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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61(2017)년 6월 19일(음력 5월 25일) 월요일

호국참회원‘기와 번와 및 단청 불사’
주지스님“동참 불자 소원성취”
호국참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는 호국참회원
기와를 교체하는 번와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처
님오신날 이후 곧바로 시작된 호국참회원 번와불
사는 그동안 낡고 오래된 기와를 걷어내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불자님들께서 시주한 기와를 올리는
번와불사가 한창이다. 이와함께 단청불사도 병행
하고 있다.
호국참회원은 도선사 중흥조 청담 대종사께서
열반하시기 전 불법 홍포와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뼈를 깎는 원력으로 건립한 대표적 전각이다. 힘
들고 어려운 많은 중생들을 안심과 해탈로 인도하
는 성전인 호국참회원이 신도들의 십시일반의 정
성으로 새롭게 단장되고 있다.
전각은 눈과 비, 바람으로부터 불보살님을 보호
하는 호법신중의 역할을 한다. 이 중 기와는 전각
윗부분을 덮어 비와 눈으로부터 불보살님을 보호
하고, 외관상으로도 사찰의 위엄과 멋스러움을 보
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 만큼 기와불
사 동참의 공덕 또한 지대하다.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앞으로 새롭게 장엄된
호국참회원이 목마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감로수
가 되기를 발원한다며, 기와불사와 단청불사에 동
참하신 불자님 모두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한다”
고 적극적인 동참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백중(우란분절)을 맞아 삼각산 도선사에서는 49일(7·7재) 지장기도 및
조상 천도재를 봉행합니다. 지장보살님께 조상영가의 천도기도를 봉행
하면 그 공덕이 한량없이 크다고 합니다. 이에 삼각산 도선사에서는 조상
영가는 물론 자손에게 불보살님의 가없는 가피를 기원하는 백중맞이 49일
지장기도 및 조상 천도재를 봉행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무루 동참하시
어 영가의 극락정토 왕생과 누겁의 업장소멸을 기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및 기도접수 : 종무소 (993-3161)
※ 재일날 마다 법회 후 천도재를 봉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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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중맞이 49일 지장기도 일정

•입재
•초재
•２재
•３재
•４재
•５재
•６재
•회향

: 7월
: 7월
: 8월
: 8월
: 8월
: 8월
: 8월
: 9월

19일(수)-음력
25일(화)-음력
01일(화)-음력
08일(화)-음력
15일(화)-음력
22일(화)-음력
29일(화)-음력
05일(화)-음력

윤5월 26일
6월 03일
6월 10일
6월 17일
6월 24일
7월 01일
7월 08일
7월 15일

종 합

불기 2561년 6월 19일(음 5. 25)

백중 49일 지장기도 및 조상 천도재
7월 19일 입재, 매주 화요일 천도재

음력 7월 15일은 우란분절(백
중)이다. 이 날은 삼악도에서 고
통받는 모든 중생을 부처님의 위
신력과 지장보살님의 가피력으
로 이고득락케 하는 날이다.
삼각산 도선사는 정유년 우란
분절을 앞두고 오는 7월 19일(음
윤5월 26일) 백중맞이 49일 지장
기도 및 조상 천도재 입재법회를

봉행한다. 백중기도(7ㆍ7재)는
일주일마다(매주 화요일) 기도를
봉행하며, 기도 후 천도재도 거행
한다. 각 사찰에서는 백중을 앞
두고 칠칠재인 49재를 봉행하며,
하안거 해제일은 음력 7월 15일
회향법회를 갖는다.
부처님의 10대 제자인 목련존
자의 어머니는 생전에 목련존자

가 출가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패악질과 행패를 부린 과보로 죽
어 지옥에 떨어졌다. 이것을 신통
력으로 본 목련존자가 하안거를
수행한 위신력으로 몸소 지옥에
내려가 어머니를 갖은 방편으로
제도하고, 스님들께 공양을 하여
어머니의 지옥고를 제도한 인연
에서 7월 백중에는 선망조상님들
을 위한 천도재를 열어 이고득락
(굒苦得갪)의 재를 베풀었다.
그 후로 불자들은 매년 음력 7
월 15일 공양을 베풀어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의 공덕을 기렸고, 극
락에 왕생하기를 기원하는 날로
삼게 되었다.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백중기
도에 무루 동참하시어 선망조상
은 물론 인연있는 영가의 업장소
멸과 극락왕생을 기원하시기 바
란다”
고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각종 시험 합격 50일 특별관음기도
매일 낮 12시 30분 석불전서, 8월 6일 회향
삼각산 도선사는‘석불전 50일 고시 및 공무원시험, 대학수시 등
특별관음기도’
를 지난 18일 입재 각종 시험의 합격을 기원하는 의
법회를 시작으로 8월 6일까지 봉 미에서 진행된다. 기도는 매일 낮
12시 30분부터 석불전에서 봉행
행한다.
도선사 석불전은‘한 가지 소 된다.
석불전 50일 특별관음기도는
원은 꼭 들어주신다.’
고 전국에
《천수경》독송을 시작으로 관세
소문난 영험이 큰 기도처이다.
특히 이번 기도 기간에는 각종 음보살 보문품, 발원문, 거불, 정
국가고시와 공무원시험, 대입수 근, 축원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시 등 많은 시험이 있다. 이번 50 또한 도선사는 매일 관음기도를
일 특별관음기도도 사법·행정 마치면, 동참불자들에게‘옴 마니

반메 훔’낙관을 찍어 준다.
석불전 50일 특별관음기도 입
재에 앞서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
“석불전 50일 특별기도에 동참하
신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회향하는 날까지 기도하고 실천
한다면, 분명 부처님은 여러분들
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거두어
주실 것이다. 다시 한 번 기도에
동참하신 분들의 변함없는 정진
을 당부 드리면서 무더운 여름 건
강하고 무탈하시기를 축원한다”
며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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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5월 생전예수재 봉행
매주 월요일, 7월 10일 회향
삼각산 도선사는 정유년 윤달을 맞아 매주 월요
일 호국참회원 3층 강당에서 생전예수재를 봉행하
고 있다. 살아생전에 여러 생에 걸쳐 지은 죄업의
소멸을 위해 행하는 생전예수재는 돌아가신 조상님
과 부모님을 천도하고, 자신이 살아오면서 지은 모
든 죄업을 참회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손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도 깃들어 있다.
즉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사후를 위해 공덕을
쌓아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미리 재를 지내는 것이
다. 풀이하자면 불법의 공덕을 저축하는 의식으로
죽음 후 지옥고를 받지 않게 내생을 다지는 작업이
라 할 수 있다.
또 예수시왕생칠재라고도 하여 사후에 갚아야 할
빚과 과보를 미리 갚아 살아서 사후의 복전을 일구
기 위해 재를 행하며, 재를 지내는 기간 동안 익힌
습성의 방향에 따라 좋은 몸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현재 이승에서 대가를 미리 지불하고 앞날을 좋게
하기위해 하는 기도이다.
이러한 의식의 유래는《관정수원왕생십력정토
경》
에‘누구든지 보리도를 행하려거든 죽기 전에
미리 삼칠일을 닦되, 등을 켜고 번을 달고 스님들
을 청하여 경전을 읽고 복업 지으면 한량없는 복을
얻으며 소원대로 과보를 얻는다.’
고 한 데서 기원
한다.

호국참회원기와·단청불사
도선사는 호국참회원 기와 및 단청불사를 모연한
다. 호국참회원은 도선사 중흥조 청담 대종사님의
생전 마지막 불사였다. 청담대종사께서 위법망구의
원력으로 불법홍포와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수많은
도선사 신도님의 피와 땀으로 건립한 전각이 바로
호국참회원이다.
하지만 호국참회원은 반세기가 흐르는 동안 풍설
을 견디지 못하고, 건물은 채색이 바래고 지붕 곳곳
이 떨어져 나가 불사가 불가피한 현실에 직면했다.
이에 현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 청담 대종사님의
얼이 서려 있는 호국참회원을 새롭게 단장하고자
불사 원력을 세웠다.

도선사는 호국참회기도의 중심도량으로 찬란한 역사와는 달리 그동안 여러 가지 제약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지난 3년 간 주지 송산도서 스님과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이제 도선사가 그 위상과 사격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불보살님의 가르침을 받들기 위해 도량내 부지매입 양성화 불사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 천년 후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도량이 될 수 있도록 금번 도선사 도량 양성화 불사에 동참
하시어 부처님의 무량 자비 광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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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안으로 가는 길

원력은 三生 이어지는 원대한 계획

올려보면 불행하고
내려보면 행복하다
‘높다, 낮다’
,‘많다, 적다’
,‘크다, 작다’
의 기준
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길을 걷다가 도로 옆에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 꽃을 보려면 고개
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아야 합니다. 꽃이 낮은 곳에
피어있기 때문입니다. 알록달록 이쁜 새가 날아다
니다가 나무의 큰 가지에 앉았습니다. 자세히 보려
고 하니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
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땅에 누워서 본다면 꽃
이 핀 위치도 높고, 새가 앉은 위치도 높을 것이고,
내가 2, 3층 건물 창문에서 나무를 볼 때는 새도, 꽃
도 내려다보게 될 것입니다. 즉, 기준은 바로 나 자
신입니다.
‘많다’
와‘적다’
를 예로 들어볼까요?
상대방이 손에 먹을 음식을 들고 있습니다. 그 음
식의 양이 많은지 적은지는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
할까요?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음식이거나, 내가 평
소 먹는 음식의 양을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크
다’
와‘작다’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한 위
치나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기준으로 우리는 상
대 평가를 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 평가 결과를 마
치 행복의 척도인 냥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좋
은 차를 타거나 넓은 집에 살거나, 많은 연봉을 받
으면 부러워하거나 시기·질투를 하는 것처럼 말
입니다.
중생들이 부러워하는 대상들은 대부분 이 세상
에서 잠시 사용하다가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명품
옷과 가방, 비싼 차, 넓은 아파트가 진정으로 내 것
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집착하면 결코 이 생
에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진수성찬을 차려
놓고 밥 먹는 모습을 아무리 지켜봐야 나의 배고픔
이 해결되지 않듯이, 법당에 수많은 등(燈)을 공양
해 불을 밝혀도 내 마음에 그 빛이 스며들지 않으면
영영 무명(無明)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
치입니다.
청담문도회 문장 진불장 혜성 대종사

불기 2561년 6월 19일(음 5. 25)

주지 송산도서 스님의

지·상 ·법·문

원력으로 사는 삶(上)
도선사 불자여러분! 여러분은 금생에 어떤 원력
을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 무슨 원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처님의 역사는 본원(本願)에서 시작됩
니다. 본원이란 옛날부터의 원, 인위(因位)의 원, 숙
세(宿世)의 원으로 쉽게 말하면 전생부터 세웠던 원
을 말합니다.
본원은 불보살님이 과거세에 수행하셨을 때 일으
킨 중생제도의 원으로, 중생교화와 구제를 맹세한
원이기 때문에 서원(誓願)이라고 합니다. 중생들이
스스로를 위해 세운 단순한 원은 소원이라고 부르
지, 본원이나 서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본원은
그 핵심이 중생구제입니다. 중생구제의 원력을 일
으키기 때문에 중생이 아니라 보살이라고 부릅니
다. 중생구제의 원력이 없다면 보살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본원(本願)을 말하고 전생을 이야기 하
는 것은 그것이 불제자가 가야 할 길의 출발점이자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원력은 그 사람의 존재의 이
유이며,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형태의 삶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만을 위한 삶
으로 이것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중생
을 위한 삶으로 원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원력
은 불자의 사명이며, 현재이고, 미래가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가 아
니라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관세음
보살이나 지장보살, 또는 아미타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는 것은 외형이 아닌 원력을
믿고 의지하며, 그 원력의 배를 타는 것이라 하겠습
니다. 불보살님은 오랜 시간동안 쉬지 않고 원력을
실천하신 분들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발심을
한 뒤 3아승지겁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원력을 실
천한 결과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원력은 한 생으로

기와 한 장을 시주한 공덕은 집 없는 업보를 면하게 하고,
무진겁래로 지은 업장을 소멸하여,
세세생생토록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여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고 합니다.
호국참회원 기와불사에 동참하셔서
무량공덕의 인연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종무소 및 화주실에서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생의 연속입니다.
소망이나 소원은 잠깐의 계획이지만 원력은 삼생
으로 이어지는 가장 원대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보살의 원력을 영원한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
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은《사십이장경》
에서 인간으로 하기 어려
운 것이 20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가운데‘기
명필사난(棄命必死難)’
이 있습니다. 즉,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목숨 걸고 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
가? 하는 말과 일맥상통 합니다.
중생에게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사정취(邪定聚)
중생과 부정취(겘定聚)중생, 정정취(正定聚)중생입
니다. 사정취중생은 아무리 좋은 말을 듣더라도 부
정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정취중생은
좋은 인연을 만나면 좋아지지만 좋지 않은 인연을
만나면 나빠지는 사람입니다. 정정취중생은 그 성
품이 한결같아서 좋은 말을 들으면 반드시 믿고 실
천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보통의 범부중생은 부정
취중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진으로 귀양을 간 다산 정약용 선생이 한 아이
에게 글을 배우라고 권했는데,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머리가 둔하고 꽉 막혔는데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이 말을 들은 다산이
“네가 스스로 둔하다고 하는데, 둔한데도 열심히 천
착(穿鑿)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계속 열심히 뚫어
구멍을 내면 구멍이 뚫리고, 구멍이 점점 커져서 큰
구멍이 되며, 꽉 막혔던 것이 한번 뚫리게 되면 그
흐름이 왕성해지고, 꾸준히 연마하면 그 빛이 윤택
하게 된다.”
“그렇다면 천착은 어떻게 해야 합니
까?”
“부지런히 해야지.”
“뚫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지런히 해야지.”
“연마하는 것은 어떻
게 해야 합니까?”
“부지런히 해야지.”“그렇다면
부지런히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확고하게 다잡는 것이니라.”
그 아이는 다산의 가르침에 힘이 나서 그 말을 마
음 깊이 새겨서 늙어서 일흔다섯 살이 되어서도 이
장면이 너무 또렷하여 기록으로 후세에 남겼다고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사부대중

불기 2561년 6월 19일(음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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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61(2017)년

기획 땅 한 평 불사

도선사 1/4분기 재정 현황

땅 불사, 자손만대 무량 공덕

삼각산 도선사는 2017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1/4분기 재정현황을 공고합니다.
재정현황은 일반회계·불사 특별회계·적립금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로 분류하여 게재
합니다.
- 재무부 -

■ 일반회계 수입 / 지출 보고
수 입
분류(관)

2017년 예산

일반 수입

805,000,000

불공 수입
법요ㆍ행사 수입

지 출
1/4분기 결산

예산대비율

분류(관)

220,064,000

27%

법요행사비

5,680,000,000 1,620,865,000

29%

종무수행 및 보시

2017년 예산

1/4분기 결산

예산대비율

555,000,000

108,296,000

20%

1,417,000,000

317,364,204

22%

1,035,000,000

340,045,000

33%

관리운영비

2,196,600,000

513,871,895

23%

교육연수 수입

-

-

-

분 담 금

1,331,000,000

332,750,000

25%

문화재입장료 수입

-

-

-

자산취득비

78,000,000

33,473,900

43%

671,685,000

58,521,049

9%

일반사업비

95,000,000

9,050,000

10%

교무금 수입

8,000,000

2,700,000

34%

목적사업비

1,501,000,000

495,500,880

33%

차 입 금

-

-

-

성보관리비

100,000,000

18,920,000

19%

50,000,000

15,030,819

30%

기타지출

257,900,000

50,214,206

19%

특별회계전출금

518,185,000

65,000,000

13%

차입금상환

-

-

-

대 여 금

-

-

-

반 환 금

-

-

-

예 비 비

150,000,000

-

0%

차년도이월금

50,000,000

-

0%

8,249,685,000 1,944,441,085

24%

기타 수입

전년도 이월금

합계

합계

8,249,685,000 2,257,225,868 27.36%

■ 불사 특별회계 수입 / 지출 보고
수 입
분류(관)

2017년 예산

지 출

예산
1/4분기 결산
전년도 이월금
대비율

호국참회원
1,394,000,000 125,030,000
단청 및 기와

9%

조계종성역화
국유지매입
청담기념관보수
영구위패

합계

분류(관)

2017년 예산

-

호국참회원
1,394,000,000
단청 및 기와

0%

-

조계종성역화

280,000,000 524,896,087 187%

57,693,387

국유지매입

150,000,000

-

130,000,000 130,000,000 100% 130,000,000 청담기념관보수
508,285,000

65,072,916

영구위패

36% 252,766,303

합계

99,685,916 20%

2,462,285,000 879,612,003

1/4분기 결산

예산
이월금
대비율

50,180,948

4%

-

150,000,000

-

0%

-

280,000,000

2,593,618

1%

-

90,000,000 69%

-

130,000,000
508,285,000

397,682

0%

-

2,462,285,000 143,172,248

6%

-

■ 적립금 특별회계 수입 / 지출 보고
수 입
분류(관)

2017년 예산

지 출

예산
1/4분기 결산
전년도 이월금
대비율

분류(관)

2017년 예산

1/4분기 결산

예산
이월금
대비율

청담문화기금

346,294,356 256,179,761 74% 226,144,356

청담문화기금

346,294,356

58,000,000 17%

-

퇴직적립금

348,814,939 238,852,461 68% 202,852,461

퇴직적립금

348,814,939

10,024,513

3%

-

합계

695,109,295

68,024,513

10%

-

합계

695,109,295 495,032,222

71% 428,996,817

▲ 도선사 전경.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매입한 토지(약 804평)

호국참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는 자손 만대까지 길
이 빛날 도선사를 조성하기
위해‘경내 땅 한 평 불사’
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
불사에는 조계종 각 총림 방
장스님과 총무원장 스님 뿐
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적극
적인 동참과 관심이 이어지
고 있다.
그렇다면 사찰 땅 한 평 사
기 불사에 동참하면 얼마나
큰 공덕이 있을까? 불교계

땅 한 평 불사 동참자 명단
윤혜선, 차상용, 최순악, 윤영희, 김대훈, 김성훈,
박형석, 박형원, 이복연, 박정현, 박시현, 정경미,
박준원, 박용판, 박기홍, 황관일, 전미영, 이정자,
진하영, 김태영, 김길동, 김순애, 남기필, 김순자,
남선영, 김인혜, 안현숙

삼각산
도선사
석불전
삼각산
도선사
석불전
삼각산
도선사
석불전
삼각산
삼각산도선사
도선사석불전
석불전
삼각산
도선사
석불전
삼각산
도선사
석불전
▶날 짜 : 2017년 7월 28일(금) ~ 30일(일), 2박3일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련사(가평군 상면 연하리)
▶주 최 : 도선사 어린이학생회법회
•참 가 대 상 : 초3부터 ~ 고등학생
•참 가 비 : 70,000원
•주요 내용 : - 자아탐색 및 자존감 향상
- 아동·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방법
- 새벽 숲길 및 걷기 명상
•모 집 인 원 : 선착순 50명
•문 의 전 화 : 도선사 종무소 : (02) 993-3161
김미숙 선생님 : 010-5181-0731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어른스님들은“사찰 땅 한
평을 시주하면 그 공덕으로
행복해지고, 봄 기운이 얼음
녹듯 온갖 재앙은 소멸되고,
한 여름에 구름이 일듯 온갖
복덕이 늘어나 대승의 옷을
입고 정각의 자리에 앉아 지
혜의 감로수를 마시며, 자손
들이 대대손손 무량복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공덕
이 지혜의 종자가 되어 마침
내 성불의 씨앗이 될 것이
다”
고 입을 모으고 있다.

원불(願佛)
(願佛)
(願佛)
원불
(願佛)
(願佛)
(願佛)
(願佛)
(願佛)
원불
봉안불사
봉안불사
봉안불사
봉안불사

삼각산 도선사 석불전은 오래 전부터
일심(一心)으로 기도하면‘한 가지 소
원은 꼭 이루어진다’는 영험(괈驗) 있
는 기도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렇게 영험 높은 원불에 불을 밝혀 소구
소망을 기원하여 성취토록 하는 등불이
되고자 석불전 원불 봉안 불사를 모연
합니다.
천년 대작불사에 선남선녀들께서는
수희 동참하시어, 그 수승한 공덕으로
모든 환난재앙(患難災殃)이 소멸되어
일신에는 건강이, 가정에는 화목이, 사
업에는 번창이, 사회에는 안녕이, 국가
와 민족에는 번영, 인류세계에는 평화
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문 의*
도선사 종무소(993 - 3161~3)

교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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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보다 정서가 풍요로운 사회
분노사회에서
벗어나는 길
“이 세상에서 분노는 결코
분노에 의해 사라지지 않는
다. 분노는 버림에 의해 사라
지나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
다.”
《법구경》
에 나오는 말씀
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외벽에 방수공사나 도색을
하게 됩니다. 며칠 전 경남의 한 소도시에서
외벽 공사를 하던 한 작업자가 밧줄이 끊어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밧줄이 끊어진
원인은 작업자가 틀어놓은 휴대폰 음악소리의
소음을 참지 못한 한 40대 남성이 옥상으로 올
라가 밧줄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은 몇
해 전부터 충동성 분노조절장애를 앓아왔다고
합니다.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한 채 우발적으
로 저지르는‘분노조절 장애범죄’
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쟁사회에서 누
적된 불만과 스트레스가 극단적인 형태로 표
출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습관 및 충동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 급증했습니다. 성별
로는 남성이 25%, 연령대로는 20~30대의 증
가폭이 컸습니다.
또 다른 자료입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4년 1만810건이던 우발적 폭행사건은
2014년 7만1036건으로 5배 넘게 늘어났습니
다. 분노가 사회범죄로 이어지는 빈도가 급격
히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조절 치료를 위한 사회적 도움은
물론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분노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경쟁사회에서 생기는 사회적 불만
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약 1년 전 불교국가 부탄

을 약 2주일 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본격적
인 대선레이스를 앞두고 나섰던 부탄 여행은
대통령 후보로써 국민들에게 선보일 새 정부
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었
을 것입니다. 언론을 보면 문 대통령은 당시
부탄 총리와 부탄 국민행복위원장을 만나 부
탄의 행복정책을 소개받고 깊은 인상을 받았
고, 귀국 후 답방 형식으로 방한한 부탄 보건
부장관을 만났을 때는“민주당이 집권하게 되
면 부탄의 행복정책을 도입하겠다.”
고 말했습
니다.
국민행복지수(GNH)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
니다. 부탄은 영국 신경제재단이 2010년 세계
행복지수 1위 국가로 선정한 나라이기도 합니
다.‘국민행복지수’
와‘세계행복지수’
란 용어
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1972년부터 부탄이 국
정운영 철학으로 내세운‘국민의 행복’
이있
습니다.
일반적인 국가는 국내총생산(GDP)을 국가
의 부(富)와 힘의 척도로 삼는데, 부탄은 이와
달리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사는 것보다 국민
개개인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여부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그 국정운영
철학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치열한 경쟁과 내몰리다보면 사람은 누구나
정서적으로 메말라 가뭄에 갈라지는 땅처럼
인간의 존엄성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사
회가 물질적 풍요보다 정서적 풍요, 국민의 행
복을 더욱 중요시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부탄을 따라 2006년 국민
행복지수 개념을 도입한 미국, 지난해 정부에
국민행복지수센터를 설립한 태국, 이 정책 도
입과 함께 행복부장관을 둔 아랍에미리트처럼
말입니다.
《입보리행론》
‘인욕품’
에 나오는 말씀입니
다.“분노는 정신적 불편을 먹이로 삼는다. 바
라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바라는 일이 방해
를 받을 때, 그때 분노가 폭발해서 나를 압도
하네.”
재무국장 도룡 스님

2018학년도 수능 및 대학 입시시험

합격기원 100일 기도
우리 도선사 스님들은 석불님 앞에서 도선사 신도님 자녀들이 대학에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모아 기도와 축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입수험생을 둔 신도님들은 스님들과 더불어 간절
하게 기도하여, 우리들의 아들딸들이 희망대학·희망학과에 합격하도록 함께 정진합시다.

•입재 : 8월 9일(음 6.18)
•시간 : 매일 낮 12시 30분

•회향 : 11월 16일(음 9.28)
•장소 : 석불전

*수험생 위한 석불전 소원성취 등(燈)불사(1인 1등 : 5만원)*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불기 2561년 6월 19일(음 5. 25)

선지식의

향기

성파 큰스님의

사자굴중무이수

사자 굴에는 다른 짐승이 없다
《경덕전등록(景德傳登걧)》은
석가모니불 이래의 역대 조사들
의 법맥과 법어를 수록한 책으로
남송시대(당시 연호가 경덕)에
편찬되었습니다. 인도의 선종 조
사들은 물론 보리달마 이후 중국
역대조사들의 어록과 함께 모든
공안 자료를 담아 선불교의 전등
법계(傳燈法系)를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사자굴중무이수 상왕
행처절호종(獅子窟中無굋獸 象
王궋處絶孤踪)’
도《전등록》
에나
오는 내용입니다.
당나라 때 낙보(樂普)에 살던
원안(元安, 835~899) 스님은 섬
서 봉상이 고향인데, 20살 때 회
은사(懷恩寺)에서 출가했습니다.
위 칠언대구는 이 스님이 남긴
것으로“사자굴에는 다른 짐승이 없고, 코끼리왕이 다니는 길
에는 여우의 발자취가 없다”
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맥상
으로 이미 대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 용화선원 송담 스
님(1929~)은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우리는 금생에 한 시대에 한 나라에 태어난 깊은 인연을 가
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 같이 불법(佛法)을 만났고, 최상
승 문중에서 우리는 도반의 인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것이 사자굴(獅子窟) 속에서 만난 우리들은 사자의 종자(種子)
들이고, 코끼리의 행처(궋處)에서 만나는 코끼리의 후손인 것
입니다.”
‘성현(聖賢)이 사는 곳에는 소인(小人)과 어리석은 사람[愚
人]이 없다.’
는 가르침과 한 말씀입니다. 작품을 쓴 성파(性坡,
1939~) 스님은 월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과 통도사 주지를 역임했습니다. 천연염색과 16만도자대
장경 완성 등으로 불교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감
지금니(紺紙갏泥)·사경(寫經)·서법(書法)·도예 등으로 국
내외에서 10여 차례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문 화

불기 2561년 6월 19일(음 5. 25)

도선뉴스
*도선사 합창단 단원 모집
종무소 및 행정실 문의

도선사에서 음성공양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을 찬탄할 합창단 단원을 모집한다. 도선사
합창단은 도선사의 법회를 비롯, 각종 행사
때마다 음성공양을 하고 있다. 음성공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홍포하는 훌륭한 포교
활동이다. 도선사 합창단에 관심있는 불자
들은 종무소나 행정실로 문의하면 된다.

*어린이청소년 대상 템플스테이

제1621호

하와이 무량사 템플스테이 성료
도선사 합창단 14일부터 7일간
한국전 참전용사 위한 천도재도
도선사 합창단(단장 양연엽)은 지난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미국 하와이 무량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실
시했다. 이번 무량사 템플스테이에는 기획실장 미등
스님, 혜명보육원 원장 고경스님을 비롯해 도선사
합창단원 25명이 동참해 6박7일 일정의 하와이 무
량사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7시간여 비행 끝에 화와이 무량사에 도착한 합창
단은 설법전에서 입재식을 갖고 본격적인 템플스테
이에 들어갔다. 합창단원들은 매일 법당에서 참선과
예불 등 무량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따라 수행정
진했다. 특히 합창단은 무량사 일요법회에 동참, 음
성공양을 올려 현지인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합창단은 태평양 앞바다 방생법회, 한국전쟁

에 참전한 미군용사들이 묻힌 펀치볼 국립묘지를 참
배하고 천도재를 올렸다. 이밖에도 합창단은 팔리 바
람산 전망대, 킹 카메하메하동상, 이올라니 궁전, 한
국 지도마을, 하나우마 베이, 샌디 비치, 마카푸우 포
인트, 돌파인애플, 할레이바 타운, 거북이비치와 몰몬
교 및 일본사원, 폴리네시안 민속촌 피지 퉁가 등 7곳
을 탐방하며 수행과 관광을 함께 진행했다.

가평 백련사, 7월 28일부터 30일
삼각산 도선사 어린이학생회법회(지도법사
일훈스님)는 오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2
박3일 간 가평 백련사에서‘나만의 특별한
여행, 템플스테이’
를 개최한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초등학생(3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대상으로 실시하며, 자아탐
색 및 자존감 향상, 아동 및 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방법, 새벽 숲길 및 걷기 명상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와관련 지도법사 일훈스님은“아이들에
게 잠시나마 입시 경쟁과 학교 폭력, 스마트
폰 중독 등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 스트레스
에서 벗어나 템플스테이를 통한 자기발견
의 경험은 분면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 청
소년기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등 아이들
이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며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모집인원은 50명이며, 참가비는 7만원이
다.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도선사 종무소
(02-993-3161)나 김미숙 선생님(0105181-0731)에게 문의하면 된다.

경내 연꽃화분 설치, 연꽃공양 종무소 문의
연꽃축제를 위해 삼각산 도선사 경내에 연꽃
화분이 설치됐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중순
부터 꽃망울을 터뜨리는 연꽃은 무더위에 지친
불자들에게 시원한 휴식처가 될 것으로 보인
다. 특히 도선사는 윤5월 생전예수재와 백중 49
일 지장기도를 맞아 천도재를 지내는 시기에
특별히 연꽃화분을 설치해, 불자들이 각자의
소원을 담아 연꽃공양을 올리고 있다. 연꽃공
양에 대한 문의는 종무소로 하면 된다.

신묘장구대다라니
신묘장구대다라니
삼각산 도선사는 정유년 윤달(윤5월)을 맞아 생전예수재를 봉행합니다.
살아 생전에 여러 생에 걸쳐 지은 죄업의 소멸을 위해 행하는 생전예수재와
49일 지장기도는 돌아가신 조상님과 부모님을 천도하고, 자신이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손들의 무병장수를 기원
하는 의미도 깃들어 있습니다.
도선사에서 봉행하는 정유년 윤5월 생전예수재에 동참하시어, 그동안 지은
모든 죄업을 소멸하고, 무량한 공덕을 지으시길 기원합니다.

생전예수재 기도 일정

•５재 : 6월 26일(월)-음력 윤5월 03일
•６재 : 7월 03일(월)-음력 윤5월 10일
•회향 : 7월 10일(월)-음력 윤5월 17일
•문의 및 기도접수 : 종무소 (993-3161)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108독송
108독송철야정진기도
철야정진기도
7월 1일(토, 음력 윤5월 8일) 오후 9시
순 서

시 간

비 고

1
2
3
4
5

21:00 ~ 21:30
21:30 ~ 22:00
23:00 ~ 03:30
03:30 ~
03:40 ~

법문
공양 및 자율정진
다라니독송 / 축원
대종
모든 대중 (새벽예불)

※ 기도에 미리 접수하시기 바라며, 동참하는 불자님들께는 사경집을 나눠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법 공 양

제16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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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산 도선사
찾아오시는 길
설판(設瓣)이란, 법회나 불사의 중요한 부분을 맡아 신심을 갖고 감당한다는 의미이고, 설판

【지하철 이용안내】

재자란 불사나 법회를 베풀기 위해 노력과 비용을 담당하여 수고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
다. 설판 공덕은 모든 불사와 법회를 여법하게 완성하는 것이며, 설판재자는 바로 이 공덕을
짓는 사람을 말합니다. 송산도서 스님이 도선사 주지 소임을 맡으면서 많은 신도님들이 과일
등 여러 분야에 설판해 주셨습니다. 도선사는 신도님들의 설판공덕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마
음 편하게 기도하고 정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판 보시 인연공덕이 제불보살
님의 가피로 이어져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원만하게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기

•4호선 : 수유역 3번 출구 →
120번 또는 130번 버스 승차 →
우이동 종점 하차 →
맞은편 도선사버스 승차
•7호선 : 노원역 7번 출구 →
노원15번 승차 →
우이동 종점 하차 →
맞은편 도선사버스 승차
【버스 이용안내】

이병수, 주영미, 이은정, 이양지, 이시혁, 성낙정, 이성배, 이은영, 하익수, 이은주, 송기찬,
이은진, 이군종, 이다연, 송새별, 송용현, 하민지
와설판

*기

와불사

최혜숙

*기

와망와

박하식, 이양식, 박경호, 이상미, 박서연, 박규리, 이홍준, 박덕례, 이수민, 이수혁

*공양미설판

•109·120·130·144·1166번
(우이동 종점 하차)
•101·151·153·노원 15번·1144
(도선사 입구 하차)

도선사 버스운행
시/간/표

권성진

*예수재설판

이병수, 주영미, 이은정, 이양지, 총신도회, 태흥기업, 김용환, 김동하, 이정희, 김동은,
김현수, 김동완, 김경연
*법

보 시

*콩

팥보시

*연

꽃

*선

방

*단

청

이양훈
장동룡, 김순재, 이정옥, 김연주, 강지만, 신현빈, 최학재

권성진, 권순재, 총신도회, 관음회, 지장회, 문수회, 보현회, 김광수, 이여의주, 김형태,
김윤희, 이영분, 김상열, 오현미, 김남교, 김진화, 김진영, 김규임, 김지수, 강수이, 윤의자, 강성우, 강성민,
오동일, 윤만기, 조재덕, 김진헌, 청법심, 김상연, 김세연, 조용직, 서인덕, 조현제, 조흥제, 조혜은, 박종호,
신은수, 박재범, 김경희, 박창범, 최아르마, 서동현, 박영아, 서지우, 서지원, 안종호, 심기순, 안영택,
안혜정, 강철구, 안혜영, 배호식, 장숙희, 배정엽, 한보라, 배효준, 이정광, 배성주, 이인호, 이다현, 남선영,
김인혜, 남기필, 김순자, 남완현, 남윤혁, 남의현, 남윤주, 윤혜진, 남윤성, 남규라, 김희수, 김범수, 김현수,
김영철, 김영자, 김준우, 김도연, 전금식, 김은아, 전승환, 김성현, 전윤정, 한용수, 윤혜숙, 한장이, 한양이,
김혜경, 한예은, 한장규, 윤혜경, 윤지현
오석균, 박경옥, 최경원, 최지우, 최정우, 최지인, 오지수, 오미르, 오수민

이영희, 임정순, 김하영, 이지민, 김민수, 김혜경, 홍남조, 김형돈, 윤성덕, 박범훈, 배주열,
박정현, 유중헌, 양호준, 이병직, 이임숙, 김민정, 문지후, 문성환, 이영규, 박수영, 이민경, 한남보살님,
정상석, 강생금, 정소정, 양정현, 김용운, 김경윤, 김현철, 김옥연

호국참회원 기와 및 단청불사

도선사
매점

04:20
05:30
06:30
07:00
07:45
08:15
08:45
09:15
09:45
10:15
10:45
11:15
11:45
12:15
12:45

05:10
06:00
06:45
07:25
08:00
08:30
09:00
09:30
10:00
10:30
11:00
11:30
12:00
12:30
13:00

점심시간

선방 대중공양 / 백중 설판 / 연꽃공양 / 콩국수 대중공양

삼각산 도선사는 신도들의 정성어린 설판공양을 받습니다. 문의 : 종무소(☎ 993-3161)

청담기념관 옥상 주차장
임시 폐쇄합니다

120번 종점
주차장

도선사는 호국참회원 기와 및 단청불사 관계로 청담기념관 옥상
주차장을 임시로 폐쇄합니다. 이에따라 주차 혼잡이 예상되오니,
신도님들께서는 자가용을 자제하시고 대중교통 및 도선사 셔틀
버스를 이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3:45
14:15
14:45
15:15
15:50
16:30
17:10
17:50
18:50
19:30

14:00
14:30
15:00
15:30
16:10
16:50
17:30
18:20
19:10
20:00

삼각산 도선사

합창단원 모집
삼각산 도선사에서 음성공양
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할
합창단을 모집합니다. 음성공양
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홍포하는
훌륭한 포교활동인 만큼 불자님
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60세 이하 불자라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문 의 : 도선사 종무소(993 - 3161~3)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일

시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장

소 교육관 / 선묵당

프로그램 매달 마지막 주 영어법회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화 보

불기 2561년 6월 19일(음 5. 25)

제1621호

각종 공무원시험 및 대학수시 합격 기원
석불전 50일 특별관음기도 입재식 봉행

삼각산 도선사는 지난 18일 관음재
일을 맞아 석불전에서 각종 공무원시
험 및 대학수시 합격을 기원하는 50일
특별관음기도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50일 특별관음기도 입재법회
는 주지 송산도서 스님을 비롯해 실국
장스님들과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
데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주지스님
인사말, 기도스님 소개 등의 순으로 진
행됐으며, 입재법회 후 첫 기도가 거행
됐다.
이날 입재식에서 주지 송산도서 스
님은“석불전 50일 특별관음기도에 동

참하신 여러분 모두가 회향하는 날 까
지 지극정성으로 기도한다면 분명 부
처님은 여러분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거두어주실 것이다.”
며“다시 한
번 기도에 동참하신 분들의 변함없는
정진을 당부 드리면서 무더운 여름 건
강하고 무탈하시기를 축원한다”
고법
문했다.
한편 각종 공무원시험 및 대학수시
합격을 기원하는 이번 50일 특별관음
기도는 지광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
고 매일 낮 12시 30분부터 진행하며,
기도 후 낙관을 찍어준다.

진불장 혜성 대종사 생신하례
삼각산 도선사는 지난 21일 호국참회원 3층 강당에서 청담문도
회 문장 진불장 혜성 대종사의 생신을 맞아 기념 하례법회를 봉행
했다. 진불장 혜성 대종사 세수 81세를 맞아 봉행된 이날 하례법회
에는 주지 송산도서 스님을 비롯해 문도 스님들과 도선사 실국장
스님을 비롯해 신도회 등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 자리에서 도선사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큰스님의 생신을 축
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문도스님과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그동안 큰스님께서는 도선사 발전을 위해 수많은 일을 하셨다. 하
지만 큰스님께서 이루지 못한 원력이 많다. 앞으로 큰스님의 못다
하신 뜻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며 큰스님의
건강을 기원했다.

삼각산 도선사는 사법·행정고시 및 공무원 시험, 대입수시합격 등 각종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신도와 자녀들의 합격을 기원하는 50일 특별관음기도를 봉행합니다. 도선사 불자님들은 이번
기도에 꼭 동참하시어 자녀의 앞날에 부처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합시다.

▶기도 시간 : 매일 낮 12시 30분
▶장소 : 석불전
※회향일 : 8월 6일(일요일, 음력 6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