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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대종사 열반 46주기 추모다례
15일 오전 11시, 호국참회원서
삼각산 도선사는
오는 15일 청담대종
사께서 생전에 건립
한 호국참회원에서
청담문도회 스님들
과 후학 그리고 불
자들이 참석한 가운
데 청담대종사 열반
46주기 추모다례를 봉행한다. 도선사는 매
년 큰스님의 기일인 11월 15일 추모다례를
열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문중의 화
합을 다지고 있다.
청담 대종사는 일제강점기‘왜색불교’
에
맞서 한국불교의 청정가풍을 복원한 1950년
대 불교정화운동을 총지휘했다. 또한 제2대
종정을 비롯해 총무원장·중앙종회의장·
장로원장 등의 요직을 거치며 정화운동의 결
실로 탄생한 조계종단의 기반을 닦았다.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 열반 46주기 추모
다례를 앞두고“청담대종사께서 한평생 수
행한 것은 다름 아닌‘마음’
이었다. 큰스님
에게 있어 마음이란 수행의 토대이자 수행
의 대상이었고, 한평생 일관한 정화불사의
내적 원동력도‘마음’
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었기에 가능했다”
고 회고했다.

수돗물 공급, 물부족 숙원사업 해결
상수도 통수식 거행
삼각산 도선사는 지난 20일 상수
도 신설 불사를 회향하며‘삼각산
도선사 상수도 통수식’
을 거행했
다. 이날 상수도 통수식에는 도선
사 회주 혜암동광 스님, 주지 송산
도서 스님, 박원순 서울시장 내외,
더불어민주당 강북갑지역위원회
천준호 위원장,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사무소 황명규 소장, 서울시
북부수도사업소 김두성 소장 및 도
선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도선사 상수도 신설 불사는 서울
시 상수도사업본부(북부수도사업
소)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6년 3
월 공사를 시작해 2017년 10월 1차

인입공사를 완료했다. 상수도 신설
불사는 경내 식수 및 생활용수를
지하수와 계곡수에 의존하고 있던
도선사의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산도서 주지스님이 원력을
세우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적극
지원을 약속하면서 성사됐다.
특히 이번 불사를 통해 도선사
화재 시 소방용수를 공급하는데 한
계가 있다는 큰 문제점이 해결되었
을 뿐만 아니라, 이후 항구적인 식
수 및 생활용수 공급으로 사찰 운
영과 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통수식에서 송산도서 주지
스님은“도선사 수십년 세월의 숙
원이던 상수도가 개통되어 더 없이

기쁘다”
며“상수도 신설 불사가 이
뤄지도록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감사하
다”
고 말했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
장은“연간 백만 명 이상이 찾아오
는 도량에 상수도가 없다는 것을
알고 꼭 해결 방도를 찾고 싶었다”
면서“젊은 시절‘룸비니’
라는 불
교모임을 했던 인연으로 도선사 상
수도 신설 불사에 힘을 보탤 수 있
었던 것 또한 부처님의 가피를 받
게 된 감사한 일”
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도선사는 이번 1차 인입공
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경내
상수도 설비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관련 화보 8면〉

1인 1등 동참
입재 : 11월 18일(음 10.1)
선남자 선여인의 맑은 마음으로 발심하여 무량공덕을
쌓고, 시방세계의 불보살님 가피 아래 자비와 지혜로
서 깨달음을 얻어,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새해소망의
등(燈) 공양에 동참합시다.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종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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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 새해소망등(燈) 밝힙니다”
11월 18일 입재, 새로운 한해 시작하는 마음 등으로 밝혀
호국참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
사는 2018년 무술년을 앞두고 11
월 18일(음력 10월 초하루)‘새해
소망의 등’불사를 입재한다.‘새
해소망의 등’은 입재한 날부터
100일 동안 도선사 경내를 장엄
하게 된다.
누구나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즈
음이면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후
회하거나 반성하면서 새해에는
지금보다 나은 무언가를 바라고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세운다. 새
해를 앞두고 저마다 세우는 서원
을 등으로 밝히는 것은 어두운 세
상(어리석음)에서 밝은 세상(지혜)
으로 나가겠다는 다짐이자 지혜
의 눈을 얻고자 하는 기도다.
소망등을 켜는 것은 자신의 마
음을 가리고 있는 무명속의 어둠

학업성취기원 77일 기도
11월 23일 석불전에서 입재

을 밝히고, 더 나아가 내 가족은
물론 이웃과 세상, 모든 생명의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이다.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불보살
님께 새해소망등 공양을 통해 지
난 한 해를 돌아보며 알게모르게
지은 모든 업장이 소멸되기를 기

도하고 새해의 소망을 발원한다
면 이보다 더 큰 공덕이 어디 있
겠느냐”
며“새해 소망의 등 불사
에 동참하여 제불보살님의 공덕
을 얻고, 바라는 바 소원이 원만
하게 성취되시기를 기원한다”
며
동참을 당부했다.

팔공산 갓바위 학업성취 기도순례
11월 7일 오전 7시 도선사 주차장에서 출발
2018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도선사는 대입 수험생들의 원만
한 학업성취를 위한 기도순례를
떠난다. 이번 기도순례는 오는
11월 7일 경북 경산 팔공산 선본
사 갓바위에서 봉행된다.
갓바위 기도순례는 11월 16일
치러질 2018학년도 대입 수학능
력시험을 비롯해 각종 시험을 앞
둔 수험생들을 위한 자리로, 기도
하는 이들에게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뤄준다’
는 팔공산 갓바위 부처
님을 직접 친견하며 학업성취를
기원하는 특별 기도순례이다.
갓바위는 우리나라 부처님 가

운데 가장 영험이 있다고 널리 알
려져 있다. 한 가지 소원은 들어
준다는 설과 갓바위 부처의 갓모
양이 학사모와 비슷하다고 해서
매년 이맘 때 대입 수능을 비롯해
각종 시험을 앞둔 수험생 가족들
의 발길이 줄을 잇는다. 갓바위의
정식명칭은‘관봉 석조여래좌
상’
이며 보물 제431호 이다.
누구나 동참할 수 있으며, 오전
7시, 120번 버스종점 앞 도선사
주차장에서 출발한다.

10월 (음) 초하루

신중기도 법회

삼각산 도선사는 오는 11월 23일 석불전에서
2018학년도 대입합격 학업성취기원 77일기도 입
재식을 봉행한다. 회향은 내년 2월 7일이다.
올해 대입수능시험은 오는 16일 치러진다. 이날
수능시험은 끝나지만 아직 진학할 대학을 결정해야
하는 어렵고 힘든 과정이 남아 있다. 최종 합격을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인 셈이다. 수험생과 가족들
에게 중요한 이 시기에 도선사는 대입수능 이후 수
험생들의 원만합격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77일 특
별기도를 봉행한다.
이와관련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부모들이 지금
까지 아이들의 든든한 후원자와 보호자가 되어 물
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었다면 이제는 희망하는
대학교에 합격하는 순간까지 아이들을 위해 부처님
께 기도하는 것만 남아 있다”
며 학업성취기원 기도
에 동참을 당부했다.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
11월 4일 저녁 9시, 호국참회원
삼각산 도선사는 오는 11월 4일 토요일 저녁 9시
호국참회원에서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기도
를 봉행한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봉행하는 이 철
야정진기도는 입재식에 이어 신묘장구대다라니 독
송과 사경, 참회의 절 등의 순으로 새벽예불까지 이
어진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천수경》
의 중요한 부분 가
운데 하나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갈무리한‘여
래의 본체’
라고 불린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본사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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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봉지선 큰스님
초청대법회

신중기도 법회

일 정

11월 18일(토) ~ 11월 20일(월)

11월 18일(음 10월 초하루) 사시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법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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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안으로 가는 길

식수는 물론 화재예방 기능도 갖춰

환경재앙 예방은
후대 위한 불자의 의무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공론이‘건설 재
개’
로 결론이 나면서 정부가 울산에 짓고 있던 신
고리 5, 6호기 건설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논란은
됐지만 관련한 일련의 일들이 우리 사회에 원자력
의 장단점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
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라늄의 엄청난 에너지는 원자폭탄으로 이용되
기도 했지만, 이후 오랜 기간 적은 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석탄을 원료로 삼
는 화력발전에 비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어 친환
경적이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선진국
들은 원전 건설 대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하
고 있을까요? 일본 후쿠시마를 포함해 세계적으로
세 차례 발생한 원전사고와 지구에 환경 재앙이 될
수 있는 핵쓰레기(폐우라늄) 등 방사능의 위험 때문
입니다.
부처님은 세상 만물의 요소를 4대, 즉 지수화풍
(地水火風)으로 보았습니다.《범망경》등 여러 경전
에서는“모든 흙과 물은 나의 옛 몸이고, 모든 불과
바람은 나의 진실한 본체”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흔히‘심청정 국토청정(心淸淨 國土淸淨)’
이라 말
하는데 일본의 고승 사이초(最澄:767∼822)는 저서
《현계론(顯戒걩)》
에서“인간의 몸을 정보(正報)라
하고, 인간이 의지하고 있는 환경을 의보(依報)라
하는데, 이것은 둘이 아니다.[依正不二]”
라고 풀어
냅니다.
여기에서 환경 즉, 의보는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
적 환경일수도 있고, 물질적 환경일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 학교나 직장에서의 처지나 형편이 사
회적 환경이라면 집 주변을 둘러싼 산과 강 등 자연
환경은 물질적 환경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중에 이
두 가지 의보의 주인이 자신이라 생각하지만 어느
하나 우리가 주인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자연환경
은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의무를 지닌 유산임을 명
심해야 합니다.
회주 혜암동광 큰스님

불기 2561년 10월 23일(음 9. 4)

주지 송산도서 스님의

지·상 ·법·문

상수도
통수식에 부쳐
오늘은 삼각산 도선사 수 십 년 세월의 숙원이던
상수도가 개통되어 매우 뜻깊고 더없이 기쁜날입니
다. 특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상수도 불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게 된 것은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직접 법
회에 참석해 주신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부인 강난
희 여사님의 깊은 관심과 대원력이 있었기에 가능
했습니다.
도선사 도량이 워낙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상
수도를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져
그동안 상수도 급수공사 자체를 엄두도 내지 못했
습니다. 지금까지 도선사는 경내 식수 및 생활용수
를 지하수와 계곡수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이로

상수도 시설불사 원만 회향
지원 아끼지 않은 모두‘감사’
인해 해마다 갈수기 때가 되면 늘 지하수가 부족하
여 물 부족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움을 감내하더라고
연 간 백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이 도량에 상수도가
올라올 수 있도록 방도를 찾아보자고 발심 하셨고,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사를 마무리해 오늘 상
수도 통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도선사는 2년여 간 사전 준비 작업을 거치고 지난
5월부터 본격적인 상수도 급수시설 불사에 들어갔
습니다. 약 2,200미터에 달하는 급수관과 부설 시설
로 3개소의 증압장을 설치하여 고지대인 도선사까
지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상수도 시설
을 구비했습니다. 이 공사가 마무리됨으로써 도선
사는 물론 북한산 백운대 탐방지원센터에 식수를
공급하고 북한산 일대 및 도선사 도량의 화재예방
기능까지 갖추게 됐습니다.

물은 생명이라고 합니다. 물이 없이는 어떠한 생
명체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은 인간의 생
명을 유지하는 액체일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존재하고 번성하는 거름이 되기도 합니
다. 인간의 몸은 약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 사
람은 매일 2.5L의 물을 여러 형태로 섭취합니다. 사
람의 수명이 70년이라고 할 때 평생 동안 마시는 물
의 양은 약 60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몸의 특정 부위에서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몸 전
체의 생리과정에 이상이 발생합니다. 몸에 필요한
거의 모든 성분은 물에 녹은 형태로만 흡수되고 작
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은 노폐물을 배출할 때
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진리를 설하실 때 물을 많이 인용
하고 계십니다. 만법을 바닷물과 파도에 비유하셨
습니다. 중생과 부처, 보리와 번뇌, 생사와 열반을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동등한 것으로 중
생이 곧 부처이며, 번뇌가 곧 보리이며, 생사가 곧
열반이여서 만유는 원융무애한 것으로 설하셨습니
다. 중생들의 부단히 일어나는 번뇌 망상을 파도에
비유하고 부처의 보리를 물에 비유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삼각산 도선사에 생명의 근원이 되
는 수돗물이 올 수 있도록 큰 원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원순 서울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마음깊이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
습니다.
도선사 신도님들은 앞으로 도량에서 물을 마실
때나 물을 사용할 때면 박원순 시장님의 상수도 신
설불사 원력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져주셨
으면 합니다. 또 여러분이 모두 아시는 것처럼 청담
기념관 보수불사와 호국참회원 보수불사가 박원순
시장님의 지원으로 원만히 완료된 점도 기억해주
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인연공덕으로 앞으로 박원
순 시장님께서 서울시와 나라의 발전을 위해 더 큰
일을 해주시기를 도선사 신도님들이 기원해 주신
다면 그것이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자비불사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상수도 신설공사로 인해 불편함을 감내하
고 도선사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신 신도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선사 일요법회
일요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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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장

소 교육관 / 선묵당

프로그램 매달 마지막 주 영어법회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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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61(2017)년

도선사 3/4분기 재정 현황
삼각산 도선사는 2017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3/4분기 재정현황을 공고합니다.
재정현황은 일반회계·불사 특별회계·적립금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로 분류하여 게재
합니다.
- 재무부 -

대웅전 삼존불·후불탱화
개금 및 단청불사 모연문

■ 일반회계 수입 / 지출 보고
수 입
분류(관)

2017년 예산

일반 수입

3/4분기 결산

805,000,000

불공 수입
법요ㆍ행사 수입

지 출
예산대비율

분류(관)

278,708,000

35%

법요행사비

5,680,000,000 1,542,414,033

27%

종무수행 및 보시

2017년 예산

3/4분기 결산

예산대비율

555,000,000

125,993,700

23%

1,417,000,000

332,111,592

23%

1,035,000,000

4,830,000

0%

관리운영비

2,196,600,000

462,315,280

21%

교육연수 수입

-

-

-

분 담 금

1,331,000,000

332,750,000

25%

문화재입장료 수입

-

-

-

자산취득비

78,000,000

34,339,370

44%

671,685,000

220,114,597

33%

일반사업비

95,000,000

31,705,400

33%

교무금 수입

8,000,000

1,340,000

17%

목적사업비

1,501,000,000

418,717,120

28%

차 입 금

-

-

-

성보관리비

100,000,000

23,300,000

23%

50,000,000

-

0%

기타지출

257,900,000

60,465,897

23%

특별회계전출금

518,185,000

430,000,000

83%

차입금상환

-

-

-

대 여 금

-

-

-

반 환 금

-

-

-

예 비 비

150,000,000

-

0%

50,000,000

-

0%

8,249,685,000 2,251,698,359

27%

기타 수입

전년도 이월금

차년도이월금

합계

합계

8,249,685,000 2,047,406,630 24.82%

■ 불사 특별회계 수입 / 지출 보고
수 입
분류(관)

2017년 예산

지 출

3/4분기 결산

예산
전년도 이월금
대비율

호국참회원
1,394,000,000 119,967,000
단청 및 기와

9%

조계종성역화
국유지매입

2017년 예산

3/4분기 결산

예산
이월금
대비율

-

호국참회원
1,394,000,000 101,151,044
단청 및 기와

7%

-

0%

-

조계종성역화

150,000,000

-

0%

-

280,000,000 251,900,000 90%

57,693,387

국유지매입

280,000,000

6,886,712

2%

-

130,000,000

-

0%

-

508,285,000

997,885

0%

-

- 381,788,600

-

-

150,000,000

청담기념관보수

130,000,000

영구위패

508,285,000

혜명복지법인
푸드뱅크마켓

-

0% 130,000,000 청담기념관보수

56,990,000 11%

- 381,788,600

십이지신전촛대

합계

분류(관)

-

75,430,000

2,462,285,000

886,075,600

65,072,916

영구위패
혜명복지법인
푸드뱅크마켓

-

-

-

- 십이지신전촛대

36% 252,766,303

합계

-

60,621,440

-

-

2,462,285,000

551,445,681

22%

-

■ 적립금 특별회계 수입 / 지출 보고
수 입
분류(관)

2017년 예산

형상(形像)은 유위라서 인연이 다하면 때가 끼고 마모되어
마침내 무형인 공(空)으로 돌아가는 것이 절대 연기(緣起)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유위의 형상이 없다면 어디에 청정한 법
신(法身)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형상인 화신은 법신을 담는 그릇이니, 중생은 형상인 화신
을 통하여 마치 골짜기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와 같이 한량없
는 부처님의 가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선사 대웅전은 1984년 조실이신 현성 큰스님께서 주지
재직 시 대웅전을 증축하여 삼존불을 조성하고, 그 후 후불
탱화와 지장탱화, 신중탱화를 목각으로 조성하고 개금하여
모셨습니다.
소납이 주지로 부임한 뒤 도량을 정비하고 각 전각의 보수
와 개금 개칠, 기와 번와, 천왕문과 호국참회원의 단청, 땅 한
평 마련하기 모연과 수도공사 등 크고 작은 불사를 하였지만
정작 대웅전의 삼존불과 후불탱화를 살피지 못한 죄는 참으
로 크다 할 것입니다.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대웅전의 단청은 빛이 바래
고, 대웅전에 모신 세분의 불보살님(삼존불)과 후불탱화, 지
장탱화, 신중탱화의 개금은 벗겨지고 마모되어 조석으로 존
안(尊顔)을 우러러 뵐 때마다 송구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
었습니다.
오늘부터 정부의 지원금과 도선사 불자님들의 신심어린
정성을 모아 대웅전 삼존불 개금불사와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의 개금 및 단청불사 모연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발원합니다.
대웅전 삼존불 개금불사와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
의 개금 및 단청불사에 인연을 지은 모든 불자님들의 온 가족
이 건강하고, 발원하는 소망이 장애없이 성취되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지 출

예산
3/4분기 결산
전년도 이월금
대비율

청담문화기금

346,294,356

30,044,797

퇴직적립금

348,814,939

36,000,000 10% 202,852,461

9% 226,144,356

합계

695,109,295

66,044,797

10% 428,996,817

분류(관)

2017년 예산

3/4분기 결산
-

예산
이월금
대비율

청담문화기금

346,294,356

0%

-

퇴 직 금

348,814,939

59,225,653 17%

-

합계

695,109,295

59,225,653

-

9%

불기 2561년 10월
참회(懺悔) 문손(門孫) 도선사 주지 松山道瑞 분향 삼배

귀의삼보하옵고,
도선사에서는 2018학년도 수능 및 대학 입시시험을 앞두고 팔공산 갓바위 기도순례를 실시합니다.
수험생을 둔 불자님들께서는 동참하시어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날
짜:
•출발시간 :
•출발장소 :
•문
의:

11월 7일(화, 음력 9.19)
오전 7시
120번 종점 주차장
종무소 (02)993-3161~3

*차량관계상 미리 접수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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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리

불기 2561년 10월 23일(음 9. 4)

“남에게한나쁜짓, 결국내게한것”
선근인연(善根因緣)
형형색색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 가는 북한산자락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은 평
화롭고 아름다울 것만 같지
만,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세
상은 그렇지가 못하다.‘세
상에 이런 일이!’
라는 어느 TV프로그램 이름
처럼 정말 세상엔 상상치 못한 일들이 끊임없
이 벌어지고 있고, 그 심각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얼마 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어금니 아
빠’사건 역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나쁜 일들의 집합체처럼 어쩜 이럴 수가 있을
까! 하는 탄식을 불러일으켰다. 수사를 통해 밝
혀지는 그 사건의 면면은 너무 참혹하여 차마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을 지경이다. 없었던 일처
럼 외면하고 싶고 마음의 문을 닫고 싶은 사건
이다. 하지만 그 사건 속에서 32년 짧은 생을 스
스로 끝낸 한‘여성’
이‘이제라도 나를 바라봐
달라’
는 듯 계속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어금니 아빠 이 씨의 부인이었던 그녀는 뉴
스를 통해 알려진 내용만 보더라도 힘겹고 끔
찍한 결혼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17세
어린 나이에 이 씨를 만나 결혼하기까지, 그
과정을 왈가왈부하기 앞서 그래도‘부부’
라는
인연으로 만나 딸을 낳고 살았는데 남편이었

불
•
교
•
상
•
식

Q 당간지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당(幢)을 걸었던 장대, 즉 당간을 지탱
하기 위하여 당간의 좌우에 세우는 기둥을
말합니다. 돌로 만드는 것이 보통이나 철제,
금동제, 목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형식
은 두 기둥을 60~100cm의 간격으로 양쪽에
세우고, 그 안쪽 면에 상대하여 간(竿)을 설

신묘장구대다라니
신묘장구대다라니
신묘장구대다라니

던 이 씨는 그 인연의 소중함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범망경》
에서는 선근인연(善根因緣)이라 하
여 전생에 좋은 과보를 맺은 사람간의 만남을
겁(劫)으로 표현한다. 5백겁의 인연이 있어야
옷깃이 한번 스치고, 1천겁의 인연은 같은 나
라에 태어나게 하고, 3천겁이면 하룻밤을 함
께 묵게 되고, 5천겁이면 한 동네에 살게 하며,
7천겁이 되어야 부부의 연이 맺어 진다고 한
다. 1겁(一劫)의 시간은 물방울이 떨어져 집 한
채만한 바위를 없애는데 걸리는 시간이며,
100년마다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사방
15km가 되는 큰 바위에 옷깃을 살짝 스치는데
그 바위가 다 닳을 정도의 시간이라고 한다. 1
겁이 이러할진대 부부의 인연이 되는 7천겁의
시간은 얼마나 큰 시간인지 감이 안 온다. 뭐
든 척척 계산해내는 계산기로도 부부의 인연
은 계산해 낼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소중한 인연의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어금니 아빠 이 씨가 앞으로 받게 법적 처
벌은 차치하고, 불가(佛家)에서 말하는 무명
(無明)의 괴로움(苦)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안
타깝기만 하다. 부처님은《불설인과삼세경》
에
서“남에게 베푼 선행은 자기에게 베푼 선행이
요, 남에게 행한 나쁜 짓은 자기에게 행한 나
쁜 짓과 다름없다”하셨다.‘가족’
이라는 이유
로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지,‘친구’
라는 이유
로 이용하지는 않는지 주변의 소중한 인연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된다.
포교국장 일훈 스님

치하기 위한 간구(竿溝)나 간(竿孔)을 마련
하고, 아래에는 간대(竿臺)나 기단부를 시설
합니다.
설치방법은 먼저 두 기둥을 적당한 간격으
로 양쪽에 세운 뒤, 그 안쪽 아래에다 당간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시설인 간대(竿臺)나 기
단부를 놓은 다음 당간지주 안쪽에 간공(竿
孔)을 뚫습니다.

선지식의

향기

월하 큰스님의

용음초야후(龍吟初夜後)

초저녁 지난 후의 용울음소리

동산 양개(洞山겵价, 807년~869)선사는 불법(佛法)의 대의
(大意)를 정위각편(正位却偏)·편위각정(偏位却正)·정위중
래(正位中걐)·편위중래(偏位中걐)·상겸대래(相兼帶걐) 등
다섯 항목으로 요약했는데, 바로‘정편오위(正偏五位)’
입니
다. 그 제자인 조산 본적(曹山本寂) 선사가 이 내용을 정중편
(正中偏)·편중정(偏中正)·정중래(正中걐)·편중지(偏中
至)·겸중도(兼中到)로 개칭하는데, 그 의미는 본체 그대로가
곧 현상이고[正中偏], 현상 그대로가 곧 본체이며[偏中正],
본체는 현상으로 돌아오고[正中걐], 현상은 본체에 이르며
[偏中至], 본체와 현상을 겸비한 자유 자재한 경지[兼中到]라
는 뜻입니다.
위의 글은《속전등록》
과《오등전서(五燈全書)》
에 나옵니다.
‘정편오위’
에 대한 내용 중 일부로 북송 때 복주의 보현선수
(普賢善秀) 선사와 제자 간에 나눈 대화입니다. 앞뒤 문구는
이렇습니다.
“僧問, 如何是正中偏. 師曰, 龍吟初夜後 虎嘯五갂前. 曰如何
是偏中正. 師曰, 輕烟걬皓月 薄霧鎖寒巖.”선사들의 대화이므
로 직역을 하면“스님이‘정중편은 무엇입니까?’물으니, 스
승이‘초저녁 지난 후의 용울음소리요, 오경 전에 호랑이 울
부짖음이다.’답한다. 다시‘편중정은 무엇입니까?’물으니
‘환한 달을 연기가 휘감고, 차가운 바위를 옅은 안개가 감싸
네.’
라고 답한다.”
가 됩니다.
깊은 뜻을 의역하기 어려운 만큼 대신에‘정중편’
과‘편중
정’
에 대해 사족을 달면 정(正)은 이치(또는 空界)를, 편(偏)은
사물이나 현상(또는 色界)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정이 깨달
은 부처의 경치라면, 편은 번뇌하는 중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
다. 그러므로 정중편은 평등 속의 차별이고, 편중정은 차별 속
의 평등이며, 부처가 바로 중생인 것이 정중편이고, 중생이 바
로 부처인 것이 편중정이라 하겠습니다.
위의 글을 쓰신 월하(1915~2003) 큰스님은 조계종 총무원
장과 영축총림 방장, 조계종 9대 종정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108독송철야정진기도
철야정진기도
108독송
11월 4일(토요일, 음력 9월 16일) 오후 9시
순 서

시 간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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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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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에 미리 접수하시기 바라며, 동참하는 불자님들께는 사경집을 나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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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기도는 꼭 성취된다”
음력 9월 초하루 금산지환 큰스님 초청법회
삼각산 도선사는 지난 20일 동화사
금당선원 유나 금산지환 스님을 모시
고 음력 9월 초하루 법회를 봉행했
다. 지환 큰스님은 법회에 참석한 불
자들에게‘진실한 기도는 꼭 성취된
다’
는 주제로 법문했다.
지환 큰스님은“기도는 모든 종교
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 하지만 불교의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 조금 달라서 기도를 통해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원리에 맞게 기도를 하면 곧 깨달음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위대한 수행원리가 들어있다”
고 설명하며“기도는 우리
모두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힘, 진리의 힘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기도의 원리를 알고 모든 일을 기도와 함
께 하는 마음자세를 갖춰야 한다”
고 기도하는 마음가짐을 강조했다.
이어 큰스님은“이러한 원리와 핵심을 모른 채 기도가 성취될까, 안될
까 하는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서는 절대 이뤄지지 않는다”
면서“확정적인 신념, 결과에 대한 확신 없이는 기도 성취가 어렵다”
고
설법했다. 지환 큰스님은“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바라며
부처님께 비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부처님의
위신력을 움직여 내어 쓰는 것이므로 그 원리와 방법을 알아내도록 노
력해야 한다”
고 말했다.
큰스님은 대중을 향해 기도의 원리와 방법을 알아내는 방법을 세 가
지로 나눠 자세히 설명했다. 그 첫째는 올바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
는 기도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에 대해 큰스님은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위신력과 나와 부처님의 관계를 잘 알
아야 한다”
며“한량없고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위신력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이끌어주니, 그걸 믿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
고 설법했다.
둘째는‘나’
의 모습을 바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큰
스님은“우리가 거울을 볼 때 거울에 비쳐 보이는 모습만을‘나’
라고 생
각하지, 그 거울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
며“나는 부
처님이라는 거울 속에 있어서 나와 부처님은 뗄 수가 없는데 거울에 보
이는 내 모습만을‘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집착”
이라고 강조
했다.
세 번째는 한계의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큰스님은“나
의 생명 근원에 부처님의 무량공덕이 충만해 있다는 것을 믿어야 일심
정근으로 기도가 된다”
며“부처님의 무량공덕에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
고, 방해되는 요소 즉, 부질없는 근심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함, 기도에
대한 회의같은 자기 한계의식을 버려야 한다”
고 말했다.

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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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표 지장·관음성지서 기도
실달불교대학 천수경반 중국성지순례

도선사 실달불교대학 천수경반은 지도법사 현관스님(부주지)과 함께 지난 12
일부터 17일까지 중국의 구화산과 보타산 등 지장 및 관음성지순례를 원만하게
회향했다.
지난 12일 서울을 출발한 순례단은 13일 구화산을 시작으로 부처님진신사리
가 모셔진 아육왕사까지 6박7일 동안 중국불교성지를 순례했다. 순례단은 13일
가장 먼저 중국불교의 대표적 지장성지 구화산에서 천도제를 봉행했다.
구화산은 보타산ㆍ아미산ㆍ오대산ㆍ구화산과 함께 중국 불교의 4대 성지로
꼽히며, 신라 왕자 출신 김교각 스님이 화성사를 짓고 불법을 설함으로써 명성
이 높아졌고, 스님 입적 후 3년이 지나도록 육신이 썩지 않아 등신불이 되어 스
님을 지장보살 화신으로 받들어 지장왕도량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구화산
지장성지순례를 마친 순례단은 영파를 거쳐 주산시로 이동, 관음기도와 방생법
회도 여법하게 봉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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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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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양귀자, 총신도회일동, 김광수, 이여의주, 김형태, 김윤희, 김지환, 전 근, 안천석, 이영규,
이덕수, 이윤주, 이선재, 이주환, 신태호, 정 훈, 유영준, 이보영, 이인재, 이수민, 박현동, 유승분, 유승열,
유승호, 최영권, 박재석, 박종민, 천장명, 정예준, 박제우, 김종민, 박정식, 박주식, 박흥선, 이순자, 조미옥,
강영선, 정영순, 조계인, 조민지, 조민정, 김혜자, 강순규, 서동화, 서동곤, 신은희, 이근호, 송신일, 강복희,
한정자, 송재용, 송재준, 송재의, 정호중, 김승은, 이은도, 김현진, 김현아, 김상연, 김세연, 김승민, 김성일,
김태이, 김형수, 신성아, 신윤호, 김용수, 양희경, 차재영, 유익환, 최상준, 이강혁, 남창현, 이기범, 강다연,
민석기, 고연자, 김성민, 김도형, 정재영, 김무준, 김진아, 서강수, 서강선, 정지우, 박현숙, 정성현, 정혜승,
임대규, 임일규, 임은정, 김태현, 박광임, 추영순, 이해진, 장정숙, 정상균, 이병구, 이현복, 이운복, 김경철,
김문규, 이강섭, 김기홍, 양호준, 염옥란, 이석호, 이종락, 왕경진, 왕길상, 왕준광, 왕윤재, 김건태, 강문순,
박선재, 박우성, 박재현, 이명숙, 윤귀자, 김정민, 권예린, 김봉예, 양중식, 손대운, 김재숙, 윤진숙, 김맹준,
서용수, 서동진, 서현진, 박종숙, 김원희, 한계순, 김상덕, 이승우, 이용우, 김지연, 최석환, 류경애, 최선규,
김태연, 김남교, 김지수, 이윤주, 홍은경, 이민서, 현효분, 조영무, 조정일, 김성희, 임승호, 임경미, 임병현,
원서연, 정재윤, 정동욱, 이인영, 양창숙, 이선화, 구동진, 구춘실, 임정환, 최영애
금불사

*땅

한 평

*팥

보 시

*독

불 공

최영애, 우형권, 손정필, 서옥석, 김순남, 이주화, 장재용, 박수진, 이주현, 최판동, 김도연,
정규영, 류성근, 김문수, 용혜림, 최주연, 박인환, 박수진, 원경석, 원혜성
조철호, 정승용, 허원경, 정승철, 조정윤, 이두호, 조정민, 이우진, 김진현, 황대홍, 김상연,
이영자, 김세연, 방진호, 장영수, 방주희, 장재영, 이정아
최계주, 박준희, 최승희, 홍정미, 최지훈, 우종성, 최지선, 우도윤, 최지우

*1 2 지 의 자

이병수, 주영미, 이은정, 이양지, 조미옥, 정병철

*원

불

박주경, 강승우, 김희면, 신판수, 신희주

*촛

대

김이라, 임종혁, 임종원, 임다영

*과

일공양

*소

금

정경환, 김효순, 장영수, 장재영

*대

향 로

*1 2 지 바 닥

이영희

*찰

밥공양

김익환

*메

김성례

*각

종시주

오윤재

밥공양

동지 팥·콩 설판

박설자, 조태원, 조현경, 김요성
강석병, 전영월

국화꽃공양 / 무술년 달력 설판 / 보탑대형향로불사 / 대웅전 개금 및 단청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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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이용안내】
•경전철 : 북한산우이역(도선사입구)
2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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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의삼보하옵고
삼각산 도선사에서는 2018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
의 합격을 기원하는‘대학합격 학업성취기원 77일기도’를 봉행합
니다. 수험생을 두신 신도님들께서는 동참하시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으로 합격의 영예를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입
•회
•시
•장

재
향
간
소

:
:
:
:

2017년 11월 23일(목, 음 10.06)
2018년 02월 07일(수, 음 12.22)
매일 낮 12시 30분
도선사 석불전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화 보

불기 2561년 10월 23일(음 9. 4)

제1637호

도선사 식수 및 생활용수‘수돗물 첫 공급’
화보로 보는

상수도 통수식

청담복지관,‘이웃사랑 나눔 바자회’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이사
장 송산도서 스님) 산하 청담종합
사회복지관(관장 유영학)은 지난
21일 복지관 마당에서‘2017 이
웃사랑 나눔바자회’
를 열었다.
금천구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마련된 이날 나눔바
자회는 의류, 생필품, 먹거리 판매
외에도 가족사진 찍어주기, 가훈

써주기, 돌림판 등 다양한 이벤트
도 준비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
였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
원개발을 위해 민간 및 공공기관
의 후원을 받았으며 지역 소상공
업체의 상품도 홍보차원에서 판
매됐다.
이날 수익금은 지역내 소외계
층과 홀몸어르신 돕기에 쓰인다.

靑潭大宗師
涅槃46周忌 追慕茶禮祭
근대 한국불교의 중흥조이시며 도선사의 중창주이신 청담 대종사 열반 46주기 추모다례제를 봉행합
니다. 조계종을 청정비구승단으로 반석 위에 올려놓으시는 데 앞장서셨던 청담 대종사님의 업적과
사상을 되새기고, 종단의 발전과 불법이 날마다 증장되기를 발원하는 이번 46주기 추모다례에 종단
의 고승대덕 및 불자님들께서 무루 동참하시기를 앙망하옵니다.

| 일 시 | 11월 15일(수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삼각산 도선사 호국참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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