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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성콘서트 제10탄

육조단경六祖壇經

* 6조 혜능[慧能, 638~713] 

달마를 제1조로 하는 중국 선종禪宗의 제6조이다(동토6조東土六祖 중 6조로 

통합하면 제33조임, 과거 7불과 합하면 제40조임). 제5조 홍인弘忍의 법을 이

은 제자로 남종선을 창시하여 북종선의 신수神秀와 대립하였다. 

* 5조 홍인弘忍[601 ~ 674]

본래의 ‘참마음’(眞心, 알아차림)을 지켜서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에고의 마

음이 사라지며 자연히 부처와 평등하여 둘이 아니게 될 것이다.

守本眞心 妄念不生 我所心滅 自然與佛平等無二 (최상승론最上乘論)

다만 걷고 머물고 앉고 눕는 중에 늘 본래의 ‘참마음’(眞心)을 똑똑히 지켜서 

능히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에고의 마음이 사라지며 일체의 온갖 법이 자신

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但於行住坐臥中 常了然守本眞心 會是妄念不生 我所心滅 一切萬法不出自心 (최
상승론最上乘論)

만약 처음 마음을 내어 ‘좌선’을 배우는 자는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16관법)

에 의거하여 단정히 앉아서 바르게 알아차리고, 눈을 닫고 입을 다물고, 마음

의 앞을 평평하게 바라보되 생각에 따라 원근을 조절하며 하나의 ‘태양의 형상’

을 지어서 ‘참마음’(알아차림)을 지키며 생각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호

흡을 잘 조절하여 거칠어졌다 미세해졌다 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사람에게 병

고病苦가 생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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若有初心學坐禪者 依觀無量壽經端坐正念 閉目合口 心前平視隨意近遠 作一日想
守眞心 念念莫住 卽善調氣息 莫使乍麤乍細 則令人成病苦 (최상승론最上乘論)
(제5조 홍인조사가 전하는 최상승법은 ‘간화선’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 청정한 

‘참마음ㆍ열반’을 반조返照하는 ‘반조선’이다. 홍인조사는 그 방편으로 관무량

수경觀無量壽經의 ‘일상관日想觀’과 ‘조식調息’을 권했다.) 

1. 스스로 본성의 ‘반야지’를 취하여 하나의 게송을 지어서 나에게 바쳐라. 내

가 그대들의 게송을 보고 만약 큰 뜻을 깨달은 자가 있으면, 그에게 가사와 법

을 부촉하여 6조로 삼겠다. 

自取本性(姓)般若之知(知之) 各作一偈呈吾 吾看汝偈 若吾大意者 付汝衣法 稟爲
六代 (돈황본육조단경敦煌本六祖檀經)

① 신수神秀의 게송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이다.

수시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이 묻지 않게 하여야 한다.  

身是菩提樹 心如明鏡臺 時時勤拂(佛)拭 莫使有塵埃

② 혜능慧能의 게송

보리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은 또한 받침대가 없다.

불성은 늘 청정하니, 어느 곳에 티끌이 있겠는가?

菩提本無樹 明鏡亦無臺 佛性常清淨 何處有塵埃

2. 선지식이여, 나의 법문은 ‘선정’(定)과 ‘지혜’(慧)를 근본으로 여긴다. 첫째로 

미혹하여 지혜와 선정이 다르다고 말하지 마라. 선정과 지혜의 본체는 하나여

서 둘이 아니다. 선정은 지혜의 본체이며, 지혜는 선정의 작용이다. 지혜를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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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선정이 지혜에 있으며, 선정을 쓸 때는 지혜가 선정에 있다. 선지식이여, 

이 뜻은 선정과 지혜가 균등하다는 것이니, 도를 배우는 사람은 생각을 지어 

먼저 선정을 닦아 지혜를 발한다거나, 먼저 지혜를 닦아 선정을 발한다고 말하

지 마라. 선정과 지혜가 각각 별개의 것이 된다. 이러한 견해를 짓는 자는 법

에 2가지 형상이 있게 된다.

善知識 我此法門 以定惠爲本 第一勿迷言惠定別 定惠體一不二 即定是惠體 即惠
是定用 即惠之時定在惠 即定之時惠在定 善知識 此義即是[定]惠等 學道之人作
意 莫言先定發惠 先惠發定 定惠各別 作此見者 法有二相

*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지止ㆍ관觀’의 두 문이 서로 도와서 이루어주며 서로를 버리지 않는다. 만약 

‘지ㆍ관’을 갖추지 못하면, ‘보리(지혜)의 도’에 들어갈 수 없다.

止觀二門 共相助成 不相捨離 若止觀不具 則無能入菩提之道 

* 보조 지눌 원돈성불론圓頓成佛論
‘10가지 믿음’ 중에 ‘방편’과 ‘지관止觀’을 닦아, 자유로이 맡길 수 있는 공부가 

이루어지면, ‘선정’과 ‘지혜’가 원만하게 광명해지니, 이를 ‘발심주發心住’(발심

하는 머무름)라고 부른다.

自修十信中 方便止觀 任運功成 定慧圓明 便名發心住

3. ‘일행삼매一行三昧’란 일체의 시간 중 가고 머물고 앉고 누울 때 늘 ‘곧음 

마음’(直心)을 행하는 것이다. (直心+行=德) 정명경淨名經(유마경維摩經)에 

이르길 “곧은 마음이 도량이며, 곧은 마음이 정토이다”라고 하였다.   

 一行三昧者 於一切時中行住座臥 常行直(眞眞)心是 淨名經云 直(眞)心是道場  
直(眞)心是淨土 
(늘 모르는 마음으로 살면서 자성의 ‘덕德’을 행하여 무한향상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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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진여삼매’에 의지하여, ‘법계’가 ‘하나의 형상’(一相)임을 알게 된다. 일체의 부

처님의 ‘법신’이 중생의 ‘육신’과 더불어 평등하여 둘이 아니니, 이를 ‘일행삼매

一行三昧’(하나로 작용하는 삼매, 一相三昧)라고 이름한다. 마땅히 ‘진여’는 ‘삼

매’의 근본임을 알아야 한다. 만약 사람이 이렇게 닦아간다면, 순차적으로 능히 

한량이 없는 삼매를 낳을 것이다.

依是三昧故 知法界一相 謂一切諸佛法身與衆生身平等無二 卽名一行三昧 當知眞
如是三昧根本 若人修行 漸漸能生無量三昧

4. ‘선정’과 ‘지혜’는 무엇과 같은가? ‘등불의 빛’과 같다. 등불이 있으면 빛이 

있으며 등불이 없으면 빛이 없다. 등불은 빛의 본체이며, 빛은 등불의 작용이

다. 이름이 비록 둘이나 본체는 한 가지이다. 이 ‘선정ㆍ지혜’의 법도 또한 이

와 같다. 

定惠猶如何等 如燈光 有燈即有光 無燈即無光 燈是光之(知)體 光是燈之用 [名]
即有二 體無兩般 此定惠法 亦復如是

5. 선지식이여, ‘법’에는 ‘단박’과 ‘점차’가 없는데, ‘사람’에게는 날카롭고 둔함

이 있다. 미혹하면 점차로 계합하며, 깨달은 이는 단박에 닦는다. 자신의 본심

을 아는 것이 본성을 보는 것이다. 깨달으면 원래 차별이 없으나, 깨닫지 못하

면 오래도록 윤회하게 된다. 선지식이여, 나의 법문은 예로부터 모두 ‘무념無

念’(생각이 없음)을 으뜸으로 삼고, ‘무상無相’(형상이 없음)을 본체로 삼고, ‘무

주無住’(집착이 없음)를 근본으로 삼는다. 

善知識 法無頓漸 人有利鈍 迷(明)即漸契(勸) 悟人頓修 識自本[心]是見本性 悟
即元無差別 不悟即長劫輪迴 善知識 我自法門 從上已來 {頓漸}皆立無念爲(無)宗 
無相爲(無)體 無住{無}爲本



- 5 -

일체의 법 위에서 생각 생각이 집착하지 않으면 속박됨이 없다. 그러니 ‘무주

無住’(집착이 없음)를 근본으로 삼는다. 선지식이여, 밖으로 일체의 형상을 떠

나면 이것이 ‘무상無相’(형상이 없음)이니, 다만 능히 형상을 떠나면 ‘자성의 본

체’(性體)는 청정하니, ‘무상無相’을 본체로 삼는다. 일체의 경계 위에서 오염되

어 물들지 않음을 이름하여 ‘무념無念’(생각이 없음)이라고 하니, 생각 위에서 

경계를 떠나며, 법 위에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온갖 물건을 생각하

지 않아서 생각을 모두 제거하려고 하지 마라. 한 생각이 끊어지면 별도의 곳

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於一切法上念念不住 即無縛也 以無住爲本 善知識 外離一切相是無相 但能離相
性體清淨 {是}是以無相爲體 於一切境(鏡)上不染 名爲無念 於自念上離境(鏡) 
{不}不於法上念生 莫百物不思 念盡除却 一念斷即{無}別處受生

6. 선지식으로 하여금 자신의 3신불을 보게 할 것이다. “자신의 색신에 있는 

‘청정법신불清淨法身佛’에 귀의합니다. 자신의 색신에 있는 ‘천백억화신불千百

億化身佛’에 귀의합니다. 자신의 색신에 있는 ‘당래원만보신불當來圓滿報身佛’

에 귀의합니다.” (이상을 3번 부른다) 색신은 집이니 귀의함을 말할 수 없다. 

앞의 3신은 자신의 ‘법성法性’에 있는 것이니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갖추고 있다. 

그러나 미혹하여 보지 못하고 밖으로 3가지 여래를 찾고 자신의 색신 가운데 

있는 3가지 성품의 부처를 보지 못한다. 

令善知識見自三身佛 於自色身歸依(衣)清淨法身佛 於自色身歸依(衣)千百億化身
佛 於自色身歸依(衣)當來圓滿報身佛 (已上三唱) 色身是舍宅 不可言歸 向者三身
在自法性 世人盡有 爲迷(名)不見 外覓三如來 不見自色身中三性佛 善知識
(‘당래원만보신불當來圓滿報身佛’은 마땅히 선법이 원만해질 보신불이란 의미

이니, 지금은 원만하지 않다는 것임. 지금 이 순간 늘 ‘선법’만을 생각하면서 

산다면, 반드시 장래에는 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임. 뿌린 대로 거두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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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인과법 안에서 선법이 장차 원만해질 것임을 말한 것! 혜능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중시하니, 이 순간 찰나 찰나 선법만 생각하면 나가면 부처의 경지

에 도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는 것을 설명한 것, 돈오는 부처가 되는 고

속도로에 진입한 것임. 아직 화신ㆍ보신, 지혜ㆍ자비를  온전히 구족한 ‘과위果

位의 법신’은 아님. 잠재성을 갖춘 ‘인위因位의 법신’임)

7. 무엇을 이름하여 ‘청정법신불清淨法身佛’이라고 하는가? 선지식이여, 세상 

사람들은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하여, ‘만법’이 자성에 있다. 그러므로 일체

의 악한 일을 생각하면 곧 악에 의지하여 행하며, 일체의 선한 일을 생각하면 

선한 행위를 닦는다. 이와 같이 일체의 법이 모두 자성에 있으니, 자성은 늘 

청정함을 알라. 해와 달이 항상 밝으나, 다만 구름에 덮여 있으면 위는 밝으나 

아래는 어두워서 해와 달과 별을 똑똑히 볼 수 없다. 그러나 홀연히 지혜의 바

람이 불어서 구름과 안개를 흩어지게 하면, 삼라만상(해ㆍ달ㆍ별)이 일시에 모

두 드러난다. 

何名清淨[法]身佛 善知識 世人性本自淨 萬法在自性(姓) 思量一切[惡]事即行依
(衣)惡 思量一切善事便修於善行 知如是一切法盡在自性(姓) 自性(姓)常清淨 日
月常明(名) 只爲雲覆蓋上明(名)下暗 不能了見日月星(西)辰 忽遇惠風吹散卷盡雲
霧 萬像森(參)羅 一時皆現 

8. 무엇을 이름하여 ‘천백억화신불千百億化身佛’’이라고 하는가? 생각하지 않으

면 자성은 공적하나, 생각을 일으키면 스스로 변화한다. 악한 법을 생각하면 

지옥으로 변화하며, 선한 법을 생각하면 천당으로 변화한다. 독하고 해로우면 

축생으로 변화하며, 자비로우면 보살로 변화한다. 지혜로우면 위의 경계로 변

화하며, 어리석으면 아래의 지역으로 변화한다.  자성이 변화를 일으킴이 심히 

많으나, 미혹한 사람들이 스스로 알고 보지 못한다. 한 생각이 선하면 지혜가 

생겨나니, 이것을 ‘자성화신自性化身’이라고 이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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何名爲千百億化身佛 不思量性即空寂 思量即是自化 思量惡法化爲地獄 思量善法
化爲天堂 毒害化爲畜生 慈悲化爲菩薩 智惠化爲上界 愚癡化爲下方 自性(姓)變化
甚多(名) 迷人自不知見 一念善知惠即生 [此名自性化身]

9. 무엇을 ‘원만보신불圓滿報身佛’이라고 이름하는가? 하나의 등불은 천년의 

어둠을 없애고, 하나의 지혜는 만년의 어리석음을 멸한다. 앞을 생각하지 말고, 

늘 뒤를 생각하라. 늘 뒷생각이 선한 것을 이름하여 ‘보신報身’이라고 한다. 

(지금 이 순간 깨어서 선한 생각을 하면, 과거의 모든 악업을 무너뜨린다. 업

보를 바꾸는 몸이니 보신이다.) 한 생각의 악이 천년의 선한 마음을 그치게 하

며, 한 생각의 선이 천년의 악을 멸한다.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뒷생각이 선

한 것을 이름하여 ‘보신’이라고 한다.

[何名圓滿報身佛] 一燈能除千年闇 一智能滅萬年愚 莫思向前常思於後 常後念善
名爲報身 一念惡報却千年善止(心) 一念善報却千年惡滅 無始(常)已來 後念善名
爲報身 

10. ‘법신法身’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 ‘화신化身’이며, 생각 생각이 선한 것을 

‘보신報身’이다.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닦음을 ‘귀의歸依’라고 이름한다. 가죽과 

살은 ‘색신’으로 집이니 귀의할 수 없다. 다만 3신을 깨달으면 큰 뜻을 알 것

이다. 

從法身思量即是化身 念念善即是報身 自悟自修即名歸依(衣)也 皮肉是色身是舍宅 
不在歸依也 但悟三身 即識大意(億) 
(① ‘법신’은 만법을 갖춘 청정한 참나이며, ② ‘화신’은 생각에 따라 마음ㆍ몸

ㆍ세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참나의 작용이며, ③ ‘보신’은 선한 생각으로 악업을 

막는 인과응보를 일으키는 참나의 작용이다. 이 3가지는 모두 참나에 갖추어져 

있다. 참나ㆍ자성을 깨치면 3신을 모두 얻게 된다. 대승불교의 3신관과는 별도

의 설법이다. 대승불교는 ‘만법구족萬法具足의 청정법신’ 즉 ‘과위果位의 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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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바탕을 두되, 천백억 곳에 색신을 나툴 수 있을 때 ‘천백억화신’이라고 하

며, 온갖 선업을 모두 갖추어 악업을 완전히 틀어막을 때 ‘원만보신’이라고 한

다.) 

* 혜능은 ‘씨앗’(인위因位의 법신)을 중시하고 대승은 ‘나무’(과위果位의 법신)

를 중시한다. (23 참조, 참나는 부처의 깨달음을 이루는 씨앗)혜능은 ‘원인’[1

주~1지보살의 경지]을 보고 부처를 설명하고 대승은 ‘결과’[10지를 초월한 불

지佛地의 경지]를 놓고 부처를 설명한다. 혜능의 모든 설법이 그러하다. 혜능

이 제시한 ‘씨앗’의 ‘돈오’(1주~1지보살)을 ‘결과’의 ‘돈오’(불지)로 이해하면 곤

란하다. ‘씨앗’은 ‘절대계’(열반)의 차원이며 ‘결과’는 ‘현상계’(5온)의 차원을 아

우른다. 절대계는 ‘연기법’을 초월한 세계라 ‘돈수頓修’가 가능하나, 현상계는 

‘연기법’의 세계라 ‘돈수頓修’가 불가능하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기 때문

이다. 

* 혜능은 단박에 ‘돈오’를 이루고 현상계 차원의 ‘결과’를 모두 내려놓고 오직 

‘자성의 공덕’(자성의 지혜와 방편, 자성의 법신ㆍ보신ㆍ화신, 자성의 계정혜, 

자성의 6바라밀)을 드러내 펼치는 삶을 사는 것에만 집중하자는 주의이다. 현

상계의 계제와 등급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 ‘참나’ 그대로 ‘부처’

로서 사는가? 이것에만 집중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결과’를 내려놓고 오직 ‘과

정’에만 집중하는 ‘향상일로向上一路’의 삶이다. 사실은 이렇게 ‘과정’에만 집중

하여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때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돈오’로 끝

이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돈오’ 이후 늘 ‘부처’로 살면서 ‘모르는 마음’으로 살

되, ‘닦음 없는 닦음’(무수지수無修之修, 5온을 쓰되 5온을 초월)으로 무한하게 

향상하자는 것이다! 모든 계제와 등급을 잊고 오직 ‘부처로 살아가기’에만 집중

하자는 것이다. (교외별전敎外別傳, 10지 체계를 중시하는 경전의 가르침과 구

별되는 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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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지눌의 수심결修心訣
이 청정하고 텅 비어 고요한 마음은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의 ‘탁

월하게 청정하고 밝은 마음’이며, 또한 중생의 뿌리가 되는 ‘깨달아 아는 본성’

(覺性)이니, 이 본성 자리만 깨닫고 지킬 수 있다면 앉은 자리에서 움직일 필

요도 없이 그대로 해탈할 것이며, 이것에 어리석어 등진다면 여섯 가지 세계를 

돌고 돌면서 끝없는 세월을 윤회할 것이다. 

而此淸淨空寂之心 是三世諸佛 勝淨明心 亦是衆生本源覺性 悟此而守之者 坐一
如而不動解脫 迷此而背之者 往六趣而長劫輪廻 

11. ‘자성’의 마음자리를 ‘지혜’(자성혜自性慧, 참나의 빛)로 관조하여 안팎이 

투철히 밝아 자신의 ‘본심’을 알아야 한다. 만약 ‘본심’을 알면 이것이 ‘해탈’이

다. (혜능은 본심을 정확히 아는 것을 해탈로 보고 있음. 정확히 말하면 해탈

의 씨앗임.) 해탈을 얻었다면 이것이 ‘반야삼매’(진여삼매, 정혜쌍운定慧雙運)이

며, 반야삼매를 깨달으면 이것이 ‘무념無念’이다. 어떤 것을 ‘무념’이라고 이름

하는가? ‘무념법無念法’은 일체의 법을 보되 일체의 법에 집착하지 않으며, 일

체처에 두루하되 일체처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늘 자성을 청정하게 하면서, 

‘여섯 도적’(오감五感과 의식意識)으로 하여금 ‘6가지 문’(6가지 인식기관)으로 

달려 나가게 하고, ‘6가지 티끌’(6가지 인식대상)을 떠나지도 않으며 오염되지

도 않아서 오고 감에 자유자재하니, 이것이 ‘반야삼매般若三昧’이며 ‘자재해탈

自在解脫’이며 ‘무념행無念行’이다. (현상계를 절대로 떠나지 않되[방편-윤회], 

현상계에 물들지도 않는다[반야-열반]. 보살행의 핵심) 온갖 사물을 생각하지 

않아서 늘 생각을 끊으려고 하지 마라. 이것은 ‘법에 결박당함’이니, 바로 ‘치

우친 견해’이다. ‘무념법無念法’을 깨달으면, ‘만법萬法’에 남김없이 통하니(만법

의 뿌리에 곧장 도달함,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중용), 무념법을 깨달으면 

여러 부처의 경계를 보며, 무념법을 깨달으면 ‘부처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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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性心地 以智惠觀照 內外明(名)徹識自本心 若識本心即是解脫 既得解脫即是般
若三昧 悟般若三昧即是無念 何名無念 無念法者 見一切法不著一切法 遍一切處
不著一切處 常淨自性 使六賊從六門走出 於六塵中不離不染 來去自由 即是般若
三昧自在解脫名無念行 莫百物不思 常(當)令念絕 即是法縛(傳) 即名邊見 悟無念
法者 萬法盡通 悟無念法者 見諸佛境界 悟無念頓法者至佛位地

* 대승기신론
만약 중생이 능히 ‘무념無念’을 관찰할 수 있으면, ‘부처의 지혜’를 향하게 될 

것이다.

若有衆生能觀無念者 則爲向佛智故

12. “제자가 알기로는 달마대사가 양무제를 교화할 때, 달마에게 묻기를 ‘짐이 

일생동안 절을 짓고 보시하고 공양하였으니 공덕이 있습니까?’라고 하자, 달마

조사께서 대답하시길 ‘전혀 공덕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무제가 불쾌하

게 여겨서 달마대사를 경계 밖으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이 말을 잘 모르겠습니

다. 청컨대 화상께서는 설명해주십시오.” 6조께서 말씀하시길 “진실로 공덕이 

없다. 사군使君은 달마대사의 말을 의심하지 마라. 무제가 사특한 도에 집착하

여 올바른 법을 알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사군이 묻기를 “왜 공덕이 없

습니까?”라고 하였다. 화상께서 말씀하시길 “절을 짓고 보시하고 공양하는 것

은 단지 ‘복福’을 쌓는 것이다. ‘복’(에고의 공덕, 유위有爲의 공덕, 비록 복을 

받더라도 에고가 증장하여 무지와 아집이 그대로임)을 가지고 ‘공덕功德’(참나

의 공덕, 무위無爲의 공덕, 참나의 공덕이 드러나면 무지와 아집이 정화되어 

지혜와 자비로 변화함)으로 여기지 마라. ‘공덕’은 ‘법신法身’(만법구족萬法具足

의 청정신淸淨身, 6바라밀의 공덕을 갖추고 있음)에 있는 것이지, ‘복전福田’

(복을 산출하는 밭, 신앙의 대상이 되는 부처나 승려)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공

덕은 오로지 참나의 작용일 뿐이다.) 자신의 ‘법성法性’에 공덕이 있다. 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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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곧은 것이 ‘덕德’이다. 안으로 불성을 보고 밖으로 공경을 행하라. 만약 일

체의 사람을 가볍게 보고 ‘나에 대한 집착’(아상我相)을 끊지 못한다면, 공덕이 

없어 자성이 허망하며 법신에는 공덕이 없다. 생각 생각마다 ‘덕德’으로 평등한

(자타일여自他一如) ‘직심直心’을 행한다면, ‘덕’이 가볍지 않을 것이다. 늘 공

경함을 행하여, 스스로 자신의 ‘몸’(말ㆍ행동)을 닦는 것이 바로 ‘공功’이며, 스

스로 ‘마음’(생각ㆍ감정)을 닦는 것이 바로 ‘덕德’이다. ‘공덕’은 자신의 마음으

로 짓는 것이다. ‘복’과 ‘공덕’은 별개이니, 무제는 올바른 원리를 알지 못한 것

이다. 달마조사에게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다.

弟子見說 達磨大師化(代)梁武帝(諦) 問達磨 朕一生已(未)來造寺布施供養 有{有}
功德否 達磨答言 並無功德 武帝惆悵 遂遣達磨出境 未審此言 請和尚說 六祖言 
實無功德 使君{朕}勿疑達磨大師言 武帝著邪道不識正法 使君問 何以無功德 和尚
言 造寺布施供養只是修福 不可將福以爲功德 [功德]在法身 非在於福田 自法性
有功德 平直是德 [內見]佛性 外行恭敬 若輕一切人 吾(悟)我不斷 即自無功德 自
性虛妄 法身無功德 念念德行平等直(眞)心 德即不輕 常行於敬 自修身即功 自修
{身}心即德 功德自心作 福與功德別 武帝不識正理 非祖大師有過

13. 만약 ‘무생돈법’(태어난 적 이 없는 참나를 곧장 깨닫는 법)을 깨닫는다면 

‘서방정토’를 찰나에 볼 것이요, ‘돈교대승’(참나를 곧장 깨닫게 하는 대승의 가

르침)을 깨닫지 못한다면 ‘염불’을 하여도 왕생의 길이 멀 것이니 어떻게 도달

하겠는가?

若悟無生頓法 見西方只在剎那 不悟頓教大乘 念佛往生路遙 如何得達

14. 무엇을 ‘점차’와 ‘단박’이라고 하는가? ‘법法’은 한 가지일 뿐이나, ‘앎’(見)

이 더디고 빠를 뿐이다. 앎이 더디면 ‘점차’이며, 앎이 빠르면 ‘단박’이다. ‘법’

에는 점차와 단박이 없으나, ‘사람’에는 예리함과 둔함이 있다. 그러므로 점차

와 단박이라고 이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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何名(以)漸頓 法即一種 見有遲疾 見遲即漸 見疾即頓 法無漸頓 人有利鈍 故名漸
頓

15. “화상이여, 제자는 옥천사(신수대사의 거처)에서 왔습니다. 신수대사가 있

는 곳에서는 깨달음에 계합하지 못했는데, 화상의 설법을 듣고 곧장 ‘본심’에 

계합했습니다. 원컨대 화상께서는 자비로움으로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혜능대사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그곳에서 왔다면 응당 첩자(세작細作)

로구나!”라고 하였다. 지성이 말하길 “말하기 전에는 그렇습니다만, 말하였으니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육조께서 말씀하시길 “번뇌가 보리라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라고 하였다.  

和尚 弟子從玉泉寺來 秀師處不得(德)契悟 聞和尚說 便契本心 和尚慈悲願當敎
(散)示 惠能大師曰 汝從彼(被)來應是細作 志誠曰 未說時即是 說{乃}了不(即)是 
六祖言 煩惱即是菩提亦復如是 

대사께서 지성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들으니 그대의 선사께서 사람들을 가르

칠 때, 오직 ‘계戒ㆍ정定ㆍ혜慧’(3학)을 전한다고 들었다. 그대의 화상이 사람

들에게 어떻게 ‘계정혜’를 가르치는가? 나를 위해 말해보라”라고 하였다. 지성

이 말하길 “신수화상은 ‘계정혜’에 대해 말하길 ① 일체의 악惡을 행하지 않는 

것이 ‘계戒’이며, ② 일체의 선善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 ‘혜慧’이며, ③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정定’이라고 하고, 이것을 ‘계정혜’라고 이름한다고 합

니다”라고 하였다. 혜능께서 대답하시길 “이 설법은 불가사의하다. 그러나 혜

능이 이해하는 바는 또한 다르다”라고 하였다. 지성이 무엇이 다르냐고 묻자, 

혜능께서 대답하시길 “앎에는 더디고 빠름이 있다”라고 하였다. 지성이 화상이 

이해하는 ‘계정혜’를 설명해주시길 청하였다. 대사께서 말씀하시길 “그대는 나

의 설명을 듣고 나의 견처를 보라. ① 마음자리에 그릇됨이 없음이 ‘자성계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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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戒’이다. ② 마음자리에 어지러움이 없음이 ‘자성정自性定’이다. ③ 마음자리

에 어리석음이 없음이 ‘자성혜自性慧’이다”라고 하였다. 혜능대사가 말씀하시길 

“그대의 ‘계정혜’는 작은 근기의 여러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이고, 나의 ‘계정혜’

는 상근기의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다. 자성을 깨달으면(자성의 계정혜를 갖춤) 

또한 ‘계정혜’를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참나의 계정혜가 절로 드러남. 

계정혜라는 형상도 필요 없음) 지성이 말하길 “청컨대 대사께서 말씀하신 ‘세

우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하였다. 대사께서 말씀하시길 “‘자성’에

는 그릇됨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다. 생각 생각마다 ‘반야’로 

관조하여 늘 ‘법상法相’을 떠났는데 무엇을 세우겠는가? ‘자성’을 단박에 닦으

라. 형상을 세우면 점차가 된다. 그래서 세우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지성

이 예배하고 조계산을 떠나지 않고서, 문인이 되어 대사의 좌우를 떠나지 않았

다.       

大師謂志誠曰 吾聞汝(與)禪師教人唯傳戒定惠 汝(與)和尚教人戒定惠如何 當爲吾
說 志誠(城)曰 秀和尚言戒定惠 諸惡不作名爲戒 諸善奉行名爲惠 自淨其意名爲定 
此即名爲戒定惠 彼作如是說 不知和尚所見如何 惠能和尚答曰 此說不可思議 惠
能所見又別 志誠(城)問何以別 惠能答曰 見有遲疾 志城請和尚說所見戒定惠 大師
言 {如}汝聽吾(悟)說 看吾(悟)所見處 心地無{疑}非自性戒 心地無亂是自性定 心
地無癡自性{是}惠 能大師言 汝戒定惠勸小根諸人 吾戒定惠勸上[根]人 得悟(吾)
自[性] 亦不立戒定惠 志誠(城)言 請大師說不立如何 大師言 自性(姓)無非無亂無
癡 念念般若觀照 常(當)離法相 有何可立 自性(姓)頓修 立有漸 此所(契)以不立 
志誠禮拜 便不離漕溪山 即爲門人 不離大師左右

* 과거칠불통게過去七佛通揭
일체의 악惡을 행하지 말며, 일체의 선善을 받들어 행하라. 그리고 자신의 마

음을 정화해라. 오직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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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심결
① ‘자기 본성의 선정⋅지혜’(自性定慧)를 닦는 자는 ‘단박에 깨닫는 문’이니, 

닦음이 없는 닦음을 써서 두 개의 ‘고요함’을 함께 활용하여 스스로 자신의 본

성을 닦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성하는 사람이다. ② 그리고 ‘대상을 따르는 

문의 선정⋅지혜’(隨相門定慧)를 닦는 자는 깨닫기 전의 ‘점진적으로 닦는 문’

의 열등한 근기이니, 대상에 따라 다스리는 공부를 활용하여, 마음 마음마다 

의심을 끊고 고요함에 집착해서 닦는 자이다. 그러므로 이 두 문의 수행은 ‘단

박’과 ‘점차’가 다르니 서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修自性定慧者 此是頓門 用無功之功 竝運雙寂 自修自性 自成佛道者也 修隨相門
定慧者 此是未悟前漸門劣機 用對治之功 心心斷惑 取靜爲行者 而此二門所行 頓
漸各異 不可參亂也 

16. 대사께서 말씀하시길 “그대들 문인들은 잘 있어라. 내가 게송 하나를 남길 

것이니 자성진불해탈송自性眞佛解脫頌이라 이름한다. 후대의 미혹한 사람들

이 이 게송의 뜻을 들으면 자신의 마음, 자신의 본성의 참된 부처를 볼 것이다. 

그대들에게 이 게송을 주면서, 내가 그대들과 이별하노라. 게송은 다음과 같다. 

大師言 汝等門人好住 吾留一頌 名自性眞佛解脫頌 後代迷{人} 聞(門)此頌意 
{意}即見自心自性眞佛 與汝此頌 吾共汝別 頌曰

‘진여’의 청정한 본성은 ‘참된 부처’이다. 

사특한 견해의 3가지 독(탐진치貪瞋癡)이 ‘참된 마구니’이다.

사특한 견해의 사람은 마구니가 집에 있다.

바른 견해의 사람은 부처가 지나가리라.

자성 가운데 사특한 견해가 3가지 독을 낳으니 마왕이 집에 와서 머문다.

바른 견해가 스스로 3독심을 없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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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니가 변하여 부처를 이루니 참되어 거짓이 없다.

‘화신化身’과 ‘보신報身’과 ‘정신淨身’ 이 3가지 몸은 본래 하나의 몸이다.

(참나의 3가지 작용이다)

만약 몸속에서 ‘스스로 보는 자’(알아차리는 자, 자성)를 찾는다면

부처의 깨달음(보리)을 이루는 ‘씨앗’이다.

(천백억으로 변화하는 ‘화신’과 선법으로 원만해진 ‘보신’이 이루어질 때

청정한 ‘법신’도 온전해짐. 천백억화신 나투는 ‘성소작지成所作智’와 

만법을 갖춘 청정한 ‘대원경지大圓鏡智’는 궁극의 부처의 경지. 

이 경지가 부처의 깨달음 즉 ‘부처의 돈오’임.

1주~1지의 돈오는 이러한 돈오의 씨앗임. 3신의 핵심인 ‘자성’을 찾았기에)

본래의 ‘화신’(5온의 변화)을 따라 

‘청정한 본성’(3신과 만법을 갖춘 과위果位의 법신)이 생겨나니,

‘청정한 본성’은 늘 ‘화신’ 가운데 있다. 

(천백억으로 변화하는 화신은 의성신意成身의 나툼, 

법신은 5온의 변화하는 몸인 의성신意成身을 

온전히 갖출 때 온전해지니, 법신은 절대로 5온의 변화를 떠나지 않음

밀교적 내용으로 ‘금강신金剛身’을 온전히 갖출 때 ‘금강심金剛心’도 온전해짐)

‘자성’(법신)이 ‘화신’(5온의 변화)으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걷게 하니

마땅히 원만해져서 참으로 다함이 없다. 

(온갖 선한 공덕이 갖추어져 원만한 보신이 이루어짐) 

‘성욕’(쿤달리니, 원기元氣)의 본래 몸은 ‘청정한 몸의 씨앗’이 된다.

(‘성에너지’는 화신과 보신을 두루 갖춘 ‘과위果位의 법신’의 씨앗이 됨)

성욕(화신의 바탕)을 버리고는 ‘청정한 자성의 몸’(과위의 법신)도 없다.

자성 가운데 5가지 욕망을 떠나면 찰나에 자성을 보니 이것이 ‘참됨’이다. 

금생에 ‘돈교문頓敎門’을 깨달으면 눈앞에 세존을 볼 것이나, 

만약 수행을 하여 부처를 찾는다고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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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곳에서 ‘참됨’을 구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다. (부처는 본래 완벽)

만약 몸 가운데 스스로 ‘참됨’이 있다면

‘참됨’이 있음이 바로 부처를 이루는 ‘씨앗’이다.

스스로에게서 ‘참됨’을 구하지 않고 밖에서 ‘부처’를 찾으면

가서 찾는 이가 모두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돈교법문頓敎法門’을 이제 남겼으니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고 마땅히 스스로를 닦아야 한다.

이제 세간의 도를 배우는 이들에게 알리노니

이것에 의지하지 않으면 크게 아득할 뿐이다. 

眞如淨性是眞佛 邪見三毒是眞魔(摩) 邪見之人魔(摩)在舍　
正見之(知)人佛則過 性中(衆)邪見三毒生 即是魔(摩)王來住舍 
正見自除(忽則)三毒心(生) 魔(摩)變成佛眞無假 化身報身及淨身 
三身元本是一身 若向身中覓自見 即是[成]佛菩提因
本從化(花)身生淨性 淨性常在化(花)中 性使化(花)行正道 
當來圓(員)滿眞無窮 婬性本身清淨因 除即婬無淨性身 
性中但自離五(吾)欲 見性剎那即是眞 今生若悟(吾)頓教門 
悟即眼前見世(性)尊 若欲修行云覓佛 不知何處欲求眞
若能身中自有眞 有眞即是成佛因 自不求眞外覓佛 
去覓總是大癡人 頓教法門今已留(者是西流) 救(求)度世人須自修 
今報(保)世間學道者 不依(於)此是大悠悠

* 벽암록碧巖錄
운문雲門스님께서 설법하셨다.

“‘옛 부처’가 ‘돌기둥’과 더불어 사귀었다. 이것은 어떠한 경지인가?” 

대중이 말이 없자, 스스로 대신하여 말하였다.

“남산에 구름이 일어나니 북산에 비가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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擧 雲門垂語云 古佛與露柱相交 是第機機 衆無語 自代云 南山雲北山下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