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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 정기법회 및 기도 안내
초하루신중기도

음력1일∼3일
오전 10시

보

회

음력 15일
오전 10시

지장재일법회

음력 18일
오전 10시

관음재일법회

음력 24일
오전 10시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기도

첫째주 토요일
저녁 9시, 참회원

일

일요일
오전 11시 20분
대웅전

름

요

법

법

회

어린이학생회법회

일요일
오전 11시
교육관/선묵당

새 신 도 교 육

2·4주 토요일
오후 1시, 선묵당

네팔불자회법회

첫째주 일요일
낮12시, 평화의불

대입수능 학업성취 100일기도 입재
100일 앞으로 다가온 대입수능 슬땀을 흘리고 있을 딸에 대한 애
시험을 위해 수험생 가족들이 석 틋한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다.
대입수능 학업성취 100일기도
불전에 간절히 두 손을 모았다. 지
난 9일 봉행된 대입수능 학업성취 입재식에서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
100일기도 입재법회에는 삼복더 “우리 부모님들부터 먼저 열심히
위에도 불구하고 석불전에 5백 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우리
명의 학부모들로 발 디딜 틈이 없 아이들이 게으르지 않고, 방황하
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공부에 전
었다.
재수를 하는 딸의 사진이 붙어 념할 수 있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있는 입시기도 발원문을 펴 놓고 뒷바라지 하자. 그러면 분명 부처
기도를 하고 있던 한 어머니는 구 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합격의 기

칠월 칠석(七夕) 즉 음력 7월 7일은 칠원성군에게 정성을 드리는 날입니다.
칠석날 저녁, 인간의 길흉화복을 맡아 주재한다는 북두칠성 칠원성군에게
기도하여 재앙을 소멸하고 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바램으로 재를 올렸던
것이 불교의 한 명절로 자리매김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삼각산 도선사에서는 칠석을 맞이하여 7일 간 칠원성군기도를 봉행하
오니, 동참하시어 많은 가피를 입으시기를 권합니다.

•입 재 : 8월 22일(화, 음력 7월 1일)
•회 향 : 8월 28일(월, 음력 7월 7일)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쁨을 주실 것이다”며“오늘부터
100일 동안 우리 모두 열심히 기
도하여 부처님 전에 감사의 기도
를 올릴 수 있기를 발원하자”
고당
부했다.
이처럼 간절한 기도의 공덕으로
수험생에게 지혜와 건강, 마음의
안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는 대
입수능 학업성취 100일기도가 본
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입시기
도는 오는 11월 16일까지 매일 12
시 30분 도선사 석불전에서 계속
된다.

종 합

불기 2561년 8월 7일(음 6. 16)

“치성광부처님께 무병장수 기원”
22일, 7일 칠원성군기도 입재

불교에서는 음력 7월 7일 칠석
이 되면 치성광 부처님께 정성어
린 공양을 올린다. 가족 모두가
무병장수와 자손들이 대대손손
창성하게 해달라고 몸과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한다.
삼각산 도선사도 정유년 칠월

칠석을 맞아 오는 22일(음력 7월
초하루) 7일 칠원성군기도 입재
식을 봉행한다.
불교에는 많은 제불보살님들
이 계신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치
성광 부처님이다. 이 부처님은 일
광보살과 월광보살을 좌우보처

보살로 하시고, 불두칠성인 칠성
군과 그 보처 28숙 및 많은 성군
들을 거느리고 있다. 치성광 부처
님께서는 특히 인간의 길흉화복
을 주관한다. 그러므로 칠석을 맞
아 사찰에서는 성대한 재를 열어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신통력으
로 모든 재앙을 소멸하고 무병장
수를 주십사 기원하는 것이다.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칠석이
란, 치성광 부처님과 일광·월광
보살님께 자손의 번영과 무병장
수, 소원성취, 가정화평 등을 발
원하는 날이다. 이 가운데 일광보
살과 월광보살은 좋고 나쁜 곳에
구애받지 않고 쉼없이 베푼다고
하여, 무량수여래불이라고도 한
다.”
며 기도에 많은 동참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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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합격 100일기도 봉행
소원성취 연등불사도
2018학년도 수능 및 대학 입시 합격을 기원하는
100일 기도를 지난 9일부터 석불전에서 봉행하고
있다.
이날부터 도선사 주지 스님을 비롯해 대중스님과
수험생을 둔 가족들은 수능시험 당일 날인 11월16
일까지 수험생의 행복과 건강 그리고 학업원만성취
를 발원하는 기도를 올리게 된다.
도선사는 대학합격과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의 고득점 합격을 발원하는‘수험생 위한 소원성취
연등(1인1등)’
도 밝힌다. 연등불사는 등불을 밝힌
인연공덕으로 수험생들의 지혜가 총명하고 건강하
여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의미에서 진행된다.
도선사 석불전은 전국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영험
기도처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첫 손으로 꼽힌다. 예
로부터 도선사 석불님께 지성으로 기도하여 각종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영험이야기가 많기
때문이다.

백중맞이 49일 지장기도

중국 구화산 및 보타산 성지순례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 간
도선사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중국
지장 및 관음도량 성지순례를 실
시한다. 이번 해외성지순례는 중
국의 대표적 지장도량 구화산, 관
음도량 보타산을 순례하며 천도
재와 방생법회 등을 봉행할 예정
이다.
12일 인천공항을 출발, 곧바로
구화산에 도착한 후 다음날부터
본격적인 순례를 시작한다.
13일에는 먼저 구화산에서 천
도재를 봉행하고 혈서대방광불

화엄경이 모셔진 백세궁, 김교각
스님의 육신불이 봉안된 지장선
사 육신보전을 참배한다. 14일에
는 대불사를 참배하고 영파로 이
동하게 된다.
15일에는 부처님 사리를 모신
중국 4대 사찰 가운데 하나인 아
육왕사를 참배하고 보타산으로
이동하여 방생법회를 거행한다.
16일에는 보타산 해천불국의 상
징인 남해 관음상 앞에서 새벽기
도를 봉행한 후, 조음동 및 자죽
림 그리고 관음도량인 법우사를

참배할 계획이다.
구화산은 중국불교 4대 성지로
손꼽히며, 특히 신라의 왕자 김교
각 스님이 평생을 머물며 수행했
던 지장보살의 성지로 알려져 있
다. 보타산은 아미산·오대산·
구화산과 함께 중국불교의 4대성
지로 꼽히고 있으며, 관음보살과
관련된 전설과 설화가 많이 전해
져 내려와 중국 제일의 관음보살
도량이 되었다.
이처럼 이번 중국성지순례는
지장도량 구화산과 관음도량 보
타산을 동시에 참배할 수 있는 순
례이다.

매주 화요일, 조상 천도재도
삼각산 도선사는 정유년 우란분절(백중)을 앞두
고 백중맞이 49일 지장기도 및 조상 천도재를 매주
화요일 봉행하며, 기도 후 천도재도 거행한다.
백중은 삼악도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부처님의 위
신력과 지장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이고득락케 하는
날. 부처님의 10대 제자인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생
전에 목련존자가 출가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패
악질과 행패를 부린 과보로 지옥에 떨어졌다.
이것을 신통력으로 본 목련존자가 하안거를 수행
한 위신력으로 몸소 지옥에 내려가 어머니를 제도
하고, 스님들께 공양을 하여 어머니의 지옥고를 제
도한 인연에서 백중에는 선망조상님들을 위한 천도
재를 열어 이고득락(굒苦得갪)의 재를 베풀었다.
그 후로 불자들은 매년 음력 7월 15일 공양을 베
풀어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의 공덕을 기렸고, 극락
에 왕생하기를 기원하는 날로 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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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27호

피안으로 가는 길

중생과 함께 나누는 게 참된 회향

적성을 고려한
전공·직장 선택해야
대입수학능력시험이 세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당 자녀를 둔 도선사 불자님들의 기도 소리가 석
불전을 비롯해 도량 안팎에 쉼 없이 울려 퍼지고 있
습니다. 모든 분들의 기도가 이뤄지길 간절히 소망
합니다. 세상이 무척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
학이나 의학의 발달은 물론 저출산과 노령사회 등
사회적 변화도 극심합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대
학에서 전공을 선택하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직장
을 결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공과 첫 직장
은 인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화엄경》
이나 의상대사 법성게를 보면“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역여시(一微塵中含十方 一굷塵中
亦如是)”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한 티끌 가운데에
시방세계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고, 모든 티끌 각각
에도 시방세계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는 의미로
‘진리는 어디에나 다 있다’
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나오는 문장인‘일중일체다중일 일념즉시무
량겁 무량원겁즉일념(一中一굷多中一 一念卽是無
量劫 無量遠劫卽一念(하나 안에 일체가 있고 일체
안에 하나가 있으며, 한 순간이 영원이요 영원이 곧
한 순간)’
이란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직장은 있지만 나쁜 직장은 없습
니다. 대신 좋은 행위와 함께 나쁜 행위가 있을 뿐
입니다. 우리는 섣불리 좋은 학교 나쁜 학교를 구분
하고, 좋은 직장 나쁜 직장을 구분하려 합니다. 그
구분의 척도는 주로 명성이고, 금전입니다. 연봉이
많은 직장·직업이면 좋은 직장, 연봉이 적은 직
장·직업은 나쁜 직장이 되고 맙니다. 이런 방식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자신과 인연이
닿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적성에 맞
는) 분야가 전공이 되고, 직장이 되면 일이 힘들고
몸이 고되더라도 즐거울 수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분야가 전공이 되고, 직장이 되면 매순간이 고통이
요, 괴로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현명한 선
택을 하는 불자가 되길 바랍니다.
청담문도회 문장 진불장 혜성 대종사

불기 2561년 8월 7일(음 6. 16)

주지 송산도서 스님의

지·상 ·법·문

석불전 50일
특별기도 회향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불이며, 그 목적은 회
향입니다. 회향(廻向)이라는 말은‘회전취향(廻轉趣
向)’
의 줄임말로 자기가 쌓은 공덕을 내가 아닌 다
른 사람들에게 돌리거나 그 공덕을 깨달음으로 향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지은 공덕을 다른
중생에게 베풀어서 다 함께 정토에 태어나기를 발
원하는 것도 일종의 회향입니다. 또한 회향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했던 기도
나 불사를 끝마친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경전에서는 내가 짓고 쌓은 공덕을 혼자만 가지
면 그 공덕은 매우 적지만, 널리 회향을 하면 그 공
덕은 한없이 커진다고 하였습니다. 나에게는 필요
가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
고, 아껴 쓰고 덜 쓰면서 어려운 사람을 기쁜 마음
으로 도와주며, 자신이 쌓은 선행이나 기도의 원력
을 나나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도
록 돌리는 것, 내가 선행을 할 때 다른 사람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회
향입니다. 즉 회향이란 보살이 자기가 지금까지 닦
고 쌓은 모든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니, 최상의 회향은 내가 짓고 쌓은 공덕을 어려운
중생들과 함께 쓰는 것을 말합니다.
석불전 50일기도 회향도 이와 같습니다. 기도는
내가 했으나, 기도공덕과 과보를 내가 소유하는 것
이 아니라 이웃과 중생에게 회향을 해야 참다운 회
향이 될 수 있습니다. 청량(淸凉)국사께서는“회향
이란, 자기 것을 돌려서 남에게로 향하고, 적은 것
을 돌려서 많은 데로 향하며, 자기의 인행(因궋)을
돌려서 남의 인행(因궋)으로 향하고, 대비심(大悲
心)을 일으켜 중생을 구제하되 십행(十궋)의 선(善)
을 돌려 세 곳[三處]으로 향하는 것[廻向]이다.”
고
하셨습니다.

7월 (음) 초하루

신중기도 법회
모든 가정과 사회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길 기원하며 도선
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까지 신중기도를 올리오니, 불자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스님들이 매일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축원을 올
릴 때마다 맨 처음으로 올리는 축원은‘저희들이
지금까지 닦고 쌓은 모든 공덕을 삼처(三處), 세 곳
으로 회향하오니(三處廻向), 오늘 저희들의 이 회
향이 모두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하
는‘상래소수공덕해(上걐所修功德海) 회향삼처실
원만(廻向三處悉圓滿)’
이라는 축원입니다.
삼처회향이란, 첫째 보리회향(菩提廻向)입니다.
자기가 닦은 일체공덕을 보리로 회향하는 것으로,
내가 닦은 모든 공덕을 깨달음을 구하는 데 돌려서
깨달음의 종자가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중
생회향(衆生廻向)입니다. 언제나 중생을 사랑하는
자비심을 일으켜서, 항상 어려운 중생을 생각하고,
자기가 닦은 일체 선법을 중생들에게 회향하여, 다
함께 성불하기를 서원하는 회향입니다. 셋째 실제
회향(實際廻向)입니다. 자기가 닦은 일체의 공덕을
진여(眞如)의 실제(實際)에 회향을 하여 구하고 닦
으면서도 구하고 닦았다는 마음이 없이 평등하고
여실한 진리로 회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살이 자신이 지은 모든 공덕을 온 법계와 허공
계의 일체중생에게 남김없이 회향한다.”
는 것은 내
가 성취한 공덕을 내 것이라는 소유의 관념 속에 묶
어 두지 않고, 일체중생의 것으로 내어놓는 행위입
니다. 내가 성취한 공덕을 나 홀로 소유하지 않고,
중생 모두에게 나누어서 공유하겠다는 정신이 바로
회향정신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기도를 하든지, 진정한 회
향이 있을 때 참다운 공덕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
리는 석불전 50일 특별기도 회향을 하게 됩니다. 회
향은 그침이나 마침이 아니라 쉼 없는 정진을 의미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은혜
속에서 존재합니다. 오늘 회향을 하면서 여러 불자
님들이 부처님께 받은 가피를 이웃과 사회에 회향
하는 실천행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회향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운용지묘(運用之妙)는 존호일심(存乎一心)’
이라
하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최상의 이치는 오직
마음을 바르고 조화롭게 쓰는데 달려있습니다. 자
신만 보지 않고 모두를 함께 보는 사람이 참답게 기
도하는 사람이며 진정으로 회향하는 불자입니다.

(前)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주지

한암정수 큰스님
초청대법회

신중기도 법회

일 정

8월 22일(화) ~ 8월 24일(목)

8월 22일(음 7월 초하루) 사시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사부대중

불기 2561년 8월 7일(음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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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61(2017)년

기획 땅 한 평 불사

도선사 2/4분기 재정 현황

땅 불사, 자손만대 무량 공덕

삼각산 도선사는 2017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2/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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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분기 결산

예산대비율

분류(관)

191,245,000

24%

법요행사비

5,680,000,000 1,352,456,230

24%

종무수행 및 보시

2017년 예산

2/4분기 결산

예산대비율

555,000,000

269,757,240

49%

1,417,000,000

409,260,040

29%

1,035,000,000

738,835,000

71%

관리운영비

2,196,600,000

598,267,469

27%

교육연수 수입

-

-

-

분 담 금

1,331,000,000

332,750,000

25%

문화재입장료 수입

-

-

-

자산취득비

78,000,000

28,844,101

37%

671,685,000

66,765,295

10%

일반사업비

95,000,000

41,822,000

44%

교무금 수입

8,000,000

1,145,000

14%

목적사업비

1,501,000,000

475,832,450

32%

차 입 금

-

-

-

성보관리비

100,000,000

18,900,000

19%

50,000,000

-

0%

기타지출

257,900,000

42,720,156

17%

특별회계전출금

518,185,000

80,000,000

15%

차입금상환

-

-

-

대 여 금

-

-

-

반 환 금

-

-

-

예 비 비

150,000,000

-

0%

50,000,000

-

0%

8,249,685,000 2,298,153,456

28%

기타 수입

전년도 이월금

차년도이월금

합계

합계

8,249,685,000 2,350,446,525 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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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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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선사 주지 송산도서 스
님도“방울방울의 물이 모여
큰 그릇을 채우고, 작은 내가
모여서 마침내 큰 바다를 이
룬다. 십시일반의 정성과 관
심이 도선사 도량의 면모를
일신하는 성스러운 대작불
사의 초석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삼각산 도선사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불자들이 찾
는 불교성지로 거듭나는 이
불사에 많은 분들의 동참을
당부해 본다.

땅 한 평 불사 동참자 명단
■ 불사 특별회계 수입 / 지출 보고
수 입
분류(관)

2017년 예산

지 출

2/4분기 결산

예산
전년도 이월금
대비율

호국참회원
1,394,000,000 949,908,582 68%
단청 및 기와
조계종성역화
국유지매입

2017년 예산

2/4분기 결산

예산
이월금
대비율

-

호국참회원
1,394,000,000 924,051,888 66%
단청 및 기와

-

50,000,000 33%

-

조계종성역화

150,000,000

-

280,000,000 251,925,230 90%

57,693,387

국유지매입

280,000,000

150,000,000

청담기념관보수

130,000,000

30,614

영구위패

508,285,000

31,489,504

합계

분류(관)

2,462,285,000 1,283,353,930

0% 130,000,000 청담기념관보수
65,072,916

영구위패

52% 252,766,303

합계

6%

130,000,000

50,000,000 33%
1,390,185

0%

-

40,000,000 31%

-

508,285,000

408,309

0%

-

2,462,285,000 1,015,850,382

41%

-

■ 적립금 특별회계 수입 / 지출 보고
수 입
분류(관)

2017년 예산

지 출

예산
2/4분기 결산
전년도 이월금
대비율

청담문화기금

346,294,356

30,039,005

퇴직적립금

348,814,939

36,092,994 10% 202,852,461

9% 226,144,356

합계

695,109,295

66,131,999

10% 428,996,817

분류(관)

2017년 예산

2/4분기 결산

예산
이월금
대비율

청담문화기금

346,294,356

22,000,000

6%

퇴 직 금

348,814,939

14,573,540

4%

-

합계

695,109,295

36,573,540

5%

-

전춘자, 이원준, 박순일, 박영환, 조보성[혁],
이기섭, 전수영, 전은선, 전찬수, 최진호, 최수덕,
임은희, 임재만, 차광수, 신성호, 정덕례, 이정우,
안문기, 이규동, 윤호준, 이윤상, 이무열, 이주화,
김흥영, 이을용, 지정우, 정원석, 박교련, 엄상련,
민돈홍, 정규영, 김용택, 김인천, 고건우, 주영균,
조현숙, 최미경, 하봉원, 한미자, 백재효, 백진선,
김혁준, 김홍수, 권우현, 이상현, 안영순, 김대용,
이옥숙, 안윤주, 어린이집, 강웅, 이현정, 전소라,
정혜자, 최인규, 최찬규, 최윤순, 정상훈, 김명한,
손기숙, 최원석, 정규영, 오봉화, 박영일, 한미자,
고경원, 亡주덕희, 김복순, 김종락, 김기섭,
윤계선, 도경기, 박정임, 허은서, 이점순, 이영륭,
김연주, 신선유

도선사 일요법회
일요법회
도선사
정유년 칠월 우란분절에 즈음하여
선망조상영가 및 인연있는 영가의
천도를 위해 49일 지장기도 및
조상 천도재를 봉행합니다.
7·7 매 재 때마다 봉행하고, 조상 천
도재에 조상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부모은중경
변상도 인경공양을 올리고 있습니
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 : 종무소 (☎993-3161)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일요법문
(상임법사: 교무국장 도권 스님)

•사홍서원
•산회가(폐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20분
대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삼각산 도선사
도선사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교 리

제1627호

일희일비않는게으뜸가는행복
행복한 삶
경전을 보면 공덕녀와 흑
암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부자 장자의 집에 아름
답고 기품 있는 여인이 찾아
왔습니다. 장자가“그대는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공
덕녀입니다.”
하고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그리
고“저는 묘한 재주가 있어 저를 본 사람은 모
두 기분이 저절로 좋아집니다. 또 저는 재물이
모이게 하고, 수명이 늘어나게 하며 운수대통
하게 한답니다.”
하고 소개했습니다. 장자는 그
녀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거무튀튀한 피부에 흉측한
얼굴을 한 추녀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흑암
녀라고 소개한 그녀는“저는 묘한 재주가 있어
저를 본 사람은 모두 기분이 나빠지고, 저와
함께 있으면 부유한 사람도 가난해지며, 수명
이 줄고, 하는 일마다 재수가 없어집니다.”
라
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장자가 기겁을 해 흑
암녀를 문밖으로 쫓아내려 하자“앞서 들어간
공덕녀는 저의 언니입니다. 언니와 저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언니를 받아들이
려면 저까지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
니다. 장자는 결국 공덕녀까지 포기하고 말았
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행복
을 바라는 마음이야 인지상정이지만 요즘 사
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에 대한 집착이 지

불
교
상
식

나쳐,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 불행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다시
말해‘행복하고 싶다’
는 생각과 목표에 스스
로 너무 매몰돼, 그 집착으로 인해 오히려 불
행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우화에 등장하는 공덕녀가 행복을 상
징한다면 흑암녀는 불행을 의미합니다. 우리
는 행복을 좇으면서 불행에 대해서는 전혀 대
비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복과 불행은 떨
어지지 않는 한몸과 같아서 항상 함께 다닙니
다. 어쩌면 행복 속에 불행이 내재돼 있고, 불
행 속에 행복이 내재돼 있는지도 모릅니다. 행
복하기 위해 선택한 일이 불행을 몰아오기도
하고, 불행이라 생각한 일이 행복의 발단이 되
기도 합니다.
우리는 행복이 대단한‘무엇’
이라 생각하면
서 행복을 좇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정말 대단
한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프랑스의 동화
‘파랑새’
가 주는 교훈처럼 행복은 특별한 것
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진 않을까요? 초기경
전인《숫따니파타》
에는‘행복경’
이 나옵니다.
이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은 세상사에 일
희일비하지 않도록 마음을 단도리하는 게 행
복이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번잡한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부딪혀도 마
음이 안정되어 동요하지 않으며, 걱정과 어리
석음 없이 청정하면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
다. 마음을 다스려 청정하게 살고, 사성제의 진
리를 분명히 알아 실천하고 수행하여 열반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다.”

Q 부모은중경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A 부모의 은혜의 높고 넓음을 가르치고,

이에 보답할 것을 가르치는 대승불교 불경
입니다.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으라는 불교
의 가르침이 중국을 거쳐 전래되면서 유교

부주지 현관 스님

적 효를 배척하지 않고, 불교적인 효도를 설
한 경전입니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 널리 퍼져 있으
며, 한국에서는 유교가 성행하던 조선 시대
에 널리 읽혀졌으며, 삽화를 곁들인 언해본
출판도 성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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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 매일 낮 12시 30분
•장소 : 도선사 석불전

•회향 : 11월 16일(음 9.28)

*대학 및 각종 시험 합격기원 연등 : 1인1등 ▶ 5만원*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불기 2561년 8월 7일(음 6. 16)

선지식의

향기

구산 큰스님의

“이 뭣꼬?”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설봉의존 선사(雪
峰義存, 822~908)를 찾아왔습니다. 이 수
행자는 얼핏 보기에도 목에 힘을 잔뜩 준,
잘난 체를 하기 위해 선사를 찾아온 것으
로 보였습니다. 그를 본 설봉선사가 몸을
앞으로 쑥 내밀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심마?(是甚 )”
즉,‘이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던 것
입니다. 이 문장을 경상도 어투로 줄여서
말한 게‘이뭣꼬’
입니다.‘시심마(是甚 )’
는‘설봉심마(雪峰甚 ) 공안’
으로도 불
리는데《벽암록》51칙에 나오는 화두입
니다. 뜻풀이를 하다 보니‘이뭣꼬?’
가
됐지만, 이 말 속에는‘무엇이 부처인가?’
,‘그대의 본래면목
은 무엇인가’
하는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부처나 불성(佛
性)에 대한 질문인 셈입니다.
이 화두와 관련된 대화가《벽암록》
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비
가 내리고 있는 어느 날 경청화상이 한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문밖에서 들리는 것이 무슨 소리냐?”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빗방울 소리입니다.”경청화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너는
빗방울에 사로 잡혀 있구나!”
그러자 이번에는 스님이 되물었습니다.“화상께서는 저 소
리가 무엇으로 들립니까?”경청화상은 답을 하려다 머뭇하면
서 이렇게 말했습니다.“자칫했으면 나도 사로잡힐 뻔했지.”
그러자 이 스님은 되받아 질문을 했습니다.“자칫하면 사로
잡힐 뻔하시다니 그건 또 무슨 뜻입니까?”그러자 경청화상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그것
은 그런 대로 쉽지만, 있는 그대로 현실을 표현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이뭣꼬’화두는 1700공안 중에 가장 근원적인 화두입니
다. 육근(六根)·육식(六識)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생각에 이
화두를 접목해 그 생각 일어나는 당처(當處)를 찾으라는 게 선
지식들의 조언입니다.
위 작품은 조계총림 초대방장을 지낸 구산(1910~1983) 큰
스님의 글입니다. 글 말미에 스님의 법명인 수련(秀곝)이나 법
호인 구산(九山) 대신에 별호 중 하나인‘석사자(石獅子)’
가
적혀 있습니다.

문 화

불기 2561년 8월 7일(음 6. 16)

제1627호

주지 송산도서스님‘각종 불사로 백년대계 기틀 마련’
삼각산 도선사는 지난 7월 30일
호국참회원 강당에서 대중스님
들과 종무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주지 송산도서 스님 생신하례식
을 봉행했다. 이날 도선사는 지
난 2013년 11월 15일 송산도서
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은 이후 약
4년여 간 각종 불사와 대내외적
활동을 영상으로 되짚어 보는 시
간을 가졌다. 도선법보는 생신하
례법회에 동참하신 못한 불자들
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불사를
간단하게 소개한다.

종무행정 및 복리후생

송산도서 스님이 2013년 11월 15일
도선사 주지 소임을 맡고 가장 먼저 관
심을 기울였던 것이 바로 종무행정 전
산화와 종무원 복리후생이다.
손작업으로 진행됐던 종무행정 및
기도접수 등을 전산화하여 장차 도선
사의 미래지향적 종무관리의 기초를
닦았으며, 종무원들의 복지를 획기적
으로 바꿨다. 종무원들의 복리후생을
살펴보면 △전 종무원들을 대상으로 4
대보험(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산재보
험ㆍ고용보험) 가입, △종무원들의 휴
무 및 상여금제도 개선, △전 종무원들
에게 명절 차례비용 및 쌀 지원, 급여
인상, △월 1회 월례법회를 통한 소양
교육 강화, 직원숙소 환경 개선 및 증
설 등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찰살림을
독살이 운영체계에서 원융살림으로
바꿨다는 점이다. 스님들이 각 국장 소
임을 맡아 사찰의 대소사를 종무회의
를 통해 결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비를 꼽았다. 스님은 곧바로 쇠락한 대
웅전 축대를 정비하고 높은 계단을 낮
춰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개축했다.

감사한 일이다. 이 부동산은 향후 도선
사 원주 포교당의 기반이 될 것이다.

상수도 신설공사

전각 인등, LED등으로 교체

스님은 대웅전 일년등, 삼성각 인등,
석불전 인등을 새롭게 정리했다. 먼지
가 쌓인 대웅전 일년등, 삼성각 인등,
석불전 인등을 걷어내고 LED등으로
전면 교체했다. 이밖에도 안양암에서
경내에 이르는 외등과 종무소와 행정
실을 비롯해 각 전각 전등도 LED등으
로 교체하여, 경비절감과 보다 밝은 환
경에서 종무행정과 기도를 할 수 있게
했다.

지은 지 수십년 된 대웅전과 명부전
그리고 삼성각, 호국참회원, 천왕문,
적묵당 등 도선사 주요전각의 기와를
모두 교체하면서 구조상 잘못된 부분
들을 바로잡아 향후 100년을 버틸 도
선사 전각으로 새로이 자리매김하게
됐다.
건립된 지 48년이 된 호국참회원의
청기와를 주지스님의 원력으로 정부지
원과 신도들의 모연을 받아 교체하는
번와불사를 마무리했다. 동시에 퇴색
한 호국참회원의 단청과 사천왕상 개
칠불사도 병행해 진행했다. 이는 주지
스님의 원력과 신도님들의 정성이 어
우러진 대작불사라 아니할 수 없다.

명부전 후불탱화 및 시왕탱화

경내 하천부지 종교용지로 전환

스님은 명부전 지장보살 개금과 십
대시왕 개칠불사를 진행하는 한편 곰
팡이가 잔뜩 낀 십대시왕 후불탱화를
새롭게 조성하여 점안식을 가졌다. 이
렇게 명부전을 새롭게 조성하여 신도
님들에게 악업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켰다.

석불전 참배석 및 계단 보수

대웅전 축대 및 계단 정비

송산도서 스님이 삼각산 도선사 주
지에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많은 불사
를 하였다. 우선 주지스님은 도선사 주
지에 취임 이후 가장 시급하게 진행해
야 할 현안으로 대웅전 축대와 계단 정

대웅전 등 전각 기와불사

도선사 경내를 V자로 관통하던 하천
부지를 국토부ㆍ기획재정부ㆍ서울시
등과 협의를 거쳐 종교용지로 전환하
였다. 그러나 그 소유자가 대한민국 정
부인 관계로 도선사는 그 땅을 매입해
야만 했다. 주지 스님의 열정과 신도님
들의 정성으로 804평, 싯가 약 8억 7천
여 만원의 땅이 도선사 소유가 됐다.
이것은 주지 송산도서 스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원주포교당 기반 마련

50여 년 동안 수많은 불자들의 발길
이 닿은 석불전 참배석이 깨지고 금이
가는 등 참배와 기도에 불편함이 많았
다. 이에 주지 스님은 석불전 참배석을
전면 교체해 신도님들의 기도참배에 편
의를 도모하였고, 삐뚤어진 계단을 바
로잡아 어르신 불자들이 편리하게 오르
내리며 참배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향상화 보살이 청담문도회와 주지
송산도서 스님의 감화에 보살님 소유
원주 소재 토지 약 3,600여 평, 2층 상
가건물 등 싯가 60억 상당의 사재를 무
주상으로 희사하였다. 참으로 고맙고

참배객들과 방문객들이 급증하는 관
계로 도선사에서 쓰는 용수의 수급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주지스님은 이 열
악한 상황을 서울시에 알려‘수도관
신설’
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현
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9월초 급
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가뭄이나 큰
법회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던 물 부족
상황이 해결될 전망이다.

성보관리대장 및 사지 발간

그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어왔던
도선사 성보의 관리 실태를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에 의뢰하여 성보관
리대장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마련하
였다. 그리고 1,500여 년의 유구한 역
사를 통해 도선사가 갖고 있는 불교적,
문화적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도선사
종합학술 보고서 사지도 발간하였다.
이밖에도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 불
교발전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
면 △신도회와 신행단체 그리고 사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신도님들의
자발적 동참을 견인하여 한국불교를
선도할 수 있는 동력 마련, △사회복지
법인 혜명복지원을 비롯한 사회사업
과 학교법인 청담학원으로 대표되는
육영사업에 특별한 관심으로 활성화,
△종단 내·외의 주요사업에 적극 동
참하여 도선사의 대 종단 및 사회적 위
상 강화, △통영 연화사ㆍ안동 세심사
ㆍ서울 궁동 미타정사ㆍ홍은동 현성
정사 등 도선사 산하 포교당을 종단에
등록, △도선사 공양미를 신도상황이
열악한 전국의 각 사찰과 선원 그리고
복지시설 등에 대중공양하였다. 이는
청담문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법 공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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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산 도선사
찾아오시는 길
설판(設瓣)이란, 법회나 불사의 중요한 부분을 맡아 신심을 갖고 감당한다는 의미이고, 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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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오윤재, 김보겸, 김형겸, 배효정, 최찬규, 최인규, 김형중, 양인생, 박진홍, 박진용, 박진서,
서동수, 유종철, 유경희, 최재순
종시주

*과

일 공 양 심현보, 김향자, 이판술, 방기봉, 亡김성진, 亡전수한, 류종순, 우철국, 우정훈, 우일범,
강범준, 이세환, 홍원표, 고재진, 이영분, 김상열, 이순형, 우승범, 황정례, 강금석, 최동철, 박종임,
보현회일동, 임산주
*기

와불사

*상

수 도

*백

중

*방

생

*촛

대

*콩

보 시

*연

꽃

박흥섭, 김금순, 김정재, 합창단일동, 김순애, 고영건

*원

불

박세은, 서동곤, 서동화

*백

중설판

최정하, 김행자, 최정근

*단

청불사

이상연(봉금)

백진현, 김률희, 김민기, 하태욱, 신민주, 백광식, 조선경, 백정훈, 백정민, 허안강, 허익준,
안순지, 최성태, 석희정, 최창훈, 최경은
총신도회 일동, 청법심, 총신도회 총무ㆍ재무, 관음회 일동

이종선, 오성구, 김영화, 오상훈, 오현경, 양양옥, 양만준, 양재석, 김문규, 이강섭, 김기홍,
양진기, 안문기, 양진영, 김이규, 이영분, 김상열, 이근무, 이운복, 보현회일동, 윤해용
김옥자, 이윤경
최학래, 안성인, 이여의주, 최윤정, 김근우, 임태호, 김정순, 박종숙, 김순자, 서성민, 홍은경

홍석주, 홍갑택, 홍범택, 조윤숙, 홍효지, 홍윤지, 홍지수, 서강수, 주재영, 서영운, 서정훈,
조옥순, 서강선, 최인영, 서윤정, 서현서, 양희민, 한미숙, 양혜주, 양혜연, 김남권, 김영례, 김태우, 김용우,
김동우, 박남영, 김진영, 김민균, 김원옥, 송은석, 정소진, 정헌재, 김용준, 정재우, 정선우, 亡이씨일체,
亡이 씨, 亡청신녀, 亡이기용, 亡박종이, 亡이 씨, 亡이대원, 亡이우애, 亡김성중, 亡청신녀, 亡김길수,
亡김선례, 亡김씨일체, 亡이판순, 이판술, 김복순, 정석식, 이나경, 정재훈, 정경훈, 김창옥, 정봉애, 김영재,
김희정, 김채연, 신강식, 이봉녀, 신재호, 고은정, 신혜정, 亡김도년, 亡권 씨, 亡김형익, 亡김귀윤, 亡권덕수,
亡김재형, 亡권무순, 김미진, 조항숙, 김병천, 박순철, 옥인순, 오필수, 박봉예, 안인숙, 김주팔, 김성현,
이용익, 양경옥, 이상훈, 이현숙, 이현진, 이현경, 이아름, 윤종문, 전옥경, 윤성수, 윤성덕, 전창식, 김인선
*독

불 공

오형진

*차

고 사

신용철

백중 설판

*대

입설판

안민지, 이윤정

*찰

밥공양

여태림

선방 대중공양 / 백중 방생 설판 / 콩국수 대중공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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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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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선사 버스운행
시/간/표
120번 종점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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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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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 2561년 8월 7일(음 6. 16)

화 보

제1627호

“관음보살님 특별한 가피로 학업성취 축원”
석불전 50일
특별관음기도 회향
삼각산 도선사는 지난 6일 호국참회원 3층 강당
에서 석불전 50일 특별관음기도 회향법회를 봉행
했다. 이 기도는 사법ㆍ행정고시 및 공무원시험,
대입수시합격 등 각종 국가고시시험에 응시하는
신도와 자녀들의 합격을 기원하는 특별관음기도
로 지난 6월 18일에 입재하여 50일 간 석불전에서
용맹정진했다.
이날 회향법회는 갑작스레 쏟아진 비로 인해 석
불전이 아닌 호국참회원에서 봉행됐다.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석불전 50일 특별관음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이 관세음보살님의 가
피를 받아 각종 시험은 물론 발원하는 모든 일들
이 빠짐없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한다. 나만이 아닌
모두를 위한 진정한 회향이 되기를 발원한다. 무
더운 여름 건강하고 지혜롭게 보내시기를 바란
다”
고 회향법문을 했다.

어린이학생회법회‘여름불교학교’봉행
삼각산 도선사 어린이학생회법회(지도법사 일훈스님)는 지난 7월 28일부터 30일
까지 2박3일 간 가평 백련사에서‘나만의 특별한 여행. 템플스테이’
를 개최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초등학생(3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자아탐색 및 자존감 향상, 아동 및 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방법, 새벽 숲길 및 걷기 명
상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백중(우란분절)을 맞아 삼각산 도선사는 49일(7·7재) 지장기도 및 조상
천도재를 봉행합니다. 지장보살님께 조상영가의 천도기도를 봉행하면
그 공덕이 한량없이 크다고 합니다. 이에 삼각산 도선사는 조상영가는 물
론 자손에게 불보살님의 가없는 가피를 기원하는 백중맞이 49일 지장기도
및 조상 천도재를 봉행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무루 동참하시어 영가의
극락정토 왕생과 누겁의 업장소멸을 기원하시기를 바랍니다.

※ 재일날 마다 법회 후 천도재를 봉행합니다 ※
기 도 •설판 : 20만원
동참금 •영가등 : 2만원

•가족축원 : 3만원
•위패(1위당) : 1만원

•문의
및
기도접수
종무소
(993-3161)
•문의
및
기도접수
종무소
(993-3161)
•문의
•문의 및
및 기도접수
기도접수:::::종무소
종무소(993-3161)
(993-3161)
•문의
및
기도접수
종무소
(993-3161)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삼각산 도선사
도선사

백중맞이 49일 지장기도 일정

•４재 : 8월 15일(화)-음력 6월 24일
•５재 : 8월 22일(화)-음력 7월 01일
•６재 : 8월 29일(화)-음력 7월 08일
•회향 : 9월 05일(화)-음력 7월 15일

백중방생법회
9월 8일(음 7.18), 강화 보문사 해변
오전 7시 30분 도선사 주차장에서 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