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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하는‘49재’
‘KEB 하나 도선사49재 신탁’
삼각산 도선사는 KEB 하나은행과 협약을
맺고‘KEB 하나 도선사49재 신탁’상품을
출시했다.
이 신탁은 49재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KEB 하나은행에 신탁하면, 유고 발생시 은
행에서 신탁금을 49재 비용으로 도선사에 지
급하는 상품이다.
즉, 신탁 계약서상에 도선사를 귀속 권리
자로 명시했기 때문에 위탁자 사망 시, 신탁
한 자산은 별도로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은
행에서 도선사로 지급되며, 도선사는 그 금
액으로 위탁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49재
를 진행하게 된다.
‘도선사49재 신탁’상품은 △기본형-49
재 진행비, 영구위패 봉안 △기본추가형-49
재 진행비, 영구위패 봉안, 3년 기일제, 스님
6인의《금강경》독경 △VIP형-49재 진행비
(바라·살풀이·법문 포함), 영구위패 봉안,
장례식장 스님 시다림, 3년 기일제, 3년 회향
천도재 등이다.
‘도선사49재 신탁’
은 최초 1만원 이상부
터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추가 입금과 일
부 인출이 가능하고, 별도 수수료 없이 해지
도 가능하다.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도선사 신도님들이
본인의 사후 49재를 준비하고 자녀들의 부담
을 덜어줄 수 있는 대비가 되길 바란다”
며
“도선사는 신도님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자녀들과 상의하여 49재 봉행에 정성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49재 전용상담 : (02)993-3165.

폭염 속 수능기도 입재“석불님 가피로 학업성취를”
수능 및 대학 합격기원 석불전 100일기도 입재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을 100일 앞둔 지난 8일 낮 12시
30분 삼각산 도선사는 석불전에
서 수능 및 대학입시시험 합격기
원 100일 기도를 입재했다. 기도
는 수능시험일인 11월 15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도선사는 수능100일기도
기간 동안 석불전에 대학합격과
수험생들의 고득점 합격을 발원하
는‘수험생을 위한 석불전 합격등
(1인1등)과 성지순례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수능합격 100일기도 입재

•날
짜
•방생장소
•출발시간
•출발장소

:
:
:
:

식에 동참한 수험생 가족들은 무
더위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자식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다.
또한 주지 송산도서 스님을 비롯
해 사중 스님들도 원만한 합격성
취를 위한 축원과 기도를 아끼지
않았다.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 입재 법
문에서“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지
막 100일이 될 텐데, 이 시기를 어
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한
단락이 결정되는 만큼 후회가 남
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

다”
고 당부하며“자식 둔 죄인이
라는 말처럼 살얼음을 걷듯 긴장
된 하루하루를 보내며 자녀들 뒷
바라지에 힘들 학부모님들은 간절
한 기도로 힘들고 애끓는 마음을
잘 이겨내시길 바란다”
고 격려의
법문을 했다.
이처럼 이날 2019학년도 수능
100일기도에 동참한 사부대중들
은 한결같이 아무쪼록 어렵고 힘
든 이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여
수험생들이 나태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공부하
여 저마다 합격의 영광과 부처님
께 감사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바
라며 석불님께 기도했다.

2018년 8월 28일(화요일, 음 7.18)
강화 보문사 입구 해변
오전 8시
도선사 셔틀버스 승강장(120번 버스종점 앞)
※점심 제공합니다※

*차량관계상 동참하실
동참하실 분은
분은 종무소에
종무소에 미리
미리 접수하시기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차량관계상
(☎993-3161)
(☎993-3161)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삼각산 도선사
도선사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종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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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무원대상첫불교소양교육

백중49일기도회향맞아28일방생
강화 보문사 입구 해변서
도선사는 2018 무술년 백중 방
생 대법회를 오는 28일 강화 보
문사 입구 해변에서 봉행한다. 무
술년 백중 49일지장기도를 회향
하며 봉행하는 이번 방생법회는
28일 오전 8시 도선사 셔틀버스
승강장을 출발, 우리나라 3대 해

상 관음기도 도량 가운데 하나인
보문사 인근 해변에서 지난해에
이어 바다방생으로 거행된다.
백중 방생 대법회는 49일 동안
백중기도를 함께한 불자들과 모
든 영가들이 아미타부처님의 48
대 원력에 의지해 고통과 속박에

교무국장 강사로 9월 중 2차 교육

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 백중 49
일지장기도 회향 방생대법회를
앞두고“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
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감싸주는
마음이 불성을 가진 보살의 마음
이며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계율
을 지키는 것이 불자의 도리”
라
며“구속과 박해를 받는 생명체
를 자유로운 생활로 환원하는 적
극적인 선행을 통해 무진 업보를
씻고 무루한 지혜를 얻으시길 기
원한다”
고 강조하고 동참을 당부
했다.
방생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
주는 것으로 생명의 존엄성을 깨
우쳐 주는 의식이며, 선업을 짓는
적극적인 자비행이다.

도선사는 지난 17일 호국참회원 2층 교육관에서
종무원을 대상으로 첫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종무
원 교육은 도선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종무원들
이 먼저 전문적 불교 자질과 소양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에서 특별히 마련된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날 교육은 사회국장 무이스님을 강사로, 불교
의 가장 기초적인 습의인 차수와 합장, 절하는 법,
좌선 등을 조계종 표준 습의를 기준으로 교육했다.
이밖에 무이스님은 종무원들의 역할과 마음가짐 등
에 대해서도 강의하며, 종무원의 역할을 넘어 전법
자의 역할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에는 행정
실과 재무부 그리고 후원에서 근무하는 종무원까지
40여 명이 동참하는 높은 참석률을 보였다.
이날 교육에 동참한 한 종무원은“지금까지 실천
해 온 습의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번 교육을 통해
알게 됐다”
며“앞으로는 신도들이 습의에 대해 문
의할 경우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같다”
고말
했다. 한편 도선사는 다음달 교무국장 도권스님을
강사로 2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무술년 추석 불공 합동·단독차례
9월 24일, 오전 7시부터 9시·11시·오후 1시 호국참회원서
민족의 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삼각산 도선사는 추석
날인 9월 24일 호국참회원 3층
강당에서‘추석 불공 및 합동·
단독차례’
를 올린다.
도선사 추석맞이 합동차례는
오전 7시부터 9시, 11시, 오후 1
시 등 네 차례 진행되는데, 불자
들은 편한 시간에 맞춰 동참하면
된다. 물론 단독차례도 가능하며,
동참하실 신도들은 종무소에 미
리 접수하면 된다.
추석 합동차례는 불자들이 부

처님 전에 예불 올리고, 스님들이
정성들여 준비해 놓은 음식을 차
려놓고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낸
다는 점에서 불자들의 참여가 계
속 늘고 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사찰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

족 신행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또 추석 합동차례는 집에서 직
접 차례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
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다. 딸
이 부모님을 위해 차례를 준비하
는 경우도 있고, 가족 가운데 종
교가 달라 차례를 올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찰의 합동 차례에 참
여하고 있다.
한편 사찰에서도 법당과 각 전
각마다 과일과 떡 등으로 공양올
리고, 역대조사님들께 차례를 지
낸다.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
9월 1일 저녁 9시, 호국참회원
삼각산 도선사는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기
도를 오는 9월 1일(토) 저녁 9시 호국참회원 3층 강
당에서 봉행한다. 저녁 9시 스님 법문과 함께 입재
하여 △공양 및 자율 정진 △신묘장구대다라니 독
송 및 축원을 마치고, 새벽예불과 함께 회향한다.
기도에 동참한 분들께는 사경집을 나눠준다.

진불장 혜성 대종사 49재 일정 안내
임종게(굢終偈)
白雲下一僧 / 惜心建通山
次生再出盲 / 丹志及心王
백운대 밑 수행자 있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산을 뚫어 도량을 세웠네.
다음 생에는 어리석음 벗어나
굳센 뜻 부지런하여
마음의 왕이 되리라.

•초재
•２재
•３재
•４재
•５재

:
:
:
:
:

7월
8월
8월
8월
8월

31일 (화, 음 6.19)
07일 (화, 음 6.26)
14일 (화, 음 7.04)
21일 (화, 음 7.11)
28일 (화, 음 7.18)

오전
오전
오전
오전
오전

10시
10시
10시
10시
07시

※지장재일·방생으로 시간변경

•６재 : 9월 04일 (화, 음 7.25) 오전 10시
•막재 : 9월 11일 (화, 음 8.02) 오전 10시
장 소 : 삼각산 도선사

법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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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안으로 가는 길

이타행은 결국
자리행으로 돌아온다
불자의 기본덕목을 한 가지만 꼽으라면‘이타행
(괿他궋)’
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이타(利他)’
는다
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타인에게 공덕과 이
익을 베풀어 그를 구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과
같이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나 자신보다 타
인을 우선시 여기는 마음을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이타의 정신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타의 실천이 세상을 더욱 아름
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타행은 선업을 쌓는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선
인선과(善因善果), 악인악과(惡因惡果)라고 했듯,
이타행을 많이 행한 불자라면 분명히 선과를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선과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선인
을 지어서야 안 되겠지만,‘기왕 복을 받게 된다면,
내세가 아니라 이번 생에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고
생각하는 불자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연구진이 한 실험을 보면 이타행이
곧바로 선과를 맺지는 않지만, 서서히 무르익어서
결과적으로 선과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이 연구진은 사람들을 크게 이타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무언가를 받았을 때만 보답하는 사
람 등 세 부류로 나눠 지켜보았습니다.
초기에는 업무 생산성 측면에서는 이기적인 사람
이 가장 뛰어났고, 이타적인 사람이 가장 낮았습니
다. 남을 돕다보니 자신이 해야 할 일에 그만큼 소
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타적
인 사람의 생산성이 급속히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
를 연구진은‘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믿음과 지지’
라
고 결론지었습니다.
달리기에 비유하면 단거리보다 장거리에서 선인
선과의 결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남을 위하고자 행한
이타행은 결과적으로 나 자신을 위하는 자리행(自
利궋)이 된다는 것, 바로 불교의 진리이자 세상의
섭리입니다.
회주 혜암동광 큰스님

불기 2562년 8월 22일(음 7. 12)

참회·감사·칭찬·나눔은 복 받는 지름길
주지 송산도서 스님의

지·상 ·법·문

칠석기도 법회
도선사 불자 여러분, 금년 여름은 참으로 기록적
인 폭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긴 밤도 반드시 새벽
이 오듯, 이제 입추도 지났고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
다는 처서가 다가옵니다. 마지막 더위에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처서(處暑)라는 말은‘더위를 처분한다.’
는 뜻입
니다. 이때가 되면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
기 시작하고, 농부들도 김매기를 끝내고 잠깐이라
도 바쁜 가운데 망중한(忙中閑)의 여유를 가져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처서는 24절기 가운데 열네 번
째 절기인데,“땅에서는 서늘한 기운이 귀뚜라미 등
에 업혀서 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을 타고 온
다.”
라고 할 만큼 무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의 기운
이 자리를 잡는 때입니다.
오늘은 견우와 직녀가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일
년에 한 번 오작교에서 만나는 칠월칠석입니다. 옛
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칠석날이 되면 정결하게 목
욕을 하고, 사찰의 칠성각을 찾아가서 칠성님 전에
온 가족의 건강과 무병장수를 빌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민속신앙인 칠성신앙에는 여러 가
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칠성신이 비를 관장하
는 신이라고 믿었기에 우리 조상님들은 가뭄이 들
면 칠성님 전에 비를 내려주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래로 칠석에 비가 내리면 풍년이 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둘째로 칠성신은 인간의 수명을
관장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명이 짧은 어린아이
들의 수명을 관장한다고 믿었기에 어린 자녀들의
건강과 무병장수를 빌었습니다. 셋째로 우리 조상
들은 칠성신을 재물과 재능을 관장하는 신으로 믿
었습니다. 농사가 풍년이 들고 과거에 급제를 하여
입신출세하기를 빌었으며, 글 솜씨나 바느질 솜씨
가 좋아지기를 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칠

성님 전에 온 가족이 건강하고 하는 일들이 원만하
게 이루어지며, 지니고 있는 재능이 우수하게 발현
되기를 기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장독대에 깨끗한 짚을
깔고 그 위에 정갈한 정한수를 한 그릇 떠놓고 두
손을 모아 비비면서 축수(祝手)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비를 내리게 해달라거나, 가족이 무병장수
하기를 빌었으며, 때로는 먼 길을 떠난 가족이 무사
하게 집에 돌아오고, 전쟁이 나서 부역을 나간 가족
들이 무탈하기를 빌었으며, 과거를 보기 위해 떠난
자식이 장원급제하기를 빌었고, 집안에 재물이 풍
족하기를 빌었습니다. 축원의 맨 끝에 항상“글 끝
마다 이름이 나고, 말 끝마다 향내 나게 도와주소
서.”
하고 축원을 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가슴 절절
한 축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를 싫어하고 복을 좋아하는 것은 누구라도 바
라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적인 관점에서 본
다면 복을 받는 지름길은 참회하고 감사하며, 칭찬
을 하고 나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잘못한 일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면 용서하고 화
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고 받
아들여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한 번 감사해 하
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 때부터는 감사해야 할 일들
이 자꾸 자꾸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칭찬과 나눔입
니다. 남을 헐뜯고 비방하기는 쉬워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칭찬해주기는 어렵습니다.“칭찬은 고래
도 춤추게 한다.”
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을 하
면 자신도 즐겁고 상대도 즐거우며, 칭찬하면 칭찬
할수록 칭찬할거리가 자꾸 생기게 됩니다. 감사하
고 칭찬하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웃음이 많아지는
것이니 자연스레 화는 물러가고 복이 쌓이게 됩니
다. 또한 복은 나누는 데서 생깁니다. 작은 것이라
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누었을 때 숨어있던 복도
나타나게 됩니다. 참회와 감사, 칭찬과 나눔, 이것이
바로 소원성취의 근본이니 불자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를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위도 물러가고 선선한 가을이 다가올 것이
니, 어려움들은 하나씩 해결되어 하시는 일마다 부
처님 가피로 원만성취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9학년도
수능
및
대학
입시시험
2019학년도
2019학년도 수능
수능 및
및 대학
대학 입시시험
입시시험
2019학년도
수능
및
대학
입시시험

합격기원 100일
100일 기도
기도
합격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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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간 : 매일 낮 12시 30분
•장 소 : 석불전
•회 향 : 11월 15일(음 10.8)

수험생 위한
석불전 소원성취 등(燈)불사
*1인 1등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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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62(2018)년

롯데정보통신·현대정보기술 신입사원

도선사 2/4분기 재정 현황

법인 시설서 봉사활동

삼각산 도선사는 2018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2/4분기 재정현황을 공고합니다. 재정현황은
일반회계·불사 특별회계·적립금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로 분류하여 게재합니다. - 재무부 -

■ 일반회계 수입 / 지출 보고
수 입

지 출

분류(관)

2018년 예산

2/4분기 결산

예산대비율

분류(관)

일반 수입

1,006,000,000

253,389,000

25%

법요행사비

불공 수입

6,259,400,000

1,405,251,002

22%

법요ㆍ행사 수입

2018년 예산

2/4분기 결산

예산대비율

561,000,000

327,501,320

58%

소임공제 및 보시

2,633,000,000

524,647,268

20%

1,090,000,000

817,289,000

75%

관리운영비

1,392,600,000

425,163,009

31%

교육연수 수입

-

-

-

분 담 금

1,331,000,000

332,750,000

25%

문화재입장료 수입

-

-

-

자산취득비

138,000,000

49,519,100

36%

294,850,000

94,036,036

32%

일반사업비

125,000,000

49,279,160

39%

교무금 수입

7,870,000

2,520,000

32%

목적사업비

1,779,100,000

442,952,380

25%

차 입 금

-

-

-

성보관리비

129,000,000

29,700,000

23%

15,030,000

-

0%

기타지출

231,450,000

71,385,588

31%

특별회계전출금

120,000,000

279,503,141

233%

차입금상환

-

-

-

대 여 금

-

-

-

반 환 금

-

-

-

예 비 비

200,000,000

-

0%

기타 수입

전년도 이월금

차년도이월금

합계

8,673,150,000

2,572,485,038 29.66%

합계

33,000,000

-

0%

8,673,150,000

2,532,400,966

29%

혜명복지원(이사장 송산도서) 산하 청담종합사회복지관
과 혜명보육원, 혜명양로원은 지난 6일 함께 기업 사회공
헌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기업 사회공헌활동에는 금천구
에 위치한 롯데정보통신, 현대정보기술의 신입직원 115명
및 임직원 등 총 130여명이 동참했다.
롯데정보통신과 현대정보기술은 새로 입사한 신입직원
의 사회공헌 교육을 위해 금천구자원봉사센터와 (사)글로
벌쉐어가 연계하여 혜명복지원 산하기관 봉사에 나섰다.
무더위 날씨 속에 혜명보육원 강당에서 간단한 사전 행사
를 갖고, 활동을 시작한 봉사자들은 쉴 새 없이 흐르는 구
슬땀을 닦으며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열정적이었다.
청담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깍두기를 담가 저소득가정
에 지원하고, 경로식당, 토요무료급식 및 도시락배달을 마
친 후에는 후원 창고 정리를 도왔다. 이어 혜명보육원에서
는 보육원 원생들의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외부 및 아
동방 청소를, 혜명양로원에는 어르신과 1:1 함지박 만들기
등 어르신 미술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편, 롯데정보통신과 현대정보기술은 혜명복지원에 후
원금 500만원을 전달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봉사에 적
극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 불사 특별회계 수입 / 지출 보고
수 입
분류(관)

2018년 예산

지 출

2/4분기 결산

예산
전년도 이월금
대비율

2018년 예산

720,000,000 1,041,919,158 145% 581,216,802

대웅전
개금·단청

720,000,000

628,083,468 87%

-

대웅전
개금·단청

십이지신전
촛대

50,000,000

7,139

-

십이지신전
촛대

영구위패
국유지매입

2/4분기 결산

이월금

50,000,000

-

0%

-

150,120,000

43,349,455 29%

-

영구위패

150,120,000

545,818

0%

-

1,039,700,000

589,696,223 57%

-

국유지매입

1,039,700,000

2,790

0%

-

-

신도대기소
증축

-

249,503,141

-

-

-

합계

신도대기소
증축

합계

0%

예산
대비율

분류(관)

-

249,503,141

-

1,959,820,000 1,510,639,426 77%

1,959,820,000 1,291,970,907

66% 581,216,802

■ 적립금 특별회계 수입 / 지출 보고
수 입
분류(관)

2018년 예산

지 출

예산
2/4분기 결산
전년도 이월금
대비율

청담문화기금

480,430,000

30,042,131

퇴직적립금

344,550,000

36,091,056 10% 200,458,438

6% 360,314,611

합계

824,980,000

66,133,187

8% 560,773,049

분류(관)

2018년 예산

2/4분기 결산

예산
대비율

이월금

청담문화기금

480,430,000

-

0%

-

퇴 직 금

344,550,000

13,468,930

4%

-

합계

824,980,000

13,468,930

2%

-

9월 1일(토요일, 음력 7월 22일)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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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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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리

기도, 굴레 벗어나 선(善)해야 이뤄져
굴레를 벗어난 기도
어느 절의 주지스님이
절 마당 가운데다 커다란
원을 그려놓고, 동자승을
불러서 문제를 내셨습니
다.“마을에 다녀오마. 돌
아왔을 때 네가 이 원 안에
있으면 오늘 종일 굶게 될 것이고, 원 밖에
있으면 절에서 내쫓아 버릴 것이야.”그리고
는 마을로 떠나셨습니다. 동자승은 난감했
습니다. 원 밖에 있으면 절에서 쫓겨나야 하
고, 원 안에 있자니 종일을 굶어야 할 상황
이니까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동자승은 굶지 않았고, 절에서 내
쫓김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
던 것일까요. 동자승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빗자루로 스님이 그려놓은 원을 쓸어서 지
워버렸던 것입니다. 원이 지워졌으니 원 안
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었
던 것입니다. 원을 없애자 자유로울 수 있었
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이러한 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원, 명예라는
원, 사랑이라는 원, 미움이라는 원, 그밖에
여러 가지 원으로 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
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원
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은 그 원을 지우

불
교
상
식

Q 주련(柱聯)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사찰의 기둥이나 벽에 세로로 써둔
성구(聖句)나 게송을 말합니다. 좋은 글
귀나 남에게 귀감이 될 내용을 담고 있는
데 포교를 위한 부처님 말씀이나 경전 내

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우는 발원(發願)은 이러
한 굴레로써의 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
다. 스스로 만든 소망이 굴레가 되어 그 속
에 갇혀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발원, 원을
세운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소망
이 있는 자는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
다. 그 원이 반드시 이타적이고 숭고하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픈 이에게는 건강이,
외로운 이에게는 사랑이 소망이 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소망은 지극한 기도이고 최선의
노력이지, 최상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소망에는 최선이 따라야 합니다. 최선이란
전력을 다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선(善)을 지향하는 것’
입니다. 그것을 향해
마음을 모으고 나아가면서, 참회하고 선을
실천해야 합니다. 나의 소망이 단지 이루어
야 할 목적이 되는 순간, 스스로와 주변 사
람을 구속하게 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참된 힘도 사라집니다.
소망을 가진 이, 원(願)을 가진 자는 지극
한 선이 함께해야 합니다. 욕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소망도 원도 아닌
탐욕입니다. 그러한 탐욕으로 부처님 앞에
서 아무리 기도하고 발원한들 이루어질 리
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망은 가슴에 품는 것
이지, 굴레로 얽매는 것이 아닙니다. 앞의
이야기에서 원을 지운 동자승이 자유를 찾
았듯이, 소망 또한 굴레를 떠난 곳에 두어야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내원국장 법은 스님

용을 새기기도 합니다.
한자로 새겨진 주련이 어렵다 느껴지면
조바심 내지말고 절집의 돌 하나, 나무 한
그루, 휘갈겨 쓴 글씨 한 획에도 부처님의
오묘한 진리가 담겨있음을 알고 그저 합
장 올리면 됩니다.

불기 2562년 8월 22일(음 7. 12)

깨달음의 노래

自古付無說
我今亦無說
只此無說心
諸佛所共說

수산성념

예로부터 설함이 없음을 부촉함은
내 지금 역시 설함이 없음이로다.
다만 설함이 없다는 이 마음은
모든 부처님도 함께 설한 바이도다.

수산성념(首山겛念, 926~993)은 내주(萊州, 山東) 사람으로, 속
성은 적(狄)이고, 호는 수산(首山)이다. 어릴 때 남선사(南禪寺)에
들어가 공부하고, 구족계(具足戒)를 받은 후 항상 선지식을 찾아
다니며, 두타행(頭陀궋)을 닦고《법화경(法華經)》
을 3000번 수지
독송해 사람들이‘염법화(念法華)’
라고 불렀다.
수산 스님이 풍혈연소 선사 회상에 있을 때다. 어느 날 풍혈연
소 선사가 통곡을 했다. 놀란 수산 스님이 다가가 물었다.
“스님, 왜 그러십니까?”
“임제의 법맥이 내게서 그만 끊어지는 게 슬퍼서 그러네.”
안타까운 마음에 수산 스님이 이렇게 말했다.
“저라도 스님의 법을 이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에 풍혈 선사는“자네는《법화경》
에 걸려 있어 어렵네.”
이에 수산 스님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 공부를 다시 해 스님의 법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각고의 정진 끝에 결국 수산 스님이 풍혈 선사의 인가를 받고
법을 잇게 되었다.
풍혈 선사의 법을 이은 후 여주(汝州) 수산(首山)에서 개산(開
山)하여 제1세(世)가 되었다. 또 여주 섭현(곸縣) 보안산(寶安山)
광교원(廣敎院)과 섭현 아래 보응원(寶應院) 등에 머물렀다. 수
산 선사를 떠올리게 하는 대표적인 공안은 바로‘배촉관(背觸
關)’
이다.
어느 날 수산 선사가 죽비를 집어 들고 어떤 학인에게 물었다.
“이것을 죽비라고 부르면 그 말에 물들고, 죽비가 아니라 하면
등지게 된다. 말해 보게.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가?”
992년 12월 4일 법단에 올라“올해 67살인데 늙고 병드는 것도
인연 따라 날을 보낸다. 올해에 내년 일을 쓰니 내년에는 오늘 아
침을 쓰겠구나.(今年괯十七 걛病隨緣且遣日 今年記取걐年事 걐
年記著今朝日)”
라고 말했다. 1년 뒤 12월 4일 법단에 올라“백은
세계는 금색 몸이니, 정이든 비정이든 모두 한 가지 참이로다. 명
암이 다했을 때는 모두 비추지 않으니, 오후에 햇빛 속에 온몸을
보이노라.(白銀世界갏色身 情與非情共一眞 明暗盡時俱겘照 日輪
午後見全身)”
는 게송(偈頌)을 짓고, 편안히 앉아 입적했다. 위 게
송은 분양선소(汾陽善昭) 선사에게 전한 전법게다.

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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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 백중(우란분절) 사경공양
도선사는 무술년 백중(우란분절)을 맞아 1주일에 한 번씩 각 재마
다 사경공양을 올린다. 사경공양은 초재에《불설대보부모은중경》
,
2재에《금강반야바라밀경》
, 3재에《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 4재
에《관세음보살보문품》
, 5재에《불설아미타경》
, 6재에《신묘장구
대다라니》
, 7재에《불설대보부모은중경》등이다. 불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선법보는 각 경전의 의미에 대해 연재한다.

백중 7재(8월 25일) 사경경전 -《부모은중경》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
은 부모의 은혜가 한량없이 크고 깊
으므로 그 은혜에 보답할 것을 설한 경이며,‘불설대보부모은중
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
이라고도 한다. 그 내용은 부모의 은혜
가 한량없이 크다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써, 어
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는 3말 8되의 응혈(凝血)을 흘리고 8섬 4
말의 혈유(血乳)를 먹인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
모의 은덕을 생각하면 자식은 아버지를 왼쪽 어깨에 업고 어머
니를 오른쪽 어깨에 업고서 수미산(須彌山)을 백천번 돌더라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고 설하였다.
부모의 은혜를 기리는 이 경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첫째는 부모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10대은(十大恩)으
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10대은은 ① 어머니 품에 품고 지켜 주는 은혜[懷耽守護恩],
② 해산날에 즈음하여 고통을 이기시는 어머니 은혜[臨産受苦
恩], ③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는 은혜[生子忘憂恩], ④ 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을 뱉아 먹이는 은혜[굗苦甘恩], ⑤ 진자리 마른자
리 가려 누이는 은혜[廻乾就濕恩], ⑥ 젖을 먹여서 기르는 은혜
[乳哺養育恩], ⑦ 손발이 닳도록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洗濁
不淨恩], ⑧ 먼 길을 떠나갔을 때 걱정하시는 은혜[遠궋憶念恩],
⑨ 자식을 위하여 나쁜 일까지 짓는 은혜[爲造惡業恩], ⑩ 끝까
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은혜[究意憐愍恩] 등이다.
둘째는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보아 매우 과학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하여 10개월이 될 때까지를 1개월
단위로 나누어서 생태학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셋째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 유교의
《효경》
이 아버지의 은혜를 두드러지게 내세우는 점과 대조를 보
이고 있다.
넷째는《효경》
이 효도를 강조한 것인 데 비하여 이 경은 은혜
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부모은중경》
에서도 그와 같
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방법의 제
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보은의 방법은 부수적인 것이
고, 근원은 은혜의 강조에 두고 있다.

“적정정토에서 열반락 누리소서”
진불장 혜성 대종사 49재 봉행
지난 7월 25일 열반에 드신 청담문도회 문장
진불장 혜성 대종사의 49재가 매주 화요일 도선
사 호국참회원 3층 강당에서 봉행되고 있다. 주지
송산도서 스님을 비롯해 청담문도회, 신도회, 재
가 제자들은 각 재마다 참석, 큰스님이 정토의 세
계에서 열반락을 누리시기를 기원하고 있다.
한편 도선사는 재를 지낼 때마다 큰스님의 사
리를 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마지막 49재
는 9월 11일 거행될 예정이다.

도선사 이 모 저 모
50일 특별관음기도 회향

학교법인 청담학원 이사회

지난 7일 석불전에서는 각종 국가고시 및
공무원 시험 그리고 대입 수시 등 수험생들
의 합격을 기원하는 50일 특별관음기도 회
향 법회가 봉행됐다.

학교법인 청담학원(이사장 송산도서 스님)
은 지난 3일 호국참회원 2층 교육관에서
송산도서 스님을 비롯해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49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지켜보는

3초의 여유가
사람을 지킵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 운전자는 정지선에서 출발할 때
딱 3초의 여유만 가지고 출발해 주세요!!!
서울경찰서는 2018년 캣치프레이즈로
“지켜보는 3초의 여유가 사람을 지킵니다.”
를 선정하였습니다.
서울시민들께서는 이에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사람이 백 년을 산다고 해도 게으르고 부지런히 정진
하지 않으면 단 하루를 살아도 부지런히 노력하고 열심히
정진하는 것만 못하리라.《법구경》
삼각산 도선사는 하안거 100일 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합니다. 신도님들께
서는 동참하시어 묵은업장을 소멸하여 무량대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회향일 | 9월 5일(수, 음 7.26)

※ 한편 서울경찰서에서는 순찰을 희망하는 불안장소를 우선적으로 순찰
하는 탄력순찰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강북경찰서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법 공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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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중 동 참 송병곤, 문병주, 김복순, 관음회, 함상권, 김문정, 이래강, 이경옥, 함도윤, 함채연, 박태선, 박태진, 임순자, 윤미애, 지경자, 김용호, 장창수, 장치효,
장은정, 성구경, 성지환, 김종숙, 성명진, 성재윤, 이완석 김진헌, 김상연, 김세연, 청법심, 양현석, 이순명, 김민영, 김정원, 엄영애, 엄상일, 유안식, 유충환, 유익환,
신은희, 성백야, 김홍난, 성혁제, 성민규, 엄귀옥, 김태현, 남궁은선, 김도이, 권순혁, 박영숙, 박조샘, 박영래, 이운임, 박순이, 이승근, 이수연, 윤규식, 왕관배, 최영철,
최우석, 김용현, 윤현주, 김진영, 김민혁, 이수남, 조명연, 이승연, 이하나, 이종호, 안문형[영], 최정희[영], 한정전[영], 최원찰[영], 이수현[영]
*대

중공양

최학래

*칠

석 동 참 안권석, 이영규, 안한수, 박선영, 안문수, 박경자, 배현, 이은지, 배효정, 배혜경, 이창희, 김경애, 김화중, 서태호, 김영수, 김근형, 김근우, 지순자,
윤천석, 이기영, 윤석민, 윤석호, 임종원, 이윤주, 홍은경, 안재규, 안태용, 안슬기, 정운석, 이문구, 안천석, 박성렬
*설

판 기 도 김택수, 이대식, 서구현, 이동섭, 추옥란, 박재석, 김흥영, 황순희, 김규상, 채광석, 전정숙, 채한주, 김봉영, 김제억, 손종헌, 김요근, 정승환, 임승호,
남귀환, 이수연, 남창현, 류한진, 강민정, 양경례, 천장명, 최병수, 최계주, 유경, 이만영, 송안호, 김용수, 김종희, 김태완, 김정중, 김준석, 김태영 오진동, 김수자,
유근철, 신현숙, 유경민, 박대진, 최성태, 김광석, 한종선, 김창운, 양진영, 유지영, 이창민, 김창식, 서문기철, 정현수, 임계향, 성중만, 이은정, 최철호, 성국석[준호],
황성우, 김정순, 문장원, 이동희, 정말복, 김찬구, 고경자, 최병호, 곽부영, 박점배, 최용균, 이보미, 최윤성
*개

금불사

*보

탑

*땅

장종각, 김윤성

한 평

최윤순

이혜진, 조상우, 조재우, 조윤진, 염옥란, 박재현, 박우성, 이명숙, 황혜숙, 김재훈, 이승준, 양학진, 양현석, 이선란, 양정은, 안정희[영]

*콩

팥 보 시 이국희, 김고분, 양만준, 장윤성, 관음회, 박성분, 김건일, 김경모, 김영미, 유재근, 유재관, 이해진, 윤희영, 유병택, 강해승, 남상우, 조경숙, 남윤희,
서진수, 신경희, 서달영, 서희진, 민성은, 민복기, 민경진, 김현관, 김성철, 김차환, 김점순, 정영숙, 조현숙, 송혜숙, 신광수, 임태호, 최화자, 김삼수, 김흥기[영],
오재순[영]
*원

불

*독

불 공

*찹
*각

허유회, 김태진, 송봉주, 박성숙, 허채린, 박현희, 정교청, 서정아, 서정민, 공금영, 최예양, 원림이[영], 박정순[영], 조영휘[영]
박준수, 김준희, 김영만

*찰

밥공양

쌀보시

이종협, 박형원 김태식, 박성용, 박성렬

*꽃

공 양

종시주

신영순, 김금옥, 박윤상, 박일문, 이해광 김정해, 심재덕, 정성현, 정혜승, 김용신, 박향은,박수일, 박향숙, 남궁현호, 서태호, 박성렬

정승철, 김상연

*육

법

조문행

이세환

*방

생 보 시 최혜숙, 박영길, 강영보, 백범기, 이봉금[상연], 김동욱, 김기홍, 박경자, 이강훈, 오종주, 강명식, 최길순, 강민구, 김기영, 강기원, 강기영, 오세윤,
오세란, 박우성, 이명숙, 박재현, 이제궐, 이춘희, 이유성, 이소율, 주재하, 구동진, 정관호, 조명자, 정재윤, 정동욱, 고서영, 박재현, 장희순, 정의정, 엄영애, 안지혜,
안준영, 오윤흥, 김경륜, 오정자, 이순형, 이창환, 이선우, 이윤아, 이원상, 이판술, 김복순, 지순자, 박원길, 조은성, 조연희, 조서형, 채정화, 조정상, 김미경, 박진수,
박준서, 황대용, 원손순, 최준호, 김정원, 최가람, 최정숙, 최보선, 박흥용, 한유미, 박범훈, 김분희, 김정순, 남양자, 김기웅, 김형준, 하연재, 김진우 김영신, 신은옥,
박범규, 김은미, 김은하, 박세민, 문병국, 문성철, 손종헌, 최미라, 이동우, 손지연, 이현우, 이승현, 당병하, 당정현, 이원호, 박영희, 이대건, 김우리, 이영숙, 이유진,
신언재 정춘옥, 신강식, 최서영, 신지혜, 신다혜, 신승식, 최유리, 신동윤, 신동준 박세열, 총신도회, 문수회, 합창단, 보현회, 안천석, 이영규 박선영, 안한수, 김현희,
김정민, 박진수, 박성희, 박성분 김건일, 김경모, 김영미, 이해진, 배상규, 한상연, 배우영, 배성준, 우창제, 반준형, 황재연, 신현빈, 신영빈, 박성원, 박세준, 강수림,
김진우, 감매화, 최만원, 수미화, 조경수, 오성구, 김영화, 수현화, 오상훈, 최동철, 박종임 최왕열, 정우, 유한수, 홍성규, 임대규, 임일규, 임은정, 임종혁, 임종원,
임다영, 유성률, 유정윤, 최금녀, 이영륭, 류송자, 이경분, 이경희, 최인석, 최강이, 최현우, 이래강, 김지연, 김영일, 김채원, 최선규, 최신숙, 최석환, 최성영, 김성진,
김선녀, 김형준, 김형선, 박태선, 박태진, 임순자, 지경자, 김용호, 김영수 김근형, 김근우, 오세훈 오민지, 오정현, 김효근, 김도희, 김도연, 성구경, 성지환, 서진수,
신경희, 서달영, 서희진, 유선종, 유승현, 유승철, 박성용, 박시현, 박주현, 박정현, 강민수, 김재민, 김요성, 이제용[영], 이윤심[영], 이아기[영], 유탁렬[영],
류근기[영], 심현섭[영], 윤재순[영], 심연순[영]
*선

방

어재경, 장수형, 장경순

추석설판

선방 대중공양 / 과일공양 / 각종설판 / 국수공양

신도님들의 정성어린 설판공양을 받습니다. •설판 문의 : 종무소(☎ 993-3161) /•제사 문의 : ☎ 993-3165

음력 8월

(現) 금산사 회주 / (前) 조계종 포교원장

초하루 신중기도

금산도영 큰스님
초청대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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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신중기도

일 정

•입재 : 9월 10일(월요일)
•회향 : 9월 12일(수요일)

9월 10일(음 8월 초하루) 사시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화 보

불기 2562년 8월 22일(음 7. 12)

제1677호

“칠성님 전에 수명장수와 복덕구족 기원”
무술년 칠석맞이 7일 칠원성군기도 원만회향
도선사는 지난 17일 대웅전 앞 특
설법단에서 주지 송산도서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무술년 칠석맞이 7일 칠원성군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매년 칠석을
맞아 진행되는 칠원성군기도는 수명
을 늘리시는 칠성님 전에 가족들의
수명과 복덕이 증장하길 기원하는
특별기도로 7일 동안 이어진다.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 7일 칠원성
군기도 회향법회에서“옛날부터 우
리 선조들은 칠석날이 되면 정결하
게 목욕하고, 사찰의 칠성각을 찾아
온 가족의 건강과 무병장수를 빌었
다”
며“참회와 감사, 칭찬과 나눔, 이
것이 바로 소원성취의 근본이니, 이
네 가지를 잘 실천하길 바란다”
고법
문했다.

▲ 음력 7월 초하루, 법산 큰스님 법문

▲ 사찰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삼각산 도선사는 지난 11일 음력 7월 초하루를 맞아 큰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
다. 이날 초하루큰스님 초청법회에서는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법산 큰스님이
법석에 올라 법문했다.

도선사는 지난 17일 호국참회원 2층 선묵당에서 사찰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
했다. 주지 송산도서 스님을 비롯해 국장스님, 신도회 임원 등 운영위들이 참석
한 가운데 재정현황 및 결산보고 등 사찰 내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선사에서는 무술년 추석을 맞아 추석 불공 및 합동·단독차례를 봉행합니다. 수확기를 맞아 풍년을 축하하고,
조상의 덕을 추모하여 제사를 지내고, 자기의 태어난 근본을 잊지 않고 은혜를 갚으며, 이웃끼리 인심을 나누고
즐기는 명절에 실시하는 추석 불공 및 합동·단독차례에 무루 동참하시어 무량복덕 지으시길 바랍니다.

| 일 시 | 9월 24일(월, 음력 8월 15일) 오전 7시·9시·11시, 오후 1시
차례에 동참하실 분은 미리 종무소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