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삼일신고 三一神誥
1장 하늘에 대한 가르침

단군께서 큰 신하인 팽우에게 하느님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한 가르침을 펴
셨다. 

단군께서 말씀하시길, 큰 신하인 팽우여, 그대에게 ‘하늘’(존재의 하느님, 

무극의 나)에 대해 말하겠노라. 내가 말하고자하는 하늘은 그대의 눈에 보
이는 푸르고 푸른 저 하늘이 아니며, 검고 검은 저 하늘이 아니다. 

그러한 하늘은 기운이 모여 이루어진 하늘이니, 땅의 상대로서의 하늘일 
뿐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하늘은 저 푸르고 검은 하늘과 그대가 딛고 
서있는 땅을 낳은 근원으로서의 ‘하늘’이다. 

내가 말하는 이 하늘은 조금도 형체가 있지 아니하며, 조금도 정해진 바탕
이 없다. 시작도 끝도 없으며, 위ㆍ아래와 동서남북의 구분도 없다. 오직 
텅 비어 있으면서,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고, 감싸 안지 않는 것이 없다. 

이 자리야말로 ‘하느님’의 본체가 되는 자리이다.

1장은 자연의 하늘이 아닌 우주의 본체인 ‘태극’과 그 바탕인 ‘무극’에 대
해 설명한다.

2.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



‘하느님’(창조의 하느님, 태극의 나)께서는 더 이상 위가 없는 맨 첫자리에 
계신다. 하느님은 위대한 덕과 위대한 지혜, 위대한 능력으로 하늘을 낳고 
무수한 세계를 주재하신다. 

만물을 하나하나 만드셨는데, 티끌만한 것도 빠뜨리지 않으셨다. 지극히 
광명하며 신령하시니, 감히 ‘이름’을 지어 헤아릴 길이 없으니, 일체의 이
름과 언어를 초월하여 계신다.

그러나 이러한 초월적 하느님도 소리의 기운으로 간절히 원하고 빌면 끝
내 친히 볼 수 있다. 그대가 하느님을 직접 보고자 한다면, 그대의 모든 
분별심을 하느님께 맡기고 쉴 수 있어야 한다. 그대가 그대의 에고를 초월
하여 하느님과 하나가 될 때, 그대는 그대가 본래 하느님과 둘이 아니었다
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오직 동일한 것이라야 서로를 온전히 알 수 있기 때
문이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그대의 머릿골에 내려와 계셨다. 천지만물을 주재하시
는 하느님께서 그대의 본질로 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그대가 하느님을 보
고 느낄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 결국 그대는 그대의 본성에서 하느님의 
씨알을 구해야 할 것이다. 그대의 본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텅 비어 
있되,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고 감싸 안지 않는 것이 없다. 그대의 텅 빈 
본성에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능력이 이미 씨알로 갖추어져 있다. 그러
니 그대는 하느님과 같은 덕과 지혜와 능력을 이룰 씨알을, 다름이 아닌 
그대의 본성에서 구해야 한다. 



하느님의 씨알이 되는 그대의 본성에 안주하여, 그대의 생각ㆍ감정ㆍ오감
을 다스려 하느님과 같은 덕과 지혜와 능력이 펼쳐지는 것을 가로막는 일
체의 에고의 때를 벗겨내야 할 것이다. 덕스럽고 지혜롭고 전능한 씨알을 
온전하게 배양해야 한다. 그대가 ‘본성’을 되찾아 안주하고, 에고를 정화하
여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배양할 때, 그대는 하느님의 분신
이 되어 우주적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2장은 우주의 창조주인 ‘태극’과 그 작용인 ‘우주적 황극’에 대해 설명한
다.

3. 하느님의 궁전에 대한 가르침

우리를 둘러싼 저 ‘하늘’은 ‘하느님’(주재의 하느님, 황극의 나)의 나라이
니, 저 하늘 꼭대기 북극성에는 ‘하느님의 궁전’이 있다. 이곳은 온갖 선함
을 계단으로 삼아 오르고, 온갖 덕을 관문으로 삼아 통과해야 도달할 수 
있는 곳이다.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이곳에 머무시는데, 여러 신령한 분들과 여러 철인
들이 하느님을 호위하고 모시고 있는 곳으로, 크게 길하고 상서로우며 크
게 광명한 곳이다. 

저 하늘에 하느님의 궁전이 있듯, 소우주인 우리의 몸에도 하느님의 궁전
이 있으니, 바로 우리의 머릿골이다. 따라서 이 머릿골에 내려와 계신 하
느님인 자신의 ‘본성’에 훤히 통하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능력을 온전
히 갖추어 온갖 ‘공덕’을 완성한 자만이 이곳 하느님의 궁전에 올라, 하느



님을 직접 뵙고 영원한 쾌락을 누릴 수 있다. 

3장은 사람 중의 ‘황극’과 ‘황극에 이르는 길’에 대해 설명한다.

여기까지가 본래 전해오던 삼일신고로 추정된다. 환웅의 가르침을 이은 
단군께서는 하느님에 대한 세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셨으니, 첫째는 창조 
이전의 허공인 ‘존재의 하느님’이며, 둘째는 만물을 창조하는 큰 덕⋅큰 
지혜⋅큰 능력을 지니신 ‘창조의 하느님’이며, 셋째는 하느님의 궁전에 계
시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재의 하느님’이다. 이 세 가지 모습은 하
나이면서 셋이요, 셋이면서 하나이다. 

4. 세계에 대한 가르침

팽우여, 그대는 저 빽빽이 펼쳐져 있는 별들을 보라. 그 수가 다함이 없다.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며,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즐
겁기도 하여, 각 별들마다 사정이 서로 같지가 않다.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일체의 세계를 지으시고,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세
계인 ‘태양계’를 맡아 다스리는 사자에게 칙명을 내리시어, 온 우주를 가
득 채운 온갖 세계를 맡아 다스리도록 하셨다.

그대는 그대가 사는 이 지구를 스스로 크다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구슬과 같은 세계일뿐이다. 

지구가 온통 물로 뒤덮여서, 만물의 형상을 표현할 길이 없었는데, 지구의 



속 불이 진동을 일으키고 물을 끓여서, 바닷물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면서, 

육지가 드러나서 만물의 형상이 생겨날 수 있었다. 

하느님께서 기운을 불어 넣어주시어, 일체 만물을 그 밑바닥까지 기운으로 
감싸주시었다. 

하느님을 닮은 태양은 ‘빛’으로 만물을 밝혀 주고(지혜), ‘열’로 만물의 겉
과 속을 따뜻하게 해주었으며(능력), 만물이 살 수 있도록 하였다(덕). 일체 
만물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살아가니, 몸이 따뜻하면 살고 냉해
지면 죽게 된다. 

그리하여 걸어 다니고, 날아다니고, 몸을 바꾸고, 헤엄치고, 심겨지는 온갖 
만물들이 번식하여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 장은 삼일신고에 대한 후대의 부연설명으로 보인다. 2장의 ‘세계世界’

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다.

5. 진리에 대한 가르침

‘사람’과 ‘만물’은 하느님으로부터 세 가지 참된 것을 함께 받았으니, ‘참 
성품’(선천적 정신, 상단전)과 ‘참 생명’(선천적 기운, 중단전)과 ‘참 알짬’

(선천적 알짬, 하단전)이 그것이다. 사람은 이것을 온전하게 받았고, 만물
은 치우치게 받았다. 

‘참 성품’○은 선함도 악함도 없으니, ‘뛰어난 철인’(본성을 온전히 밝힌 



철인)이 이것에 훤히 통한다. ‘참 생명’△은 맑음도 탁함도 없으니, ‘중간의 
철인’(영원한 생명을 얻은 철인)이 이를 꿰뚫어 안다. ‘참 알짬’□은 두터
움도 옅음도 없으니, ‘아래의 철인’(알짬을 보존한 철인)이 이를 잘 보전한
다. 

현상계에서 이 참된 것을 돌이켜 회복할 수 있다면, 하느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위대한 철인은 참 성품에 훤히 통하고, 참 생명을 분명히 알고, 

참 알짬을 온전히 보전한다. 

현상계를 살아가는 중생들은 미혹한 경지에 있어서, 세 가지 망령된 것이 
뿌리를 내리니, ‘마음’과 ‘기운’과 ‘몸’이다. 

‘마음’○은 ‘참 성품’에 의지하되 선함과 악함을 이루니, 선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화를 당하게 된다. ‘기운’△은 ‘참 생명’에 의지하여 맑음과 탁함을 
이루니, 맑으면 오래 살고 탁하면 요절한다. ‘몸’□은 ‘참 알짬’에 의지하여 
두터움과 옅음을 이루니, 두터우면 존귀해지고 옅으면 천박해진다. 

참된 것과 망령된 것이 어울려 세 가지 길을 이루니, ‘느낌’과 ‘숨’과 ‘감
촉’이 그것이다. 이들이 구르고 구르면서 18가지 경계를 짓는다. 

‘느낌’은 기쁨과 두려움, 슬픔과 분노, 탐욕과 싫음이며, ‘숨’은 향냄새와 
술 냄새, 찬 기운과 뜨거운 기운, 마른 기운과 젖은 기운이며, ‘감촉’은 소
리와 색깔, 냄새와 맛, 음탕함과 닿음이다. 

중생들은 선과 악, 맑음과 탁함, 두터움과 옅음이 서로 섞이어 경계를 따



라 멋대로 달려서,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진다. 

그러나 철인은 ‘느낌을 그침’(지감), ‘고른 호흡’(조식), ‘감촉을 금함’(금촉)

을 행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수행하면, 망령됨을 돌이켜 참
되게 할 수 있다. 

‘느낌을 그침’을 통해 일체의 ‘생각ㆍ감정’을 다스리고 초월하여, 선과 악
을 초월한 인의예지의 참된 본성에 훤히 통하게 되면, 자신의 마음을 지극
히 선하게 하며, 현상계에서 인의예지의 선함을 남김없이 구현할 수 있게 
되니, 위대한 ‘덕’○을 갖추게 된다. 

‘고른 호흡’을 통해 일체의 ‘기운’을 다스리고 초월하여, 맑고 탁함을 초월
한 참된 생명의 기운을 알게 되면, 자신의 수명을 천지와 같게 만들 수 있
으며, 현상계에서 기운을 자유로이 다스려 음양ㆍ오행의 기운의 조화작용
을 꿰뚫어 알게 되니, 위대한 ‘지혜’△를 이루게 된다. 

‘감촉을 금함’을 통해 일체의 ‘감각’을 다스리고 초월하면, 두터움과 옅음
을 초월한 참된 알짬을 보전하게 되어, 자신의 몸을 존귀하고 윤택하게 하
며, 현상계에서 선을 실천하고 악을 제거함에 자유롭게 되니, 위대한 ‘능
력’□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닦아 가면 ‘하느님의 기틀’인 참 성품ㆍ참 생명ㆍ참 알짬이 크게 
발동하여 드러나게 된다. 참 성품과 참 생명, 참 알짬이 두루 갖추어져서, 

‘광명한 성품’(상단전)ㆍ‘영원한 생명’(중단전)ㆍ‘충만한 알짬’(하단전)이 갖
추어지게 되면, 생각⋅감정⋅오감의 차원에서 공덕이 원만해지게 된다.



‘생각’의 차원(상단전)에서는 영적 지혜와 현상계의 지혜가 고루 겸비된 원
만한 ‘지혜’○가 이루어지며, ‘감정’의 차원(중단전)에서 나와 남을 둘로 보
지 않는 위대한 ‘덕’△이 이루어지며, ‘오감’의 차원(하단전)에서는 온갖 선
함과 덕을 자유자재로 현실화하고, 영원불멸의 영육합일체를 이루어 어디
든 자유자재로 그 몸을 나타낼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세 가지 법을 닦아, 자신의 참 성품을 훤히 깨쳐 ‘본성’에 온전
히 통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ㆍ충만한 알짬을 갖추고 덕ㆍ지혜ㆍ능력을 두
루 갖추어 ‘공덕’을 완성하게 되면, 진정한 하느님의 분신이 되어, 하늘과 
땅에 참여하여 만물을 두루 낳아 살리는 하느님의 사업에 진정으로 참여
하게 될 것이다.

이 장은 삼일신고에 대한 후대의 부연설명으로 보인다. 3장의 ‘성통공완
性通功完’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