자격

  깔라짜끄라 요약(要約)딴뜨라(Kalacakra Laghutantra)의 제3장은 깔라

짜끄라 관정을 받을 수 있는 제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우리

가 그 기준에 적합한지 알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검증해 보

아야 한다. 요약 깔라짜끄라 딴뜨라에 따르면, 모든 과정의 관정을 받기에 

적합한 제자는 공성의 불변지복(不變智福)과 공허형체(空虛形體)의 몸에 지

대한 관심이 있고, 부정적인 행위를 금하고, 딴뜨라계를 엄격히 지키는 것

을 좋아한다. 그들은 하찮은 일로 자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버렸고, 

부(富)나 재산에 관심이 없으며, 삼보(三寶)에 영원한 믿음이 있고, 딴뜨라 

수행을 통한 세속적인 성취에는 흥미가 없이 오직 깨달음에만 관심을 가지

고 있다. 나아가 그들은 딴뜨라 수행의 과정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단순한 

심상화나 의식(儀式) 수행만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원만차제 

수행의 가르침들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비밀로 지킬 수 있고, 자신들의 

수행이나 목적에서 이탈시킬 수 있는 사람들과는 가까이 접촉하지 않는다.

  요약(要約)딴뜨라의 주석서인 '무구정광(無垢淨光, Vimalaprabha)'에서는 

깔라짜끄라 관정의 그 어느 단계이든지 깔라짜끄라 관정을 받기 위한 제자

들은 불살생(不殺生), 불투도(不偸盜), 불망어(不妄語), 불사음(不邪淫), 불

음주(不飮酒)의 재가오계(在家五戒)를 받고 지킴으로써 그들의 진지한 정신

적 훈련을 이미 시작하였다는 것을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올바른 

제자들은 지계(持戒)의 확고한 토대 위에서 자비심, 출리심(出離心)과 보리

심이 스며들어 있는 대승의 마음을 계발하였고, 덜 복잡한 불교 학파의 체

계를 단계적으로 학습하고 난 후, 최종적으로는 공성에 대한 중관학파(中

觀學派)의 견해를 지니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한다. 

  깔라짜끄라 관정과 수행의 모든 단계는 보리심과 공성의 이해에 근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정 전에 최소한 이들과 좀 친숙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경전에서는 관정을 받기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보리심과 공성에 한 이해

가 필요한지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불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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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항상 바른 기준이 된다. 관정을 받고자 하는 이는 

이생 보다는 다음 생에 더 깊은 관심이 있고, 미래의 더 좋은 환생을 성취

하기 보다는 윤회에서 해탈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고, 이기적인 욕망

을 충족시키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고, 그

리고 현상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사물의 실체를 보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구정광은 관정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무상요가 딴뜨라의 

방편들, 특히 깔라짜끄라의 방편들에 대한 열의 있는 존중과 경의를 가지

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존경과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

도 수준의 연구와 지적인 이해가 필수적인 것이다.

  만일 우리가 아직까지 공성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깊게 명상하지 않았다

면 가능한 빨리 그것에 대한 학습을 실행하겠다는 진지한 의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4. 관정 참가 여부의 결정과 딴뜨라의 선택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깔라짜끄라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혹은 

수행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권위 있는 사람에게 묻고자 한다. 그렇지만 그

런 기회를 얻기란 매우 힘들고, 의미 충만한 상담을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인 스승과 상당히 가까운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한 

드물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딴뜨라 수행, 특별히 깔라짜끄라 수행

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한다.

  다양한 발심(發心)이 많은 사람들을 깔라짜끄라 관정에 참여하게 한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미 다른 무상요가 딴뜨라의 수행에 깊은 성취가 있고 

그들이 하고 있는 다른 딴뜨라의 수행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이해를 얻기 

위해 깔라짜끄라를 수학(修學)하기 원한다. 어떠한 사람들은 어느 본존불

(本尊佛)이 자기에게 제일 적합한지 알기 위해서 깔라짜끄라를 포함시킴으

로써 선택의 폭을 넓히기를 원하는 수행자들이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딴뜨라를 수행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지만 단순히 그것을 살펴보

고 미래에 그 수행을 실천하기 위한 인연을 쌓기 위해서 참석한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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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만일 우리가 깔라짜끄라 딴뜨라를 수행하는 것에 정말 진지한 관심이 

있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맞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무상요가(無上瑜伽) 딴뜨라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그것의 원만차제 수행의 방식이다. 우리는 자신 신체의 미세한 기

맥(氣脈) 구조가 어느 형태인가를 확인하고, 어떠한 딴뜨라의 원만차제 수

행 방편이 그 기맥 구조를 정광명의 마음에 접근시키는데 가장 적절히 이

용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것은 자격을 갖춘 금강상사의 친밀한 지도 

아래에서 여러 딴뜨라를 수학하고 수행해서 얻은 명상의 경험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확실한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일반적인 관습은 딴

뜨라를 최종 결정하는데 필요한 업연과 친밀함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신의 능력에 맞는 만큼) 무상요가 딴뜨라의 생기차제 수행을 어느 정도 

수련하는 것이다.

  여전히 남아 있는 의문은 우리의 무상요가 딴뜨라수행의 장에 깔라짜끄

라를 포함시킬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이다. 현대사회에서 많

은 사람들이 그들의 몸, 감정, 창조성 혹은 부모님 같은 핵심적인 구성 요

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며 조각난 삶을 살고 있다. 또한 대중적인 생활, 

사생활, 공직생활, 가족생활, 정신적인 생활 등 많은 삶을 동시에 살고 있

다. 이 모든 것들을 균형 잡고 통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깔라짜끄라는 

이 모든 요소들을 조화롭게 통합하여 완전한 사람이 되는 과정으로 이

끈다. 

  필요한 순간에 자신을 깔라짜끄라 모습으로 떠올리고, 그것에 집중된 마

음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진언(眞言)을 염송하는 것은 심오한 수준의 깔

라짜끄라 명상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대단한 이득이 된다. 사무실

에서 우리가 일에 압도되어 있는데 상사가 또 다른 일의 계획을 책상 위에 

놓을 때, 만일 자신의 모습을 깔라짜끄라의 모습으로 떠올린다면 화가 가

라앉을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

다. 따라서 우리가 깔라짜끄라를 주된 수행으로써 선택하지 않거나, 미래

의 수행에 추가될 딴뜨라로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세

속적인 생활에 활용하고 나아가 궁극적 진리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계발

하기 위해서 깔라짜끄라 관정을 받는 것을 결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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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깔라짜끄라 스승의 자격요건

  깔라짜끄라 딴뜨라의 제3장에 따르면, 이 전통의 정격 금강상사들은 그

들의 스승, 수행, 계(戒), 공성(空性)과 끊어지지 않는 친밀한 결속을 유지

하고 있다. 그들은 특별히 깔라짜끄라 딴뜨라계를 청정하게 지키고 있고, 

깔라짜끄라의 생기차제와 원만차제에 대한 성공적인 명상을 수행하였다. 

그들은 가족, 친구, 심지어 자신의 몸까지 포함한 그 어떠한 것에 대한 집

착으로부터 자유롭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탐심, 성냄, 어리석음과 무지, 자

만심, 질투심 또는 인색함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았다. 큰 인내심으로 그들

은 개인적인 혜택, 사랑, 존경, 명성 혹은 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제자들의 

안위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함께 제자들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들은 오직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붓다가 되겠다는 보리심에서 발심하였다. 깨달

음으로 이끄는 과정의 마음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이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을 지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한다. 공성(空性)에 집중된 불변지복(不變智福)을 성

취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오르가슴의 누정(漏精)을 통해 마음의 지복(至

福) 상태를 잃지 않고 완전한 순결함을 유지한다.

  나아가, 깔라짜끄라 딴뜨라의 금강상사는 견고하고, 감정적으로 절제되

어 있으며, 상식적인 지성이 풍부하고, 인내심이 강하고, 정직하며, 수수하

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애로움이 넘쳐흐르고, 경전과 주석서에 정통해 

있고, 딴뜨라 수행 방편의 활용에 능숙하고, 그리고 딴뜨라의 의식(儀式) 

과정에 전적으로 익숙하다. 그들은 '4 마라(mara)'3 혹은 악마적인 장애를 

물리치는 모든 자량과 방편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한다.

  만일 구족계를 받은 승려, 사미, 재가자 세 명의 모든 동등한 자격을 갖

춘 금강상사가 있어서 이들 중에서 스승을 선택해야 한다면, 경전에서는 

구족계를 받은 스승에게 의지하라고 말한다. 완벽하게 자격을 갖춘 승려를 

뒤로하고 재가 스승을 우선해서 헌신하는 것은 불법(佛法)을 훼손하는 것

3 마라(魔羅, mara)는 싼스끄리뜨어로 '죽이는 자'라는 뜻이다. 공덕의 재산을 빼앗고 지혜의 생명을 

죽이므로 마라라고 한다. 마라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번뇌마(煩惱魔), 둘째 음입계마(陰入界魔), 

셋째 죽음의 마(死魔), 넷째 욕계천자마(欲界天子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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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것은 그렇게 경시 당하는 승려를 보는 사람들이 승보(僧寶)를 나타

내는 상가(僧伽)는 불필요 하다는 인상을 받기 때문이다. 불교의 비구와 비

구니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축소시키고, 재가 신도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현

대 사회의 경향을 볼 때 이것을 명심하는 것은 중요하다. 

  제 3장은 또한 부적당한 깔라짜끄라 스승을 어떻게 알아보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한 스승들은 아만, 편견, 그리고 증오로 가득 차있

고, 그들의 스승, 계(戒), 수행과 친밀한 결속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며, 성

스러운 대상을 불경스럽게 대하고, 방대한 깔라짜끄라 수행에 대한 수학

(修學)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제자들을 속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들의 마음은 불변지복(不變智福)에서 멀어져 있으며(만일 그들이 

그것을 성취한 적이라도 있다면), 그들은 적절한 관정과 명상 경험 없이 

가르친다. 그들은 감각적인 욕망의 대상에 집착해 있고, 비양심적이고, 거

친 언어를 사용하며, 오직 성적 오르가슴의 덧없는 희열을 갈구한다. 깔라

짜끄라 딴뜨라는 불타는 지옥과 같은 그런 스승을 피하라고 경고한다. 만

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와 같은 '구루(Guru, 스승)'에게 요청해서 관정의

식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관정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

들의 부족함이 그들의 관정 수여 자격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자비심이 없고, 분노로 가득 차있고, 감각적인 즐거움에 집

착하고, 거만하고, 항상 자신을 칭송하는 그런 부적당한 스승에게 이미 헌

신하고 있다면, 경전은 그들로부터 멀어질 것을 충고한다. 오늘날 모든 역

량을 다 갖춘 스승을 만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은 적어도 대

부분의 좋은 자량을 갖춘 스승, 가장 중요하게는 계를 청정하게 지키는 스

승에게 의지하는 것이다.

  6. 심상화에서 성(性)의 문제 

  비록 깔라짜끄라 본존은 남성 형상이지만, 여성들이 자신을 이 불존의 

모습으로 심상화 할 때 거북하게 느낄 필요는 없다. 여기서 남성 형상은 

일상적인 남성다움의 느낌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또한 여성 형상이 열등

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생과 생을 연속하는 토대이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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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자량(資糧)을 계발하기 위한 그릇으로서의 정광명의 마음은 본래 남

성 혹은 여성도 아니다. 무시(無始)의 윤회에서 한 가지 또는 다른 성(性)

으로만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불존들은 성(性) 역할의 한계에 영향

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정광명의 마음은 지복(智福)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중성(中性)의 플라스틱 인형처럼 상상하는 것은 올바

르지 않다. 따라서 정광명 마음의 형상을 사람을 닮은 모습으로 생기시킬 

때에는 성기(性器)도 포함시킨다. 만일 우리 자신을 단신의 불존 모습으로 

심상화한다면 이 성기는 반드시 남성 혹은 여성의 것이야 하지 양성이 되

어서는 안 된다. 바즈라요기니(Vajrayogini)와 같은 몇몇 무상요가 딴뜨라

는 여성 형상을 사용하고, 깔라짜끄라와 같은 다른 딴뜨라에서는 남성 형

상을 사용한다. 이들 두 가지 유형의 딴뜨라에서 유지되는 자부심 또는 동

일감은 깨달음을 위한 씨앗이 자라고 있는 그릇으로서 정광명의 마음에 대

한 자부심이지, 남성이나 여성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다.

  7. 칠종관정의 공통구조

  본관정의 둘째 날은 바즈라베가(Vajravega)의 모습으로 만달라 궁의 1

층 흑색 동쪽 문에 서 있는 것에서 시작한다. 제자들은 칠종관정을 청하

고, 스승은 이 관정에 불길하고 유해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 속에 

공양물을 올린다. 칠종관정은 유아(乳兒)의 여러 성장단계와 유사하고 몸과 

마음의 여러 양상을 정화한다. 이 유사성은 예비관정의 내관정에서 제자가 

스승 깔라짜끄라의 영적인 아이로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일곱 가지 관정 가운데 첫 번째인 물(水)관정은 부모가 태어난 아기를 

처음으로 목욕을 시키는 것과 유사하다. 보관(寶冠)관정은 어린 아이의 머

리카락을 머리 위에 둥글게 묶어 올려 주는 것과 유사하다. 우리의 귀에 

걸쳐진 붉은 리본인, 미건(眉巾)관정은 아이의 귀를 뚫어 장식물을 달아 주

는 것과 유사하다. 금강저(金剛杵)와 금강령(金剛鈴)관정은 아이를 웃게 하

고 첫 말을 가르쳐 주는 것과 유사하다. 행위관정은 아이에게 가지고 놀 

만한 즐거운 감각 대상물을 처음으로 주는 것과 유사하다. 이름 관정은 아

이의 출생 후 일 년쯤 뒤에 의례를 통해 아이에게 정식의 이름을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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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사하다(인도 전통). 그리고 후속허가(後續許可)관정은 부모가 아이에

게 읽기를 가르치는 것과 유사하다.

  이 칠종관정은 '4개의 미세한 정수'4를 정화하고, 금강(金剛)의 신(身), 

구(口), 의(意), 그리고 지(智)를 성취하기 위한 씨앗을 심기 위해서 4개의 

연속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수여된다. 처음의 세 부분은 각각 두 관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마지막 부분에는 오직 한 관정만 포함되어 있다. 각 

부분의 관정은 각 정수의 색깔과 상응하는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의 얼굴

에서 수여된다. 이것은 각 부분의 관정을 위해 우리는 그 얼굴에 상응하는 

색의 만달라 면을 향해서 돌고, 그 얼굴의 입을 통해 지나가는 내관정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만달라 궁의 홀 안에 합일상을 

이루고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는다. 그 합일상의 남성 불존은 우리가 앉아

있는 홀의 면과 같은 색이고, 이름은 금강신, 금강구, 금강의, 금강지이다. 

이렇게 우리는 첫 번째 두 관정을 북쪽의 백색 깔라짜끄라의 신(身)의 얼

굴로부터 받고, 두 번째 두 관정은 남쪽의 적색 구(口)의 얼굴로부터, 다음 

두 관정은 동쪽의 흑색 의(意)의 얼굴로부터, 그리고 마지막 관정 하나는 

서쪽에 있는 황색 지(智)의 얼굴로부터 받는다.

  우리는 시계방향으로 걸어서 만달라의 한 면에서 다음 면으로 복도를 따

라 지나간다. 합일상으로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있는 장소의 반대쪽 만달

라 궁의 면과 같은 색깔의 배우자를 껴안고 있다. 즉 흑색은 황색과 백색

은 적색과 합일을 이룬다. 이러한 편성은 서로 상극되는 요소들의 조화를 

상징한다.

  이러한 칠종관정 각각의 과정에 있어서 심상화는 매우 복잡하고 우리가 

충분히 숙련되어 있지 않는 이상 완수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칠종관정은 

공통적인 구조를 공유하고 있다. 이 공통된 구조를 개괄하는 것은 관정을 

따라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각 관정은 의식(儀式)도구, 우리 몸 또는 마

음의 특정한 특징, 그리고 만달라의 불부족(佛部族)들을 필요로 한다. 칠종

관정의 첫 번째인 물(水)관정을 예로 들어 보면, 이 관정은 보병의 물, 우

리의 5가지 신체적인 요소(五大)와 다섯 여성 불존(佛尊)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먼저 물과 우리의 신체적인 요소를 일상의 형태로 인식하는 마음

을 비운다. 이것은 그들의 공성에 집중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고 나

4 이것들은 신(身), 구(口), 의(意), 그리고 지(智)의 정수로 각각 미간, 목, 가슴, 그리고 단전 짜끄라

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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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리는 그들을 각각 남성 배우자를 껴안고 있는 다섯 여성 불존의 모습

으로 생기시킨다. 모든 세부사항까지 자세히 심상화 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물과 신체적인 요소들이 서

로 접촉했을 때 일어나는 공성의 지복(智福)을 수여하는 능력을 담기 위한 

여성 붓다로 표현되는 순수한 그릇이라는 느낌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느

낌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승 깔라짜끄라는 지혜존들을 물과 여성 불존의 모

습을 한 우리의 신체 요소들 안으로 융해 시킨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달라 안에 있는 실질의 다섯 불존, 보병의 물이

었던 다섯 불존, 그리고 우리 신체의 요소였던 다섯 불존의 세 부류의 다

섯 여성 불존이 있다. 먼저 만달라 안의 실질 불존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나와 보병 물의 여성 불존들에게 관정을 수여한다. 이어서 보병 물의 여성 

불존들은 그들과 접촉하는 감각에 의해서 공성의 지복(智福)을 수여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갖춘 물로 다시 변화된다. 다섯 여성 불존은 만달라에

서 다시 나와 보병을 우리 머리의 정수리에 가져다 댄다. 보병에서 감로수

가 흘러 나와서 우리 신체의 다섯 여성 불존에게 관정을 수여하는 동안 우

리는 공성의 지복(智福)을 경험한다.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소라 속의 

물을 우리 몸의 다섯 군데에5 묻히고, 마시라고 준다. 이것은 우리의 공성

의 지복(智福)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부대상황의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

로 만달라의 여성 불존들은 자신들의 분신을 현현시켜서 우리 몸의 여성 

불존과 융합 되어서 지복(智福)의 경험을 안정시킨다.

  이 기본적인 구조는 칠종관정 모두에서 반복된다. 만일 이 모든 심상화

가 상상하기에 너무 어렵다면, 단순히 행복한 마음의 상태를 떠올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공성에 대한 어떠한 이해를 자지고 있던지 공성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만일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과정을 따라갈 

수 없다고 좌절을 느끼고, 전체 과정을 원래 너무 복잡하고 따라가기 불가

능한 것으로 평가하다면, 우리는 미래의 수행에 원인이 되는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관정 과정의 핵심인 공성의 지복

(智福)에 대한 의식(意識)의 경험을 얻고, 앞으로의 명상수행에 있어서 더

욱 정진하기 위한 기준점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5 'Taking the Kalachakra Initiation' 에서 베르진(Berzin)은 신체의 다섯 곳을 정수리, 양쪽 어깨, 양쪽 

엉덩이 이라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께둡제의 의례서를 기반으로 한 서적 'The Wheel of Time: 

sand mandala'에서는 신체의 다섯 곳을 정수리, 어깨, 팔, 허벅지, 그리고 엉덩이 이라 지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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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밀성(秘密性)

  만달라에 들어가기 전과 후에, 우리는 비밀을 지킬 것에 대한 서약을 한

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정광명의 마음을 관정 받기에 가장 적합한 그릇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을 모두 마무리 한다. 만일 그릇이 새지 않는 다면, 그 

속에 무엇을 넣던지 간에 한 방울도 잃지 않고 유지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관정의 과정과 이후 우리의 딴뜨라 수행을 개인적인 비밀로 새지 않게 간

직함으로써 우리는 그 효율성을 더욱 활기차게 유지할 수 있다. 딴뜨라에

서는 비밀성이 강조된다. 이것은 무엇인가 더럽고 나쁜 것을 숨기기 위해

서가 아니라 가장 내밀하고 정신적인 변화를 위한 심상화와 다른 과정이 

공론화 되면, 그 유효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4면(面), 24수(手)를 지니고 있는 불존(佛尊)으로 심상화 한다고 다른 사람

들에게 말해서 그들이 우리를 놀리거나 미쳤다고 비난을 하면, 그것은 우

리의 명상수행을 망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방어적이 되거나 자신을 의

심하게 되고, 그리고 명상은 실패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우리가 실천하는 그 어떠한 딴뜨라의 방편과 수

행일지라도 자신만이 간직할 필요가 있다. 만일 사람들이 우리의 명상에 

대해서 물어 본다면, 일반적인 설명으로, 예를 들어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이용해 수행하는 것으로써 좀 더 긍정적인 마음을 계발하려고 노력하고 우

리의 상상력을 연마하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최고일 것이다. 항상 간

단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자신이 따르는 혹은 심상화 하는 방법

의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 필요가 없다. 사실, 보조 딴뜨라

계 중에 하나가 비밀스런 문제를 과시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무

서운 얼굴과 성적인 합일의 그림이나 딴뜨라 모습의 형상들을 눈에 잘 띄

는 곳에 두어 누구나 볼 수 있어서 난처한 질문을 하거나 음란한 말을 하

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아무리 기초적인 수행일 지라도 그 수행이 

더욱 내밀화 될 수록, 그것은 더욱 효율적이고 귀중하게 된다.

  또한 만일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넓은 마음을 

지니지 못한 사람에게 설명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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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침묵이 가끔은 혼란과 오해

를 피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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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예비관정 

  이어지는 제5장, 제6장, 제7장은 깔라짜끄라 딴드라의 예비관정과 본관

정의 진행과정을 개괄 설명한 것이다. 이 부분은 관정의식에 참석하는 사

람들에게 의식(儀式)의 과정들을 이해하고 그 수순을 따라가기 위한 지침

서로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예비관정은 아래의 여섯 부분으로 나

누어져 진행된다. 

1. 발심과 내관정 수여

1-1. 먼저 손바닥에 물을 받아 그 것으로 입을 가시어 낸다.1 세 번 절을 

하고,2 만달라(mandala)공양을 올린다.3

1-2. 스승은 관정을 받기 위한 올바른 발심에 대해서 설명한다.

1-3. 내관정 수여.4 스승 깔라짜끄라(kalacakra)의 가슴에서 발하는 빛줄

기가 우리를 그의 입안으로 끌어 들인다. 보리심(bodhicitta)의 정수 

안으로 융해되고 그의 금강성기(金剛性器)를 통해서 우리는 어머니, 

비슈와마따(Vishvamata)의 연꽃자궁(蓮花胎) 안으로 들어간다.5 그곳

1 이것은 목욕재계로써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것을 상징한다. 만일 의식이 야외에서 행해질 경우에는 

물을 조심스럽게 풀밭에 뱉고, 실내에서 행해질 경우에는 타구(唾具)로 마련된 통에 뱉는다. 우리가 

목욕을 하고 난 후 목욕물을 마시지 않는 것과 같다.
2 만일 의식 장소에 실제로 오체투지나 절을 올릴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으면 손을 모아 합장하고 절

을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3 만달라 공양이란 우주 전체를 심상화하고 이것을 스승, 본존, 또는 삼보(三寶)에게 공양하는 것을 심

상화 하는 의식이다. 만달라 공양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이 세상의 모든 유정의 존재들을 위해 제가 

붓다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생각한다.
4 내관정 동안 우리는 정광명의 마음과 공성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스승 깔라짜끄라의 영적인 아이

의 모습으로 생기(生起)하는 것을 상상한다. 내관정을 수여하는 목적은 왕이 가족 가운데 대를 이을 

후계자를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강상사가 그의 제자들 가운데 정신적 계승자를 지목하는 것

을 의미한다. 이 내관정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지금 실제로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의 영적인 아이

가 되었다고 느끼는 것이다.
5 딴뜨라에 있어서 보리심은 깨달음의 마음뿐만 아니라 남성의 정액과 여성의 피를 상징한다. 일반적

으로 남성을 정액을 '백(白)보리심', 여성의 피를 '적(赤)보리심'이라 칭한다. 또한 금강저는 남성의 

성기를 금강령은 여성의 성기를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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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모습을 공성으로 융해시킨다. 공

성의 상태에서 우리는 먼저 청색 훔(Hum), 그 다음 청색 금강저, 그

리고 마지막으로 단순한 깔라짜끄라 본존 모습으로 생기한다. 우리는 

1면(面), 2수(手), 청색 몸, 쭉 뻗고 있는 적색 오른쪽 다리, 구부리고 

있는 백색 왼쪽 다리를 가지고 있고, 배우자는 동반하지 않은 아버지

인 깔라짜끄라 본존의 단순한 모습을 하고 있다. 스승 깔라짜끄라의 

가슴에서 빛이 발산 되어서 모든 남성 여성 불존(佛尊)들을 청한다. 

그들은 스승 깔라짜끄라의 입을 통해 들어간다. 그의 가슴에서 애욕

의 불로 녹여져, 보리심의 정수 형태로 그의 금강성기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의 연꽃자궁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그곳에서 단순한 깔라짜끄

라 본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관정을 수여한다. 우리는 연꽃

자궁에서 방사되어 나와서 만달라 궁(宮)의 동쪽 흑색 현관에 위치한

다.

2. 계를 청함과 딴뜨라의 가르침을 확신하게 함 

2-1. 귀의(歸依)와 원보리심(願菩提心)의 서약과 수행, 그리고 보살계(菩薩

戒)를 청한다. 

2-2. 스승은 귀의와 보살의길, 그리고 딴뜨라에 대해 설함으로써 이 계를 

받기 위한 적절한 상태가 되도록 우리들을 이끈다.

3. 수계(受戒)와 몸의 요소의 변화

3-1. 우리는 게송을 세 번 반복해서 외움으로써 귀의와 보살계(菩薩戒)를 

받는다.

3-2. 우리는 딴뜨라계를 청하고 받는다. 보통 이 부분은 생략되고 다음 날 

진행된다.

3-3. 우리의 6대(지, 수, 화, 풍, 공, 의식)를 여섯 여성 불존의 본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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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킴으로써 그들의 본성인 불이(不二)의 지혜와 방편으로 우리를 

보호한다. 우리는 우리 육체의 수(水) 요소가 우리의 미간의 백색 월

륜(月輪)에 수직으로 서 있는 백색 종자음 우(U)로 변하는 것을, 풍

(風) 요소는 우리의 가슴의 흑색 라후(Rahu)륜 위에 흑색 이(I)로, 공

(空) 요소는 우리 머리 정수리의 녹색 정수에서 녹색 아(A)로, 지(地) 

요소는 우리 단전의 황색 깔라그니(Kalagni)륜 위에 황색 리(Li)로, 

화(火) 요소는 우리의 목의 일륜(日輪)위의 적색 리(Ri)로, 그리고 식

(識)요소는 우리의 음부(陰部)의 청색 지(智)의 륜에서 청색 아(Ah)로 

변하는 것을 심상화 한다.6

3-4. 제자들 신구의(身口意)의 정화. 우리는 의(意)의 정화를 위해 우리 가

슴의 흑색 라후(Rahu)륜 위에 흑색 훔(Hum), 구(口)의 정화를 위해 

우리 목의 적색 일륜(日輪)에 적색 아(Ah), 그리고 신(身)의 정화을 

위해 우리 미간의 백색 월륜(月輪)에 백색 옴(Om)을 심상화 한다. 우

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소라고둥의 물을 뿌리면서 그의 손에 있는 

금강저를 이 세 곳에 가져다 대 정화의 가피를 내린다.7

4. 님나무 가지를 던지고 의식도구를 분배 받음

4-1. 우리가 이 관정을 받고 실제적인 수행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성취

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만달라가 그려

져 있는 쟁반 위에 '님나무 가지(치목)'를 떨어뜨린다. 우리는 님나무 

가지를 양손바닥 사이에 수직으로 끼워서 바로 쟁반 위에 들고 있다

가 진언(眞言)을 외우면서 놓아 떨어뜨린다.8

6 6대를 여섯 불모(佛母)의 본성을 상징하는 색깔의 륜(輪,)과 종자음의 형태로 심상화 하는 것은 6대

가 6 여성 불존으로 교체 변화됨을 상징한다. 그들을 여섯 짜끄라에 심상화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곳에 기(氣)를 끌어 들이는 것을 돕기 위함이다.
7 이것을 행하는 목적은 깨어있거나, 꿈을 꾸거나, 또는 깊은 숙면의 상태에서 일상의 왜곡된 모습이 

의식의 흐름에 투사되는 것으로부터 우리들의 마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예비관정 후 다음

날 아침 동틀 녘에 꾸는 꿈을 선명하게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로써 신구의의 정화가  

필요하다.
8 쟁반에는 중앙 부분과 사방이 간략히 그려진 만달라가 있다. 나뭇가지가 떨어진 부분의 방위는 제자

들이 깔라짜끄라 수행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다섯 종류의 성취 중의 하나를 표시한다. 이 다섯 가

지 성취는 1) 장애를 제거하는 능력, 2) 다른 사람의 선한 자량이 증장 하도록 고무시키는 능력, 3) 

강력한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 4) 위험한 상황을 강제로 종식시킬 수 있는 능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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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우리는 한 움큼의 물을 받는다. 먼저 약간의 물로 입안을 씻은 다음 

뱉어 내고, 남은 물을 세 번에 나누어 마신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신구의(身口意)의 부정함을 정화한다.9

4-3. 우리는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은 길상초 두 줄기를 받는다. 우리는 

이것을 무릎 위에 둔다.10

4-4. 우리는 붉은색 호신끈을 받고 이것을 스승이 만뜨라를 암송하는 동

안 우리의 오른쪽이나 왼쪽  팔 윗부분에 묶는다.11

5. 여섯 불부족의 배치와 금강살타를 청함.
5-1. 우리는 여섯 남성 불존의 종자음들을 우리 몸의 여섯 곳, 즉 미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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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Hoh), 정수리에 녹색 함(Ham), 그리고 음부에 청색 끄샤(Kshah)

를 각각 심상화 한다. 만달라 안의 여섯 불존들은 자신들의 분신을 

현현시키고, 그 분신들은 심상화한 여섯 종자음 속으로 녹아 들어간

다.

5-2. 우리는 우리의 신구의(身口意)를 변화, 향상시키기 위해 금강살타(金

剛薩埵, Vajrasattva)를 청하는 긴 진언을 염송한다.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다. 치목이 만달라 밖으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성취

를 이룰 여지가 없음을 뜻한다. 
9 겉보기에는 사프란을 우려낸 그저 평범한 물일 뿐 이지만 지복과 공성에 대한 지혜의 본질을 명상의 

힘으로 가피한 물이다. 지혜로 가득찬 물이 자신의 모든 악업과 개념적 사고를 씻어내어 자신이 완

전히 정화되었다고 생각한다. 
10 인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 길상초를 엮어서 빗자루를 만든다. 이 길상초 위에서 잠을 자는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들 마음의 부정한 것들을 쓸어 내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날 밤 우리의 꿈은 

특별히 선명하게 된다. 다음 날 이 길상초를 경건한 마음으로 태우거나 덤불 속에 두는 것이 관습

이다. 
11 호신끈은 빨간색 실 세 가닥을 꼬아서 세 개의 매듭을 지어서 만든다. 세 개의 매듭은 금강신, 금

강어, 금강의를 각각 상징한다. 호신끈은 만뜨라로 가피된 것으로 제자들을 장애로부터 보호하는 

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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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자들의 행복감 향상과 꿈의 검토에 관한 가르침

6-1.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딴뜨라의 가르침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드문 기회인가를 설명함으로써 그러한 가르침을 만난 제자들의 기쁨

과 행복감을 증장시킨다.12

6-2. 그는 육자진언, 옴 아 훔 호 함 끄샤(Om Ah Hum Ho Ham Kshah)

을 수여하고 우리는 그를 따라 진언을 반복한다(티벳어로 '함 끄샤'는 

'한꺄'로 발음된다). 그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진언을 외

우고, 긴 길상초 줄기를 침대의 매트리스 밑에 우리 몸과 평행하게 

끝부분이 머리를 향하도록 놓아두고, 짧은 줄기는 베게 밑에 긴 것과 

수직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가 오른쪽으로 누워서 잠을 자게 됨에 따

라 줄기의 끝부분을 얼굴과 먼 쪽으로 해서 놓아두라고 가르친다. 그

는 우리가 이자세로 우리의 머리가 만달라를 향하도록 하고 잠을 잘 

것을 권한다. 비록 우리의 머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하다고 상상하고 느낀다. 그는 우리에게 하늘

이 막 밝아지기 시작하는 새벽 동틀 무렵에 꾼 꿈을 잘 관찰하고 기

억하라고 당부한다. 이것으로 예비관정이 끝난다.

12 '우담바라 꽃이 매우 희귀한 것처럼, 붓다의 출현은 아주 드물고 그의 가르침을 만나는 것은 더욱 

흔치 않은 일이다. 내가 전생에 어떤 선근복덕의 인연을 지었기에 이렇게 수승한 관정과 비밀한 가

르침을 만났단 말인가, 나는 장래에 반드시 무상정등정각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훌륭한 법기

가 되리라' 라는 환희로운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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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본관정 첫째 날  

  본관정 첫째 날 의식에는 '1. 만달라 밖에서의 의식(儀式)'과 '2. 만달라

에 입장하는 의식(儀式)' 두 가지가 있다. 만달라 밖에서의 의식은 눈을 가

리고 궁 밖에 머무르면서 관정을 받는 의식이다. 만달라에 입장의식은 눈

을 가리고 만달라 안에 들어가 입장, 선회, 예경 등을 하는 의식이다.

.

1. 만달라 밖에서의 의식(儀式)

1-1. 우리는 물로 입안을 가시어 내고 오체투지를 세 번 한다. 우리의 스

승 깔라짜끄라는 만일 길한 꿈을 꾸었다면 자만하지 말고, 불길한 징

조의 꿈을 꾸었다고 우울해 하지 말라고 설명한다. 모든 꿈은 자성

(自性)이 없다.13 그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르마(Tib. gTor 

Ma)' 14공양을 올린다. 우리는 만달라 공양을 올린다. 

1-2. 실제적인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을 성취할 기회에 대한 행복함을 일

으키기 위해 우리는 긴 진언을 싼스끄리뜨어로 두 번, 티벳어로 한번 

염송한다.

1-3. 우리는 게송을 세 번 반복해서 외움으로써 귀의, 원보리심(願菩提心)

의 서약과 수행, 그리고 보살계(菩薩戒)를 청한다.

1-4. 단상 위에 앉아있는 주요 제자들은 하의와 상의의 의례복(儀禮服)과 

육계(肉髻)를 받는다.15 우리는 적색 리본의 안대를 받아서 이마에 

걸치고, 꽃을 받아 무릎 위에 보관한다.16

13 좋은 꿈의 징표에 자랑스러워하는 것 또는 불길한 징후에 우울해지는 것은 우리의 수행에 방해를 

초래한다. 따라서 꿈의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우리 자신에게 공성(空性)과 연기법(緣起法)을 상기시

킬 필요가 있다. 정신적인 수행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 본질적으로 미리 예정되어 있거나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14 티벳불교 의식(儀式)에서 사용되는 밀가루와 버터의 반죽으로 만든 모형으로 의식의 목적에 따라 

크기, 색깔, 모양이 다양하다. 
15 제자들은 자신의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불존의 모습으로 현현하는 것에 대한 집중된 마음

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 도구로서 그 의례복을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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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붉은 리본을 걸치고 전날처럼, 우리는 님나무 가지를 던지고, 정화를 

위해 물을 세 모금 마신다. 

1-6. 우리는 1면(面)에 칼과 해골을 들고 있는 2수(手)를 지니고 있는 '청

색 비슈와마따(Vishvamata)'17를 껴안고 있는 1면(面), 금강저와 금

강령을 들고 있는 2수(手), 청색 몸, 쭉 뻗고 있는 적색 오른쪽 다리, 

구부리고 있는 백색 왼쪽 다리를 지니고 있는 단순한 깔라짜끄라 본

존의 모습으로 변한다. 우리는 가슴의 흑색 라후(Rahu)륜에 흑색 훔

(Hum)을, 목의 적색 일륜(日輪)에 적색 아(Ah)를, 미간의 백색 월륜

(月輪)에 백색 옴(Om)을 심상화 한다. 이 세 종자음으로부터 나온 빛

이 우리 몸을 가득 채우고, 몸을 정광명(淨光明)으로 변화시킨다.

1-7. 이제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部族)적 특성

이 대승인지 소승인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

는다.18 우리는 대승의 불성을 갖춘 행운의 존재이고, 일체 중생을 

위한 깨달음의 대지복(大智福)을 추구 한다고 대답한다.

1-8. 우리는 귀의가 필요함을 알리는 게송을 반복해 외워서 귀의하고 다

른 게송을 세 번 반복함으로써 보살계(菩薩戒)를 받는다.

1-9. 우리는 게송을 반복해 외움으로써 밀교계를 청하고, 다른 게송을 세 

번 외움으로써 계를 받는다.

1-10.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25가지의 금행(禁行)에 대해서 설명한다. 

우리는 성불할 때 까지 그것을 지킬 것을 서약하는 게송을 세 번 염

송한다.

1-11.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하는데 우리

의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가슴에 편평하게 놓여있는 백색 월륜(月

輪)의 형상을 심상화 해서 속제(俗諦) 보리심을 일으킨다. 그리고 나

서 우리는 공성에 집중된 마음인 진제(眞諦) 보리심을 일으킨다. 우

16 관정의식의 첫 번째 부분 동안에는 아직 우리가 아직 만달라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

리는 안대를 상징하는 붉은 리본을 이마를 가로질러 걸치고, 꽃은 다음의 의식에서 사용하기 위해 

무릎 위에나 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17 일반적으로 합일본존의 여성 불존은 비슈와마따(Vishvamata)로 보통 황색이다. 십바라밀(十波羅密)

을 상징하고 샥띠(shakti)라고 불리는 이 합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10명의 여성 불존들이 있다. 

그들 가운데 8존(尊)은 만달라 안의 합일상을 둘러싸고 있고, 2존(尊)은 비슈와마따와 불가분적으로 

합체(合體)되어 있다. 10명의 여성 불존들 가운데 어느 불존이라도 비슈와마따와 대체 될 수 있지

만, '지혜의 완성' 즉 '반야바라밀다(Prajnaparamita)'를 상징하는 청색 여성 불존(佛尊)이 가장 자주 

대체된다.
18 금강상사가 제자에게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는 제자의 전승(傳承)을 묻는 것이다. 금강상사께서 "

무엇을 좋아하느냐?"라고 물을 때에는 그의 발심(發心)을 묻는 것이다. 



                                                                   1. 만달라 밖에서의 의식 97

리는 이 두 보리심을 우리 가슴의 월륜(月輪)위에 똑바르게 서있는 

백색 금강저(vajra)19로 심상화 한다. 우리는 이 마음들을 우리의 가

슴과 마음에 항상 간직하겠다는 것을 확고히 하면서 진언을 염송한

다.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그의 가슴에 있는 우리의 것과 유사한 

달과 금강저로부터 이들 둘의 분신을 현현시키고, 이 분신들은 우리 

가슴에 있는 달과 금강저 속으로 융해된다. 꽃과 금강저를 우리의 가

슴 앞에 들고 그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확고히 하는 진언을 암송한다.

1-12. 스승 깔라짜끄라는 그의 금강저를 우리의 머리 위에 가져다 대고 

우리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상기시킨다.20

2. 만달라에 입장하는 의식(儀式)

만달라에 입장하는 의식은 1) 입장, 선회, 예경, 2) 비밀서약의 재맹세, 3) 

지혜존의 강림을 청함과 진언의 염송, 4) 만달라에 들어가기의 네 단계를 

거친다.

  1) 입장, 선회, 예경

1-1. 이제 휘장을 한쪽으로 젖히고, 우리는 흑색 동쪽 문을 통해서 만달라 

궁(宮) 안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안대를 하고, 우리 스승 깔라짜끄라

의 화신(化身)인 보좌관 청색 까르마바즈라(Karmavajra, 業金剛)의 

인도를 받는다. 까르마바즈라는 금강저의 한쪽 끝을 잡고 있는 오른

손을 내민다. 우리는 왼손으로 금강저의 다른 쪽 끝을 잡고서 진언을 

외우면서 만달라 안의 벽과 높은 연단 사이의 복도를 따라 1층을 시

계방향으로 3번 돈다.

19 이때는 오고저(五股杵)의 모양을 심상화 한다. 오고저는 5고(鈷)로 된 금강저를 말하며, 오고는 오

지(五智)ㆍ오불(五佛)ㆍ오부(五部)를 상징한다. 
20 금강상사는 "그대는 오늘 모든 여래들로부터 장엄한 가피를 받을 것이다. 이 모든 여래의 성스러운 

만달라를 만달라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또는 신심이 없는 자들에게 누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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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흑색 동쪽 문안 홀(hall)에서 우리는 녹색 부동불(不動佛, 

Akshobhya)로 변화하여 진언을 외우면서 주존(主尊)에게 세 번 오체

투지를 한다. 만달라로부터 나온 부동불의 분신이 우리 몸속으로 흡

수된다.

1-3. 흑색 동쪽 문의 홀에 머물면서, 우리는 흑색 불공성취불(不空成就佛, 

Amoghasiddhi)로 생기하여 진언을 외우면서 주존에게 세 번 오체투

지를 한다. 만달라로부터 나온 불공성취불의 분신이 우리의 몸속으로 

흡수된다.

1-4. 적색 남쪽 문의 홀을 향해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우리는 적색 보생불

(寶生佛, Ratnasambhava)로 변화하고 진언을 외우면서 주존에게 세 

번 오체투지를 한다. 만달라에서 나온 보생불의 분신이 우리의 몸속

으로  흡수된다.

1-5. 백색 북쪽 문의 홀을 향해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우리는 백색 무량광

불(無量光佛, Amitabha)로 변화하고 진언을 외우면서 주존에게 세 

번 오체투지를 한다. 만달라로부터 나온 무량광불의 분신이 우리의 

몸속으로 흡수된다.

1-6. 황색 서쪽 문을 향해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우리는 황색 광명변조불

(光明遍照佛, Vairocana)로 변화하고 진언을 외우면서 주존에게 세 

번 오체투지 한다. 만달라에서 나온 광명변조불의 분신이 우리의 몸

속으로 흡수된다.

1-7. 우리는 황색 광명변조불의 모습을 유지하고 흑색 동쪽 현관을 향해 

시계방향으로 돌아간다. 진언을 외우면서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에

게 세 번 오체투지를 한다.

  2) 비밀서약의 재맹세

2-1.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그의 금강저를 우리의 머리 위에 가져다 

대고, 비밀을 지키는 것에 따른 유익함을 설명한다.21

21 금강상사는 "그대는 오늘 모든 여래의 전승(傳承)으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를 승의(勝義) 

금강지혜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 금강지혜를 통해 그대는 모든 여래의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또 다

른 기쁨을 성취 할 것이지만 그대는 만달라를 보지 않은 이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서는 안 된다. 그

렇게 되면 너는 서약을 파괴하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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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그는 금강저를 우리의 머리 위에 유지한 채, 비밀을 지키지 않음에 

따른 육체적인 장애를 설명한다.22

2-3. 그는 금강저를 우리 가슴에 가져다 대고, 비밀을 지키지 않음에 따른 

정신적인 장애를 설명한다.23

2-4. 비밀을 지킴에 따른 유익한 점과, 지키지 않음에 따른 불리한 점을 

설명하면서, 그는 우리에게 소라고둥에 있는 금강서약 맹세의 물을 

마시라고 준다.24

2-5.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우리의 오른쪽 손을 잡고, 우리의 금강상

사를 결코 경멸하지 말아야 함의 중요성을 설명한다.25

  3) 지혜존의 강림을 청함과 진언의 염송

3-1. 청원 게송을 세 번 염송한다.26 우리는 공성에 대해 명상하고 모든 

일상적인 양상을 공성으로 관하여 정화시킨다. 만달라의 네 문에 정

례를 하는 동안 광명변조불(毘盧遮那佛, Vairocana)로 생기한다. 이

것은 다시 공성으로 융해된다. 그 공성에서 청색 훔(Hum)이 나타나 

금강저로 변한다. 우리는 거기에서 청색 몸에 3개의 목, 4면(面), 26

수(手), 2족(足)을 지니고 있는 흉악하고 사나운 모습의 바즈라베가

(Vajravega)로 생기한다. 우리 단전의 황색 람(Lam)은 법륜(法輪)이 

표시된 정방형 황색 흙(地) 만달라로 변하고, 그 위의 황색 깔라그니

(Kalagni)륜 위에는 똑바로 서있는 황색 호(Hoh)가 있다. 우리의 가

슴의 흑색 얌(Yam)은 두 개의 깃발이 표시된 흑색 활 모양의 풍(風)

만달라로 변하고, 그 위의 흑색 라후(Rahu)륜 위에 똑바로 서있는 

흑색 훔(Hum)이 있다. 우리의 목의 적색 람(Ram)은 보석이 표시된 

22 금강상사는 "이것이 그대의 서약 금강저이다. 네가 만약 비밀을 부적절한 사람에게 누설을 하게 되

면 이것이 너의 머리를 가를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23 금강상사는 "오늘 금강살타가 확고히 너의 가슴 속으로 들어갔다. 만약 네가 이 사실을 말하면 즉

시 멀어져 너를 떠날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금상살타는 공락불이(空樂不二)의 지혜을 의미

한다. 
24 금강상사는 "만약 청정계율을 지키면 이것은 성취의 감로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계를 파하면 

이것은 장차 지옥에서 너를 썩게 하는 금강의 물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25 금강상사는 “지금부터 나는 너의 스승 금강수불(金剛手佛)이다. 너는 반드시 내 말을 잘 들어야  한

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에 떨며 죽고 금방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26 "모든 불존들이시여 제게 장엄한 가피를 주시옵소서. 성스러운 깔라짜끄라이시여 제게 하림 하옵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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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삼각형 화(火)만달라로 변하고, 그 위의 적색 일륜(日輪) 위에 

똑바로 서있는 적색 아(Ah)가 있다. 우리의 미간의 백색 왐(Vam)은 

보병이 표시된 백색 둥근 모양의 수(水) 만달라로 변하고, 그 위의 

백색 월륜(月輪) 위에 똑바로 서있는 백색 옴(Om)이 있다. 이들 4개

의 행성의 륜(輪)에 표시된 종자음과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의 가슴

에서 빛이 방사되어 백색 금강신(金剛身), 적색 금강구(金剛口), 흑색 

금강의(金剛意), 그리고 황색 금강지(金剛智)의 네 명의 불존(佛尊)을 

청한다. 이 불존(佛尊)들은 네 개의 종자음 속으로 융해된다.

3-2. 우리의 발밑의 흑색 얌(Yam)은 얌(Yam)이 표시된 흑색 활 모양의 

풍(風) 만달라로 변화한다. 그 위에 적색 람(Ram)은 람(Ram)이 표시

된 적색 삼각형의 화(火) 만달라로 변화한다. 그 위, 우리의 양쪽 발

바닥 밑에 각각 빛을 방사하는 적색 제(Jhai)가 있다. 우리의 스승 깔

라짜끄라의 가슴에서 나온 빛에 의해서 풍(風) 만달라에  바람이 일

고, 이것은 화(火) 만달라를 불타오르게 만든다. 두 종자음 제(Jhai)

에서 나온 빛은 발바닥의 모공 안으로 스며들어가 네 개의 행성륜(行

星輪)에 있는 종자음들을 자극하여 빛을 방사하고, 그 빛은 우리 전

체 몸을 채운다. 동시에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 가슴의 훔(Hum)에

서 빛이 방사되어서 깔라짜끄라와 바즈라베가(Vajravega)의 모습을 

한 모든 불존(佛尊)을 청한다. 그들은 모든 공간을 가득 메우고 비 

오듯 쏟아져서 우리들 몸 안으로 융해된다.

3-3. 스승 깔라짜끄라는 다마루와 요령을 울리며 진언을 외우고27, 진언으

로 정화된 꽃잎을 "옴 아 훔(Om Ah Hum)"의 진언을 암송하며 우리 

머리에 가볍게 놓는다.

3-4. 우리는 지혜와 방편의 여섯 불부족(佛部族) 특성의 종자음으로 우리

의 여섯 짜끄라를 봉인해서 지혜존들의 강림을 유지하고 더욱 확고

히 한다. 우리는 미간에 백색 옴(Om), 가슴에 흑색 훔(Hum), 정수리

에 녹색 함(Ham), 단전에 황색 호(Hoh), 목에 적색 아(Ah), 그리고 

음부에 청색 끄샤(Kshah)를 심상화 한다.

3-5. 우리의 미래성취의 징표를 위해, 우리는 잠시 안대를 풀고, 위를 바

라보고 우리가 제일먼저 보는 색을 관찰한다. 스승은 눈앞에 무엇이 

27 금강상사는 "Om ah ra ra ra ra, la la la la, vajra-aveshaya hum", "옴 아 라라라라, 랄랄랄라, 

금강이여 확고히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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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는지 묻는다. 안대를 다시 착용한다.28

3-6. 우리 스승 깔라짜끄라의 화신(化身)인 보좌관 까르마바즈라(業金剛)

는 금강저를 든 오른손으로 우리들의 두 엄지손가락을 잡고 금강무

(金剛舞)를 추고 이어서 우리를 이끌고 만달라를 시계 방향으로 세 

번 돈다. 만달라를 도는 동안 진언 '옴아훔호한꺄'를 염송한다.

3-7. 스승 깔라짜끄라는 까르마바즈라의 모습으로 만달라 궁의 동쪽 출입

구에 서서, 그의 제자들이 그들과 가장 깊은 인연이 있는 불부족(佛

部族)에게 보이기를 청하는 진언을 염송한다.

  4) 만달라를 볼 수 있는 자격으로 입장하기

4-1. 여전히 바즈라베가(Vajravega)의 모습으로 우리는 전에 받아 둔 꽃

을 만달라에 공양한다. 우리는 보병 위에 놓여 있고 만달라가 그려진 

쟁반 바로 위에 꽃을 양손으로 잡고 있는다. 우리는 진언을 염송하면

서 꽃을 떨어뜨린다.29 꽃이 떨어져 놓인 방위에 따라서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불부족(佛部族)을 알게 되고30 그 불부족의 비밀

이름을 받는다.31 꽃을 되돌려 받고 우리는 진언을 염송하면서 그것

을 정수리 위에 둔다. 우리의 정수리에 꽃의 접촉을 통해 공성의 지

복(智福)을 경험한다.

4-2. 우리는 무명의 어둠이 제거 되었다고 생각 하면서 안대를 풀고 만달

라를 뚜렷하게 본다. 우리의 스승 깔라짜끄라는 만달라와 그 안의 모

28 개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눈앞이나 허공에 어떠한 색이 보인다. 이 색을 통해서 제자가 행해야 할 

위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29 꽃잎을 만달라 위에 떨어뜨릴 때 우리는 그 꽃잎을 받아 가피를 해서 다시 돌려줄 불존께 꽃을 공

양 올리는 것으로 생각한다. 
30 불부족이 결정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불부족의 특성과 같은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래서 우리는 결정된 불부족의 불존을 주요 존(尊)으로 삼고 특히 그 불부족과 관련된 서약을 꼭 지

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꽃잎이 남쪽 부분으로 떨어졌다면, 우리는 모든 사물의 평등성

에 대한 깊은 지혜인 평등성지(平等性智)와 밀접한 결속을 만들어 내는 4가지 종류의 관대함의 수

행에 특별한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 이러한 길을 통해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평탄한 진보를 이루어

낸다.
31 이 비밀이름은 계속되는 깔라짜끄라 관정의식 중에서 계를 받거나 재확인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이

름을 반복해야 할 때 주로 사용한다.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여러 번 관정을 받기 때문에, 그때 마다 

새로운 결연(結緣)을 발견하고 새 이름을 받는다. 따라서 어느 특정한 관정에서 받는 이름은 영원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지금 현재 우리들의 필요에 의해서 주어질 뿐이다. 각각의 새로운 깔라짜끄라 

관정의식에서 꽃잎이 지난번 것과 다른 부분에 떨어진다면 이름을 바뀌고 다른 밀접한 결속을 위한 

수행이 강조된다.



     제6장 본관정 첫째 날102

든 존재에 대해서 설명한다.32

4-3. 만달라를 본 기쁨에 우리는 우리의 밀접한 결속을 나타내는 게송을 

염송한다.33

32 우리는 스승의 설명을 듣고 깔라짜끄라 만달라 안에 거주하는 722존(尊)을 모두 친견했다고 생각한

다.
33 게송의 뜻은 다음과 같다. '옴 나는 금강 만달라, 대 만달라에 들어섰다. 요가 만달라, 대 만달라를 

본다. 비밀만달라, 대 만달라 안에서 관정을 받는다. 사마야 호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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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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스승 깔라

짜끄라는 이 관정에 불길하고 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단상에 

마련된 화로불 속에 공양물을 올리는 등의 의식을 행한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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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을 세 번 염송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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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우리가 목욕을 할 때 여러 도구가 필요하듯이 방해자, 악행위, 그리고 장애를 정화하기 위해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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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와 같은 장애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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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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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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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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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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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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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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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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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를 공성으로 정화한다. 공성의 상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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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행위관정에서의 관정 수여의 도구는 반지이다. 손가락에 반지를 끼면 손가락의 움직임이 부자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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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각각 여섯 여성과 여섯 남성 보살을 껴안고 있는 여섯 남성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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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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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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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간에 백색 옴(Om), 목에 적색 아(Ah), 가슴에 흑색 훔(Hum), 단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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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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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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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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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을 세 번 염송

한다. 이들 온(蘊)과 요소는 우리의 본초적인 정광명의 마음을 의미

한다.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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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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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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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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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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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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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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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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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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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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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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딴뜨라의 일일수행

1. 육회(六回)요가란?

  깔라짜끄라 딴뜨라나 어떠한 무상요가 딴뜨라의 관정을 겔룩빠

(Gelugpa)의 전통에 따라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들 의식의 흐름 속에 심어

진 깨달음의 씨앗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정화 받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육회(六回)요가'라고 불리는 일상의 수행에 매진해야 한다. 요가라

는 의미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합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육회요가란 우

리의 삶을 오방불(五方佛)의 부족적 특성과 합일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일련의 게송과 수행을 매일 여섯 번씩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겔룩빠 이외의 다른 티벳불교 전통에는 육회요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다른 전통으로부터 관정을 받았다면, 우리는 같은 과정을 성취하기 위해

서 계를 지키고 불부족과 밀접한 결속을 형성하는 서약의 수행에 전념한다.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우리는 매일 밤낮으로 공성의 지복(智福)에 대해 반복

해 명상하는 것을 꼭 실천해야 한다.

  육회요가는 싸다나(sadhana, 成就法)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싸다나는 

불과(佛果)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원인으로써 작용하는 모든 수행들을 포함 

하지만, 육회요가는 그만큼 광범위 하지 못하다. 육회요가 경전은 17세기 

때 제1대 빤첸 라마(Panchen Lama)에 의해 처음으로 작성되었고 최종 완

본에는 적절한 형식의 금계(禁戒)와 서약뿐만 아니라 보살계와 딴뜨라계의 

목록도 서술되어 있다. 또한 귀의를 하고, 원보리심(願菩提心)의 서약단계

를 발전시키고, '정신적 스승에 대한 50송'1에 있는 충고를 따르는데 도움

을 주는 게송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경전을 매일 반복 독송함

으로써 일상의 육회요가는 무상요가 딴뜨라의 수행에 필요한 지속적인 틀

1 10세기경 인도인 스승 아슈바고샤(Ashvaghosha) 2세에 의해 쓰인 경전. 딴뜨라 스승에 대한 올바

른 행동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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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고 유지해 준다. 우리는 관정을 받을 때 이 육회요가를 매일 실

천 하겠다는 것을 약속 한다. 

  육회요가에는 요약본, 완본 그리고 특히 깔라짜끄라에 해당되는 확장본

(깔라짜끄라 육회 스승요가)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전이 존재한다. 심지어 간

략히 암송하는 깔라짜끄라 사구게(四句偈)의 4줄 문구의 형태도 있다. 어

느 본을 이용하는 가와는 관계없이 예경과 헌공 그리고 적절한 심상화와 

함께 매일 낮에 3번 그리고 밤에 3번 독송을 해야 한다. 우리는 경전을 큰

소리로 혹은 마음속으로, 티벳어 혹은 한국어로 독송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티벳어로 경전을 독송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

지 않는다 하겠다. 

  매번 같은 본의 경전을 독송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여러 경전을 항상 

같은 순서로 독송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 더욱이 우리가 겔룩빠

(Gelugpa)의 전통 안에서 여러 가지의 무상요가 딴뜨라의 관정을 받았다

고 해서 그 관정에 해당되는 모든 육회요가를 매일 6번씩 반복 독송 할 

필요가 없다. 하나의 육회요가 경전을 독송하는 것으로 모든 관정의 서약

을 실행하게 된다. 따라서 깔라짜끄라 관정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길게 

확장된 깔라짜끄라 본을 매일 독송할 필요는 없으며, 이미 매일 육회요가

를 실천하고 있으면 거기에 또 2차적인 육회요가를 첨가시킬 필요도 없다.

  우리는 전통적인 방법을 따라 육회요가를 낮과 밤을 분리해서 하루에 6

번을 독송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티벳 사람들은 여러 경전 가운데 하나

를 그들의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 매일 아침에 연속해서 3번 독송하고,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연속해서 3번을 독송한다. 만약 이러한 방식으로  

완본 육회요가나 깔라짜끄라의 확장본을 독송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독

송에서는 경전 전체가 아니라 특정 게송만 반복해서 독송한다.

   만약 아침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저녁에 하나의 경전을 6번 독경해

도 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피하는 것이 좋다. 물론 몹시 아파서 아무

것도 독송할 수 없다면 6번의 수행을 놓치는 것에 대한 잘못은 없다. 그러

나 최대한 가능하다면 이 수행의 추진력을 중단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들은 우리들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고 깨달음

에 이르는 과정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획에 따라 

아침에는 완본을, 저녁에는 요약본을 선택 할 수 있고 또는 그 반대로 선

택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가끔 시간적 여유가 많은 주말에는 깔라짜끄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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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본을 독송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는 깔라짜끄라의 요약본 육회요가, 그리고 완본 육회요가를 소

개하고자 한다. 요약본 육회요가는 시간적 여유나 역량의 부족으로 확장본

을 독송할 수 없는 사람들 위해 로쌍뗀진(bLo bZang bsTan 'dZin)께서 

요약구성 하신 것이다. 완본 육회요가는 제1대 빤첸 라마(Panchen Lama)

께서 지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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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회(六回)요가 요약본   

불법승 삼보께 진심으로 귀의합니다.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해 영원한 행복에 머물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고자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살행을 실천하겠습니다. 

앞 허공 연꽃, 해, 달의 좌대 위에

근본스승 편왕(遍王) 지금강(持金剛) 부처님, 

청색 몸에 금강저와 요령 들고서 

금강계자재모(金剛界自在母)를 껴안아 본연의 지복을 누리시네. 

세 곳에, 세 개의 종자음, '훔' 글자의 빛으로

지혜존들을 청해 하나의 맛이(一味)된

지금강불의 연화족(蓮花足)에 예경합니다. 

외(外), 내(內), 비밀의 공양을 운해(雲海)와 같이 공양 합니다.

수미산 사대주 보배 보병 해 달 등

위없는 보현의 공양을 올립니다.

최상과 평범한 성취 예외 없이 모두

보호자 당신을 여법하게 따라서 수반된 것임을 보고서

몸과 목숨까지 모두 바쳐서

당신께 환희로운 것만 성취하도록 가피 하소서.

그같이 간청하여 스승께서 정수리에 오셨네

내게 스며들어 다름없는 일미(一味)가 되니

나는 금강살타, 금강저와 요령을 들고

승리모(勝利母)를 안아 본연의 지복을 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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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처, 육체, 재물과 삼세의 선업 모두를

어머니들을 위해 후회 없이 베풀겠습니다.

별해탈계 보살계 밀승계들 셋의 경계

목숨을 위한 것일 지라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삼승, 사부 밀교에 담긴 교증(敎證)의 정법을

잘 수지한 방편으로 중생들을 완전히 건지겠습니다.

이 선업으로 삼세의 선서(善逝)와 보살 등의

서원이 이루어지고 정법이
་ 
유지되도록 회향합니다.

삼보의 가피와 연기의 진실 된 힘으로써 

저의 선량한 기원 성취되어 속히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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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회(六回)요가 완본(범천스님 역)

불(佛), 법(法), 승(僧)의 삼보(三寶)에

보리를 이룰 때까지 귀의합니다.

제가 행한 보시 등의 공덕으로 인해

중생의 이익을 위해 성불하여지이다. (3번)

일체 유정(有情)이 원근(遠近)과 탐진(貪瞋)의 양변(兩邊)을 떠나

수승한 안락을 이루게 하소서.

참기 어려운 고해(苦海)를 건너

바른 해탈의 안락을 여의지 않게 하소서.

일체 중생을 윤회와 열반의 두려움에서 건지기 위해

원만한 보리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지금부터 부처를 이룰 때까지

목숨을 위해서조차도 버리지 않고 지니겠습니다.

스승과 불보살님들이시여 저의 말씀을 들어주소서.

이전의 여래(如來)께서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의 학처(學處)에 차제(次第)에 따라 머무신 것처럼

저 또한 중생들을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의 학처를 차제에 따라 배우겠습니다. (3번)

지금 저의 삶은 (좋은)과보가 있어

인간의 생(生)을 잘 받았습니다.

오늘 부처의 종성(種姓)으로 태어나

부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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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종성에 맞는 일을 하여

흠 없는 이 존귀한 종성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허공에 아름다운 보좌(寶座)

연꽃, (연꽃 위에)해, (해 위에)달이 펼쳐진 만달라 위에

근본 스승이신 편주(遍住) 지금강불(持金剛佛)

파란 몸, 한 얼굴, 두 팔로

금강저와 요령을 들고 당신과 비슷한 불모(佛母)를 안고

상호(相好:32상, 80종호)의 묘정석(猫睛石)이 빛나고, 많은 보물 장식을 단

아름다운 천계(天界)의 보배 옷을 입으신 분

억념(憶念)만으로 일체 고뇌를 멸하고

모든 귀의처의 총체로서

가부좌로 앉으신 (몸의) 세 곳(정수리, 목, 가슴)에

세 글자(옴, 아, 훙)가 표시되고, 훙의 빛에 의해

자성(自性) 자리에서 스승 지금강불과

자훙밤호(합일진언) 불이(不二)가 된다.

은총으로써 대락(大樂)을 

한 찰나에 일으키는

보배와 같은 스승 

금강지불의 연꽃 발에 예경합니다.

옴, 영웅 세존의 자재(自在)에 절합니다. 훙훙팻

옴, 대겁(大劫)의 불길과 같은 빛, 훙훙팻

옴, 사자 갈퀴의 사나운 왕관을 쓰시고, 훙훙팻 

옴, 송곳니를 드러낸 무서운 얼굴, 훙훙팻

옴, 천개의 팔은 빛으로 타오르고, 훙훙팻

옴, 도끼와 올가미를 들고, 창과 카땀을 지니고, 훙훙팻

옴, 호랑이 가죽의 옷을 입으신 분, 훙훙팻

옴, 군청색의 커다란 몸 금강제장명왕께 예경합니다. 훙훙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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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 세존 금강해모(金剛亥母)께 절합니다. 훙훙팻

옴, 성모(聖母) 명비(明妃)의 자재(自在)는 삼계에서 당할 자가 없네. 훙훙팻

옴, 마귀의 일체 두려움을 대금강이 부수네. 훙훙팻

옴, 금강좌에 앉아 타인이 당할 수 없는 지배자의 눈. 훙훙팻

옴, 뚬모 분노불모(忿怒佛母)의 몸이 범천을 고갈시키고, 훙훙팻

옴, 마귀들을 위압하고 고갈시켜 적으로부터 승리하시고, 훙훙팻

옴, 성냄과 탐욕과 미혹 일체로부터 완전히 승리하신, 훙훙팻

옴, 금강해모 대합일 욕왕(欲王)불모께 예경합니다. 훙훙팻

주인 있는 것과 없는 것, 

실제 공양물과 마음으로 화현시킨 것,

안과 밖과 비밀의 

갖가지 공양을 구름바다와 같이 드립니다.

자타(自他)의 신구의(身口意) 삼문(三門)으로 행한 삼세의 선업들과

보배 만달라 보현(普賢)의 공양 등을

지성으로 스승과 본존과 삼보께 드립니다.

자비로써 받으시고 제게 가피를 내리소서.

이담구루라뜨나만달라깜니랴따야미

시방삼세의 일체 여래께서 교화하신 것처럼

적황색의 형상(승려의 모습)을 즐겨 하시고

무수한 세계에서 부처의 행을 구족하신

보배로운 스승님께 기원합니다.

지금강불께서, 우둔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무수한 부처님들을 모두 합쳐 놓은 것보다

수승한 복전(福田)이 된다고 예찬하시는

보배로운 스승님께 기원합니다.

수승하거나 일반적인 일체의 성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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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주 당신을 법답게 의지한 결과임을 보고

몸과 목숨까지 완전히 버려

당신께서 좋아하실 일만을 행하도록 가피하소서.

이렇게 기원함에 의해, 최상의 스승께서 

나의 정수리에 싸마자(오심.)

더욱이, 환희롭게 나와 한 맛이 됨.

나 자신이 금강살타라는 아만으로

구생의 대락(大樂)인 비밀 금강과

희론을 여읜 자성인 비밀 간다(Ghanda)의 

상징물(금강저와 요령)을 들고 세존불모를 안는다.

나의 몸과 재물과

삼세에 쌓아 온 선업 등의 모든 것들을

어머니인 일체 유정을 위해

지금부터 아낌없이 베풀겠습니다.

별해탈계의 오타죄(五墮罪) 중에서, 사바라이(四波羅夷)와 십삼승잔(十三僧

殘)과 삼십사타(三十捨墮)와 구십단타(九十單墮)와 사회과(四悔過)와 일백

십이악작(一白十二惡作)과 그 외의 일반적인 죄악들도 끊도록 하겠습니다.

  

 1) 자신을 칭찬하고 타인을 비방하며

 2) 법과 재물을 베풀지 않고

 3) 참회해도 듣지 않고

 4) 대승법을 버리고

 5) 삼보의 재물을 빼앗고

 6) 정법을 버리고

 7) 승복을 벗기고

 8) 오무간죄와

 9) 전도견(顚倒見)과

10) 마을 등을 파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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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배우지 않은 이에게 공성(空性)을 설하고

12) 원만한 보리도에서 물러나게 하고

13) 별해탈계를 버리고

14) 성문(聲聞)을 비방하고

15) 큰 거짓말과

16) 삼보에게서 탈취한 재물을 받고

17) 잘못된 율을 세우고

18) 보리심을 버리는 등의 

1) 죄를 (짓고도 죄라고) 보지 않고, 2)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것을 그만 

두지 않고), 3) (그러한 행위를) 좋아하고, 4) 부끄러움이 없는 등의, 사전

(四纏)을 구족해야 (파계가 성립)하는 열여섯 가지와, 구족할 필요가 없는 

전도견과 보리심의 방기 등 (보살의) 열여덟 가지 근본 타죄(墮罪)를 지키

겠습니다.

 1) 스승에 대한 불경과 비방

 2) 가르침에 대한 경시

 3) 금강형제에 대한 비난

 4) 중생에 대한 자비심의 방기

 5) 원(願), 입(入)의 두 가지 보리심의 방기

 6) 현교와 밀교에 대한 비방

 7) (근기가) 미성숙자에게 밀법(密法)을 설하고

 8) 자신의 오온에 대한 경시

 9) 공성의 부정(否定)

10) 악독한 이와 친근하고

11) (공성의) 견해를 억념(憶念)하지 않고

12) (밀법에 대한) 신심(信心)을 파괴하고

13) 서약(삼마야)에 의지하지 않고

14) 여성을 멸시하는 등의 (밀교의) 열네 가지 근본 타죄를 목숨과 바꿔서

라도 지키겠습니다.

1) 네 가지 뿌리와 가지, 술과 비행(非行)을 끊고, 2) 바른 보호주(스승)를 

의지하고, 3) 도반을 공경하고, 4) 십선행(十善行)을 증장하고, 5), 대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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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물러나지 않고, 6) (聖物을) 경시하거나 넘어 다니지 않는) 등의 7) 부

수적인 여섯 가지) 서언(삼마야)을 남김없이 지키겠습니다.

  

 1) 자격이 없는 수인(手印:배우자)에 의지하고

 2) 세 가지 관상을 여읜 채로 합일 수행을 하고

 3) 근기가 아닌 자에게 밀법의 도구를 보이고

 4) 만달라 헌공 의식 중에 다투거나 논쟁하고

 5) 신심으로 질문함에 잘못된 대답을 하고

 6) 성문(聲聞)의 집에 7일 이상 머물고

 7) 진실하지 않으면서 요기라고 자부하고

 8) 신심 없는 이에게 정법을 설하고

 9) 계율 등이 청정하지 않은 채 만달라에 들어가고

10) 불필요하게 별해탈계와 보살계를 범하는등 사사오십송(事師五十頌)에 

어긋나는 조타죄(粗墮罪) 또한 여법하게 지키겠습니다.

1) 일체 좌도행(左道行)을 경시하지 않고 공양하며, 2) 자격 없는 자와의 

합일 수행을 끊고, 3) 합일 시에 (공성의) 견해를 여의지 않고), 4) 탐도(貪

道)에 대한 신심에 변함이 없도록 하고, 5) 두 가지 수인(手印)을 버리지 

않고, 6) 내외의 방편에 주력으로 정진하고, 7) 정액을 방출하지 않는 범행

(梵行)에 의지하고, 8) 보리심에 대한 혐오를 버리겠습니다.

별해탈과 보살과 금강승의

청정하고 세밀한 학처(學處)에서

꿈속에서조차 벗어나지 않고

부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승(三乘)과 사부(四部) 밀교에 섭수되는

경교(經敎)와 증해(證解)의 일체 정법을

부처님의 뜻과 같이 잘 수지하여

어떠한 방편으로든지 중생들을 완전히 구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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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생겨난 청정한 선업의 힘으로

세세생생 지금강불의 경계에서 

항상 벗어나지 않고

두 가지 도(道)의 차제(次第)에서 구경에 이르기를

요약하면, 이로 인해 생긴 청정 선업들

쌓인 그 모든 것들에 의해 내가 신속히

보고(寶庫) 샴발라에 태어나

무상도(無上道)의 차제에서 구경에 이르기를

세세생생 바른 스승을 여의지 않고

법(法)의 복락(福樂)을 누리며

십지(十地)와 오도(五道)의 공덕을 완전히 구족하여

지금강불의 지위를 신속히 이루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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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향

스승과 삼보와 본존의 
뜻에 맞게 담으려 노력 했지만 
제자의 미혹함에 많은 허물들을 남김을
참회 합니다.

이 인연으로 제가 짓는 조그만 복이 있으면 
이 책자를 접하는 이들을 모두
금강승에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일체 중생 모두가 
원만한 깨달음에 이르는데 회향 합니다. 





141

참고 도서

Berzin, Alexander. Taking The Kalachakra Initiation. New York: 

Snow Lion Publications, 1997.

Bryant, Barry. The Wheel of Time: Sand Mandala. New York: 

HarperSanFrancisco, 1992.

Cabezón, José Ignacio & Roger R. Jackson, (ed.). Tibetan Literature: 

Studies in Genre. New York: Snow Lion, 1996.

Chögyam Trungpa, Carolyn Rose Gimian. Shambhala: The Sacred 

Path of the Warrior, Random House, |1995.

Dalai Lama, Tenzin Gyatso & Jeffrey Hopkins. The Kalachakra 

Tantra: Rite of Initiation. London: Wisdom 

Publications, 1985.

Geshe Lhundub Sopa, Roger R. Jackson & John. Newman, (Simon, 

Beth. ed.). The Wheel of Time: The Kalachakra in 

Context. Ithaca, New York: Snow Lion, 1985. 

Geshe, Ngawang Dhargyey. Kalacakra Tantra. Dharamsala: LTWA, 

1994.

Lode, Yangchen Gawai. Paths and Grounds of Guhyasamaja 

According to Arya Nagarjuna. Dharamsala: LTWA, 

1995.

Namgyal Monastery. Kalachakraa Initiation. Roma, 1994.

Panchen, Sonam Dragpa. Overview of Buddhist Tantra: General 

Presentation of the Classes of Tantra, Captivating the 

Minds of the Fortunate Ones. Dharamsala: LTWA, 

1996.

Powers, John. Introduction to Tibetan Buddhism. Ithaca, New York: 

Snow Lion Publications, 1995.

Tsong-ka-pa. Tantra in Tibet: the Great Exposition of Secret 

Mantra-Volume I, Jeffrey Hopkins, (ed. & trans.). 

Delhi: Motilal Banarsidass Publishers, 1987.



142

참고 웹 사이트

* The Buddhist Archives of Dr. Alexander Berzin

  http://www.berzinarchives.com

* International Kalachakra Network

  http://kalachakranet.org

* Kalacakra: 

  http://www.kalacakra.org

* His Holiness The 14th Dalai Lama of Tibet

  http://www.dalailam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