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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목적
동물의 진화과정에서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될 수 있는 기점은 사람이 직립하게
된 것이다. 직립은 손의 사용을 자유롭게 하고, 손이 입의 활동을 대신하게 됨으로써
입은 새로운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직립보행은 머리의 압력을 줄여서 뇌 기능
의 발달을 가져와 사고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입의 새로운 기능인 언어가
발달하게 된 것이다.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언어는 신비적 기능에 더하여 주술적 기능으로서의 주
문(呪文)이 생겨났다. 주문의 기능이 종교적 입장에서 체계화된 것이 진언다라니(眞言
陀羅尼)이다.1)
고대 인도인들은 소리는 발음하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영원의 실재로서
* 본 논문은 2015년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불교상담학과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불교상담학과 졸업.
Tel: 010-9985-5754 / E-mail: jha-0987@hanmail.net
1) 金武生,「眞言의 成立과 韓國的 流通」,『密敎學報』Vol. 7, 威德大學校 佛敎文化硏究院, 2005,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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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해 있다가, 발음할 때 외부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상주한 소리의 실재가 발
음할 때 외부로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불교에서는 성현론(聲顯論)이라 한다.2)
오늘날 진언의 起源은 고대인도 원주민과 아리야인의 문화 속에서 찾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인도의 원주민들은 종교적 실천법으로 요가를 수행하였고, 일상생
활과 생산활동에 직접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는 주술에도 能達하였다. 대표적으로 원
주민의 주술행위와 Veda 성전의 주문에서 그 예를 찾고 있다. 리그베다에 실려 있는
여러 mantra가 그 예이다.3)
진언을 일컫는 술어로서 브라흐만의 mantra가 있다. 이에 대응하여 남방불교에서는
paritta, 북방불교에서는 vidyā라 일컬었다. 그리고 많은 불교 명주를 만들어서 명주장
(vidyā-pitaka)을 편찬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승불교에서는 다시 명주(vidyā)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으로 다라니(dhāraṇī)라는 술어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불교에서 vidyā
와 dhāraṇī가 각기 어원적 의미를 유지하면서 같은 기능의 다른 이름으로 정착되면서
mantra의 술어를 다시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그 기능은 세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출세간적인 것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불교가 mantra에 대한 자체의 의미정립
과 자신감의 결과로 보여 진다.4)
이즈음에 한역경전은 mantra를진언(眞言)이라 한역한다.5) 즉 mantra의 기능을
주술적 기능에서 주법적(呪法的)인 것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mantra가 불교에 수용되
고, 또 진언으로 한역되는 즈음에, vidyā, dhāraṇī, mantra는 모두 진언(mantra)을 가
리키는 술어로서 사용되면서도, 상호 다른 어원적 의미에 따라서 제각기 진언이 가지
고 있는 특수한 기능을 가리키는 술어로 사용되었다.
진언 수행의 공덕은 많은 경전에서 다양하게 설명되어 있으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세간적 이익을 얻는 유상실지(有相悉地)와 정신적․출세간적 해탈을 성취하는
무상실지(無相悉地)이다.
공덕을 얻기 위한 진언의 염송법도 많은 경전에서 다양하게 설하고 있다. 진언 염송
법의 이러한 분류는 진언의 수행이 진언의 소리와 의미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진언의 소리와 의미는 진언이 가진 진동과 상징성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결국 진언
은 다양한 활용과 더불어, 가장 주요한 것은 삼밀행의 한 요소로서 짜여 지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진언의 연원(淵源)을 살펴보고 진언의 언어적 성립과정을 통하여 불
2) 金武生,「眞言 陀羅尼의 展開와 修行」,『密敎世界』Vol. 1, 威德大學校, 2006, p.11.
3) 金洪培,『密敎修行體系上의 眞言 位相 硏究』, 東國大學校 碩士學位論文, 1998, p.33.
4) Moo Saeng Ghim, "The Evolution and Foundation of the Mantra," 인도델리대 박사학위논문(1996),
p.162.
5) 위의 논문, p.130. 그리고 vidyā, dhāraṇī, mantra의 한역어는 다양하여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vidyā는 呪, 呪術, 明呪 등으로 번역되고, mantra는 神呪, 密呪, 密語, 密言, 眞言 등으로 번역되며,
dhāraṇī는 呪, 神呪, 摠持, 陀羅尼 등으로 번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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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진언 수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진언수행의 특징을 검토하기 위하여 진언수행의
위상과 원리를 알아보고 진언수행자의 심신치유사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본 논문의 연구과제로 택한 것은 오늘날의 한국불교 속에 진언다
라니 신앙이 상당히 폭넓게 차지하고 있고, 진언을 염송하는 진언 수행자들의 수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진언수행은 불교의 수행체
계 가운데 필요불가결의 요소와 당위성을 지니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이
다. 이에 경전에 나타나는 진언․다라니의 수행작법(修行作法)을 통하여 진언다라니
신앙이 어떤 위상을 갖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논문의 주제에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 순서로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진언의 정의와 역사적 의미를 베다시대까지 소급하여 그 이후로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및 밀교 문헌에 보이는 진언의 연원을 살펴 볼 것이다. 둘째, 진언다라니, 신주, 명,
염불 등 용어의 의미와 경전에서의 변천과정을 추적하여 살필 것이다. 셋째, 진언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언어적 성립배경을 찾아봄으로 불교교단에서 진언을 수용한 과정
을 살필 것이다. 넷째, 진언수행의 목적과 위상 그리고 원리를 『大日經』과 『金剛頂
經』을 통해 살필 것이다. 다섯째, 진언다라니와 염불의 공덕을 『大智度論』,『放光
般若經』,『觀佛三昧經』,『藥師如來本願經』6)을 통해 살필 것이다. 다섯째, 한국불교
진언수행에 대해 전개, 수행, 특징을 추적하면서 「신묘장구대다라니」와 「광명진
언」 수행을 통한 심신치유사례를 살필 것이며 주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사상과 실천
적 진언수행의 여러 텍스트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Ⅱ. 진언의 의미
1. 진언의 연원
1) 진언의 정의
진언(眞言)이란 글자 그대로 진실한 말이란 뜻이다. 말이란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그런데 진언이란 이런 개념을 떠난 언어, 즉 중생의 언어가 아
닌 부처의 참된 경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진언은 산스크리트어로 Mantra라 하며, 음역하여 만항라(漫恒欏)라 한다. 음역해서
6) 정식명칭은 『藥師 留璃光 如來 本願功德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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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語, 如語, 不忘, 不異라고 하기도 한다. 용수보살(龍樹菩薩)7)의 『大智度論』卷第三
十八에서는 ‘비밀호(秘密號)’라 하며 구역(舊譯)에서는 ‘주(呪)’라고 하였다.8) 찬가 또는
비밀한 말(密言)이란 뜻으로 번역하여 주문(呪文), 주(呪), 신주(神呪), 밀주(密呪), 명
주(明呪)라고 한다.
mantra는 ‘사고하다’의 동사 man에서 도구를 의미하는 접미사 tra가 붙어서 형성된
말로서, ‘사고하는 도구’의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후에 접미사 tra를 trāna, trā, trai
등으로 이해하여 ‘사고의 해방(trāna),’ 즉 mantra 자체를 염송하여 생사의 속박에 대
한 사고를 해방하게 하는 것,9) 구원(trā, trai), 즉 mantra를 구제의 도구로 인식하는
것 등의 의미도 가지게 되었다.10) 그리고 mantra는 사고의 도구인 문자언어를 가리키
는 것에서 성전 그 자체, 신성한 자구, 기원문, 찬가 등 광범위한 의미와 내용을 가지
고 있다. 브라흐만의 제례의식에서 mantra는 의식사(儀式師)들의 의례행위와 사념을
연결하는 기능, 즉 천계의 언어로서 신을 부리는 도구의 기능을 가졌다. 여기서
mantra가 주문의 형태를 가지고 세간적 기원을 성취하여 주는 주술로서 사용하게 되
었다. 그런데 깨달음을 기본으로 하는 붓다는 브라흐만 mantra의 이러한 기능에 대하
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수행자들의 mantra 사용을 금지하였다. 한편 붓다는 호신
을 비롯한 세간적 목적성취를 위한 mantra의 심리적․방편적 기능은 묵인하면서, 브
라흐만 mantra가 가진 주술적 이미지를 없애고, 불교적 의미로 전화하기 위하여
paritta, vidyā 등으로 일컬었다. 또한 대승불교에서는 이들과 같은 기능의 다른 이름
으로 dhāraṇī가 성립하였다.11)
2) 진언의 변천과 의미
(1) 다라니(陀羅尼)
다라니는 산스크리트어의 dhāraṇī이고 티베트 역으로는gzuṇs이다. 불(佛),
불법(佛法), 보살(菩薩)에 대한 염원 등을 함축한 구절의 모음을 陀羅尼(多羅尼)․多憐
尼․達羅尼라고도 음사하며, 持․總持․能持․能遮 등으로 한역한다. 다라니(dhāraṇī)
의 본래 어근 dhṛ(保持하다)에 접미사 -ana가 붙어서 이루어진 dhāraṇā의 여성명사형
7) 인도에서 대승 불교가 나타나던 시대의 승려로서 대략 2세기경의 인물이며, 흔히 용수보살로 불린다.
용수는 이름나가르주나(Nagarjuna)를 한역한 것이다.나가는 인도 신화에서 말하는 나가(Naga)
로 '용(龍)'으로 한역되었고,아르주나는… 마하바라타의 영웅이며, 아준 전차의 어원도 된 그아
르주나다. 산스크리트어본의 전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한역으로 된 「용수보살전」과 티베트어본
「용수보살전」이 남아 있다.
8) 金洪培, 앞의 논문, p.33.
9) 宮坂宥勝, “眞言(mantra)に ついて,『密敎思想の 眞理』, 人文書院, 1980, p.103.
10) Moo Saeng Ghim, op. cit., p.6.
11) 金武生,「眞言 陀羅尼의 展開와 修行」, 앞의 책,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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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dhāraṇī이다.12) 어원은기억하다,간직하다,집지하다등의 뜻을 가지고 있
다. Dhāraṇā는 유가행(瑜伽行)의 중요한 하나의 실천 단계로 정신의 동요를 막고 정
신 통일을 하여, 통일된 정신 상태를 지송하는 것이었다. 인도의 모든 종교적 수행은
그 수행 방법은 조금씩 달라도 이 유가적인 수행법의 바탕위에서 이루어 졌다. 불교
의dhāraṇī도 처음에는 이와 같이 정신 통일을 하고, 이 상태를 지속하는 뜻으로
쓰였다.
초기 경전의 다라니, 총지의 의미는 교법 등을 억지(億持)하는 정신 상태, 교법을 억
지하는 정신적 능력 또는 불지(佛智)의 총합 등을 지칭하는 보통명사이다. 이것이 총
지(부처의 일체의 교학, 사상, 그리고 일체의 모든 법의 체득)를 위하여 주구를 송하
게 되고, 드디어 이 주구도 또한 다라니라 부르게 되었다. 또한 경전의 양이 방대하게
되면서 이를 억지하고 독송하는 데는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에 억지의 필요성
이 증대되었고, 억지 자체를 수련해야할 하나의 과목으로 생각하여 ‘다라니’라는 고유
명사를 붙이게 되었다.13) 또한 대승불교에 이르면 이 다라니에 의해서 억지 되어지는
교설, 법문 자체를 다라니라 부르게 되었다.
다라니는 최초에는 기억의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지루가참(支婁迦讖, 17
8～189)譯의『般舟三昧經』에는
모든 다라니門에 다 들어가니 모든 경전 중에서 하나를 듣고 만가지
를 알며, 여러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을 모두 수지(受持)할 수 있다.14)


고 설해져 있다. 번역연대로 보아 2세기 이전부터 다라니가 대승불교에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다라니가 교법을 기억하여 잊지 않는 힘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당시로
서는 책을 얻기가 어려웠고, 경전은 오직 암송으로 전지(傳持)했기 때문에, 일종의 기
억술로서 짧은 말 속에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다라니가 중시되었을 것이다. 그러
나 다라니는 다의(多義)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주문에도 이용되게 되었을 것
이다.15) 그리고 이 말은 대승불교에 이르러 자주 사용되게 되었다. 대승경전에서는 다
라니가 중시된다. 많은 대승경전들을 그 첫머리에 보살의 열중(列衆)을 나타내는 곳에
서 보살이 갖추고 있는 덕으로서의 다라니와 갖가지 삼매를 열거하고 있다.16)
12) 木田義英, 『佛典の內相と外相』, 京都: 弘文堂書房, 1934, p.169.
13) 金武生,「眞言修行의 目的에 대한 硏究」, 東國大學校 碩士學位論文, 1980, pp.24～25.
14)『般舟三昧經』(『大正藏』13 p.903下).悉入諸陀憐尼門，於諸經中聞一知萬，諸佛所說經悉能受持
15) 平川彰, 李浩根譯, 『印度佛敎의 歷史』, 民族社, 1991, pp.271～273.
16) 松長有慶,『密敎の歷史』, p.33 이하 ; 梅尾祥雲, 『曼多羅の硏究』, p.429 이하 ; 田久保周譽,『眞言陀
羅尼藏の解說』등 참조,『大智度論』卷第十에는『密迹金剛經』을 인용하여 身密․語密․意密의 三
密을 설하고 있다(『大正藏』25 p.127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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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呪)
주(呪)는 언어로써 설명할 수 없는 특수한 영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 비밀어(秘密語)
를 가리킨다. 즉 행자가 기원할 때 칭송하는 비밀장구(秘密藏句)를 의미하며 이를 신
주, 금주, 밀주, 진언이라고도 한다.
통상적으로 범어 mantra를 주로 번역하고 있다. 현존하는 범문『般若波羅蜜多心經』
이나 범문『入愣伽經』卷八「陀羅尼品」,『善見律毘婆沙』卷第十一 등의 경전을 한역하
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mantra를주라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17)
이와 달리 다른 경전에서는 범어 dhāraṇī를주라고 번역하기도 하였다.『法華
經』卷第七「陀羅尼品」에 다라니를주자로 한역하였음을 볼 수 있다.18) 또『飜譯
名義集』에서는 dhāraṇī를총지주라 하고, vidyā를명주, mantra를밀주라고
하였다.19) 이는 다라니, 명, 진언을 총섭하여주라고 한 것이다. 그것은 진언 염송
을 통해 광대한 신험(神驗)을 나타내는 것이 세간주금법(世間呪禁法)의 신험과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이를신주 또는주라 이름 하는 것이다.
(3) 명(明)
범어로는 ‘vidyā’의 역어로 지식 또는 학문의 의미를 가지며, 이를 불교에서는 진언
의 일명으로 수용하였다. 그것은 진언의 공용(功用)이 명지(明智)하여 마음의 번뇌와
어두움을 없애고 지혜를 밝히기 때문에 이를 명(明)이라 이름 붙였다.
또한 진언은 여래지혜의 광명륜(光明輪) 중에 나타난 것으로, 자체가 청정원명(淸淨
圓明)하기에, 능히 이것을 염송할 때, 무명업장(無明業障)을 빠짐없이 소멸하고, 심신
이 모두 청정원명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vidyā)이라고 하였다.
(4) 경전에서의 변천과정
‘명’이나 ‘다라니’를 진언에 적용한 것은 불교 이후에서 부터이며, 폐타(吠陀)의 오
의서(奧義書) 등에서는 이것을 볼 수 없다. 진언은 고대인도 또는 원시불교의 주술이
나 신주 등의 연장으로 보여 진다. 그렇지만 명이나 다라니는『Veda』와는 다른 불교
고유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大日經疏』卷第十二에 보면 다음과 같다.
일체의 무명번뇌를 타파하여 없애는 고로 이를 이름하여 명이라 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명과 진언은 뜻에 차별이 있는 것이다. 만약 마음과 입
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진언이라 하고, 일체의 신분으로부터 움직여 일어
17)『般若波羅蜜多心經』(『大正藏』8 pp.847下～852下).
『入愣伽經』(『大正藏』16 pp.564下～567上).
『善見律毘婆沙』(『大正藏』24 pp.751上～754上).
18)『法華經』(『大正藏』9 pp.58中～59中).
19)『飜譯名義集』(『大正藏』54 pp.1131中～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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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것을 이름하여 명이라 한다. 입으로 설하는 것을 진언다라니라 이름
하며, 몸으로 나타나는 것을 명이라 한다.20)

즉 진언을 명(明)이라고 칭한 것은 진언의 공용이 명지하여 무명번뇌를 타파하기 때
문에명이라 하였고, ‘다라니(陀羅尼)’는 진언문자가 방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전
하여다라니라 칭하였으며, 명은 일체의 무명번뇌를 타파하여 없애는 고로, 이를
명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들 용어들이 각기 의미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지만, 사실 그 용례에 있어서
는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불공(不空, 705～774) 譯의『總釋陀羅尼義讚』
에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혹은 한 자의 진언이 있고, 내지 두자 석자 백자 천자 만자가 있다. 또
는 이 수를 넘어서 무량무변이 있다. 다라니․진언․밀언․명이라 이름
한다.21)

라고 정의 하고 있다.
대승초기의 경론『瑜伽師地論』卷第四十五를 보면,주와다라니를 혼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사종다라니를 설하는 가운데주다라니(呪陀羅尼)라는 용어가
보이고,22) 또주장구(呪章句),다라니구(陀羅尼句)등이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
다.23) 또『妙法蓮華經』卷第七「陀羅尼品」에서 주, 신주, 다라니, 다라니주, 다라니신
주 등이 보이고 있고,24)『法華義疏』卷第十二「陀羅尼品」에서도 주, 신주, 다라니, 주
다라니, 명 등이 나타나며,25)『入愣伽經』卷第八「陀羅尼品」에서는 주, 주문구, 다라
니구, 다라니주가 있고,26)『大日經疏』卷第七에서 진언, 다라니가 있으며,27)『佛說善法
方便陀羅尼經』에 주, 신주, 타라니, 다라니주, 다라니신주 등이28) 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불교 경전에서는 이들 용어들이 혼용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특
히 경명에서 주로 다라니가 가장 많이 쓰여졌으며, 그 다음으로 다라니주, 다라니신
20)『大日經疏』(『大正藏』39 p.708上). 破除一切無明煩惱之闇故 名之爲明 然明及眞言義有差別 若心口出
者名眞言 從一切身分任運生者 明之爲明也.
21)『總釋陀羅尼義讚』(『大正藏』18 p.898中): 有一字眞言 乃至二字三字乃至百字千字萬字 復過此數乃至無
量無邊皆 名陀羅尼眞言密言明.
22)『瑜伽師地論』(『大正藏』30 pp.542下〜p.543上).
23)『瑜伽師地論』(『大正藏』30 p.543上).
24)『妙法蓮華經』(『大正藏』9 pp.58中～59中).
25)『法華義疏』(『大正藏』34 pp.629中～630下).
26)『入愣伽經』(『大正藏』8 pp.564下～565上).
27)『大日經疏』(『大正藏』39 p.656中).
28)『佛說善法方便陀羅尼經』(『大正藏』20 pp.580上～581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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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진언다라니, 신주, 대명다라니, 대명신주, 대명주 등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점을 미
루어 보았을 때, 진언을 다라니라고도 하고, 명, 주라고도 하였고, 다라니를 주라고 하
는 등 용어의 구별 없이 혼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혼용하게 된 배경은 이들
용어들이 오랜 시간 동안 혼용하여 온 까닭으로 거의 구별 없이 쓰여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초기밀교에서 중기밀교의 『大日經』까지는 진언이란 말이 많이 쓰
였고, 또한 진언이주와 함께 혼용되었고, 초기불교에서는 ‘주’가, 대승불교에는다
라니, 밀교에서는진언,다라니,대명이란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다. 즉 이
것은 주(呪)가 진언으로 변화하였고, 또다시 다라니(陀羅尼), 명(明)으로 변천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주다라니나다라니주에 비해진언다라니는 훨씬
밀교적인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대승의 여러 경론에서 보살이 얻는
다라니에 관해서 많이 설하고 있는데, 이것이 밀교에 와서는 진언과 다라니를 혼용하
였던 것으로 보여 진다.
2. 진언의 기능과 언어적 성립배경
진언은 주로 염송(japa)과 요가적 수행에서 나온다. 이는 진언이 진동과 상징의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언의 진동기능과 상징기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진동기능
소리가 인간 생활에 있어서 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때문
에 예부터 다양한 소리가 인간 생활에 활용되어 왔다. 소리의 율동적인 자극은 응분
(應分)의 심리적 상태를 불러일으킨다. 외적인 율동적 자극이 내적인 뇌파에 영향을
미치어, 그 리듬에 상당하는 감정을 일으킨다. 음악과 시가 그 예이다. 리듬은 반복적
형식으로 짜여 지고 조정되기 때문에, 몸을 진동시키고 역동적인 균형을 취하게 한다.
따라서 소리가 인간의 심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
다. 소리는 진동을 일으킨다. 그러나 인도적(印度的) 개념에서 소리는 단순히 물리적
진동에 머물지 않는다. 인도의 형이상학에서는 소리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고 본
다. 소리는 허공(ākāśa)에서 나와서 그 속에 흡수되어 들어간다. 허공은 하나의 요소
로서, 우주에 변만(匾萬)하여 있는 우주 속의 하나의 대상물을 말한다. 이처럼 인도인
들은 소리에 대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철학적 고찰을 하여 왔다. 그리하여 소리는 원
초적인 최고의 상태에 있어서는 우주의 창조적 활동(Spanda)29)으로서 존재하는 것으
29) 서종순,『요가철학』, 원광디지털대학교 미간행 책,spanda는 글자그대로 진동, 맥박, 전율(quiver,
pulse, tremor, vibration)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종의 운동이다. 이것은 절대자 śiva신의 동적인 운동
이다. 이것은 그 자체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미묘한 운동이다. 순수
의식의 빛은 조금도 변화하지 않았지만(현상으로부터) 이것은 마치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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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되었다.
모든 물리적 진동은 이 원형적 진동이 들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진동의
에너지는 조직될 수 있고, 특수한 결과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진
언은 이 진동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진언은 깊은 명상 속에서 경험한 순
수 무의식적 진동의 외형적 표현이다. 다른 율동적 소리와 같이 진언은 완전히 다른
더 높은 단계의 집중의 경지로 이끈다. 진언은 본질적으로 원형적 진동의 상태에 근
거하고 있다. 진언은 단순히 정확한 발음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활동의 배경위에서 염송할 때 충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진언은 기본적으로 우주적 소리 에너지 그 자체이나, 미세한 소리에서 구체적인 소
리, 즉 우주의식 그 자체에서 표현된 소리에 이르는 소리의 발현과정에 따라서 많은
단계의 진언이 있게 된다.30)
2) 상징기능
표현된 진언은 발음된 진언과 쓰여진 진언을 말하고, 반면에 미세한 진언이란 미발
음(未發音)의 진언이다. 발음된 진언은 들을 수 있고, 쓰여진 진언은 볼 수 있는 진언
이다. 이 두 진언은 우주의식의 물리적 상징이다.31) 이 상징의 구체적인 형태가 50음
소이다. 이 50음소는 우주의식의 각기 다른 파장과 진동의 음향적 근원이다.32) 그리고
이들 50음소의 음향적 뿌리에서 많은 진언이 성립한다. 각각의 진언은 그 자체의 독
특한 진동(에너지)을 가지며, 따라서 이들은 우주에너지의 구상화를 상징하는 특별한
존격을 나타낸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각의 진언은 수행자가 합일하려는 존격을 가지
는 것이다. 따라서 tantra 요가에서는 진언 수행자의 의식이 우주의식의 구상화인 진
언의 의식에 동화하는 것이다.33)
사람은상징을 사용하는 동물이다. 상징은 인간의 생활, 특히 종교 생활에 있어
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징은그 자체를 뛰어넘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여 다양한 현상과 융합하여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30) André Padoux,『Vāc』,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0. tantra는 말의 유출과정을 네 단
계로 보고 있다. 우주 최고 원리로서 음 성 에너지(śabdabrahman)는 모든 음소를 내면에 품고 있기
때문에 초월아(parāvāc)이라 한다. 최고의 음성의식이라 할 수 있다. 최고의식으로서의 음성적 에너지
가 의식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를 인지어(paśyantī)라 한다. 인지어의 단계를 지나서 음운적 의식이 일
어나고 발성기관을 움직이려는 의지활동을 시작하는 단계를 중성어(中聲語, mandhyamā)라 한다. 이
단계의 언어는 말하려는 내용(vācya)과 말하는 음운(vācaka)의 구분되기 시작하는 단계다. 그리고 음
소적 구별이 확실히 인지되어서 언어로서 발성되는 단계를 발성어(vaikharī)라 한다. 이 단계는 말하려
는 내용(vācya)과 말하는 음운(vācaka)의 구분이 확실하게 되고, 언어로서 확실히 구성된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음성의식이 구체적인 모계어의 음소로 전환되어서(śrutigocarā) 발성이 이루어진다.
31) 金武生,「眞言 陀羅呢의 展開와 修行」, 앞의 논문, p.16.
32) L.P. Singh, Tantra-Its, Mystic and Scientific Basis(Conceot Publishing Company, 1976), p.94, 재인
용, 앞의 논문, p.10.
33) André Padoux, 앞의 책, p.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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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할 수 없는 내적 경험, 또는 영원한 진리인 그 어떤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정
의할 수 있다. 따라서 상징은, 마치 국기가 국권과 국력에 참여하고 개입하듯이 그것
이 상징하고 있는 사실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상징은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들에게
닫혀 있는 실재의 경지를 열어 준다. 예를 들어, 예술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실재의 경지를 열어 보여 주는 상징의 기능을 가진다. 그리고 상징은 우리의
생활에서 나오고, 인간의 경험 속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상징은 의도적으로 만들어 지
지 않는다. 그러나 상징은 그것이 형성된 문화 전통의 이해의 바탕위에서 적절한 기
능을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종교적 상징에는 두 가지의 상징 즉 초월적 상징과 세속적 상징이
있다. 전자는 경험적 실재를 넘어 있는 단계, 즉 불(佛)․신(神) 등의 개념적 대상을
말한다. 후자는 초경험적 실재와 대립하고 있는 세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경
지, 즉 의식의 요소와 신앙의 가시적 대상 등을 일컫는다. 따라서 종교에 있어서 상징
은 무한과 유한을 이어 주는 가교가 되며, 한편으로는 상징되는 내용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교적 상징은 깊은 종교적 경험에서 우러나는 감성적 느낌을
나타낸다. 즉 상징은 모든 의식적인 마음이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무의식적 마음에
서 생긴다. 그리고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닌, 오직 깊은 종교적 경험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실재의 경지를 자각하게 한다. 상징은 두 극을 가진다. 인간의 마음을 열어 보이
고, 또한 실재의 경지를 열어 보인다. 이 둘은 실질적 경험에 있어서는 하나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언은 일상적 인간 마음을 모든 생명체들의 공통적인 바탕인 무
의식적 마음 안에 숨어 있는 순수한 본연의 마음, 또는 신성에 연결시켜준다. 진동의
최고 단계는 물리적 음성이 아니며, 그리고 비록 진언이 물리적 외적인 진동을 가지
고 있어도 행자의 정신적 활동 없이는 적절한 효력, 즉 정신적 해탈을 가져 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정신적 활동은 진언의 상징 의미를 자각함으로써 쉽게 일으킬 수
있다. 진언의 상징 의미는 정신적 활동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
에서 진언은 적어도 두 가지 기능 - 진동 기능과 상징 기능 - 에 의하여 효력을 일으
킨다. 이러한 사실은 진언 수행에 있어서는 두 가지 힘, 즉 진언 자체와 진언행자 사
이에는 실질적인 내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하여 소리를 내어서 염송
하는 언음염송(vaikarī)에서 마음으로 염송하는 삼마지염송(mānasa)에 이르기 까지 많
은 염송법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34)
이처럼 진언은 진동과 상징의 기능을 통하여 작용한다. 이 두 기능은 세속적 차원에
서는 상호 의존적으로 작용하고, 최고의 상태에서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가 된다. 진
언이 가지고 있는 진동 기능과 상징 기능을 잘 살려서 진언을 바르게 수행하면, 수행
자는 실지(悉地) 실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신격으로 여겨지는 진언의 에너지와 조화
34) 金武生,「眞言의 理論과 實踐」, 앞의 논문,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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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루게 되어 물리적 이익과 정신적 자유를 함께 얻을 수 있다.
3) 언어적 성립배경
mantra는 인도 아리안(Indo Āryan) 민족이 인도에 침입하기 이전의 인도 아리안
공주(共住)시대에 이미 사용하던 고어로서 신성한 주구(呪句)를 가리키는 말이다.
mantra는 이미 베다성전 속에서 신들에 대한 찬가로 나타나고 있다.35) 최고의 문헌으
로서 신에 대한 찬가의 모음인 Rg-veda 찬가(samhitā)의 시구를 mantra라 부른다.
그리고 mantra는 제식의례 때에 唱하는 말로서 일상 언어와 그 의미체계를 달리하고
있다. 그것은 mantra가 시성(Rsi)들이 신의 계시에 의하여 받은 천계의 언어로서 인식
되기 때문이다.36) 그래서 후기에 이르러서 민간신앙과 비아리안들의 농경문화적인 종
교의 영향을 받아서 성립된 Atharva-veda는 주술로서 사용되는 주구로서 mantra를
많이 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거의 현세 이익적인 성취를 위하여 사용되는 주구
들이다. 이것은 고대 인도인의 언어관에서 연유한다.
고대 인도인들은 말이 가진 불가사의한 기능을 신격화하여 Vāc라 불렀다. Vāc는 여
신으로서 Veda에 나타난다.37) 따라서 천계서(天啓書)로서 Veda에 있는 음절(aksara)
도 영원한 것으로 생각되었다.38) Veda의 제식의례에 철학적인 당위성을 논구하는
Mīmāṃsa학파는 소리(śabda)의 철학적인 추구를 하고 있다. 그들은 소리는 발음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영원의 실재로서 잠재하고 있다가, 발음할 때 외부로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말을 할 때 생기는 소리는 우연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가 발음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말은 소리나 음절
로써 구성되는 음성적 단위이지만, 말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유형
으로서의 영원한 존재가 구체적인 단위로서 현현(顯現)한 것이다.39) Mīmāṃsa학파의
언어관을 성상주론(聲常住論)40)이라 하고, 상주한 소리의 실재가 발음할 때 외부로 나
타난다는 의미에서 불교에서는 성현론(聲顯論)이라 부르고 있다. 성현론에 대하여 성
생론(聲生論)이 나타난다. Vaiśesika학파와 Nyāya학파는 자매(samāna)학파로서
Mīmāṃsa학파가 개별적 소리의 바탕에 유형으로서의 영원한 소리의 체성(體性)이 있
어서 발음할 때 외부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을 부정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소리의 영
원한 체성을 부정하는 성무상론자(聲無常論者)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발음하여
35) 張益 譯, 松長有慶,『밀교경전성립사론』, 불광출판부, 1999, p.101.
36) 金武生,「眞言의 成立과 韓國的 流通」, 앞의 논문, p.10.
37) Rg-veda 10. 125～1. 나 Vāc는 Varunā 와 Mitra, 神을 지탱하고, Indra와 Agnī 神을 품고 있다
(aham mitrāvarunobhā vibarbhyaham indrāgnī ahamiśvanobhā), 재인용, 위의 논문, p.10.
38) Moo Saeng Ghim,The Evolution and Foundation of the Mantra, 인도델리대 박사학위논문
(1996), p.19, 註 15 참조.
39) 金武生,「眞言의 成立과 韓國的 流通」, 앞의 논문, p.11.
40) S. Radhakrishna, Indian Philosophy(Oxford University Press, 1989), vol.2, p.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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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가 한번 생하면, 소리가 생하는 법칙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 경우 소리 그 자체가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에 의해서 나타난 법칙으로서 소
리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다. 즉 소리(말)와 개념(대상)은 사회적 약속에 의하여 결
합관계가 성립하지만, 결합관계가 일단 법칙성으로 정하여진 이상은 영속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성현론에 비하여 성생론이라 부른다.41) 그래서 Mīmāṃsa학파
는 mantra를 제의(祭儀)를 진행하는 제의사에게 제의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시자(指
示子)로서 보고 있다. 즉 제의사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일깨워
주는 것이 mantra의 역할이 되는 것이다. 즉 mantra를 창하는 것에 의해서 제의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42)
Mīmāṃsa가들은 말은 소리의 집합체로서, 성(聲)의 상주를 주장하지만, 문전가(文典
家)들은 말은 소리를 뛰어 넘어 존재하는 sphota라는 원형으로서 상주하다고 보고 있
다. 그들은 말의 소리는 공기와 발성기관의 도움에 의해서 말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
이며, 이 발성된 소리(dhvanis)가 말의 의미를 나타나게 한다고 본다. 소리나 음성을
뛰어 넘은 더 나눌 수 없는 말의 실체가 있는데, 이것을 sphota라 부르는 것이다.43)
영원한 말의 원형으로서 sphota의 설정은 결국 최고 실재로서의 본체론적인 개념으로
전개한다. 그것이 곧 최고의 일반자로서 말 그 자체를 본질로 하는 梵天(Brahman),
즉 聲梵(Śabdabrahman)이다. 즉 범천은 말에 의해서 성립한 것이고, 말을 만물의 근
원으로 보는 것이다. 최고의 실재인 범천이 말에 의해서 성립하고 있다면, 해탈의 성
취로서의 범천과의 일치는 결국 말의 궁극적인 실체, 성범과 합일하는 것이다.
각기 개별적인 sphota의 보편적인 근원으로서 성범(Śabdabrahmandms) 실지 말이 표
현되기 이전의 최고의 순수한 의식 상태이다. 그리고 이 성범의 의식 상태에 합일 하
는 것이 해탈이며, 그 방법이말의 요가(Vagayoga)이다. Vagayoga는 의식의 경지
를 최고의 상태, 성범의 경지에 상승시키는 명상이다. 이 명상(yoga)을 위하여 사용되
는 것이 진언이다.44) 진언의 기원을 고대인도 원주민과 아리야인의 문화 속에서 찾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이와 같이 진언은 불교에서 독자적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고 이미 고대인도 종교
에서 사용되었다. 단지 신앙 속에서 의궤화(儀軌化)되고 체계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
한 것은 대승후기의 밀교에서 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45) 그런 점에서 인도 고대종교
와 밀교 간에 진언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대종교의 진언
신앙이 밀교의 전형(前型)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단지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상
41) 窺基,『大乘法苑義林章慈』1(『大正藏』45 pp.251〜252).
42) 金武生, 앞의 논문, pp.11～12.
43) K.A. Subramania Iyer, Bhartrhari, Poona: Deccan College Postgraduate and Research Instiute, 1969,
p.157, 재인용, 金武生,「眞言의 成立과 韓國的 流通」, 위의 논문, p.12.
44) 金武生,「眞言의 成立과 韓國的 流通」, 앞의 논문, p.13.
45) 金洪培, 앞의 논문,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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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간에 밀교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듯이 보일뿐이다.

Ⅲ. 진언수행의 특징
1. 진언수행의 목적
1) 성불
진언은 한낱 문자와 소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 속에는 자주(字宙)의 세계, 즉
여래가 깨달으신 진리가 함축된 비밀의 주문이며, 진언행자에게는 수행방편의 결정체
(結晶體)라 할 수 있다. 마음에 진언을 얻어가지고 이것을 염하는 자는 그 공덕으로
「사마디」(samādhi)인 삼매를 얻고, 사마디가 얻어지면 여래의 일체지지(一切智智)를
얻는 것이니, 이로서 즉신성불이 이루어진다. 입으로 진언을 송하고 마음으로 삼매에
주해야 한다. 삼매에 주한다는 것은 지혜인 무상보시(無上菩提)를 얻는 수행인 동시에
본존에 대한 신앙을 견지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언수행의 목적은 성불에 있다. 『大日經』, 『金剛頂經』에서 진
언수행의 목적이 성불에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大日經』卷第一
「入眞言門住心品」第一에서는 비로자나(毘盧遮那)의 신업(身業), 어업(語業), 의업(意
業) 일체처(一切處), 일시체일(一時切一) 유정계(有情界)에서 진언청정도구(眞言淸淨道
句)의 법을 설한다고 전제하고, 일체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불신을 나타내는 언음(言
音)에 주(住)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곧 삼밀수행에서 진언수행이 으뜸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일체지지는 곧 행자자신의 자심(自心)에서 찾아 구해야
하며, 일체지지는 곧 보리심의 청정한 마음을 알도록 하는 것이며, 자심을 아는 것은
무량(無量)의 말, 말의 음성, 다라니를 획득하고 중생의 심행(心行)을 알며, 모든 불
(佛)을 호지(護持)하여 바른 견해에 통달하는 것이라 하였다.46) 따라서 진언은 부처님
께서 깨달으신 내용을 행자의 입을 빌어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진언
을 염송하는 것은 무명(無明)을 없애는, 즉 지혜를 의미하고, 진언의 일자(一字) 속에
천(千) 가지의 이치를 지닌 진리의 응축을 의미하며, 이 몸 그대로 즉신성불하는 공덕
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유상실지․무상실지
『悉地出現品』第六에서는 진언의 독송소리가 널리 확산되어 법계에 편만(遍滿)하고
46)『大日經』(『大正藏』18 pp.1下～2上).自心尋求菩提及一切智 … 欲識知菩提 當如是識知自心 秘密主
云何自知心 … 此菩薩淨菩 提心門… 若得此者則與諸佛菩薩同等住 當發五神誦 獲無量語 言音陀羅尼 知
衆生心行諸佛 護持 … 離於邪見通達 正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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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정화(淨化)한다고 교설한데서도 진언수행의 목적을 엿볼 수 있다. 즉 진언
종자를 통해서 일체공(一切空)을 체득하게 되며, 무소부지(無所不至)인 진언의 본체를
체득할 때 수행자의 마음과 여래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 망분별(妄分別)을 여읜 적정
(寂靜)의 상태가 되며, 또한 그때 수행자는 일체중생의 원망(願望)을 성취시킬 수 있
는 출세간의 실지를 성취하게 된다고 하였다.47)
행자가 진언수행에 의해서 얻는 과(果)를 실지(悉地)라 한다. 실지는 범어 sidhi의
음(音)사이고, 성취의 뜻이다. 진언 행자가 수행에 의해서 얻는 실지는 그 행자의 수
행 계위(階位)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게 된다. 「大日経疏」卷第十五48)에는 이것을
잘 설명하여 주고 있다. 실지란 본래 보리심에 주(住)하는 것이고, 이는 곧 십지(十地)
의 계위가 지난 정각(正覺)의 경지를 일컫는 것이다. 최고의 과위인 실지 성취를 위하
여는 여러 가지 계위를 거쳐야 한다. 이를 오종(五種)의 실지로 나누고, 여실지자심의
경지인 실지를 무상실지(無上悉地)라 하고 있다. 무상실지에 이르기 전의 오종실지(五
種悉地)란 신(信) 입지(入地) 오통(五通) 이승(二乘) 성불(成佛)의 오종계위(五種階位)
에 이르는 실지다. 이에 신(信)이란 십지이전(十地以前)의 과위(果位)이며, 입지(入地)
란 십지(十地) 중 환희지(歡喜地)에 드는 것이고, 오통(五通)은 세간의 오신통을 얻는
것이다. 또한 이승(二乘)은 성문(聲聞) 연각(緣覺)의 이승의 과위에 오르는 것이고, 성
불(成佛)은 이러한 계위를 닦아서 십지성취(十地成就)에 이르는 과위(果位)이다.
이러한 오종실지와 무상실지(無上悉地)를 다시 유상실지(有相悉地)와 무상실지(無相
悉地)로 나누기도 한다. 유상실지는 세간의 일체 승사(勝事)를 얻는 것이고, 무상실지
는 불과(佛果)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尊勝佛頂修瑜伽法軌儀』卷下49)에는 이와 같은
유상실지 무상실지의 설을 보여 준다. 행자는 수행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유상실지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구경(究竟)의 무상실지를 지향하여야 한다 하겠다. 왜냐 하면 행자
의 본원은 성불(成佛)이고, 이 성불의 과정상에 나타나는 여과(餘果)가 복덕(福德)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유․무상실지는 표면적으로는 차별이 있으나, 실재의 면에서 보면
불이성을 띠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따라서 행자는 실재와 현상이 상응하는 불위(佛位)
의 경지를 성취하기 위하여는 유․무상의 실지가 불이(不二) 상응(相應)이 되는 경지
를 실현하여야 한다.
2. 진언수행의 위상
47) 李宗烈, 앞의 논문, p.53.
48)『大日経疏』卷第十五 (『大正藏』39 p.738上) : 夫言成就悉地者 謂住菩提心也 此菩提心 卽是第十一成
就最正覺 悉地有何種者 謂此無上悉地以前 略有午種悉地 一者信 二者入地 三者五誦 四者二乘 五者成佛
比是五種悉地.
49)『尊勝佛頂修瑜伽法執儀下』(『大正藏』19 p.380上): ……前略……其上悉地者 三業卽是三密 三密卽是三
身 三身卽是毘盧遮那如來祉 若得如是毘盧遮那之身 若證法界賢之身 同一法界 同一本性 一心之外便 無
一物可得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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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언수행의 위상을『大日經』과『金剛頂經』에서 엿볼 수 있다. 모든 진언은 진언
으로써 법이(法爾)이다.50)고 한 내용에서나, 또불자여, 대승진언행도의 법을 나는
지금 바르게 나타낸다. 진언의 세(勢)는 비할 바가 없고 그 대력(大力)은 능히 마군(魔
軍)을 꺽는 석가자구세(釋獅子救世)이다.51)고 한 내용이나 진언문(眞言門)에서 보
살행(菩薩行)을 수습하는 모든 보살은 무량의 공덕 지혜와 더불어 모든 행을 수습하
는 무량의 지혜방편(智慧方便)을 모두 성취한다.52)는 내용에서 진언의 공덕과 위상
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진언을 최상승(最上勝)이라고 하였다.53)
이러한 진언의 출생을 『大日經』卷第六에서는 ‘소리는 자(字)에서 나오고, 자(字)는
진언을 출생하며 진언은 과(果)를 이룬다’54)고 하였고, 또『佛說一切如來金剛三業最上
秘密大敎王經』卷第七「宣說一切秘密行金剛加持分」第十八에서는 ‘一切의 大明은 모
두 진실에서 나오는 것55)이며, ’삼금강(三金剛)의 문자는 신어심(身語心)의 진실56)이므
로, ‘자심(自心)에 주(主)하고 가지(加持)하면 삼마지에 안주하게 된다’57)고 하였고, 이
와같은 ‘진언의 삼매문은 일체의 원을 원만케 하며 모든 여래의 불가사의한 과이며,
만약 이 교법을 알면 마땅히 모든 실지를 얻게 되므로 진실의 성(聲)과 진언, 진언상
(眞言相)은 으뜸이라 하였으며,58) 일체제진언심(一切諸眞言心)을 염하는 것이 최무상
(最無上)이라 하였다’59)
모든 작법에서 佛의 경지에 들어가는 일체의 의궤(儀軌)가 곧 비밀의 명구(明句), 즉
진언이며, 비밀 중의 최상이라고 한 점에서도 진언수행의 위상을 살펴 볼 수 있다.60)
진언수행은 모든 작법에서 보통 인계(印契)와 관상(觀想)을 함께 행함을 볼 수 있으
나, 인계와 관상을 행하지 않고 진언으로만 행하여도 보시(菩提)를 성취할 수 있다61)
고 한 사실에서도 진언수행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大日經』
卷第一「入振言門住心品」에서 ‘신어의(身語意) 평등구법문(平等句法門)’62)이라고 한
50)『大日經』卷第一「入漫茶羅具緣眞言品」(『大正藏』18 p.10上).諸法法爾如是住謂諸真言 真言法爾故
祕密主
51)『大日經』卷第一「入漫茶羅具緣眞言品」(『大正藏』18 p.4中).
52)『大日經』卷第一「入言門住心品」1(『大正藏 18 p.3中).
53)『大日經』卷第七「共養次第法學處品」1(『大正藏 18 p.45中).
54)『大日經』(『大正藏』18 p.42上).
55)『佛說一切如來金剛三業最上秘密大敎王經』卷第七「宣說一切秘密行金剛加持分」(大正藏 18 p.507下).
56)『佛說一切如來金剛三業最上秘密大敎王經』(大正藏 18 p.508下).
57)『佛說一切如來金剛三業最上秘密大敎王經』(大正藏 18 p.507下).
58)『大日經』(『大正藏』18 p.10中).
59)『大日經』卷第二「普誦眞言藏品」1(『大正藏』18 p.17中).
60)『佛說一切如來金剛三業最上祕密大教王經』卷第五「一切心實金腔出生三昧分」15(大正藏 18 p.495上).
61)『佛說一切如來金剛三業最上祕密大教王經』卷第六「一切如來三昧法金剛加持王分」17 “印相을 맺지 않
더라도 여러 大明을 지誦하면 이것은 不越三昧이며, 菩提를 성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大正藏 18,
p.503上).
62)『大正藏』18, p.1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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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서 진언수행의 위상을 엿볼 수 있다.
3. 진언수행의 원리
1) 기복적 주술원리
진언이란 불교의 신념체계에 의하면 우주 본체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제불보살의 입
으로부터 나오는 본래의 음성이라는 것이다. 이 음성을 분류할 때 일반적으로 세 가
지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발생근거, 기도방식, 주문형식으로 나누어진
다.63) 먼저 발생근거에 따른 분류로서 삼세비력장(三世比力裝)은『大日經疏』에서 그
종류를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다.
① 여래가 설한 것-석가여래 또는 대일여래가 설한 진언
② 보살이 설한 것-관세음보살 또는 지장보살이 설한 진언
③ 이승(二乘)이 설한 것-사리불 또는 목련 존자 등이 설한 진언
④ 제천(祭天)이 설한 것-범천(梵天) 또는 야마천(夜摩天) 등이 설한 진언
⑤ 지거천(地居天)이 설한 것-제석천(帝釋天) 또는 비사문천(毘沙門天) 등의 진언
기도 방식에 따라서는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① 식재법(息災法) : 여러 가지 재앙을 피하기 위한 진언64)
② 증익법(增益法) : 번영 또는 성공을 희구하는 진언65)
③ 경애법(敬愛法) : 서로 화합하기를 기도하는 진언66)
④ 항복법(降伏法) : 적이나 악한 사람을 항복 시키는 진언67)
등이다. 주문형식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기도 방식에
따른 분류법과 병행관계에 있다.
① 식재법 : 옴(Oṃ)으로 시작되어 사바하(svaha)로 끝난다.
② 증익법 : 처음과 끝이 모두 나무(namo)로 된다.
③ 경애법 : 처음은 옴(Oṃ)으로 시작되고 훔 파트(hum phat)로 끝난다.
④ 항복법 : 처음은 훔으로 시작되고 훔 파트로 끝난다.
63) 鄭泰爀,『正統密敎』, 서울: 經書院, 1984.
64) 『심요집』에 의하면, ‘식재법은 악업(惡業)․중죄(重罪)․번뇌(煩惱)의 장애 등을 소멸하고 온갖 재난
(災難)과 구설(口舌)의 관재(官災) 및 아귀(餓鬼)들에 의한 재난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하였다. 의궤순
서는 ‘육자의궤’에 따라 옴남, 옴치림, 육자진언, 준제진언을 한 다음, ‘옴 자례 주례 준제 ○○생 ○○
○ 제재난 사바하’를 3편 염송한다.
65) 의궤순서는 육자의궤에 따라 준제진언을 한 다음, ‘옴 자례 주례 준제 ○○생 ○○○ 소구여의 사바
하’를 3편 염송한다.
66) 의궤순서는 육자의궤를 순서대로 염송하고 준제진언을 한 다음, ‘옴 자례 주례 준제 영 일체인 경애
○○생 ○○○ 사바하’를 3편 염송한다.
67) 의궤순서는 육자의궤의 순서대로 염송하고 준제진언을 한 다음에 ‘훔 자례 주례 준제 훔발타’를 3편
염송한다. 그러나 항복법은 근기가 낮은 자가 행하면 위험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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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언의 형식은 거의 이와 같다.68)
진언을 입으로 암송하여 마음에 삼매가 증득되면 여래의 무상지혜(無上智慧)가 얻어
지는데 기본 형식은 앞에서 살펴 본 진언 형식에 따른다고 말할 수 있다. 진언수행자
가 발성하는 말의 힘에 의하여 일상적 언어에서 근원적 상징어로서 바뀌어 기능하리
라고 기대하는 것은 기복적(祈福的) 신념체계에 근거한다고 말할 수 있다.
진언 형성에 있어서는 원인과 결과에 관계없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말의 힘을 통
해서 깨달음의 세계로부터 오는 각성의 힘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는 곧 자신
의 본래 성품을 자각하지 못하고 헤매는 중생에게 진리의 소리와 모습이 귀와 눈에
비치는 현상세계의 모습 그대로임을 강조함으로써 중생교화의 방편으로써 진언이 형
성된 원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69)
2) 죄업 소멸원리
『金剛頂瑜加千手天眼觀自在菩薩修行儀軌經』에 의하면 천수다라니를 염송함으로써
현생에 반드시 삼업(三業)을 청정히 하게 되고, 장차 극락세계 연화대중에 가서 상품
상생(上品上生)하여 보살위를 증득하고 무상보시를 수기(受記)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다라니를 지송하면 일체 업장이 모두 소멸되고 일체의 귀신이 침해하
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이다.70) 이는 곧 진언을 지송함으로써 내면의 불이 나타나
서 일체의 죄업을 소멸시킨다는 논리를 함축한다.
이와 동일하게 회자되는 티벳불교에서는 죄업소멸의 원리를 내면의 불과 연관 시키
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내면의 불이 형성되는 과정을 생리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 인체에는 땅, 하늘, 인간을 상징하는 세 가지 중심이 있다는 것이
다.71)
첫째, 영원한 법을 표상하는 우주적이며 영성적 힘은 정수리와 영안(靈眼)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형상과 무형상을 동시에 내포하는 대공 또는 무한의 자각을 보
여준다.
둘째, 개성화를 실현하는 인간적 차원은 태양총과 심장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는 지상의 존재와 천상계 사이의 관계를 표상하는 것으로써 보리심으로 지각된다.
다라니를 지송할 때 빛의 원리에 따라 어둠을 몰아내고 대상에 사로잡히는 우리의
의지를 그것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게 함으로써 내면의 불이 정수리 쪽으로 상
68) 김용환,「眞言陀羅尼 持誦原理에 관한 硏究」,『宗敎學 硏究』Vol. 9,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1990,
p.162, 재인용, S. Radhakrishnan. The Principal Upanisads, (London:George Allen & Unwin. 1967),
pp.337～339.
69) 앞의 논문, p.166.
70)『金剛頂瑜加千手天眼觀自在菩薩修行儀軌經』(『大正藏』20 p.83下).
71) Lama Anagarika Govinda, Tibelan Mysicism, (London : Century, 1987, pp. 173～178), 재인용, 김
용환, 앞의 논문,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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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된다. 이에 다라니를 압축하여 ‘아(Ah)’, ‘훔(Hum)’의 진언으로 표상되고 이에 집중
함으로써 내면의 불길이 죄업을 소멸시키는 과정을 찾아볼 수 있다. 진언을 지송하여
‘아’의 불길이 ’함‘에 이르게 되면 생명에너지의 순화를 통하여 보리심을 일깨우게 된
다. 이는 정수리의 일천연꽃을 피게 하여 그 밝은 기운이 하강할 수 있는 원천이 된
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일천 개의 손을 갖춘 대자대비의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업장
을 위무(慰撫)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3) 즉신성불원리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부터 신비체험의 내용은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공
(空)도 그것이 萬象의 존재를 표현하는 용어로서는 하나의 개념일 수밖에 없다. 그러
나 절대의 자신을 투입하고 충실한 생명의 감지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신비체험의 일
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 空의 입장에서 자신과 만물의 불이평등(不二平等)을 말하는
것도 신비체험에 근거한 지혜의 내용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승적 공
(空)의 진리를 금강승불교에서는 금강이라고 부른다. 마치 금강석과 같이 견고하고 부
서지지 아니하는 보리심을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써 인간의 본질로써 체험될 내용을
압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공의 체험이 지혜로서 포착되는 것은 대승불교 초기의
전통에서이다. 반면에 자비는 자신과 타인을 궁극의 경지에 인도하기 위한 방편이 된
다. 자비-방편은 현상세계를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한다면 공성일반야(空性一般若)는
깨달음의 입장에서 본 보리심을 뜻한다. 이 둘이 융합한 곳에 참된 자기가 있다는 생
각은 남성원리와 여성원리의 합일에 관한 사고방식을 낳게 하였다.72)
금강승불교에서 진언은 보리심을 표상한다. 이것은 신성한 우주의 상징이며 결코 마
음대로 조작된 단순한 기호는 아니다. 보리심은 자비-방편의 남성원리와 공성-반야의
여성원리가 만나는 열반을 말한다. 이는 곧 대립되는 두 가지 국면이 융합하여 이른
바 절대적 신성한 우주를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73) 이러한 신성한 우주를 의인
화 하여 ‘최고의 주’(Paramesvara) 혹은 ‘신체 가운데 살아있는 불타(佛陀)’라고 부른
다. 이러한 불타는 각 개인의 본질이면서 동시에 우주의 근원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상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전 우주가 그것으로부터 전개되어가는 법신불의
뜻이다. 이러한 즉신성불은 몸, 말, 뜻에 있어서 불타의 반야지혜가 자신 속에 들어오
는 것(加)과 이러한 느낌을 온전히 간직하여 부서지지 않게 방편으로 구현하는 것(持)
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이는 곧 즉신성불이 삼밀가지(三密加持)와 상통함을 뜻한
다.
72) Dasgupta,『Obsure Religious Cul 』, Published by Calcutta University, 1946, p.28, 재인용, 김용환,
위의 논문, p.171.
73) Daniel Cozort,『Highest Yoga Tantra.』, Snow Lion Publications, 2005, pp.103～105, 재인용,
김용환, 위의 논문, p.171.
- 20 -

이처럼 진언의례를 통해 근본적으로 우주의 비밀 음을 내면화하게 되고, 손으로 결
인을 함으로써 우주의 움직임을 표상하고, 그 뜻으로는 중생과 부처가 동일한 보리심
에서 일치하여 평범한 일상 활동에서도 즉신성불원리에 입각한 우주에너지가 흘러넘
치도록 꾀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는 현상세계의 생성, 소멸의 움직임 자체가 보리
심의 입장에서 보면 깨달음의 활성화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Ⅳ. 한국불교 진언수행과 심신치유
1. 한국불교의 진언수행
1) 한국불교의 진언다라니 전개
삼국시대 때 신라의 많은 구법승들이 진언수행을 한 사실이 『三國遺事』에 기록되
어 있다. 대표적으로『삼국유사』卷五第六章 神呪篇에 명랑(明郞)과 혜통(惠通)에 관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명랑은 당에 들어가 밀교를 배워 신라에 귀국한 뒤 금광사
(金光寺)를 세웠고 문무왕 10년(670) 당의 장수였던 설나(薛那)가 50만의 군대로 신라
를 침공하였을 때 명랑이 12명의 승려를 뽑아 적진에 뛰어들어 문두루법(文豆婁法)을
행하니 바람과 파도가 휘몰아쳐 당나라 군함이 침몰하였다는 것이다.74) 같은 시대의
혜통은 당의 지통(智通)에게 밀법을 배워 귀국하였다. 혜통은 신문왕의 등창뿐만 아니
라 효소왕의 공주에게 생긴 병도 진언을 외어 낫게 하였다는 것이다.75)
고려 시대는 한국불교사에서 밀교의 교세와 진언의 염송이 가장 활발하였던 시기였
다. 고려 태조 왕건은 밀교 승려인 광학(廣學)과 대연(大緣)에게 감화를 받아 936년에
현성사(現聖寺)를 지어 신인종(神印宗)을 개종하도록 하였다. 각종 밀교 의례를 실시
하여 이를 통해 외적을 물리치고 나아가 반야바라밀을 증득하려는 종교적 목적을 이
루고자 하였다.76) 조선시대는 정치적으로는 불교를 억압하면서도 왕실에서는 많은 불
교 문헌을 출간하기도 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왕실의 안녕과 복을 바라는 것과 관련된
밀교 경전이었다. 조선시대에는 밀교경전 46부 172회, 밀교 의궤문집 24부 109회 등
모두 70부의 밀교 경전과 진언 다라니 문집이 281회나 간행되었다.77) 특이한 점은 조
선후기에는 다라니경ㆍ진언집, 불교 의식집 등의 불서 간행의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78)
74)『三國遺事』卷第五 神呪六 明郞神印條.
75)『三國遺事』卷第五 神呪六 惠通降龍條.
76) 서윤길,「고려의 밀교의 정토신앙」,『동국사상』 제14집, 1981, pp.39～58.
77)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앞의 책, p.127.
78) 남희숙,「조선후기 불서간행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p.160.
- 21 -

근대에 들어 1935년에 안진호(安震湖)가 편찬한 『석문의범(釋門儀範)』은 종합 불
교의례서로 일상 의례에서 상용하는 여러 주를 포함해 모두 117개의 다라니를 기술하
고 있으며 한국불교 역사에 남아있는 다라니의 활용 형태를 언급하고 있다. 지눌 이
후 한국불교의 중심은 선불교라고 하지만 진언 수행은 배제되지 않았다. 이를 선밀쌍
수(禪密雙修)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조선시대 여러 선사들이 진언수행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또한 밀교 수행에 대해 깊은 이해를 지녔었음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이끌어 큰 공을 세운 휴정(休靜)은 『선가귀감(禪家龜鑑)』에서 “신주를 외
우는 것은 금생에 지은 업은 쉽게 다스릴 수 있어 자기 힘으로도 고칠 수 있지만 전생
에 지은 업은 지워버리기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신비한 힘을 빌려야하기 때문이다.”79)
현재 한국에는 이 밀교 종단들의 등장으로 진언이 많이 유통되고 있으며 불교인들
에게 진언 수행이 수승한 수행법임을 전파하고 있다. 밀교계 종단이 아니라고 하더라
도 여타 대부분의 불교종단에서 주력 수행이 다른 수행과 병행해서 행해지고 있으며,
사찰의 일상생활이 모두 진언으로 성스럽게 되고, 각종 불사가 거의 진언을 곁들인
밀교적인 의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불자들의 측면에서도 현재 진언 다
라니는 송주 외에 문자로 쓰거나 쓰인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도 그 종교적 기능을 하
고 있다.80)
한국불교의 진언수행은 신라시대 구법승들의 수행기록이나 고려시대 외적을 물리치
고 반야바라밀을 증득하려는 종교적 목적 등에서 뿐만 아니라 조선왕실의 안녕과 복
을 바라는 밀교경전 출간 등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밀교가 선과 서로 밀접하게 융섭되게 된다. 그 원인에 대해 내외적 요인으로
살펴보면, 외적인 요인으로는 조선시대 초기부터 진행된 통폐합에 있다고 보인다. 특
히 서산휴정 이후 종파 개념은 거의 상실되고 모든 종파가 융섭되는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난다.81) 그 가운데에서도 밀교와 선의 융합은 선승들의 의식집인 운수단(雲水壇)
이나 설선의(說禪儀)에 진언이 포함됨으로써 표면화 되었다. 그 이후 진언모음집인 진
언집이 수차에 걸쳐 중간, 개간된 것 또한 그러한 현상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내
적인 요인으로 밀교의 유가삼밀을 통한 삼매와 선을 통한 삼매가 서로 비견된다는 것
은 일찍부터 인식되고 있었다. 신라의 유가삼밀종(瑜伽三密宗) 승려인 영수(永秀)82)나
고려의 총지종(總持宗) 승려인 조유((祖猷)에 대해 선정형법계(禪定形法界)83)를 사용
79)持呪者는 現業易制라 自行可違이어니와 宿業難除라 心借神力이라 하시니라.休靜,『禪家龜鑑』, 박
재양ㆍ배규범 옮김, 예문서원, 2003, p.341.
80) 유요한ㆍ윤원철,「반복과 소유-한국불교 재가신자들의 불경 이용 방식」,『종교와 문화』제17,
2009, pp.124～126.
81) 서윤길, 『한국밀교사상사』 , 서울: 운주사, 2006, pp.846～847.
82) 신라 제 41대 헌덕왕(憲德王, 재위 809-826)대의 승려이다. 『삼국유사』 卷三 흥법三 원종흥법염촉멸
신조(原宗興法厭髑滅身條)에 따르면, 흥륜사의 영수 선사(永秀 禪師)가 이차돈의 무덤에 예불하는 향도
(香徒)를 모아서 매달 5일에 혼(魂)의 묘원(妙願)을 위하여 단을 모으고 법회를 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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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 그리고 고려 고종 때 간행된 『범서총지집』에 “다라니는 선
정장이니 백천삼매가 항상 현전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진언집』에서는 “아
자문(阿字門)이 염불문(念佛門), 원돈문(圓頓門), 경절문(經截門) 등 삼문(三門)의 종취
(宗趣)이며 화엄(華嚴) 선(禪) 정토(淨土)의 요문(要門)”이라고 하고 있다.84)
지눌이후 선밀쌍수의 전통은 오늘날 사찰의 일상생활과 불사에까지 거의 진언수행
이 이루어지고 신도들에게도 종교적 기능으로 밀접하게 자리잡고 있다.
2) 한국불교의 진언․다라니수행
진언은 소리를 내서 무엇인가를 외운다는 점에서는 염불이나 간경과 통하며, 관법을
통해 삼매나 지혜를 얻는다는 점에서는 참선이나 위파사나와 통한다.
한국의 불교의식에서 진언과 다라니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불교수행의 한 방편
으로 참선, 염불과 함께 많은 불자들이 상용하여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한반
도에 불교가 처음 들어올 때, 영험있는 종교로서 불교를 알리는데 진언․다라니가 크
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불자들은 진언과 다라니 수행을 하면서 세간적
공덕만을 구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진언과 다라니의 염송은 역사적 의미를
지닌 밀교수행으로서 교학과 선을 가리지 않고 한국불교의 신행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은 틀림이 없다. 진언과 다라니는 비록 종자나 어구, 문자에 지나지 않지만 불
교경전에서 보이듯 부처님과 보살이 그 영험과 공덕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
으로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85)
이러한 한국불교 진언․다라니 수행의 역사적․종교적 의미를 본 연구는 진언수행
의 심신치유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하고자 하였다. 치유사례와 관련이 있는 신묘
장구대다라니와 광명진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묘장구대다라니
한국불교에는 많은 진언․다라니가 전해져 유통되었다. 한국의 불자들이 가장 많이
외우는 진언은 신묘장구대다라니(神妙章句大陀羅尼)를 들 수 있다.86) 신묘장구대다라
니는 ‘천수다라니(千手陀羅尼)’ 또는 ‘대비심다라니(大悲心大陀羅尼)’ 짧게는 ‘대비주(大
悲呪)’라고도 칭해진다. 한국에서 이 대비주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의상(義相,
625～702)이 671년 저술한 『백화도량발원문(白花道場發願文)』87)이다.88) 이 발원문의
83) 불교의례의 유형은 흔히 선정형(禪定形) 의례와 기도형 의례로 구분된다. 전자는 일상생활 그대로가
의례이며 일상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이 의례의 집행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 선정형 의례는 일상생활
과 의례를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고 처음부터 동일시했다는 특징을 지닌다.
84) 김치온, 「용선선사의 선밀쌍수에 대한 고찰」,『제6회 한국불교선리연구원 학술상시상식 및 학술회의
발표자료집』, 재)선학원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12, p.49.
85)『진언ㆍ다라니 수행 입문』앞의 책, p.115
86)《법보신문》,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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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무진법계 중생들로 신묘장구 대다라니 대비주를 지송하며 자비하신 관
음보살 그 명호를 생각하여 원통삼매 성품바다 모두 함께 들어가길89)
이라고 대비주가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의상이 말한 대비주는 오늘날 독송하
는 형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90)
이 신묘장구대다라니는『大正新修大藏經』가운데『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
悲心陀羅尼經』을 근거로 하는 다라니이다. 이 경전은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영험과 위
력에 대해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불교에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포함하는 경
전으로는 『천수경』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
다라니경』과는 차이가 있다. 이 『千手經』은 조석 예불에 독송이 되는 경전으로 한
국불교 신도들 사이에서 가장 일반화되어 있으며 그래서 제일 인기 있는 경전으로 통
하고 있다.
근래 간행된 여러 서적에서는 근세의 여러 유명한 승려들이 이 천수다라니수행을
하였다는 기사를 실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이 알려진 승려가 근세에 활동한 수월(水月:
1855～1928)과 용성(龍城: 1864～1940)이다. 수월은 선사이지만 천수다라니를 일념으로
외워 깨달음을 얻었으며 금강산 유점사와 마하연, 지리산 천은사, 상선암, 우번대 등
에서 수행을 계속했다고 한다.91) 그는 경허(鏡虛)로부터 천수다라니를 일생 동안의 수
행 방편으로 삼을 것을 지도받았으며 평생수행하면서 여러 번의 기적 같은 일화를 남
기기도 하였다.92)
선사인 용성은 처음부터 간화선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문 염송을 통해 업장을 소
멸하여 깨끗한 마음의 상태를 지속하고 집중력을 키운 뒤 선수행에 들어갔다고 한다.
출가 후 수행초기에 천수다라니와 육자대명왕진언 수행을 권고 받은 이후 스님은 평
생을 다라니 수행에 전념하였다. 용성은 “처음 신주로써 수행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였
으며 그 후 견성오도를 하였을 때에도 크게 지름길이 되었다.” 고 하며 선수행을 통해
증득한 깨달음의 밑거름을 진언다라니수행을 통해 형성하였다고 한다.93) 따라서 진언
87) 300자 미만의 짧은 글로 의상이 관세음보살의 진신을 친견하기 위한 기도를 행할 때 쓴 발원문이다.
이 발원문은 1328년(충숙왕 15) 10월에 體元이 해인사에서 원문의 節을 세분하여 주석을 한『白花道場
發願文略解』속에 수록되어 있다. 體元,『白花道場發願文略解』, 1328(古書 子部 釋家類 사자 0776～
077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88) 정각,『천수경 연구 - 현행 천수경의 성립 및 구조에 대한 분석』, 운주사, 1996, p.99.
89) “普令法界 一切衆生 誦大悲呪 念菩薩名 同入圓通 三昧性海”
90) 정각, 위의 책, p.99.
91) 《한국경제신문》, 2004.11.10.
92) 관련 일화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진언ㆍ다라니 수행 입문』, 앞의 책, pp. 140～142.
93) 김영덕,「육자대명왕진언ㆍ천수다라니 수행과 깨달음-용성선사의 진언지송을 중심으로」,『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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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니 수행은 용성스님이 깨달음을 얻는데 큰 몫을 차지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근현대에 대비주와 육자대명왕진언 수행의 유포와 유행에 용성은 크게 기여 하였
다.94)
현대 천태종을 창종한 상월조사(上月祖師: 1911〜1974)도 천수다라니 염송으로 100
일 정진을 하였다고 전한다. 그리고 그의 천수다라니 정진과 깨달음은 관음정진(觀音
精進)으로 이어졌다. 이것으로 인해 현대에 관음신앙과 정진수행을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수행법이 도입되게 되었다고 한다.95)
또한 한국불교를 해외에 알리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한 숭산(崇山: 1927〜2004)도
수계한 후 100일 동안 매일 20시간씩 대비주 기도를 하였다. 초기수행에서는 여러 환
상에 시달리다가 80일째 신이한 경험을 하고 100일 되었을 때 깨달음을 얻게 되었
다.96) 이 외에도 광덕(金河光德: 1927∼1999), 화엄(華嚴: 1923〜2001, 김해 동림사 조
실), 통광(通光霽月堂: 1940〜2013, 지리산 쌍계사 승가대학장) 등 많은 승려들이 천수
다라니 수행을 통해서 많은 종교적 변화를 체험하였다.97) 현재 천수다라니는 출가자
와 재가자를 막론하고 수행에서의 중요한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종교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한국불교의 종교 문화 형성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광명진언
신묘장구대다라니 다음으로 언급할 수 있는 진언은 ‘광명진언(光明眞言)’이다. 이 진
언은 지장보살 신앙과 관련하여 널리 염송되고 있으며 ‘멸악취진언(滅惡趣眞言)’이라
고도 불리는데 이는 사자(死者)의 죄업을 덜어 내는 위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98)
불공(不空: 705～774)이 번역한『不空羂索毘盧遮那佛大灌頂光眞言經』등을 포함한 많
은 밀교 경전에 인용되고 있으며 그 경전에서 이 진언의 위력과 공덕에 대해 찬탄하
고 있다. 하지만 이 진언은 잊혔다가 현대에 이르러 일타(日陀: 1929～1999)를 통해
널리 보급되었다.99) 일타가 저술한『광명진언 기도법』에는 마음가짐, 기간 및 독송
횟수, 장소, 하루 중의 기도시기 및 자세, 소리의 크기, 입재와 축원 등 상세한 송주
방법이 설명되어 있으며 각종 고난의 해결, 기도 시 초현실적 체험, 시험합격, 치병,
영혼 천도 등의 종교적 경험에 대한 내용을 실고 있다.100)
사상』제12집, 2009, pp.148～149.
94) 龍城과 水月 외에 圓覺, 光德, 崇山, 華嚴, 通光, 活眼, 信行 등의 천수다라니 수행과 깨달음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일산 법상,『다라니 수행-신묘장구대다라니경 강설』, 비움과 소통, 2012.
95) 일산 법상, 위의 책, pp.306～309.
96) 위의 책, pp.313～315.
97) 일산 법상, 앞의 책, pp.310～337.
98)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위의 책, p.92.
99) 일타,『광명진언 기도법』, 효람, 2008,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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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광명진언은 망자의 업장 소멸에 특히 효험이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도선사(道
詵寺)의 주지인 선묵 혜자도 광명 진언이 우리가 만든 모든 부정적인 악업의 진동을
부처의 지혜광명으로 소멸시켜 빛의 상태로 변형시키기에 이 진언을 듣는 영가(靈駕)
들은 죄업이 사라지고 극락왕생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우리들의 잠재의식에 있는 악
업을 소멸함으로써 모든 일을 원만하게 하고 큰 조화를 이루게 한다고 하였다.101)
원효대사(617～686)도『유심안락도(遊心安樂道)』에서 광명진언을 듣기만 해도 모든
업장이 사라진다고 하였으며 죽은 자를 위해 송주할 때 그 망자가 죄의 업보가 사라
져 연화환생 한다고 하였다.102)
이러한 대비주와 광명진언의 수행담을 살펴보면, 근자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진언
다라니 수행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극도로 발달한 과학기술, 소셜미디어, 세
계화, 경제발전 등을 표상으로 하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진언다라니 염송은 왠지
어울려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변하였다고 하더라도 생로병사, 삶에서
겪는 고통, 궁극적 관심 등 인간의 근본 조건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즉 첨단의 시대
를 살아가는 불자들에게도 진언다라니 수행은 많은 영감을 주고 있는 것이다. 불자들
은 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여 실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하
나의 종교 수행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즉 불자들은 진언다라니 수행을 통해서 마음과 육체의 변화, 인간관계의 개선, 세계
관의 변화와 영적 체험 등을 경험하였다고 확신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수행자들은 자신을 초월한 어떤 힘의 존재와 부처와 조상 등이 실재함
을 느끼기도 하고, 전생과 업보 그리고 인과응보의 법칙을 실감하기도 하며, 더 나아
가 불교의 핵심 진리인 무아나 공을 체험하였다고 여기기도 하였다. 즉 그들에게 불
교가 제시하는 세계관이나 교리는 학문적ㆍ철학적 차원 또는 인식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실재하는 현실로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 교리의 토대 위에서 세상과 자신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전환됨을 체험하고 의식의 지평을 확장되는 새로운 삶을 경험한
것이다.
2. 진언수행의 심신치유 사례
100) 위의 책, pp.105～174.
101)《법보신문》 2012.7.30.
102)『遊心安樂道』(『大正藏』47 p.119下). “若有眾生, 隨處得聞此大灌頂光真言, 二三七遍經耳根者, 即得除
滅一切罪障; 若諸眾生具 造十惡五逆 四重諸罪, 猶如微塵, 滿斯世界. 身壞命終, 墮諸惡道, 以是真言加持
土沙一百八遍, 屍陀林中, 散亡者屍骸上, 或散墓上, 遇皆散之, 彼所亡者, 若地獄中若餓鬼中若修羅 中若傍
生中, 以一切不空如來不空毘盧 遮那如來真言本願, 大灌頂光真言加持土沙之力, 應時即得光明及身, 除諸罪
報, 捨所苦身, 往於西方極樂國土, 蓮華化生, 乃至菩提, 更不墮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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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묘장구대다라니진언 수행을 한 두 사람과 광명진언 수행을 한 두 사람의 심신치
유 사례 중 한 사람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묘장구대다라니 수행의 L씨 사례
(1) 얼굴의 피부병 치유
L씨는 현재 50세의 여성이며 식당을 운영하며 열심히 건강하게 살고 있다. 그녀는
30대 후반에 늦게 결혼을 하여 딸 하나를 낳았다. 2005년 여름 첫 아이가 태어나서
돌이 지날 무렵 L씨는 갑자기 얼굴에서부터 목까지 퉁퉁 붓고 비늘 같은 각질이 벗겨
지며 눈꺼풀 주위가 가렵기 시작했다고 한다. 근처 피부과 병원을 찾아 가서 알레르
기 반응검사를 해 본 결과 편백나무와 쑥 그리고 몇 종류의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평소에 쑥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았기 때문에 병원의 소견을 신뢰하지
못하였다.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복용하여도 상태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고 한다.
얼굴 전체에 진물과 고름이 나오며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더욱 악화되었다. 가끔 식
사를 하면서 고기를 섭취하면 얼굴 전체가 붓고 피부가 붉어져서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평소 부모님과의 친분이 두터우셨던 스님을 찾아가서 자초지
종 말씀을 드리니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그녀의 몸에 빙의가 되어 그렇다고 하였
다.
그녀의 친정아버지는 2003년 겨울에 논둑을 태우다가 그만 얼굴과 몸에 큰 화상을
입었다고 한다. 신체의 60～70% 정도의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
어서 가끔 친구들과 바깥 외출도 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화상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시간이 갈수록 후유증 뿐만아니라 근육통과 담까지 심했다고 한
다. 담이 들면 숨 쉬기가 힘들만큼 그 증세가 오래갔다. 한 번은 증세가 심하여 한 밤
중에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가는 도중에 마을 앞에서 큰 화물차와
구급차가 충돌하는 큰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때가 2004년 봄 사월 초파일 경
이었다고 한다. 해가 바뀌고 4월이 되자 그녀의 얼굴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
한 것이었다.
(2) 수행방법
그녀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어서 빙의되었다고 말씀해주신 스님의 절에서 숙식
을 하며 식사를 하는 시간 외에는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신묘장구대다라니진언을 하
기 시작했다. 식전 40분씩과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진언염송을 하였
으며 식후 2～3시간 동안 진언수행을 했다. 가끔 그 절에 다니는 신도 한 분이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할 때면 그녀의 흉측한 모습에 함께 밥을 먹기가 힘들다고 말할 정도
였다. 그런데 신묘장구대다라니 진언수행을 한지 한 달 정도가 지나면서 증상이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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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시작하였다. 또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날 즈음 그녀의 증상은 거의 사라져 가고
있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었을 때 완전히 회복이 되어 예전의 얼굴보다 더 깨끗
하고 고와져 있었다. 절에 다니던 불자들이 그녀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게 여
기며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그녀는 4개월 동안 진언수행을 하면서 절에서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가정에서도
그 후 1년 동안은 계속해서 진언수행을 했다고 한다. 그녀는 지금도 고기 냄새를 맡
으면 역겨워서 일절 육식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생선요리는 무를 많이 넣어서 비린
내를 최대한 줄여서 먹고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콩으로 대신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녀는 아버지를 닮아서 인지 가끔 담이 잘 걸린다고 한다. 한 번씩 가슴에 담이 들
면 숨을 쉬기가 힘들어져 심적으로 많이 고통스럽다고 한다. 유전이라는 생각과 함께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면 가끔씩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다시 읊조리면 불안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평온해 진다고 하였다. 그 일이 있은 후 10년이 지난 요즘 그녀는 다시 가
부좌를 하고 앉기 시작했다고 한다. 병이 치유되고 나서는 자신도 모르게 진언수행을
게을리 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치유사례 상담을 마치면서 그녀는 그때를 떠올리게
되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신묘장구대다라니 진언수행을 죽는 날까지 해야겠다고 말
하면서 걸음을 옮겼다.
(3) 수행후기
첫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갑자기 보기 흉할 정도로 얼굴과 목 부위가 붓고 참기 힘
들 정도의 가려움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던 L씨는 약을 복용하여도 상태는 전혀 호전되
지 않았다. 백방으로 치료하기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효과가 없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스님의 절에 들렀다가 화상을 입고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빙의
되어 그렇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 스님의 권고로 절에서 숙식을 하면서 하루 종일
신묘장구대다라니진언을 지송하였다. 공양간에서 옆 사람이 흉측해서 같이 밥을 못
먹을 정도였던 그녀의 얼굴이 진언수행으로 완전히 회복되어 이제는 남편과 같이 식
당을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녀는 지금도 일절 육식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가끔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섬뜩해지면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몇 시간씩 지송한다고 한
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평온해고 삶의 의욕이 생긴다고 하였다. 그 일
이 있은 후 그녀는 최근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그 사찰을 다니고 있으며 불사에도 놓
침이 없었다고 한다. 지금도 식당손님이나 다른 지인들에게 진언수행의 신비한 치유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
진언수행, 특히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심신치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참가자의 뇌
파를 측정, 뇌파간 비율을 통하여 8가지 지수를 비교분석하고 경험적 특징과 의미를
도출하기 위하여 내러티브(narrative) 탐구103)방법론을 적용한 결과104)를 보면 우선 신
체적 질병이 없는 사람의 경우, 3시간 정도의 일회성 수행을 통해서도 심신의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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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좋아질 수도 있다고 하였다. 뇌기능지수와 내러티브 종합결과에서도 진언수행은
심신의 피로도와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평상시 진언수행을 꾸준히 하는 것
이 육체적, 심리적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며, 비록 신체의 질병은 있으나 심리적으로
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진언수행의 심신치유효
과는 서양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임상 결과가 축적된 초월명상
(Transcendental Meditation: TM), 만트라명상과 비교될 수 있다.

Ⅴ. 결 론
고대인도 종교 이래로 사용되어 왔던 진언수행은 원시․부파불교를 거치면서 일관
되게 행하여져 왔으며, 또 그것이 점차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면서 변천․발전되어 왔
음을 알 수 있다. 즉 본래부터 사용되었던 진언수행은 인도 민중의 신비적 신앙에 기
반을 두고 행하여졌던 것이고, 그것이 대승불교로 오면서 종교적인 면에서 더욱 발전
된 모습을 보이며 현세이익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정법을 위한 방편 수행으로써 행하
여졌다. 그리고 원시․부파불교에서 행하여졌던 진언은 초기 대승으로 오면서 더욱
발전하여 차원을 달리한 진언, 다라니로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에서 초기 대승 경전에 행해진 진언은 원시불교와 다소 다른 면을 보여주는 것
으로 다라니의 종류와 효능을 설하고 있다. 즉 진언․명주․명․총지․신주 등이 다
라니와 함께 쓰여 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원시․부파불교의 진언수행이 단지 호신주
와 같은 일신의 신상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초기 대승에서 교학적․실천적인
면으로 더욱 승화되었다.
입으로 진언을 송하고 마음으로 삼매에 임함으로써 최상의 깨달음을 추구하려는 노
력은 금강승 불교에 이르러 본존으로서의 대일여래와의 독특한 친견의 형식으로 구체
화되었다. 가령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진언다라니를 외울 경우에도 본존에 귀의하여
참회문을 외움으로써 이 몸 그대로 대일여래의 가지신(加持身)이 되어 여래의 자비공
덕을 받게 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질병의 본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육대(六
大)105)로서 여래의 몸에 지나지 않으므로 진언을 통해 여래의 가지력으로 질병이 반
103) 체험되고 말해진 이야기로서, 일반 질적 연구들과는 다르게 개인 삶의 경험을 다루는 것이기에 주관
적이고 구체적인 수행체험을 서술하기에 적합하다.
104) 김준표, 「진언수행(신묘장구대다라니)의 심신치유 효과에 관한 사례연구」, 東國大學校 碩士學位 論
文, 2011, pp.44～46.
105) 또는 육계(六界),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여섯 가지 원소로 지대(地大)·수대(水大)·화대(火大)·풍대(風
大)·공대(空大)·식대(識大)를 말한다. 《구사론(俱舍論)》에서는 지수화풍(地水火風) 4대를 능조(能造)
의 사대종이라 하여 모든 물질을 만들어내는 근본이라 하였다. 오대가 물성으로 물질의 근원을 이루는
요소이고 불교용어로 색법(色法)이라 하는 데 비해, 식대는 앞의 오대가 생존하기 위해 의지할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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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치유된다고 믿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금강승 불교의 신념체계에 의하면 진언다라
니는 세상의 문자를 빌어 절대계의 내용을 표상하고 그것을 관상함으로써 마음의 통
일을 이루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절대계의 신비에 접할 수 있는 방편으로 간주된다.
진언은 주로 염송(japa)과 요가적 수행에 사용되었다. 이는 진언이 진동과 상징 의미
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도적(印度的) 개념에서 진언의 소리는 단순히 물리적
진동에 머물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고 보고 있다. 소리는 원초적인 최고의
상태에 있어서는 우주의 창조적 활동으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다시 말해
진언은 깊은 명상 속에서 경험한 순수 무의식적 진동의 외형적 표현이다. 진언은 단
순히 정확한 발음보다는 정신적 활동의 배경 위에서 염송할 때 충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진언은 언어적 상징의한 형태이다. 진언은 초월적 진실, 즉 법성
(dharmat)과 마음(citta)을 표현하는 초월적 상징이며 구체적 진언양식들은 초월적 진
실을 구상화한 세속적 상징이다. 이러한 진언의 상징적 기능은 수행자의 마음과 결코
분리할 수 없다. 진언수행에 있어서는 우주의식과 개개의 의식은 본질적으로 결코 분
리할 수 없고 또한 진언에 의하여 상징되는 존격은 청정한 인간 마음의 어느 한 성능
을 구상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언의 효과는 기본적으로 진동과 상징의 기능에서 나온다. 진언수행은 인간
생활에서 수행자의 정신적 능력과 욕구에 따라서 다양한 단계의 효과를 준다. 진언다
라니 수행의 원리는 첫째 부파불교의 경전을 통해 재앙을 피하고 福을 추구하는 기복
적 자세에 나타나 일종의 주술원리로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는 대승불교 경전에서
지나간 삶의 죄업을 소멸하고 佛陀의 공덕에 의지하여 윤회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려는
죄업소멸원리를 들 수 있다. 셋째는 대승불교 이후의 금강승불교에 집약적으로 나타
나고 있는 이 몸 그대로 불타의 몸, 말, 뜻을 성취하려는 즉신성불의 원리를 찾을 수
있었다.
불교 전통에서 많은 승려들이 진언다라니수행을 통해 종교적 각성을 하였고 일반
수행자들도 일상생활에서 또는 사찰에서 진언 다라니수행에 동참하여 종교적 체험(질
병치유, 가정화목, 불교진리 체험)을 하였다. 이러한 진언 다라니수행은 진언다라니를
반복 암송한다는 것으로 진언다라니에 함축된 방대한 종교 전통의 교리를 자신의 몸
과 마음에 되새겨 내재화 하려는 행위가 된다. 일상의 범속한 세계에서 무의미한 삶
을 살아가는 수행자가 진언다라니를 반복 염송함으로써 종교적 교리를 내재화하여 점
차 초월적이고 의미있는 성스러운 세계로 전이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언다라니수행의
되는 정신작용을 말하며 이를 색법에 대비하여 심법(心法)이라 부른다. 육대는 만물이 물질과 정신으
로 나뉘는 이원론에 가깝다. 《수능엄경》에서는 이 육대에 근대(根大)를 더하여 칠대(七大)라 부르기
도 한다. 각 대는 그 안에 나머지 대를 내포하므로 서로 같은 종류일지라도 걸림이 없으며 다른 종류
일지라도 경계가 없어 다함이 없는 연기의 세계가 성립된다. 이것이 바로 밀교의 육대연기설이다. 네
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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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수행자들의 입장에서는 진언다라니의 의미나 교리와의 관계보다는 진언다라니
수행의 효용이 더 중요하다 하겠다.
수행자들은 진언다라니수행을 통해서 마음과 육체의 변화, 인간관계 개선, 세계관의
변화와 신비한 체험 등을 경험하였다고 확신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그들에
게 불교가 제시하는 세계관이나 교학이 인식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실재하는 현실로
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면 진언수행에 의한 원인불명의 열병과 피
부질환, 얼굴의 피부병, 편두통과 관절염을 동반한 심리적 불안장애, 우울증과 공황장
애 등의 심신치유효과는 서양에서 다양한 임상결과가 축적된 초월명상(TM) 등과 비
교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성을 밝히고 성불에 이르는 불교의 근본 목적을 망
각한 채 진언다라니의 세간적 공덕(기복, 치유효과 등)만을 구한다면 진언다라니에 담
긴 참뜻을 잃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진언다라니 수행자들은 무엇보다도 진언수
행이야말로 무상정등각을 성취하는 최고의 방법이며 금생에 성불할 수 있는 수행법이
라고 확신하고 진언다라니를 염송하면서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
이라는 대승불교의 정신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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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ental and Physical healing
through Mantra Practice
- On the basis of Mantra PracticeJung, Hye Won

＊

In ancient India, Mantras were practiced under the religion which consistently practiced
through out Pre-sectarian Buddhism and Early Buddhist Schools period and gradually it
developed with different dimension. When it comes to Early Mahāyāna, it further developed
as Dhāraṇī which is different dimension.
The principle of Mantra Dhāraṇī practice is as follows:
Firstly through Sutras of Early Buddhist School, it can be confirmed that Mantras are
one kinds of esoteric principle for escaping disaster and provoking deity.
Secondly, through Mahāyāna Sutras, expiation of unwholesome deeds did in passed life
and emerging from Wheels of Samsāra relying on Buddha's Puṇyaprabhāva.
Thirdly, It can be found in the principle of attainment of Buddhahood during lifetime
which is intensively taught by Vajrayāna after Mahāyāna.
Through the practice of Mantra Dhāraṇī, practitioners have a change of mind and body,
human relations, and the mystical experience etc and experience in the changes of the
world that Buddhism provide is accepted as a reality of existence beyond the cognitive
dimension is to present the Buddhist worldview. But if you reveal the magnetic sphere to
reach only the merits of Mantra practice and ever forget the fundamental Buddhist purpose
of attaining enlightenment then the true meaning contained in the mantra Dhāraṇī practice
would be lost. So while chanting the Mantra Dhāraṇī one should put on mind about the
spirit of Mahāyāna Buddhism which is "First attain Enlightenment, then Save all sentient
beings."

key word :Mantra Practice, Dhāraṇī, Buddhism, spirit, change of mind and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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