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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크라삼바라의�몸과�말과�마음을�정화하는�기도문�

 

 

-�귀의와�발심� �

 

불보, 법보, 승보께 항상 예경합니다.  

삼승의 모든 이 

밀교 수행자, 다끼니, 용감한 요기와 요기니  

관정을 수여하는 다끼니와 대보살들  

더욱이 스승께 항상 예경합니다. 

모든 중생을 위해  

제가 헤루까가 되어 

그들이 헤루까의 위대한 경지에  

머물게 하겠습니다.  (3번)  

 

-�금강살타�관상� �

 

나의 정수리에 ‘빰’이 연화좌로 변하고,  

그 위로 ‘아’가 달의 방석으로 변하고,  

그 위로 ‘훔’은, 훔이 새겨진 백색의 오고금강저五鈷金剛杵로 변한다. 

오고금강저에서 빛이 나와 자타를 비추고 다시 모아진 뒤 

하나의 얼굴, 두 손을 가진, 백색의 금강살타로 변한다.  

오른손에는 금강저, 왼손에는 요령을 들고 

결가부좌를 한, 백색의 금강만모(바즈라 가우리)가 안겨 있다.  

하나의 얼굴, 두 개의 손을 가지고, 곡도(굽은 검)와 해골 잔을 들고 있다.  

부불父佛과 모불母佛은 비단과 보석으로 몸을 치장했다.  

 

두 본존의 정수리에는 ‘옴’, 목에는 ‘아’, 가슴에는 ‘훔’이 나타난다.  

 

가슴의 ‘훔’에서 빛이 나와, 본존을 닮은 지혜존을 모셔온다.  

자훔밤호! 둘이 아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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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가슴의 ‘훔’에서 빛이 나와  

관정을 주는 여러 본존을 모셔와 다음과 같이 청한다.  

“모든 여래께서 이들에게 관정을 전수하소서.”  

 

관정을 수여하는 여러 신께서 지혜의 감로수가 담긴 보병을 머리에 갖다 대고  

“옴 싸르와 따타가따 아비셰까따 싸마야 쉬리예 훔”라며, 관정을 전수한다.  

 

몸은 지혜의 감로수로 가득 차고 

나머지 물은 정수리에서 고여 육계를 부동불로 장엄한다.  

 

가슴에 있는 달 방석, 그 위에 ‘훔’을 중심으로 백자 진언이 회전한다.  

“세존인 금강살타시여, 저와 모든 중생이 지은 악업과  

저희가 서약을 지키지 않아 지은 악업을 정화해 주소서.”라고 간청하니,  

가슴의 ‘훔’과 백자 진언에서 빛이 나와 

모든 중생의 악업을 정화한다.  

불보살들께서 좋아하시는 공양을 올린다. 

 

불보살들이 신구의로 지은 모든 공덕이 빛이 되어 ‘훔’과 진언에 흡수되니 

백색의 감로수가 부모父母불의 합일점을 통해 흘러나와 

나의 정수리로 흘러 들어오고 지혜의 감로수로 온몸이 가득 찬다. 

감로수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악업을 녹여 맑힌다.  

 

옴 밴자 헤루까 싸마야 마누 빠라야  

헤루까 떼노 빠띠타 

디도 메 봐와 

쑤또카요 메 봐와 

쑤뽀카요 메 봐와 

아누락또 메 봐와 

싸르와 씻디 메 쁘라야짜  

싸르와 까르마 쑤짜 메 

찌땀 쉬리얌 꾸루 훔 

하하 하하 호 

바가완 벤자 헤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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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메 문짜 헤루까 봐와  

마하 싸마야 싸또  

아 훔 팻 (21번)  

 

금강살타 부모불이 나에게 흡수되고 

나의 몸과 말과 생각, 금강살타의 신구의는 둘이 아닌 하나가 된다.  

 

“제가 무지하고 어리석어 서약을 어기고 훼손했습니다.  

보호자인 스승께서 구제하소서.  

금강저를 지닌 본존이시자 대자대비의 본성이시며  

중생의 의지처인 당신께 귀의합니다.”  

 

금강살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선남자여, 그대의 악업과 서약을 지키지 않아 지은 악업이 모두 정화되었다.”  

 

금강살타가 내게 흡수되고 나의 몸과 말과 마음은 금강살타의 몸과 말과 마음과 하나

가 된다.  

�

-� 마음�정화�

 

쉬리 헤루까! 

 

“헤”는 법무아로 만물의 근원이 되는 마음은 실재하지 않는다.  

“루”는 인무아로 인아집에서 비롯되는 분별의 그물에서 벗어난다.  

“까”는 진여의 대상과 대상을 아는 인식이 둘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쉬리”는 대상이 공한 것처럼 인식하는 비이원성의 지혜인 ‘에밤’을 뜻한다.  

 

-�몸�정화� �

 

공성 본연에서 나는 찰나에 하나의 얼굴에, 두 손을 가진 청색 헤루까로 변한다. 

오른손엔 금강저, 왼손엔 요령을 들고 오른쪽 다리로 서 있다.   

하나의 얼굴에 두 개의 팔을 가진 적색의 금강불모(바즈라 바라히)가 오른손엔 곡도, 왼

손엔 해골 잔을 들고 헤루까에게 안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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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리 헤루꼬 함! (모든 중생을 돕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며 3번 독송 후 자긍심을 일으킨다)  

 

-�말�정화� �

 

옴 아아 이이 우우 리리(R) 

리리(L) 에에 오오 암아  

까카가가아 

짜차자쟈냐 

따타다다나 

따타다다나 

빠파바바마 

야라라와 

쌰카싸하카 

훔훔 팻 (3번)  

 

자신의 단전에서 오색 빛으로 된 이 진언들이 시계 방향으로 3번 돈다.  

그리고 차크라삼바라의 권속들이 차례로(바깥 쪽은 백색, 그 안엔 적색, 제일 안쪽은 청색)  

나의 오른쪽 콧구멍을 통해 나가 모든 장애를 물리친 뒤 왼쪽 콧구멍을 통해 들어와 

단전에 있는 진언에 흡수된다.  

 

옴 까라 까라, 꾸루 꾸루,  

밴다 밴다, 뜨라싸야 뜨라싸야,  

쿄바야 쿄바야, 흐롬 흐롬,  

흐라 흐라, 펨펨,  

팻팻, 다하 다하, 빠짜빠짜,  

박샤 박샤 바싸 루디라  

랜따 마라바 람비니, 

그리하나 그리하나 샵따 빠따라 가따 

부잠 감 싸르와 빠 따자야 따자야, 

악댜야 악댜야, 흐림 흐림,  

자놈 자놈, 캬멈 캬멈,  

함함, 힘힘, 훔훔, 

끼리 끼리, 씨리 씨리, 히리 히리, 디리 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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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훔 팻.  

 

옴 밴자 와라히, 쁘로땅기 쁘로땅기, 

하나 하나 쁘라남, 

낌 끼니, 킴키니, 

두나 두나, 밴자 하쓰떼, 

쇼카야 쇼카야, 밴자 카땀카, 

까빠라 다리니, 마하 비시따, 

맘싸 싸니, 마누 샨뜨라 쁘라 브리띠, 싸니 댜나,  

라씨라 마라 그라티따 다라니, 쑴바 니쑴바, 하나 하나 쁘라남,  

싸르와 빠싸 바남, 마하 멘싸 쩨따니, 

끄로댜 무르띠, 담쉬따 까라 리니, 

마하 무드레, 쉬리 헤루까 데바쎄아, 

그라 마하히시, 싸하쓰라 시리, 싸하쓰라 바하베,  

쌰따 싸하쓰라 나니 자리따, 떼자씨 자라 무케, 쌈가라 로짜니,  

밴자 샤리레, 밴자 싸니, 

미리따 찌리따, 헤헤, 훔훔, 

카카, 두루 두루, 무루 무루,  

아데떼 마하 요기니, 빠티따 씻데, 

뜨렘담 뜨렘담, 그람 그람, 

헤헤, 하하, 비메, 하싸 하싸 비리, 

하하, 헤헤, 훔훔, 떼로까 비나 샤니, 

싸하 쓰라 꼬띠 따타가따, 

빠리 바레, 훔훔 팻, 씸하 루베 카, 

가자 루뻬 아, 떼로꺄 우다레, 싸무뜨라 메카레,  

그라싸 그라싸, 훔훔 팻, 비라 데떼, 훔훔, 하하,  

마하 빠슈 모하니, 요기 슈와리 땀,  

다끼니 싸르와 로까남 밴다니, 

싸디야 쁘라따야 까리니, 

훔훔 팻, 부따 뜨라싸니, 마하 비라, 

빠라마 씻다, 요기 쌰리 팻, 

훔훔 팻, 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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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 쉬리 밴자, 헤헤 루루 깜, 훔훔 팻, 다끼니 자라 샴바람 쏘하  

 

옴 흐리, 하하 훔훔 팻. 

  

옴 밴자 베로짜니예, 훔훔 팻 쏘하.  

 

옴 싸르와 붓다 다끼니예, 밴자 와나니예 훔훔 팻 쏘하. 

  

옴, 옴 하, 훔훔 팻  

옴, 나마히, 훔훔 팻 

옴, 쏘하, 훔훔 팻  

옴, 보우 샤따 헤, 훔훔 팻 

옴, 훔훔 호, 훔훔 팻  

옴, 팻 함, 훔훔 팻  

 

옴, 옴 밤, 훔훔 팻 

옴, 함 욤, 훔훔 팻 

옴, 흐림 몸, 훔훔 팻  

옴, 흐림 흐림, 훔훔 팻  

옴, 훔훔, 훔훔 팻  

옴, 팻팻, 훔훔 팻  

 

옴, 존귀한 세존, 자재한 영웅께 절합니다. 훔훔 팻 

옴, 영겁의 불과 같은 빛을 비추며, 훔훔 팻 

옴, 여러 가닥의 머리카락으로 꼰 무한의 보관을 쓰고, 훔훔 팻  

옴, 송곳니를 드러내고 무시무시한 얼굴로, 훔훔 팻 

옴, 빛나는 수천 개의 손을 가지고, 훔훔 팻 

옴, 도끼, 갈고리 밧줄, 창, 삼지창을 쥐고, 훔훔 팻 

옴, 호랑이 가죽으로 된 옷을 입고, 훔훔 팻 

옴, 회색 빛의 몸으로 모든 장애를 멸하는 분께 예경합니다. 훔훔 팻 

옴, 존귀한 세존모, 금강팍모께 절합니다. 훔훔 팻 

옴, 성녀들의 어머니를 능가할 자 삼계에 없고, 훔훔 팻 

옴, 원소의 두려움은 모두 금강저로 부수며, 훔훔 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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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 금강좌에 앉아 다른 이들이 하지 못한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는 눈, 훔훔 팻 

옴, 분노존의 형상을 한 뚬모로 범천을 마르게 하며 훔훔 팻  

옴, 악마들을 두렵게 하고 말라버리게 하여 적으로부터 승리하고 훔훔 팻 

옴, 혼미와 경직과 우매함을 이겨내시고, 훔훔 팻  

옴, 욕망을 지배하는 수행자, 금강 팍모께 예경합니다. 훔훔 팻.  

 

-�회향�기도�

 

몸으로 삼계를 비추어 아끼는 중생들을 길들이고 

천 개의 푸른 광명은 십만의 태양 빛과 같으니 중생들을 위한 연민심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는 위대한 헤루까시여, 중생들과 함께 춤을 추소서.  

다끼니가 올바르고, 서약도 올바르고, 다끼니께서 하신 말씀도 올바르니 

이와 같이 진실대로 

다끼니들께서는 저희들을 굽어살피소서.  

모든 중생을 위해 

제가 헤루까가 되어 

모든 중생을 헤루까의 

최고의 경지로 안내하겠습니다.  

 

도의 정상에 이르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존귀한 아버지와 어머니, 권속들이 경이로운 공양 구름과 함께  

저를 맞아 주시어 다끼니의 정토로 안내해 주소서.  

수 천만의 요가 수행자들이 나아간  

차크라삼바라의 가르침과 수행력이 쇠락해질 때  

널리 향상시키는 해탈의 다리가 되어 

결코 물러서지 않고 오래오래 머물게 하소서.  

이 이치를 수행해 한량없는 힘을 지니고 현상계  

24처의 용감한 요기와 다끼니 권속들께서 

한결 같이 늘 도와 주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