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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鄭晏의 기록유산 역주
崔永好*․嚴慶欽**
1)

1. 고려사
【원문】晏初名奮, 性聦慧, 少登第. 隂陽․筭術․醫藥․音律, 無不精曉.
出倅晉陽, 以母老, 辭歸養河東. 怡愛其才, 奏授國子祭酒. 晏見怡專權忌
克, 欲遠害, 退居南海. 好佛, 遊遍名山勝刹, 捨私貲, 與國家, 約中分, 藏
經刋之. 事佛太煩, 一方厭苦. 晏旣退, 猶恐及禍, 養怡外孫爲子, 以取媚.
又諂事權貴, 好奢侈, 第宅器皿, 極其華麗. 崔沆秉政, 召知門下省, 陞叅知
政事. 一日, 與門生郞將林葆․內侍李德英․威州副使石演芬, 論時事曰,
“人命至重, 崔令公何殺人乃爾.” 後德英․演芬, 會葆家飮, 復稱晏語, 嘆
曰, “恩門之言誠是.” 葆妻兄家奴聞之, 訴于沆. 沆與晏, 素有隙, 欲收人望,
外雖禮貌, 內實猜忌. 至是, 大怒曰, “鄭公本有異心, 誹謗吾事, 其將構亂
乎.” 遂籍其家, 流白翎島, 尋遣人, 沉殺之(고려사 권100, 열전13, 鄭世
裕 부 鄭晏傳).
【역주】정안(鄭晏)은 처음 이름이 정분(鄭奮)1)으로, 성품이 총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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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종 23년(1236) 12월 15일 지은 지문에는 ‘優婆塞鄭奮誌’(妙法蓮華經 권
7, 제8장의 다음 면 : 해인사 소장본 및 동아대 함진재 소장 인출본. 이하에
서 소장정보 생략)라 새기고, 고종 24년 李奎報의 시에도 ‘逸庵居士鄭君奮’
(｢謝逸庵居士鄭君奮寄茶｣, 東國李相國集 권18, 古律詩)이라 표현하였듯
이, 정안은 고종 23～24년까지 鄭奮이라 하였다. 그런데 고종 28년 4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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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워 젊었을 때 과거에 급제2)하였다. 음양(隂陽)․산술(筭術)․의
약(醫藥)․음률(音律)에 두루 정통하였다. 진양(晉陽 : 지금의 경상남도
진주시)의 수령으로 나갔다가 늙은 어머니3) 때문에 관직을 그만두고
‘國子祭酒鄭晏’(고려사 권73, 선거지, 選場, 고종 28년 4월), 고종 30년 8월
보름 및 31년 8월 5일에는 각각 ‘逸庵居士鄭晏䟦’(禪門拈頌集 권1, 제32․
33장의 다음 면) 및 ‘優婆塞鄭晏誌’(金剛三昧經論 권하, 제60장)라 각각
표현되어 있으므로, 고종 24년 이후부터 고종 28년 사이에는 정안이라 개명
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정안은 희종 때 과거에 급제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朴龍雲, 高麗時代 蔭
敍制와 科擧制 硏究, 일지사, 1990, 408쪽).
3) 정안의 어머니는 중서문하평장사(中書門下平章事)․판이부사(判吏部事)를
역임한 철원 최씨(鐵原崔氏) 최선(崔詵)의 딸이다. 정숙첨의 두 딸은 최씨무
인집권자 우봉 최씨(牛峯崔氏) 최충헌(崔忠獻)의 아들 최이(崔怡․崔瑀)와
판사재사(判司宰事)를 지낸 정안 임씨(定安任氏) 임경순(任景恂․任景珣․
任景純)에게 각각 시집갔다. 최이와 하동 정씨의 사이에서 출생한 딸은 평
장사를 지낸 경주 김씨(慶州金氏) 김약선(金若先)과 혼인하여 김미(金敉․
金晸․金偫)를 낳았으며, 임경순과 혼인한 하동 정씨는 최이의 양자가 되어
최환(崔峘)이라 이름을 바꾼 임환(任峘)과 행주 기씨(幸州奇氏) 기홍영(奇
弘穎․奇洪穎)에게 시집간 딸을 두었다(閔賢九, ｢月南寺址 眞覺國師碑의 陰
記에 대한 一考察｣, 震檀學報 36, 진단학회, 1973, 15쪽 및 朴龍雲, ｢高麗
時代의 定安任氏․鐵原崔氏․孔巖許氏 家門分析｣, 韓國史論叢 3, 성신여
자사범대학 국사교육과, 1978 ; 高麗社會와 門閥貴族家門, 경인문화사,
2003 및 김광철, ｢고려 무인집권기 鄭晏의 정치 활동과 불교｣ 石堂論叢
65, 동아대 석당학술원, 2016, 40쪽).
鄭世裕

鄭允當

鄭稹

崔詵 녀

鄭叔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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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녀

崔怡

녀

任景恂

金若先

任峘

녀

奇弘穎

특히 정안의 어머니 최씨는 병오년(고종 33년 : 1246) 3월 정안이 ‘홀어머니
(孀)’라 표현(佛說預修十王生七經의 ｢優婆塞鄭晏誌｣)하였듯이 이 당시까
지 생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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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河東 : 지금의 경상남도 하동군)으로 돌아와서 모친을 봉양하였
다. 최이(崔怡)가 그의 재능을 아껴 국왕에게 아뢰어 국자좨주(國子祭
酒)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정안은 최이가 권력을 전횡하면서 남의 재능

을 시기하는 것을 보고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남해(南海)로 은거해
버렸다.
정안은 불교를 좋아하여 이름난 산의 뛰어난 사원을 두루 찾아 다녔
으며, 자신의 재산을 희사하여 국가와 함께 절반씩 분담하기로 약조하
고 대장경(大藏經)을 간행4)하였다. 그런데 그가 불교를 신봉하는 것이
4) 정안이 유네스코(UNESCO)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해인사 고려대장
경판 및 諸경판’의 조성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을 말한다. 정안
은 국보 제32호 해인사대장경판(팔만대장경판)의 대장(大藏)과 함께 현재
소위 보유경판 및 사간경판에 포함된 개별 경판의 조성사업도 주도하여 조
성하였다.
[鄭晏 주도 조성의 개별경판]
순

경전 이름

권수

1

妙法蓮華經

7

2

金剛三昧經論

3

3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
단권
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4

金剛般若波羅蜜經

단권

5

佛說預修十王生七經

단권

6

佛說阿彌陀經

조성시기
고종 23년
12월 15일
고종 31년
8월 5일
고종 32년
정월 보름
고종 32년
3월 모일
고종 33년
3월 모일

단권 고종 32년 경

문화재 지정종목

비고

국보 제206—1호 사간경판에 포함
국보 제32호

보유경판에 포함

국보 제206—7호 사간경판에 포함
국보 제206—6호

〃

국보
제206—10호

〃
현존 보유․사간
경판에서 미확인

이들 6종류의 경판 가운데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은 해인사의 현존
보유경판․사간경판 가운데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고종 30년 8월 보름에
는 만종(萬宗)이 해장분사(海藏分司 : 분사도감)에서 새긴 해인사 소장 선
문연송집(禪門拈頌集) 30권(국보 제32호)의 발문을 지어 주기도 하였다.
정안의 해인사대장경판의 조성 사실은 최근 다음 글에서 정리되었다(崔永
好, ｢해인사에 소장된 鄭晏 조성경판의 역사․문화적 성격｣, 石堂論叢 65,
동아대 석당학술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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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번거로웠기 때문에 온 고을이 고통을 받았다.
정안은 은거한 뒤에도 화가 미칠까 두려워 최이의 외손5)을 양자로
삼아 호감을 사려 했다. 또 권세가들에게 아첨하였으며, 사치를 좋아하
여 저택과 그릇붙이가 지극히 화려하였다.
최항(崔沆)이 정권을 잡자, 그를 불러 지문하성사(知門下省事)로 임
명하였다가 참지정사(叅知政事)로 승진시켰다. 하루는 문생(門生)인 낭
장(郞將) 임보(林葆), 내시(內侍) 이덕영(李德英), 위주부사(威州副使)
석연분(石演芬)과 함께 당시의 정세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목숨은
지극히 귀중한 것인데, 최영공(崔令公 : 최항)은 어찌 사람 죽이는 것
을 저렇게 하는가?”라고 개탄했다. 뒤에 이덕영과 석연분이 임보의 집
에 모여서 술을 마시다가 정안이 했던 말을 다시 꺼내며, “은문(恩門 :
정안)의 말씀이 진실로 옳다.”하고 탄복하였다. 임보의 처형이 거느리
던 가노(家奴)가 이 말을 듣고 최항에게 일러 바쳤다. 최항은 정안과
평소에 사이가 나빴지만 사람들의 신망을 얻기 위해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는 척했지만, 내심으로는 실상 시기하고 있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몹시 노하여, “정공이 본래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비방하
니 장차 반란도 일으킬 것이다.”라 말하고 마침내 그 집의 재산을 몰수
한 후, 백령도(白翎島 : 지금의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로 유배시켰
다가 곧 사람을 보내어 그를 바닷물에 빠뜨려 죽였다.
【원문】(高宗)二十八年四月, 叅知政事宋恂知貢擧, 國子祭酒鄭晏同知
貢擧, 取進士. 賜乙科崔宗均等三人, 丙科七人, 同進士二十三人, 明經二
人, 及第(고려사 권73, 선거지1, 과목, 선장, 고종 28년 4월).
5) 정안이 최씨무인집권자 최이(崔怡)의 후계권력구도 문제로 고종 30년 정월
하동현으로 유배되었다가 같은 왕 34년 6월 강화경으로 소환된 김미(金
敉․金晸․金偫)를 양자로 삼은 사실을 말한다. 김미는 최이와 정안의 누이
에서 태어난 딸과 혼인한 경주 김씨 김약선(金若先)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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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고종 28년 4월 국왕이 참지정사(叅知政事) 송순(宋恂)을 지공

거(知貢擧)로, 국자좨주(國子祭酒) 정안(鄭晏)을 동지공거(同知貢擧)로
임명하여 진사를 선발하게 하였다. 을과 최종균(崔宗均) 등 3명을, 병
과 7명을, 동진사 23명을, 명경 2명을 각각 급제6)시켰다.

2. 고려사절요
【원문】叅知政事鄭晏, 與門生郞將林葆․內侍李徳英․威州副使石演芬,
論時事曰, “人命至重, 崔令公何殺人乃爾.” 後徳英․演芬, 會飮葆家, 共
稱, “前日, 㤙門言誠是也.” 葆妻兄家奴聞之, 訴于沆. 沆與晏, 素不恊, 及
執政, 欲收人望, 外雖禮貌, 內實猜忌. 及聞是言, 大怒曰, “鄭公本有異心,
誹謗吾事, 其將構亂乎.” 遂籍其家, 流于白翎島, 尋遣人, 沈殺之. 晏性聦
警, 隂陽․筭術․醫藥․音律, 無不精曉. 然好奢侈, 第宅器皿, 極華麗, 以
珍羞事權貴, 又佞佛(고려사절요 권17, 고종 38년 5월).
【역주】참지정사(叅知政事) 정안(鄭晏)이 문생(門生)인 낭장(郞將) 임

보(林葆), 내시(內侍) 이덕영(李德英), 위주부사(威州副使) 석연분(石演
芬)과 함께 당시의 정세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목숨은 지극히 귀중

한 것인데, 최영공(崔令公 : 최항)은 어찌 사람 죽이는 것을 저렇게 하
는가?” 하고 개탄했다. 뒤에 이덕영과 석연분이 임보의 집에 모여서 술
을 마시다가 “지난날 은문(㤙門 : 정안)의 말씀이 진실로 옳다.” 하고
함께 탄복하였다. 임보의 처형이 거느리던 가노(家奴)가 이 말을 듣고
최항(崔沆)에게 일러 바쳤다. 최항은 정안과 평소에 사이가 나빴지만,
6) 고종 28년 4월 과거에 급제한 인물은 崔宗均과 함께 元傅(元公植)․李邵 등
도 확인된다(朴龍雲, 高麗時代 蔭敍制와 科擧制 硏究, 일지사, 1990, 41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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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을 잡자 사람들의 신망을 얻기 위해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는 척했
지만, 내심으로는 실상 시기하고 있었다. 이 말을 듣고서는 몹시 노하
여, “정공(정안)이 본래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비방하니
장차 반란도 일으킬 것이다.”라 하고 마침내 그 집의 재산을 몰수한
후, 백령도(白翎島 : 지금의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로 유배시켰다
가 곧 사람을 보내어 그를 바닷물에 빠뜨려 죽였다.
정안은 성품이 총명하고 민첩하였으며, 음양(隂陽)․산술(筭術)․의
약(醫藥)․음률(音律)에 두루 정통하였다. 그러나 사치를 좋아하여 저
택과 그릇붙이가 지극히 화려하였고, 진귀한 음식으로 권세가들을 섬
겼으며, 부처에게도 아첨하였다.

3. 신증동국여지승람
【원문】【人物】【高麗】鄭晏 平章事叔瞻之子, 初名奮. 性聦慧, 少登
第7), 隂陽․筭術․醫藥․音律, 無不精曉. 見崔怡專權, 欲遠害, 退居南
海, 遊遍名山. 及怡子沆秉政, 召爲叅知政事. 沆8)欲收人望, 外雖禮貌, 內
實猜忌. 誣以誹謗構亂, 流白翎島, 遣人, 沉殺之(신증동국여지승람 권
31, 경상도, 하동현, 인물).
【역주】【인물(人物)】【고려(高麗)】정안(鄭晏) 평장사(平章事) 정숙

첨(鄭叔瞻)의 아들로, 처음 이름은 정분(鄭奮)이다. 성품이 총명하고 지
혜로워 젊어서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음양(隂陽)․산술(筭術)․의약(醫
藥)․음률(音律)에 두루 정통하였다. 최이(崔怡)가 권력을 전횡하는 것

을 보고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남해(南海)에 은거하면서 이름난 산
7) 원문이 苐자이나 第자로 표기.
8) 원문이 坑자와 유사하게 되었으나 沆자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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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루 찾아 다녔다. 최이의 아들 최항(崔沆)이 정권을 잡자, 그를 불
러 참지정사(叅知政事)로 삼았다. 최항이 사람들의 신망을 얻기 위해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는 척했지만, 내심으로는 실상 시기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정치 비방과 반란 도모로 무고하자, 백령도(白翎島 : 지금
의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로 유배시켰다가 사람을 보내어 바닷물
에 빠뜨려 죽였다.

4. 동국이상국집
【원문】國師諱恵諶, 字永乙, 自號無衣子. 俗姓崔氏, 名寔, 羅州和順縣
人也……甲午六月二十六日……師微笑, 跏趺而化. 明日, 茶毗於月燈寺之
北峯, 拾靈骨, 還本山. 上聞之, 震悼, 贈謚真覺國師……嗣法禪老夢如, 亦
法王也. 請逸庵居土鄭君奮, 草具行録, 以立碑, 請扵晉陽公. 公曰, “和尙
住世, 利人多矣. 樂石不可不立.” 遂聞于上. 上命小臣, 爲之銘(동국이상

국집 권35, 碑銘․墓誌, ｢曹溪山第二世故斷俗寺住持修禪社主贈諡眞覺
國師碑銘 并序 奉 宣述｣9)
【역주】국사(國師)는 법명이 혜심(恵諶)이고, 자가 영을(永乙)이며, 자

호가 무의자(無衣子)다. 출가 이전의 성은 최씨(崔氏)이고, 이름은 식
(寔)이며, 나주목(羅州牧 : 지금의 전라남도 나주시) 화순현(和順縣 :

지금의 전라남도 화순군) 사람이다……갑오년(고종 21 : 1234) 6월 26
일……국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가부좌한 채로 입적하였다. 다음날 월
등사(月燈寺)의 북쪽 산봉우리에서 유해를 화장하고 사리(舍利)를 거
두어들인 다음, 본산(本山 : 修禪社로 지금의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9) 동문선에도 동일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李奎報, ｢曹溪山第二世故斷俗寺
住持修禪社主贈諡眞覺國師碑銘幷序奉宣述｣ 東文選 권118, 碑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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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사)으로 돌아왔다. 왕이 이 소식을 접하고는 크게 슬퍼하며 진각국
사(眞覺國師)라는 시호를 내려주었다……법맥을 이어받은 몽여(夢如 :
수선사 제3세주 淸眞國師) 노스님도 법왕(法王)이다. 몽여선사가 일암
거사(逸庵居士) 정분(鄭奮) 군에게 요청하여 행록(行錄)의 초고를 잡게
한 다음, 진양공(晉陽公 : 崔怡)에게 비를 세울 것을 청하였다. 진양공
은 “화상(和尙)께서 살아 계실 때 사람들을 이롭게 한 것이 많았습니
다. 비석을 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 하고는 마침내 주상(고종)에
게 아뢰었다. 이에 주상이 나(李奎報)에게 비명10)을 지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원문】芳信飛来路幾千, 粉牋糊櫃絳絲纏. 知予老境偏多睡, 乞與新芽摘
火前. 官峻居卑莫我過, 本無凡餉况仙茶. 年年獨荷仁人貺[前年亦送], 始
作人間宰相家(동국이상국집 권18, 古律詩, ｢謝逸庵居士鄭君奮寄茶｣)
【역주】

그리운 소식 몇 천 리를 날아왔는가
하얀 종이 바른 함 붉은 실로 얽었구나
내 늙어 잠 많은 줄 알고서
새로 나온 찻잎을 달여 먹으라 구해 주었네
벼슬 높아도 검박하기 더없는 나인데
여느 것도 없거든 하물며 신선의 차이랴
해마다 홀로 어진 사람의 덕을 입으니[지난해11)에도 보내 주었다]
이제야 이 세상 재상집 구실하누나

10) 이규보가 본 비명을 지은 시기는 갑오년 12월이다(동국이상국집 年譜,
｢受勑作松廣社主法眞覺國師碑銘｣).
11) ｢謝逸庵居士鄭君奮寄茶｣라는 시는 정유년(고종 24년 : 1237)에 이규보(李
奎報)가 지었으므로, 지난해는 병신년으로 고종 2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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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암거사(逸庵居士) 정분(鄭奮) 군이 차[茶]를 보내준 것에 사례하며｣

5. ｢高麗國華山曺溪宗麟角寺迦智山下普覺國尊碑銘幷序｣
【원문】己酉鄭相國晏, 捨南海私第, 爲社曰, ‘定林.’ 請師主之(｢高麗國華
山曺溪宗麟角寺迦智山下普覺國尊碑銘幷序｣12))
【역주】기유년(고종 36년 : 1249)에 상국(相國) 정안(鄭晏)이 남해(南
海)의 개인 저택을 희사하여 ‘정림사(定林社)’라 하고는, 선사(普覺國尊
一然)에게 맡아 달라 청하였다.

6. 해인사대장경판
【원문】経云, ‘此法華経, 能令衆生, 至一切智.’ 又云, ‘無量國土中, 乃至
名字, 不可得聞.’ 自佛敎東流, 道俗奉持, 感應如響者. 無出此経, 至扵書
冩半字, 霊異異常. 豈非無縁, 慈中別有縁扵此土耶. 我輩生扵季末, 穫13)
聞斯典, 應當慶幸. 况我國家賴, 以壓北水, 鎮山川, 豈特當來之益爾. 間
或, 未免隨世興癈14), 可不嘆乎. 奮越15)辛巳春正月十一日淸晨, 奉閱首
卷, 不覺流涕, 庶欲奉持. 窮未來際, 助揚16)聖化. 是夜夢. 㘴一空室, 忽見
12) 閔漬, ｢高麗國華山曺溪宗麟角寺迦智山下普覺國尊碑銘幷序｣ ; ｢軍威麟角寺
普覺國尊靜照塔碑｣ 韓國金石全文 중세하, 아세아문화사, 1984, 1069쪽.
13) 獲자로도 판독이 가능.
14) 원문이 癈자이나 뜻으로는 廢자가 옳은 듯.
15) 2종의 정안 간행기록 가운데 권5, 제4장의 다음 면에는 况자부터 越자까지
제외.
16) 원문이 楊자이나 뜻을 고려하여 揚자로 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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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本師釋迦如來, 步至中庭. 梵王先導, 入我室中. 奮起跪邀㘴, 㘴已放大
光明, 墻壁屋宇, 忽然通透, 炾朗空界. 非世所喩. 無量夀経所云. 百千日
月, 猶如聚墨. 扵此, 渙然疑釋, 踴躍稱歎, 不覺驚覺. 覺已光, 猶炟17)赫,
良乆乃變, 因感悟宿縁. 自後, 益發信誠, 雖造次㒹沛, 未甞不繫念. 第恨夙
因雜駮, 不克荷擔, 空懷懊惱. 扵是, 請山人明覺, 鋟板印施無窮, 少報慈恩
之万一. 用祝. 我聖筭亘天, 儲齡後地, 隣兵瓦解, 朝野鏡淸. 次願, 晉陽
候18)長爲家國柱石, 永作佛法藩墻. 更願, 我先考及亡姉兄弟與六親眷屬,
洎三途受輪迴者, 同氶19)此因, 共生極樂世界. 丙申年十二月十五日, 優婆
塞鄭奮誌(妙法蓮華經 권7, 제8장의 다음 면 : 해인사 소장본 및 동아

대학교 함진재 소장본, 이하 소장정보 생략).
【역주】경전에는 ‘이 묘법연화경이 중생들에게 일체의 지혜에 이르

게 할 수 있다.’20)라 하였으며, 또한 ‘무량국토(無量國土) 안에서는 경
전 이름조차도 들어볼 수 없었다.’21)고 한다. 불교가 동쪽으로 유포되
면서부터 출가 승려와 세속 사람들이 받들어 지니면서 부처님의 감응
이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 경전을 출간하지 않다가 반자(半
字)로 써서 베끼는 상태에 이르면서 신령스럽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

다. 어찌 인연이 없지 않으니 자비로운 마음 속에서 이 땅에 특별히 인

원문이 炟자이나 뜻으로는 烜자가 옳은 듯.
원문이 候자이나 뜻으로는 侯자가 옳은 듯.
원문이 氶자이나 뜻으로는 乘자가 옳은 듯.
묘법연화경 ｢安樂行品｣ 제14의 ‘이 법화경은 중생들에게 일체의 지혜
에 이르게 할 수 있도다. 그러나 일체의 세간에는 원망이 많고 믿기도 어려
우므로 앞서 강설하지 않다가 이제야 강설하도다(此法華經, 能令衆生, 至一
切智. 一切世間, 多怨難信, 先所未說, 而今說)’라는 내용에서 인용하였다.
21) 묘법연화경 ｢安樂行品｣ 제14의 ‘문수사리시여! 이 묘법연화경은 무량
국토의 가운데서 경전이름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물며 얻어
보고 수지하며 독송하겠습니까?(文殊師利! 是法華經, 於無量國中, 乃至名
字, 不可得聞. 何況得見, 受持讀誦?)’라는 내용에서 인용하였다.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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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 있게 되었겠는가? 우리들이 어지러운 세상에 살면서 이 경전을
들으니 응당 경사스럽고 다행한 일이다. 하물며 우리나라가 이에 의지
하여 북수(北水)를 제압하고 산천을 진압하였으니, 어찌 특별히 내세의
이익일 뿐이겠는가? 그런데 간혹은 세상의 흥망을 좇는 것에서 벗어나
지 못하니, 가히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이에 내가 신사년(고종 8 : 1221) 봄 정월 11일 맑은 새벽녘에 첫째
권을 받들어 열람하면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니, 받들어
지녀 영원히 성인의 덕화(德化)를 도와 드러나기를 바랐다. 이날 밤 꿈
에 한 빈 집에 앉아 있다가 문득 나의 근본 스승이신 석가여래(釋迦如
來)께서 걸어서 한가운데 뜰까지 오시는 것을 보았다. 범왕(梵王)께서

앞에서 인도하여 나의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내가 일어났다가 꿇어앉아
자리로 맞이하였는데, 자리에 이미 큰 광명을 비추어 담장과 집이 갑자
기 환히 열리고 하늘이 밝게 빛났으니, 세속에서 말할 만한 것이 아니
었다. 무량수경(無量壽經)에는 ‘수많은 해와 달이 검은 먹을 모은 것
같다.’22)고 한다. 여기에서 의심스럽던 것이 풀리면서 기뻐 뛰어 오르
며 감탄하다가 놀라 제정신이 드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깨달음이 이
미 빛나고 오히려 환히 밝아지자 한참 지나서야 변하기에 이로 인해
전생의 인연임을 느끼고 깨달았다. 그 이후부터는 믿는 정성이 더욱 일
어났으며, 비록 눈 깜짝할 사이일지라도 한 번도 마음에 두어 잊은 적
이 없었다. 다만 오랜 인연에 대한 한스러움이 뒤섞여 짊어진 짐을 이
겨내지 못하고, 공연히 오뇌(懊惱)를 마음에 품고 있었을 뿐이다.
이에 산인(山人) 명각(明覺)23)에게 요청하여 경판을 판각하고 인출
22) 무량수경(無量壽經) 권상, ｢정종분(正宗分)｣의 ‘빛나는 얼굴은 높고 뛰어
나며 불가사의한 신통력은 끝이 없으니 이처럼 불꽃같은 광명은 누구와도
같은 자가 없습니다. 해와 달 및 여의주의 광채가 찬란하게 빛나도 모두
다 가리어 덮어져 마치 검은 먹 덩어리가 모인 것같습니다(光顏巍巍, 威神
無極, 如是燄明, 無與等者. 日月摩尼珠, 光焰耀, 皆悉隱蔽, 猶如聚墨)’라는
내용에서 인용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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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베푼 것이 무궁하였으니, 자애로운 은혜의 만분지일이라도 조금
갚는다. 축원한다.
우리 황제(고종)의 수명은 하늘 끝까지 뻗치고 태자의 나이는 땅의
뒤편까지 이르며, 이웃한 병사(몽고군)는 와해되고 조정과 재야는 거울
처럼 맑아져라. 다음으로 진양후(晉陽侯 : 최이)는 길이길이 나라의 기
둥이요 초석이 되어 영원히 불법(佛法)의 울타리가 되어라. 다시 바라
기는 돌아가신 내 아버지와 죽은 누이 및 형제와 6친이 삼도(三途)에
이르러 윤회하게 된 사람은 이 인연의 수레를 함께 타고 극락세계에
다 같이 태어나라. 병신년(고종 23 : 1236) 12월 15일 우바새(優婆塞)
정분(鄭奮)이 짓다.
【원문】伏為. 寶祚無疆, 儲闈凝慶, 氛塵永寢, 朝野昇平. 晉陽公, 福海等
濬, 夀岳齊髙. 次願, 孀親洎及佛奴, 變呻為謳, 嚮年有永. 鏤板印施, 重念
此経, 出自虬宮, 發起因扵疾病. 更願, 普及法界, 含生生生, 不聞疾病之
音, 不處胞胎, 常遊諸佛, 淨妙國土爾. 甲辰八月初五日, 優婆塞鄭晏誌(金
剛三昧經論 권하, 제60장).
【역주】엎드려 바랍니다. 임금의 자리는 끝이 없고 태자의 궁궐에는

경사스러움이 모이며, 재앙의 티끌은 영원히 잠자며, 조정과 재야는 태
평한 세상이 되기를. 진양공(晉陽公 : 崔怡)의 복은 그 깊이 바다와 같
고, 수명은 그 높이 큰 산과 같기를. 다음으로 바랍니다. 홀어머니께서
부처님의 종에 이르고 신음이 변하여 노래가 되며 영원히 사시길. 경판
을 새기고 인출하여 베풀면서 이 경전을 거듭 생각해보니 규궁(虯宮 :

23) 산인 명각은 자신을 名却․名各․名角으로도 표기하면서 고종 24․26～30
년 해인사대장경판의 ‘대장(大藏)’에 포함된 개별 경판을 판각한 전문 각수
로 은둔적 승려지식인이기도 하다(崔永好, ｢南海地域의 江華京板 高麗大
藏經 각성사업 참여｣, 石堂論叢 25, 동아대 석당학술원, 1997, 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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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궁)으로부터 나와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다시
바랍니다. 법계(法界)에 두루 미쳐 함생(含生 : 중생)이 생생하여 질병
의 신음 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포태(胞胎)에 머물지 않고 항상 여러
부처님의 정묘국토(淨妙國土 : 정토세계)에서 노닐길. 갑진년(고종 31 :
1244) 8월 초 5일 우바새(優婆塞) 정안(鄭晏)이 짓다.
【원문】伏為. 四恩三有法界含生, 乗此慧舩, 不處胞胎, 常遊十方諸佛國
土. 鏤木印施云. 乙巳三月日, 優婆塞鄭晏誌(金剛般若波羅蜜經 제10

장).
【역주】엎드려 바랍니다. 사은(四恩)․삼유(三有)와 법계(法界)의 함

생(含生 : 중생)들은 이 지혜의 배를 타고 포태(胞胎)에 머물지 말고 늘
시방세계의 모든 불국토에서 즐겁게 지내길. 경판을 새기고 인출하여
베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을사년(고종 32 : 1245) 3월 어느 날 우바새
(優婆塞) 정안(鄭晏)이 짓다.
【원문】淸凉國師曰, “西域相傳云, ‘普賢行願讃, 為略華嚴経, 大方廣佛
華嚴経, 為廣普 賢行願讃.’ 今以觀之, 理實然矣. 一経之主是普賢, 初㑹是
普賢所說, 窮終亦是 普賢所說, 五周之因, 皆普賢行, 五周之果, 則普賢行,
所成亦是得果, 不捨因門之果用耳.”
復是, “四十卷之窮終, 遍收玄妙, 而為華嚴關鍵, 修行樞機. 文約義豊, 功
髙益廣. 䏻簡䏻易, 惟逺惟深. 可讃可傳, 可行可寳.” 本朝修禪社, 有令聦
禪者. 戒行有缺, 人不之敬. 粤丁丑十二月, 在蘇來山龍門寺, 遘疾十餘日,
忽一日, 洗浴更衣, 召諸道侶曰, “我平生, 無他解行, 唯誦華嚴行願一品,
日課五卷尓. 今日寓目, 無非淨土, 重重重重, 如帝網珠.” 乃令僧舉古偈云,
“極樂不離真法界, 弥陁即是自心王, 眉間毫相無方所, 露柱燈籠亦放光.”
唱畢曰, “此是吾偈也.” 又曰, “當此之時, 立化也, 得倒化也, 得然也. 涉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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怪, 不如無事.” 遂踞床而逝, 此豈非. 経云, “若人誦此普賢願, 我說小分之
善根, 一念一切悉皆圎, 成就衆生淸淨願乎.” 又定慧元禪師, 扵乙未十有
一月, 率衆, 避胡冦扵海島. 禪念願24), 衆同誦此経. 有一禪者, 在禪堂側
假寐, 夢見一大淸池. 紅蓮雜還, 暎水敷榮, 傍有萎悴者一朶. 方覺, 衆皆定
罷, 同聲諷誦, 數如蓮也. 其萎悴者, 豈非睡禪者耶. 古徳云, “念佛纔開口,
金池已種蓮.” 果不誣矣. 人生幻化, 不啻浮泡, 往生蹊径. 其捷如此, 因循.
望後光隂有限, 臨危溱亟, 悔将何及. 兾諸髙識, 不惜片時, 功夫深心, 受
持. 不得已, 而無常忽至, 乗此願, 王同生極樂, 豈不快㦲. 乙巳正月望日,
優婆塞鄭晏誌(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제11장

다음 면).
【역주】청량국사(淸凉國師)가 말하였다. “서역(西域)에서 ‘｢보현보살

행원찬(普賢菩薩行願讚)｣은 대방광불화엄경(大方光佛華嚴經)을 요약
하여 만들었으며, 대방광불화엄경은 ｢보현보살행원찬을 넓혀서 만
들었다.’고 전해 내려왔다. 지금 이 말을 살펴보니, 이치가 참으로 그렇
다. 한 경전의 주인은 보현보살이니, 첫 만남이 보현보살께서 설법한
것이며,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보현보살이 설법한 것이다. 오주(五周)의
원인은 모두 보현행(普賢行 : 보현보살의 궁극적 깨달음을 향한 삶의
전 과정)이고 오주의 결과도 곧 보현행이므로 이룬 것이 또한 얻은 결
과이니, 인문(因門 : 원인)의 과용(果用 : 결과)을 버리지 않을 따름이
다.” 다시 ”이 40권의 끝 부분에는 깊고 미묘한 이치를 두루 수록하여
화엄사상의 핵심적인 열쇠와 수행의 핵심 대목을 이루었다. 문장은 간
략하면서 의미는 풍부하며, 공덕은 높으면서 이익은 넓다. 간략하고 쉽
다고 할 수 있으면서도, 아득하고 심오할 뿐이다. 찬양하고 전할 수 있
24) 念願의 원문은 마모로 불명확하나, 기존 연구에서는 ‘餘勵’(정병삼, 앞의 논
문, 424쪽), ‘發□’(和山博重, ｢伽倻山海印寺經板について(上)｣ 文獻報國
10—3, 朝鮮總督府圖書館, 1944.03, 94쪽) 등으로 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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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행할 수 있고 보배로 삼을 수 있다.25)”라고 하였다.
우리 조정의 수선사(修禪社 : 지금의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
사)에는 영총(令聰)이라는 수행 승려가 있었다. 계행(戒行)에 결점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공경하지 않았다. 정축년(고종 4년 : 1217) 12월에
소래산(蘇來山) 용문사(龍門寺)에 머물 때 10여 일 동안 질병에 걸렸는
데, 어느 날 갑자기 목욕재계하고 옷을 갈아입은 채 함께 수행하던 여
러 도반들을 불러 모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평생 다른 수행도
하지 않고 오로지 화엄행원품(華嚴行願品) 1품만 독송하면서 날마다
5권을 일과(日課)로 하였다. 오늘 눈여겨 살펴보니 서방정토가 아닌 곳

이 없으며, 겹겹으로 겹쳐져 있는 모양이 마치 제석천 그물에 걸려있는
구슬 같다.”
이에 승려들에게 옛 게송(偈頌)을 들게 하면서 “극락세계는 진법계
(眞法界)와 떨어져있지 않으며, 아미타불은 바로 자기 마음의 왕이다.

두 눈썹 사이의 호상(毫相)은 공간적 방위가 없고, 노주(露柱)의 등롱
(燈籠)도 광명을 비춘다.”라 하였다. 창이 끝나자 말하기를 “이 게송은

나의 게송이다.”라 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때가 되면 선 채로 죽게 되
며, 물구나무 선 채로 죽을 수도 있으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기괴한
현상을 겪는 것은 일이 없는 것만 못하다.”라 하였다.
마침내 영총이 긴 걸상에 걸터앉아 죽으니, 이것이 어찌 잘못된 것이
겠는가? 경전에는 “만약 사람이 이 보현보살의 서원을 외운다면 내가
작은 부분의 선근(善根)을 말할 것이므로 한결같은 마음이 모두 원만
25) “지금 이 하나의 경전은 저 40권 가운데 권40이다. 그러나 화엄사상의 핵
심적인 열쇠와 수행의 중심으로 되어 있다. 문장은 간략하면서 의미는
풍부하며, 공덕은 높으면서 이익은 넓게 미친다. 간략하고 쉽다고 할
수 있으면서 단지 아득하고 심오하다. 찬양하고 전할 수 있으며, 실
행하고 보배롭다고 할 수 있다(今此一經, 卽彼四十卷中第四十也. 而爲
華嚴關鍵, 修行樞機. 文約義豊, 功高益廣. 能簡能易, 唯遠唯深. 可讚可傳, 可
行可寶)”(大方廣佛華嚴經入不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爲此別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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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며, 중생들의 청정한 서원을 성취하리라.”고 하였다.26)
또한 정혜사(定慧社 : 지금의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청소리 계족산
定慧寺)의 원(元) 선사가 을미년(고종 22년 : 1235) 11월에 무리들을 이

끌고 바닷섬에서 호구(胡寇 : 몽고 침략군)들을 피하였다. 선사가 염원
하면서 무리들이 함께 이 경전을 외웠다. 어떤 한 수행 승려가 선방 건
물의 옆에서 선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의 크고 맑은 연못을 보았다. 붉
은 연꽃이 뒤섞여 둘러 있고, 물에 비친 꽃을 드리우고 있었으며, 곁에
는 시들은 한 떨기가 있었다. 깨어날 때 모두가 선정(禪定)을 마치고
한 소리로 외니 그 수가 연꽃과 같았다. 그 시든 연꽃이 어찌 선잠을
잔 수행 승려가 아니라 하겠는가?
옛날 고승대덕이 “염불하려고 겨우 입을 여니, 황금빛 연못에 이미
연꽃이 심겨져 있구나”라 하였으니, 과연 헛된 말이 아니다. 인생은 환
상처럼 변하니 물거품일 뿐 아니라, 왕생하는 방책이다. 그 첩경이 이
와 같으니 따를 수밖에. 보름이 지나고 나면 해와 달에 기한이 생기고,
닥쳐오는 위험이 빠르게 다가오는데, 후회한들 무엇을 가지고 미치겠
는가? 바라건대 뛰어난 식견을 가진 여러 승려들께서는 짧은 시간도
아끼지 말고 공부에 마음을 깊이 하시어, 항상 잊지 않고 머리에 새겨
26) “만약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보현보살의 서원을 읽고 외우며 받아 지니면
서 연설한다면, 과보는 오직 부처께서 알도록 증명할 수 있으므로 보리도
를 얻을 수 있게 결정할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보현보살의
서원을 암송한다면 내가 적은 부분의 선근을 말할 것이므로 한 순간에 일
체의 공덕이 모두 원만하며 중생들의 청정한 서원도 성취될 것이다. 나는
이 보현보살의 가장 뛰어난 행으로 끝없이 좋은 선근공덕을 모두 회향할
것이므로 삼계의 고해에 빠져있는 모든 중생들이 무량광불의 극락세계로
재빨리 왕생하기를 두루 서원한다(若人於此普賢願, 讀誦受持及演說, 果報
唯佛能證知, 決定獲勝菩提道. 若人誦此普賢願, 我說少分之善根, 一念一切
悉皆圓, 成就衆生淸淨願. 我此普賢殊勝行, 無邊勝福皆廻向, 普願沈溺諸衆
生 速往無量光佛刹”(大方廣佛華嚴經不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의 말미
부분 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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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시라. 어쩔 수 없이 무상(無常)이 갑자기 오면, 이 서원에 올라타고
서 국왕께서 극락에 함께 태어난다면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을사년(고종 32년 : 1245) 정월 보름날에 우바새(優婆塞) 정안(鄭晏)
이 짓다.
【원문】伏爲. 先考孀親生亡骨肉夫婦親縁, 普及法界衆生, 不滯幽途, 随
願, 往生諸佛國土. 鏤板印施云. 丙午三月日, 優婆塞鄭晏誌(佛說預修十
王生七經 제16장).
【역주】엎드려 바랍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홀어머니, 살아 있거나

죽은 골육 및 부부의 친연(親緣)이 법계(法界)의 중생들에게 널리 미치
고, 유도(幽途 : 지옥․아귀․축생)에 빠지지 않으며, 서원에 따라 모든
불국토에 가서 태어나길. 경판을 새기고 인간하여 널리 베풀면서 말합
니다. 병오년(고종 33 : 1246) 3월 어느 날 우바새(優婆塞) 정안(鄭晏)
이 짓다.
【원문】宗門奧㫖, 布在方冊. 學者耄扵披究. 先國師令門人等, 採集古話,
凡一千一百二十五則, 并拈頌等語要, 編爲三十卷, 鋟木流行. 然諸家語録,
時未全備, 捃拾未周, 以囑于後. 遷都時, 不遑賷持, 遂失其本. 今曹溪老師
翁, 因其廢, 更加商攉, 摭前. 所未見諸方公案, 添三百四十七則, 欲以重

鎸, 而因縁未契. 禪師萬宗, 般若中來, 乘夙願力, 輸賄于海藏分司, 募工彫
鏤, 以夀其傳. 奉祝. 宸居鼎?峙, 海宇盤安. 晉陽候?夀?, 捋27)丘山, 身超
金石. 囑予爲誌, 姑書始末云. 癸卯中秋, 逸庵居士鄭晏䟦(禪門拈頌集

권1, 제32․33장의 다음 면28) : 해인사 소장본).
27) 捋자는 将자로도 판독이 가능하며,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
行願品 제11장 다음 면(정안의 지문)의 제32행 7번째 글자와 유사.
28) 본 원문은 권1, 제32․33장의 다음 면(원판)과 권21, 제23장의 다음 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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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종문(宗門)의 매우 깊은 뜻은 서적에 펼쳐져 있다. 배우는 사

람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어 규명하는데 있어 혼몽하다. 이전에 국사께
서 문인 등에게 옛날 이야기 1,125칙과 아울러 염송(拈頌) 등 말의 요
지를 채집하도록 하고, 30권으로 편집하여 목판으로 새기고 세상에 유
통시켰다. 그러나 제가(諸家)들의 어록이 당시에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수집하는 것도 두루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후학에게 부탁하
였다. 천도(遷都 : 고종 19년 江華遷都)할 때 가지고 올 경황이 없어 끝
내 그 원본을 잃어버렸다. 현재의 조계노사(曹溪老師 : 수선사의 3세주
淸眞國師 夢如)께서 그 없어진 것 때문에, 조략(粗略)한 것을 다시 더

하고 검토하여 이전의 것을 주워 모았다. 보이지 않는 여러 방면의 공
안(公案) 347칙을 더하여 다시 새기고자 하였으나, 인연이 맺어지지 못
하였다.
선사(禪師) 만종(萬宗)29)이 반야(般若)의 가운데로 와서 일찍부터 품
은 원력을 타고서 해장분사(海藏分司 : 高麗國大藏分司都監)로 물자를
보내고 장인(匠人)을 모집하여 새겼으므로 그 전승이 오래가게 되었다.
봉축한다. 황궁은 굳건하며 온 나라는 반석처럼 안정되어라. 진양후(晉
陽侯 : 최이)의 수명은 언덕과 산 같으며, 신체는 금석을 뛰어넘어라.

나에게 글을 지으라 맡기기에 시작과 끝을 잠시 써서 일컫는다. 계묘년
(고종 30년 : 1243) 8월 일암거사(逸庵居士) 정안(鄭晏)이 발문을 짓다.

대 보각경판으로 12행의 傳奉부터 15행의 鄭晏䟦까지 내용이 탈락)으로 2
종이 현존.
29) 무인집권자 최이(崔怡)와 기생 서련방(瑞蓮房) 사이에 태어난 서자로, 동
생이 만전(萬全 : 崔沆)이다. 고종 6년(1219) 경에는 최이에 의해 만전과
함께 수선사(修禪社)의 진각국사(眞覺國師) 혜심(慧諶)에게 출가하게 되었
다가 단속사(斷俗寺)의 주지가 되었다(고려사 권129, 반역, 崔忠獻 부 崔
怡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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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曹溪眞覺國師語錄
【원문】十三日, 河東鄭叅政, 請上堂. 僧問. “鼓鼕鼕. ‘大施門開四路通,
廓尓靑穹轟霹靂, 大千沙界振慈風.’ 此是學人慣聞底事. 追薦一句, 作麽生
道?” 師云. “雲散家家月, 秋來處處涼.” 進云. “須30)知雲外千峰31)上, 別
有凌霜耐雪松.” 師云. “重說偈言.” 進云 “此則且置. 今日, 榮陽大丞相,
特迴軒盖, 到山門. 平生肝膽呈雙手. 未審將何報此㤙.” 師云. “唯32)慿這
箇33)力.” 師乃云. “巢居知風, 穴居知雨, 爭敢瞞他. 人平不語, 水平不流,
何須特地. 雖各具通身是眼, 而不妨當局者迷. 不見適來䟽中道, ‘玉浪堆
頭, 儘盡平生氣宇, 驪龍頷下, 打開自己34)光明.’ 且道. 即今光明, 在什麽
處?” 拈拄杖云, “見麽?” 卓一下云 “聞麽? 若道這箇是, 頭上安頭, 若道不
是, 眼外求眼. 去此二途, 速道! 速道!” 復卓兩下(曹溪真覺國師語録 권

상, 제0～1장, 上堂, 十三日河東鄭參政請上堂/ 1940년 활자본은 10쪽).
【역주】13일 하동(河東 : 지금의 경상남도 하동군)의 정참정(鄭參政 :

참지정사 鄭叔瞻)께서 법당에 오르기를 청하였다. 어떤 승려가 질문하
였다. “북소리가 둥둥거립니다. ‘큰 보시의 문이 열리어 사방으로 두루
통하는구나. 넓게 열려있는 푸른 하늘에 벼락이 치고, 대천사계에 자비
의 바람이 떨쳐 일어나구나.’ 이것은 배우는 사람들이 익히 들었던 어
떤 일입니다. 이어서 한 구절을 천거하신다면,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
니까?” 국사가 말하였다. “구름이 흩어지니 집집마다 달빛이며, 가을이
오니 곳곳이 서늘하구나.” 그 승려가 말하기를 “모름지기 구름 밖 높이
30)
31)
32)
33)
34)

1940년의 활자본에는 須자를 誰자로 표기.
1940년의 활자본에는 峰자를 峯자로 표기.
1940년의 활자본에는 唯자를 誰자로 표기.
1940년의 활자본에는 箇자를 個자로 표기.
목판본의 원문이 巳자이나 뜻으로 己자가 옳으며, 1940년의 활자본에는 知
자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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솟은 천 길 봉우리 위에 따로 서리를 이겨내고 눈을 견디는 소나무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사가 말하였다. “게송을 거듭하여 말하는
구나.” 승려가 말하였다. “이 문답은 그만합시다. 오늘 영양(榮陽)의 대
승상이 특별히 수레를 되돌려 산문(山門)에 이르렀습니다. 평생의 마음
이 두 손에 드러나 보였습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아
직 모르겠습니다.” 이에 국사가 말하였다. “오직 이 힘에 의지할 따름
이다.” 국사가 이어서 말하였다. “둥지에서 살면 바람을 알고, 굴에서
살면 비를 아는 법이니, 어찌 다른 사람을 감히 속이겠는가? 사람은 공
평하면 말하지 않으며, 물은 평평하면 흐르지 않으니, 어찌 특별히 그
럴 필요가 있겠는가? 비록 각각 갖추고 있는 모든 것이 눈[眼]이지만,
당사자가 어두운 것을 거스를 수는 없다. 방금의 소(䟽)에서 말한 ‘옥
같은 물결이 머리에 가득 넘치니, 평생의 기개와 도량을 끝까지 다하
여, 검은 용의 턱 밑에 자기의 광명을 펼친다’고 적힌 말을 보지 못하
였는가? 또 말한다. 지금의 광명은 어디에 있는가?”
국사는 주장자를 집어 들고 “보았는가?”라고 한 다음, 높이 들었다가
한 번 내려치면서 “들었는가? 만약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머리에 또
머리를 올려놓는 것과 같으며, 아니라고 한다면 눈[眼] 밖에서 눈[眼]을
찾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도를 떠나서 속히 말해보라! 속히 말해보
라!”라고 하였다가 다시 높이 들었다가 두 번 내려쳤다.
【원문】壬午十月十四日, 河東陽慶寺慶讃起始, 上堂云. “修圎覺為我伽
藍, 說大方无盡法界, 時處帝網現重重, 一切智通无障㝵.35)” 竪起拄杖云.
“看看. 威音王佛與婁36)至佛, 挨肩37)闘額, 无量壽佛與阿閦佛, 眉毛厮結,
35) 1940년의 활자본에는 㝵자를 碍자로 판독하여 표기.
36) 원문이 婁자이나 대개 樓자로 표기. 1940년의 활자본에는 婁자이나 대개
樓자로 판독하여 표기.
37) 1940년의 활자본에는 肩자이나 대개 眉자로 판독하여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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微妙聲佛與妙相佛, 鼻孔相拄. 乃至, 三世十方一切諸佛, 各各依正種種荘
嚴, 互相攝入, 交映重重, 如百千燈同炤38)一室. 其光圎満, 无毀无雜. 正
當伊麽時, 合作麽生?” 擲下拄杖云. “與其奢也, 寧儉.”(曹溪真覺國師語
録 권상, 제4장, 上堂, 壬午十月十四日河東陽慶寺慶讃起始上堂/ 1940

년 활자본은 13쪽).
【역주】임오년(고종 9년 : 1222) 10월 14일 하동(河東 : 지금의 경상남

도 하동군)의 양경사(陽慶寺)39)에서 경찬법회를 시작하면서 법당에 올
라 말하였다. “원만한 깨달음을 닦는 것으로 나의 가람(伽藍)을 삼아,
드넓고 다함없는 법계(法界)를 말하려니, 시간과 장소에 제석천궁(帝釋
天宮)의 그물이 겹겹으로 드러나며, 일체 지혜가 통하여 장애도 없구

나!” 이어 주장자를 곧게 세우고 말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라! 위음왕
불(威音王佛)이 누지불(婁至佛․樓至佛)과 어깨를 맞대고 이마를 마주
하고, 무량수불(無量壽佛)은 아축불(阿閦佛)과 눈썹이 서로 맞닿아 있
으며, 미묘성불(微妙聲佛)은 묘상불(妙相佛)과 서로 코가 맞닿아 있다.
내지는 삼세와 시방의 모든 부처님은 제각기 의보(依報)와 정보(正報)
가 가지가지로 위엄 있고 엄숙하며, 서로서로 다른 쪽으로 당기고 들어
가고 서로 겹겹이 비추니, 마치 수많은 등불이 함께 하나의 방[室]안을
밝게 비추는 것 같다. 그 빛은 원만하여 이지러지거나 뒤섞임이 없다.
바로 이러한 때를 맞이하여 어찌 하겠느냐?” 국사가 주장자를 아래로
던지면서 말했다. “그렇게 사치스럽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낫
다.40)”
38) 1940년의 활자본에는 炤자를 照자로 판독하여 표기.
39) 陽景寺라고도 하며, 태종 12년(1407) 12월 전국의 이름난 큰 사원으로 資
福寺를 지정하면서 하동의 陽景寺도 慈恩宗에 소속되었다(태종실록 권
14, 태종 7년 12월 신사).
40) “임방이 예의 근본을 질문하였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다. ‘질문이 크도다.
예는 사치보다는 차라리 검소함이다. 상례는 수월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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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逸庵居士剏江月庵, 請上堂云. “石門髙巖岫恠. 爽塏不妨居最.
山㸃㸃水茫茫,41) 都来入一望. 逸庵公剏蘭若, 妙筆不堪摸寫. 无衣子詣落
成, 功德妙難名. 且道. 是何功德, 得伊麽難名? 一任諸人, 鑚龜打瓦,42)
杓43)卜虚聲.” 彈指一下(曹溪真覺國師語録 권상, 제5장, 上堂, 逸庵居
士剏江月庵請上堂/ 1940년 활자본은 14쪽).
【역주】일암거사(逸庵居士)가 강월암(江月庵)을 창건하고 법당에 오

르기를 청하기에 말하였다. “돌문은 높고 바위굴은 기이하도다! 시원스
럽게 트여 방해하지 않으니 지내기에 최고로구나. 산은 점점이 박혀있
고 물은 넓고 아득한데, 모두 한눈에 다 들어오는구나. 일암공이 사원
을 창건하니 오묘한 글로도 그대로 베낄 수 없겠구나. 무의자(無衣子 :
진각국사 혜심)께서 낙성법회에 가서도 공덕이 오묘하여 묘사하기 어
렵구나. 말해보라! 이 어떤 공덕이길래 이렇듯 묘사하기 어려운가? 모
든 사람들에게 다 맡길 터이니, 거북 등을 뚫거나 웅기조각을 깨어 점
을 치거나, 표주박 점을 쳐 허튼 소리도 해보시오.44)” 손가락을 한 번
튀겼다.

41)
42)
43)
44)

슬퍼함이다(林放問禮之本.子曰, ’大哉問禮. 與其奢也 寧儉. 喪與其易也, 寧
戚)”(논어 제3, ｢八佾｣ 4장)
1940년의 활자본에는 茫茫자를 莊莊자로 판독하여 표기.
찬구타와(鑚龜打瓦) : 瓦자의 원문은 丸 또는 九자와 비슷한 형태. 1940년
의 활자본에는 瓦자로 판독하여 표기.
원문이 扚자이나 杓자가 옳은 듯. 1940년의 활자본에는 杓자로 판독하여
표기.
표복허성(杓卜虛聲) : 국자 점의 결과에 따라 횡설수설하는 헛소리로, 근거
도 없이 분별하는 헛소리를 비유하는 말이다. 표복은 국자를 물에 띄워 놓
고 멈추는 방향에 따라 점을 치는 것이며, 허성은 국자 점의 결과를 말해
주는 허황된 소리이다. “표복：풍속에 국자를 던져 놓고 그것으로 길흉을
점치는 것을 표복이라 한다(杓卜：風俗抛杓, 以卜吉凶者, 謂之杓卜)”(祖
庭事苑 권6 卍113 p.174a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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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癸巳年, 陽慶寺結夏, 上堂云. “機輪轉處, 掀飜佛祖葛藤, 寶印提.
時判断是非公案. 且道. 現成公案, 是也非也?” 良乆云. “曲終人不見, 江
上數峯靑.” 卓拄杖(曹溪真覺國師語録 권상, 제25장, 上堂, 癸巳年陽慶
寺結夏上堂/ 1940년 활자본은 32쪽).
【역주】계사년(고종 20년 : 1233)에 양경사(陽慶寺)에서 하안거(夏安
居) 첫날45) 법당에 올라 말하였다. “마음을 움직이는 틀의 바퀴가 구르

는 상황에서는 개창 조사(祖師)들의 뒤얽힌 공안(公案)들을 뒤엎으며,
보인(寶印)이 제시되기도 한다. 그 때 옳고 그른 공안을 분명히 판단한
다. 말해보라! 지금 성취한 공안은 옳은가 그른가?” 한참 말이 없다가
말하였다. “노래가 끝나니 사람은 보이지 않고, 강가에 여러 산봉우리
가 푸르구나.46)” 주장자를 높이 세웠다.

9. 無衣子詩集
【원문】樹上鶯歌淸, 臺前燕舞輕, 煎茶當沽酒, 聊以餞君行(無衣子詩集

권상, ｢餞別鄭郞中｣47)).
【역주】

나무 위에 꾀꼬리 노래 청아하고

45) 진각국사 혜심은 하안거를 마치고 7월에 하동에서 수선사로 돌아와서 鎭
兵法會에서 법좌에 올랐다(曹溪眞覺國師語錄 上堂, ｢解夏上堂｣ 및 ｢七
月自河東還本社慧修棟梁設鎭兵法會上堂｣).
46) 당나라의 시인 전기(錢起)가 지은 ｢상령고슬(湘靈鼓瑟)｣의 한 구절 내용에
서 인용되었다.
47) 이 한시는 정안과 직접 관련된 사례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
참조 사례로 활용할 수 있을 듯하여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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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각 앞에 제비 춤이 가볍구려
차 달이는 것으로 술 장만을 대신하여
애오라지 그대 떠나는 걸 전별한다
｢정랑중(鄭郞中)을 전별하며｣
【원문】賴得星郞手, 晉陽開化門. 雨初霑百草, 芽漸發諸根. 花葉終期菓,
家門永有孫. 木人猶泣感, 聊以謝深㤙(無衣子詩集 권상, ｢晋陽行化後
謝鄭郞中｣48)).
【역주】

성랑(星郞)의 손을 빌어
진양(晉陽 : 지금의 경상남도 진주시)에 교화의 문을 열었다
첫 비 내려 온갖 풀을 적시고
새싹들은 점차로 뿌리를 내리누나
꽃과 잎이 마침내 열매를 기약하듯
가문에는 길이 자손 있으라
나무 인형도 감동해서 울거늘
애오라지 깊으신 은혜에 감사드리네
｢진양(晋陽)에서 교화(敎化)를 행한 뒤 정랑중(鄭郞中)에게 감사하며｣
【원문】天與性自異, 千林莫我爭. 操持凌雪槪, 危脆笑春英. 色共禪眸碧,
聲敎俗耳淸. 唯嫌水渭49)畔, 曽鉤50)大51)公名(無衣子詩集 권상, ｢和鄭
郞中賦竹｣52)).
48) 이 한시는 정안과 직접 관련된 사례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
참조 사례로 활용할 수 있을 듯하여 소개하였다.
49) 水渭는 渭水의 오류인 듯
50) 鉤자는 釣자의 오류인 듯
51) 大자는 太자와 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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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하늘이 주신 성품 저절로 남달라서
온 숲속의 나무들이 나와 다툼이 없지요
지조를 지키는 것은 눈을 이기는 절개고
위태하고 가녀린 모습은 봄꽃을 비웃지요
색깔은 달마(達摩)의 눈동자와 같이 푸르고
소리는 세속 사람들의 귀를 맑게 하지요
오직 부끄러운 일은 위수(渭水) 강가에서
일찍이 강태공(姜太公)의 이름을 낚아 올린 일뿐
｢정랑중(鄭郞中)의 ｢부죽(賦竹)｣에 화답하여｣
【원문】三年戀仰一來参, 数日從容幾接談. 臨別相呈一句子, 微々笑透掲
羅藍(無衣子詩集 권하, ｢贈別鄭相囯｣53)).
【역주】

삼 년을 연모하고 우러렀더니 한 번 와 주심에
몇 날 동안 조용히 붙어 다니며 이야기를 나눴지요
이별에 즈음해서 서로가 한 구절씩 지어 보니
은은한 미소가 게라산의 가람을 넘네요
｢정상국(鄭相國)과 이별하면서 주다｣
【원문】逸庵居士鄭公奮,54) 養55)老溪亭. 雖在里閭, 形勝可愛. 尋其額,
52) 이 한시는 정안과 직접 관련된 사례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
참조 사례로 활용할 수 있을 듯하여 소개하였다.
53) 이 한시는 정숙첨 및 정안과 직접 관련된 사례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 참조 사례로 활용할 수 있을 듯하여 소개하였다.
54) 필사본의 원문은 逸庵居士鄭公 奮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逸庵居士鄭公奮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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則蔑如也, 問其故. 對曰. “只待師之命之耳.” 予相其佳致, 乃名之曰, ‘洗
心.’ 蓋取高大素道院之亭也. 亦取古德詩云, ‘有像難逃影, 無人不洗心’之
意也.
異菓名花各自奇, 茂林脩竹摠相冝. 洗心亭畔千般足, 只欠孤猨每報時(無
衣子詩集 권하, ｢題洗心亭并序｣).
【역주】일암거사(逸庵居士) 정분(鄭奮) 공은 노계(老溪)의 정자에서

수양하였다.56) 정자는 마을에 있으면서도 경치가 빼어나고 사랑스럽
다. 그곳의 편액을 살펴보다 없기에 그 까닭을 물어보았다. 대답하였다.
“다만 국사(진각국사 혜심)께서 이름을 지어주시길 기다렸을 따름입니

다.” 내가 그곳의 아름다운 경치를 살펴보고는 이내 편액을 ‘세심(洗
心)’이라 이름하였다. 대개 높고 큰 소도원(素道院)의 정자에서 따왔던

것이다. 또한 옛날 고승대덕의 시에서 읊은 ‘형상이 있으면 그림자를
피하기 어려우므로, 사람들은 마음을 깨끗하게 닦지 않을 수가 없다’라
는 의미에서도 따왔다.
색다른 과수와 아름다운 꽃들은 제각기 기이하고
우거진 숲과 길게 자란 대나무도 모두 서로 잘 어울리구나
세심정 물가에는 갖가지 풍족한데
다만 고적한 원숭이가 없이 때마다 시간을 알리구나
｢세심정(洗心亭)에서 짓다[서문이 있다]｣
【원문】居士鄭公奮, 脫屣世榮, 忘筌俗學, 常以竹倚蒲團爲侶, 林栖谷隐

55) 필사본의 원문은 養자이나 國譯無衣子詩集(劉永奉 역, 을유문화사, 1997,
284쪽)에서는 揚자로 판독.
56) 이 문장은 ‘일암거사(逸庵居士) 정분(鄭奮) 공은 노계(老溪)에 있는 정자를
식물로 잘 가꾸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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爲安. 名其所居 曰, ‘逸庵.’ 蓋逸者, 無爲無縛之總名也. 其銘曰.
廖兮廓兮, 涯不可極. 明兮白兮, 照不可測. 其誰在中, 達摩不識. 利聲韁소
(革+巢), 佛祖繩墨. 五欲樊籠, 四魔軍賊. 九結十纏, 千差萬忒. 入此庵中,
俱不可得. 所以此庵, 名之曰逸. 於依處中, 斯爲第一(無衣子詩集 권하,
｢逸庵銘并序｣).
【역주】거사(居士 : 일암거사) 정분(鄭奮) 공은 세속의 영예를 아낌없

이 버리고 세속적 학문도 잊은 채, 항상 대나무 의자와 창포 방석을 벗
으로 삼고, 숲속에 깃들어 살며 골짜기에 은둔하여 편안해 하였다. 그
가 거처하는 곳을 일암(逸庵)이라 이름 하였으니, 대개 일(逸)이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 속박이 없는 것 모두를 이름 한 것이다.
그 명은
텅 비고 휑하게 넓어
끝까지 다다를 수 없으니
밝고도 빛나서
그 빛은 헤아릴 수 없도다
어느 누가 그 가운데 있던가?
달마(達摩)도 알 수 없으리라
잇속과 명성은 재갈을 매는 고삐요
불조(佛祖)는 먹통의 먹줄 같은 법도라
오욕(五欲)은 새장에 갇힌 번뇌요
사마(四魔)는 무장한 도적 떼라
아홉 가지 속박과 열 가지 번뇌는
천 번 만 번 어긋나게 하는구나
이 암자에 들어오면
모두 그럴 수 없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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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까닭에 이 암자는
일암이라 이름한다
의지처 가운데
여기가 가장 으뜸이리라
｢일암명(逸庵銘)[서문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