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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성콘서트 제12탄

서산西山의 선가귀감禪家龜鑑
윤홍식

* 서산대사 휴정 西山大師 休靜1520(중종15) ∼1604(선조37) 

조선의 강력한 숭유억불책으로 인하여 쇠락해가고 있던 불교의 

맥을 다시금 중흥시킨 고승이다. 젊어서 승과에 급제하여 선종과 

교종을 총괄하는 최고위직 판사判事까지 겸직하였으나, 곧 이를 

버리고 묘향산 등에 은거하며 수도에 열중했다. 임진왜란이 일어

나자 73세의 노구를 이끌고 승병을 일으켜 명나라 군대와 함께 

한양회복에 큰 공을 세웠다. 이로 인해 선조로부터 ‘국일도 대선

사 선교도총섭 부종수교 보제등계존자國一都 大禪師 禪敎都摠攝 

扶宗樹敎 普濟登階尊者’라는 최고의 존칭을 하사받는다. 평소 삼
가귀감三家龜鑑(선가귀감禪家龜鑑, 유가귀감儒家龜鑑, 도가

귀감道家龜鑑)을 저술하여 유불도를 아울렀다. 가부좌한 상태로 

입적하였고, 한동안 방안에 기이한 향기가 가득했다고 한다. 

1. 한 물건

여기 ‘한 물건’(一物)이 있다. 그것은 본래 밝고 신령하여 태어난 

적도 없으며 소멸된 적도 없다. 이름 지을 수도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다.

有一物於此 從本以來 昭昭靈靈 不曾生 不曾滅 名不得 狀不得

○ 옛 부처께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의 원상圓相이 오롯이 있었네. 

석가모니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가섭이 어찌 전할 수 있겠는가!

古佛未生前 凝然一相圓 釋迦猶未會 迦葉豈能傳

● (유불도儒佛道의) 삼교三敎의 성인들이 모두 이 구절에서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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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거량할 자 누구인가? 눈썹을 아끼는구나!

三敎聖人 從此句出 誰是擧者 惜取眉毛

2. 선지와 교문

세존께서 3곳에서 마음을 전한 것은 ‘선지禪旨’이며, 일생동안 설

하신 바는 ‘교문敎門’이다. 그러므로 ‘선’은 부처의 마음이며 ‘교’

는 부처의 말이다.

世尊三處傳心者 爲禪旨 一代所說者爲敎門 故曰禪是佛心 敎是佛語

* 삼처전심三處傳心 : ① 다자탑전분반좌多子塔前分半座 ② 영산

회상거염화靈山會上擧拈花 ③ 사라쌍수곽시쌍부沙羅雙樹槨示雙趺

3. 일념회광一念廻光
내가 한 마디 말을 하노라. 생각을 끊고 인연을 잊고

우두커니 일이 없이 앉아있으니, 봄이 오니 풀이 절로 푸르도다.

吾有一言 絶慮忘緣 兀然無事坐 春來草自靑

○ 생각을 끊고 인연을 잊은 것은 ‘마음’에서 얻은 것이다. 이른 

바 한가한 도인이다. 아, 그 사람됨이여! 본래 인연이 없고 본래 

일이 없으니,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잔다. 맑은 물 푸른 산을 

뜻대로 소요하여, 어촌이건 술집이건 자유자재하며 안락하고 편안

히 지내며, 세월을 도무지 알지 못하나, 봄이 오면 예와 같이 풀

이 절로 푸르구나.  

絶慮忘緣者 得之於心也 所謂閑道人也 於戱 其爲人也 本來無緣 本
來無事 飢來卽食 困來卽眠 綠水靑山 任意逍遙 漁村酒肆 自在安閑 
年代甲子摠不知 春來依舊 草自靑 

4. 교문과 선문

교문에서는 오로지 ‘한 마음의 법’만을 전하며,



- 3 -

선문에서는 오로지 ‘견성의 법’만을 전한다.

敎門惟傳一心法 禪門惟傳見性法

5. 부처와 조사

여러 부처의 설법은 활과 같고 조사의 설법은 활줄과 같다. 부처

의 설하신 걸림이 없는 법은 바야흐로 한 맛으로 돌아가니, 이 한 

맛의 자취마저 떨쳐버려야 바야흐로 조사가 보인 ‘한 마음’이 드

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뜰 앞의 잣나무’라는 화두는 용궁의 대장

경에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諸佛說弓 祖師說絃 佛說無碍之法 方歸一味 拂此一味之迹 方現祖
師所示一心 故云庭前栢樹子話 龍藏所未有底

6. 경전공부와 참선공부

그러므로 배우는 자는 먼저 진실한 말씀의 가르침(경전)을 익혀서 

‘불변’(不變, 변화하지 않음)과 ‘수연’(隨緣, 인연에 따라 변화함)의 

2가지 뜻이 바로 우리 마음의 ‘본성과 모양’(性相)이라는 것과, 

‘돈오’(頓悟, 단박 깨달음)와 ‘점수’(漸修, 차츰차츰 닦아감)의 2가

지 관문이 우리 수행의 시작과 끝이라는 사실을 명쾌하게 변별해

야 한다. 그런 후에는 모든 경전의 가르침을 내려놓고, 다만 자신

의 마음의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한 생각’으로 선禪의 가르침을 

자세히 참구한다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른

바 모든 굴레로부터 몸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살 길이라는 것

이다. 

故學者 先以如實言敎 委辨不變隨緣二義 是自心之性相 頓悟漸修兩
門 是自行之始終 然後放下敎義 但將自心現前一念 叅詳禪旨 則必
有所得 所謂出身活路

7. 공안을 간절히 참구하라

대저 본래 참구하는 공안을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되, 닭이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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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품듯이,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배고플 때 밥을 생각하듯이, 

목이 마를 때 물을 생각하듯이, 아이가 엄마를 생각하듯이 한다면 

반드시 꿰뚫어 통할 때가 온다.

凡本叅公案上 切心做工夫 如雞抱卵 如猫捕鼠 如飢思食 如渴思水 
如兒憶母 必有透徹之期

8. 참선공부의 3가지 요소

‘참선’에는 마땅히 3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는 ‘큰 믿

음’이며, 둘째는 ‘큰 분발심’이며, 셋째는 ‘큰 의심’이다.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면, 이는 발이 3개 달린 솥의 다리 하나를 

끊어 버리는 것과 같아서, 끝내 쓰지 못할 물건이 되고 만다.

叅禪須具三要 一有大信根 二有大憤志 三有大疑情 苟闕其一 如折
足之鼎 終成廢器

9. 오직 의심할 뿐!

날마다 인연에 응하는 자리에서, 다만 “개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를 들뿐이다. (활구活句참선) 오고 감에 화두를 들고 오고 감

에 의심하다보면, 이치의 길이 끊어짐을 알아차릴 수 있다. (오직 

의심할 뿐! 이치로 따지지 않음) 이치의 길이 끊어지고 재미가 없

어져 마음이 답답할 때(오직 모를 뿐!), 이때가 바로 사람이 신명

을 던질 곳이며,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근본이다. 

日用應緣處 只擧狗子無佛性話 擧來擧去 疑來疑去 覺得沒理路 沒
義路 沒滋味 心頭熱悶時 便是當人放身命處 亦是成佛作祖底基本也

10. 화두를 드는 법

화두는 들어 일으키는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생

각으로 헤아리지도 말며, 또한 ‘미혹함’을 가지고 ‘깨달음’을 기다

리지도 말아야 한다. 생각할 수 없는 자리에 나아가 생각하면 마

음이 갈 곳이 없으니, 마치 늙은 쥐가 소의 뿔에 들어가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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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아서 곧 죽게 될 것이다. 또한 이리저리 비교하고 안배하는 것 

이 알음알이고, 생사를 따라 흘러 다니는 것이 알음알이이며, 두

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알음알이이다. 지금 사람들은 병통을 알지 

못하고, 오직 알음알이 안에 있으면서 떴다 가라앉았다 한다.

話頭不得擧起處承當 不得思量卜度 又不得將迷待悟 就不可思量處
思量 心無所之 如老鼠入牛角 便見倒斷也 又尋常計較安排底 是識
情 隨生死遷流底 是識情 怕怖慞惶底 是識情 今人不知是病 只管在
裏許 頭出頭沒 (화두를 드는 즉시로 죽어라!)

11. 한 생각을 넘어서면 생사를 초월한다

만약 태어나고 죽는 문제와 대적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한 생

각’이라는 물건을 ‘탁’하고 한 번에 깨뜨려야 한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태어나고 죽는 문제를 대적할 수 있다. 

若欲敵生死 須得這一念子 爆地一破 方了得生死

12. 선문과 교문의 병폐

바라건대 도를 닦는 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깊이 믿어서, 스스로 

비굴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 자만해서도 안 된다.

願諸道者 深信自心 不自屈 不自高

○ [주해] 이 마음은 평등하여 본래 범인ㆍ성인의 차별이 없다. 

그러나 사람을 구분하면 미혹한 사람과 깨달은 사람이 있으며 범

인과 성인이 있다. ① 스승의 가르침에 격발되어 홀연히 ‘참나’(眞

我)를 깨달으면 부처와 더불어 다를 것이 없으니 ‘단박’(頓)이다. 

이것이 “스스로 비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혜능의 게송)는 것이 이것을 말한 것이다. ② 깨달음으로 

인하여 습기를 끊어감에, 범인이 굴러 성인을 이루게 되니 ‘점차’

(漸)이다. 이것이 “스스로 자만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수시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야 한다”(신수의 게송)는 것은 이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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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굴해지는 것은 경전을 배운 이의 병통이며, 자만해지는 것은 참

선을 배운 이의 병통이다. ① 경전을 배운 이는 선문에 깨달음에 

들어가는 비결이 있음을 믿지 않아서 방편의 가르침에 깊이 걸리

게 되어 참됨과 거짓을 구별하고 집착하여 ‘관행觀行’을 닦지 않

고 남의 보물만을 헤아리고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 물러나 굴복하

는 것이다. ② 참선을 배우는 이는 교문에 습기를 닦고 끊는 바른 

길이 있음을 믿지 않아서 오염된 습기가 일어나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수행의 성과가 아직 초급인데도 법에 대한 교만이 많아서 

말이 과하고 높다. 이 때문에 뜻을 얻어 마음을 닦는 사람은 스스

로 비굴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 자만해서도 안 된다.

此心平等 本無凡聖 然約人 有迷悟凡聖也 因師激發 忽悟眞我 與佛
無殊者 頓也 此所以不自屈 如云本來無一物也 因悟斷習 轉凡成聖
者 漸也 此所以不自高 如云時時勤拂拭也 屈者 敎學者病也 高者 
禪學者病也 敎學者 不信禪門 有悟入之秘訣 深滯權敎 別執眞妄 不
修觀行 數他珎寶故 自生退屈也 禪學者 不信敎門有修斷之正路 染
習雖起 不生慚愧 果級雖初 多有法慢故 發言過高也 是故得意修心
者 不自屈 不自高也

● [평석] 스스로 비굴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 자만해서도 안 된

다는 것은, ① 처음 발심한 씨앗에 열매의 바다가 갖추어져 있음

을 간략히 들 때는 비록 한 자리일 뿐이라고 믿으나 (비굴해서는 

안 됨) ② 보살의 열매가 씨앗을 투철히 하여야 함을 널리 들 때

는 55위가 되는 것이다. (자만해서는 안 됨)

評曰不自屈不自高者 略擧初心因該果海 則雖信之一位也 廣擧菩薩
果徹因源 則五十五位也

* 55위 : 능엄경 등에 근거함. 

① 십신十信 ② 십주十住 ③ 십행十行 ④ 십회향十回向 ⑤ 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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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四加行(난위煖位ㆍ정위頂位ㆍ인위忍位ㆍ세제일위世第一位) ⑥ 

십지十地 ⑦ 불지佛地

13. 수행의 요점

수행의 요점은 다만 범부의 알음알이를 다할 뿐, 별도로 성인의 

이해가 있는 것이 아니다. 

修行之要 但盡凡情 別無聖解

14. 정법을 구하지 마라

중생의 마음을 버릴 필요가 없다. 다만 자성을 오염시키지만 마

라. 정법을 구하는 것이 사특한 것이다.

不用捨衆生心 但莫染汚自性 求正法 是邪

* 무문관無門關
남전南泉에게 조주趙州가 물었다. “어떤 것이 도道입니까?”

남전이 대답하였다. “평상심 그대로가 도이다.”

조주가 물었다. “그래도 뭔가를 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전이 대답하였다. “추구하면 어긋나게 될 것이다.”

南泉因趙州問 如何是道 泉云 平常心是道 州云 還可趣向否 泉云 
擬向卽乖 州云 不擬爭知是道 

15. 소승과 대승

번뇌를 끊는 것을 ‘이승’(성문聲聞ㆍ연각緣覺)이라고 한다. 번뇌가 

본래 생겨나지 않음을 ‘큰 열반’이라고 한다. 

斷煩惱 名二乘 煩惱不生 名大涅槃

16. 연기는 본래 없다

마땅히 자신이 품고 있는 온갖 번뇌⋅망상을 텅 비우고 스스로 

자신을 비추어 보라. 그러면 한 찰나에 연기緣起가 본래 생겨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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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음을 믿게 될 것이다. 

須虛懷自照 信一念緣起無生

17. 번뇌ㆍ망상도 본래 텅 비어있다

살해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음탕한 것, 거짓말하는 것이 모두 

‘한 마음’에서 일어난다. 일어난 것들이 고요하니 어찌 끊겠는가?

諦觀殺盜淫妄 從一心上起 當處便寂 何須更斷

18. 열반에 들 중생이 없다

보살이 중생을 건져 열반에 들게 함에, 또한 진실로 열반을 얻을 

중생이 없다. 

菩薩度衆生入滅度 又實無衆生得滅度

○ 보살은 다만 생각들을 중생으로 여기니, 생각의 본체가 공함을 

깨달으면 중생이 구제된다. 생각이 이미 공적하다면 진실로 열반

을 얻을 중생이 없는 것이다. 

菩薩只以念念 爲衆生也 了念體空者 度衆生也 念旣空寂者 實無衆
生得滅度也 

19. 단박에 깨닫더라도 차츰차츰 닦아야 한다

‘이치’(理)는 단박에 깨달아 알 수 있으나, 그릇된 ‘행위’(事)는 단

박에 제거되지 않는다. 

理雖頓悟 事非頓除 

20. 부처의 계율 (지계)

덕이 없는 사람은 부처의 계율에 의지하지 않으며, 3가지 업(신身

ㆍ구口ㆍ의意)을 보호하지 않는다. 

無德之人 不依佛戒 不護三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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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선정은 지혜를 낳는다 (선정ㆍ지혜)

걸림이 없는 청정한 지헤는 모두 선정에서 생겨난다.

無碍淸淨慧 皆因禪定生

22. 생멸하는 세간의 모든 형상

마음이 선정에 있으면 세간의 생멸하는 모든 형상을 알 수 있다.

心在定 則能知世間生滅諸相

23. 본래 열반

도를 닦아서 열반을 증득하는 것은 또한 참된 것이 아니다. 심법

은 본래 고요하니 ‘참된 열반’이다. 그러므로 “모든 법이 본래 늘 

스스로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修道證滅 是亦非眞也 心法本寂 乃眞滅也 故曰諸法從本來 常自寂
滅相

24. 둘로 보지 않는 자비 (보시)

가난한 이가 구걸하거든 분수에 따라 베풀어 주어라. 한 몸으로 

보는 큰 자비가 ‘참된 보시’이다. 

貧人來乞 隨分施與 同體大悲 是眞布施

25. 참는 수행 (인욕)

만약 ‘참는 수행’이 없다면 온갖 수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若無忍行 萬行不成

26. 최고의 정진 (정진) 

본래의 ‘참마음’(眞心)을 잘 지키는 것이 최고의 정진이다. 

守本眞心 第一精進

○ 만약 ‘정진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면 이는 망령된 것이지 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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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다. 그러므로 “망상을 내지 마라! 망상을 내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다. 

若起精進心 是妄 非精進 故云莫妄想莫妄想

27. 참된 예배

예배는 공경함(참나)이며 굴복시킴(에고)이니, ‘참본성’(眞性)을 공

경하며 ‘무명’을 굴복시킴이다.

禮拜者 敬也 伏也 恭敬眞性 屈伏無明

28. 참된 염불

염불은 입에 있으면 ‘암송’(誦)이라고 하며, 마음에 있으면 ‘마음

에 챙김’(念)이라고 한다. 다만 욀 뿐 마음에 챙기지 않는다면 도

에 무익할 것이다. 

念佛者 在口曰誦 在心曰念 徒誦失念 於道無益

29. 부처를 파는 자

부처께서 이르시길 “어찌하여 도적들이 나의 의복을 빌려 입고, 

여래를 팔아서 각종의 업을 짓는가?”라고 하셨다.

佛云 云何賊人 假我衣服 裨販如來 造種種業

30. 성문과 보살

성문은 숲속에 편하게 앉아 있어도 마왕에게 붙잡히나, 보살은 세

간을 즐겁게 노닐어도 밖의 마귀가 보지 못한다. 

聲聞宴坐林中 被魔王捉 菩薩遊戱世間 外魔不覓

○ 성문은 ‘고요함’을 취하는 것을 수행으로 삼으니 마음이 움직

인다. (고요함과 움직임을 분별하고, 고요함에 집착한 것이 움직

인 것) 마음이 움직이니 마귀가 보는 것이다. 보살은 본성이 본래 

공적하니 자취가 없다. 자취가 없으니 밖의 마귀가 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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聲聞 取靜爲行故 心動 心動則鬼見也 菩薩 性自空寂故 無迹 無迹
則外魔不見

31. 임종할 때 관하는 법

대저 사람들이 임종할 때에는 다만 이렇게 관조하라! ‘5온’(색깔ㆍ

느낌ㆍ생각ㆍ의지ㆍ식별)이 모두 공하며, ‘4대’(지수화풍)가 내 것

이 아니다. ‘참마음’(眞心)은 형상이 없고 가고 옴이 없으며, 태어

날 때 본성은 생겨나지 않으며 죽을 때 본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맑고 원만 고요하여 ‘마음’(주관)과 ‘경계’(객관)가 하나이다. 

다만 능히 이와 같이 단박 깨달으며, 과거ㆍ현재ㆍ미래의 3세에 

얽매이지 않으니 바로 세상을 초월한 ‘자유인’(自由人)이다. 예컨

대 부처님을 보더라도 따라 갈 마음이 없고, 지옥을 보더라도 두

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다만 스스로 무심하면 ‘법계’와 한 가지이

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절이다. 그러나 ‘평소’가 씨앗이 되고 

‘임종’은 열매가 되니, 도를 닦는 이들은 마땅히 살펴야할 것이다.

凡人臨命終時 但觀五蘊皆空 四大無我 眞心無相 不去不來 生時性
亦不生 死時性亦不去 湛然圓寂 心境一如 但能如是 直下頓了 不爲
三世所拘繫 便是出世自由人也 若見諸佛 無心隨去 若見地獄 無心
怖畏 但自無心 同於法界 此卽是要節也 然則平常是因 臨終是果 道
人須着眼看

32. 알음아이를 두지 마라

신령한 빛은 어둡지 않아서 만고에 뛰어난 지혜이다. 이 문에 들

어가려는 자는 ‘알음알이’를 두지 마라!

神光不昧 萬古徽猷 入此門來 莫存知解

* 유가귀감儒家龜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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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자는 항상 깨어있는 존재

① ‘경계하고 두려워함’(戒懼)은 하늘의 원리(天理)를 잘 보전하고 

지키는 것이니, 마음의 낌새가 아직 발동하기 전의 ‘경’(敬, 깨어

있음)이며, ② ‘홀로 삼감’(愼獨)은 사람의 욕망(人欲)을 잘 단속하

고 막는 것이니, 낌새가 이미 발동한 뒤의 ‘경敬’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항상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戒懼 是保守天理 幾未動之敬也 愼獨 是檢防人欲 幾已動之敬也 故
君子之心 常存敬畏

2. 함양과 성찰

① 마음을 잘 ‘함양涵養’하는 것은 마음이 고요할 때의 공부이니, 

마음속에 하나의 주인공이 엄숙하게 존재하도록 하는 공부이며, 

② 마음을 잘 ‘성찰省察’하는 것은 마음이 움직일 때의 공부이니,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면 즉각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공부이다. 그

래서 “정밀하게 관찰하고(성찰) 한결같이 지키라(함양)”고 한 것

이니,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밝은 명령’을 돌아보고 살펴야 한

다”(대학大學)는 것이다. 

涵養 靜工夫 一箇主宰嚴肅也 省察 動工夫 情念纔發覺治也 故曰 
精以察之 一以守之 卽所謂顧諟天之明命

* 도가귀감道家龜鑑

1. 현묘한 곡신谷神
‘곡신谷神’은 ‘삼재’(三才, 천天⋅지地⋅인人)의 근본이 되고 만물

의 묘함이 된다. 이름이 있는 것⋅이름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

는 것⋅생각이 없는 것, 모두가 여기에서 같이 나온 것이다. 현묘

하고 또 현묘하여 온갖 묘함이 나오는 문이 된다.

谷神遂爲三才之本 萬物之妙 有名無名 有念無念 同出於斯 故曰 玄
之又玄 衆妙之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