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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불은 어떻게 하나요?
염불(念佛)이란 부처님을 마음 깊이 생
각하며 떠올리는 것입니다. 염불의 대명사
는 아미타 부처님 염불입니다.‘나무아미
타불’
하면서 아미타 부처님을 간절히 부
르며 마음과 몸에 아미타 부처님이 스며들
게 합니다.
그 방법은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여섯 글
자를 또박또박 부르고 그 소리를 자신의
귀로 하나하나 역력하게 들으며 마음으로
떠올립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
님을 계속 부르면 됩니다.
아미타 염불 외에 염불의 대상을 누구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염불법이 있
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
염불이 되고 석가모니불을 부르면 석가모
니 부처님 염불입니다. 지옥중생을 구제하
는 지장보살을 부르면 지장염불이 되는 것
입니다.
이러한 염불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일을
극복해낼 수 있으며, 부처님을 친견하기도
하고, 그동안 지은 업을 참회하여 소멸시
킬 수도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새신도 안내서’중에서〉

“천도기도 공덕으로 모두 해탈하소서”
무술년 백중 49일 지장기도 및 천도재 회향
삼각산 도선사는 부처님오신날
과 출가절, 성도절, 열반절과 함께
불교 5대 명절로 꼽히는 우란분절
(백중)을 맞아 대웅전 앞 특설법단
에서 49일 간의 백중지장기도를
마치는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도선사는 지난 7월 8일 백중맞이
49일 지장기도 및 조상천도재 입
재식을 시작으로 49일 동안 불볕
더위 속에서도 기도를 하며, 부모
의 은혜에 감사하고 조상들의 극락
왕생을 발원했다.
이날 회향기도에서 도선사 사부
대중은 다시 한 번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효의의미도되새겼다.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지난 49
일 동안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선
망부모님과 조상님, 그리고 여러
인연들을 위하여 지극한 신심으로
천도기도를 올렸는데, 오늘 회향을
맞이하게 되었다”
며“이 인연공덕
으로 조상님과 인연영가들이 모두
극락정토에 왕생하시고 현생의 여
러 인연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발원하자”
고 강조했다.
백중 회향법회에 이어 도선사는
돌아가신 모든 영가들의 극락왕생
을 기원하는 천도재도 거행했다.

도선사에서는 무술년 추석을 맞아 추석 불공 및 단독·합동차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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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합동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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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합

불기 2562년 8월 29일(음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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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 추석 불공 단독·합동차례

중양절 합동 천도재 봉행

9월 24일, 오전 7시부터 9시·11시·오후 1시 호국참회원서

도선사는 오는 10월 17일 중양절(음력 9월 9일)
을 맞이하여 선망부모 인연 영가들을 위한 합동 천
도재를 오전 10시 호국참회원에서 봉행한다.
중양절은 중국에서 유래한 명절로, 양수 9가 두
번 겹치는 날로 중구일(重九日)이라고도 하며, 양기
가 1년 중 가장 충만한 날로 영가를 좋은 곳으로 천
도하는 날로 내려왔다. 한나라 이후부터 여겨진 오
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당송(唐宋) 대에는 추석
보다 더 큰 명절로 여겨졌다. 중양절의 중요한 행사
는 등고회(登高會)다. 등고회는 수유 주머니를 차고
국화주를 마시며 높은 산에 올라가는 풍속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양절 행사가 열렸었다. 신라
때는 군신들의 연례 모임이 이날 행해졌으며, 고려
시대 때는 국가적인 향연이 벌어지기도 했다. 고려
시대 이후 정조(正朝), 단오(端午), 추석(秋夕)과 함
께 임금이 참석하는 제사를 올렸고, 민가에서도 제
사를 지내거나 성묘를 했다. 등고회와 함께 국화를
감상하는 상국(賞菊), 장수에 좋다는 국화주를 마시
거나 술잔에 국화를 띄우는 범국(泛菊) 또는 황화범
주(黃花泛酒), 시를 짓고 술을 나누는 시주(詩酒)의
행사를 가졌다. 특히 중양절은 형(刑) 집행을 금하
는 금형(禁刑)의 날이기도 했다. 조선 세종 때는 나
이 든 대신들을 위한 잔치인 기로연(耆걛宴)을 추석
에서 중양절로 옮겨 열었으며, 특별히 과거시험을
실시해 이날을 기리기도 했다.
유주무주 고혼과 상세선망 부모를 비롯해 인연
있는 모든 영가가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도록 인도
하는 중양절 합동 천도재에 동참을 희망하는 불자
들은 종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민족의 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삼각산 도선사는 추석
날인 9월 24일 호국참회원 3층
강당에서‘추석 불공 및 단독·
합동차례’
를 올린다.
도선사 추석맞이 합동차례는
오전 7시부터 9시, 11시, 오후 1

시 등 네 차례 진행되는데, 불자
들은 편한 시간에 맞춰 동참하면
된다. 단독차례도 가능하며, 동참
할 신도들은 종무소에 미리 접수
하면 된다.
추석 합동차례는 불자들이 부
처님 전에 예불 올리고, 스님들이

10월17일오전10시, 호국참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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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당과 각 전각마다 과일과 떡 등으
로 공양올리고, 역대조사님들께
차례를 지낸다.

2019학년도 수능시험 100일기도
매일 낮 12시 30분 석불전서, 학업성취‘합격등’접수
도선사는 2019학년도 대입수
학능력시험을 대비해 수험생의
학업 원만성취를 발원하는‘수능
시험 100일 기도’
를 매일 낮 석
불전에서 봉행하고 있다.
수험생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
을 단 한 순간도 놓을 수 없는 학
부모들은 이번 기도 동참을 통해
수험생 자녀가 장애 없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공부에 매진하기
를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도선사는 신도님 자녀들이 대
학에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마

이와 함께 대학합격과 수험생
들의 고득점 합격을 발원하는
‘수험생을 위한 석불전 합격등(1
인1등)’불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수험생을 위한 소원성취 연등은
등불을 밝힌 인연공덕으로 수험
생들의 지혜가 총명해지고, 원하
는 대학에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
록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능시험 100일 기도’
는 매일
음으로 모아 기도와 축원을 올리 낮 12시 30분 석불전에서 봉행되
며 지극정성으로‘수능시험 100 며, 합격등(1인 1등) 동참금은 5
만원이다. 문의 : 종무소.
일 기도’
를 봉행한다.

8월 초하루 큰스님 초청법회
9월 10일, 금산도영 큰스님 법문
삼각산 도선사는 음력 8월 초하루를 맞아 금산도
영 큰스님을 모시고 오는 9월 10일(월) 초하루 큰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금산도영 큰스님은 조계종 포
교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금산사 및 완주 송광사
회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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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음 7. 19)

“천도공덕으로 정토왕생 하소서”
주지 송산도서 스님의

지·상 ·법·문

무술년
백중 회향법회
무더운 여름 잘 보내셨습니까? 시원하고 상쾌한
가을바람처럼 불자님들의 몸과 마음도 그렇게 청량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49일 동안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선망 부모
님과 조상님, 그리고 여러 인연들을 위하여 지극한
신심으로 천도기도를 모시고 오늘 회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연공덕으로 조상님과 인연영가들이 모두 극
락정토에 왕생하시고, 현생의 여러 인연들이 건강
하고 행복하기를 발원합니다.
강가에 가보면 모래사장 여기저기 새 발자국이 남
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사람의 이름은 많이 남아있는 데, 그 사람들
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 발자국에만 집착하
고 이름에만 집착을 한다면, 새나 사람들 모습은 영
원히 찾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즉, 형상의 노예가
되면 참다운 모습은 영원히 찾을 수 없습니다.
남악 회양선사의 시자가 석두 희천선사에게 물었
습니다.“어떤 것이 해탈입니까?”석두스님께서 대
답하시기를,“누가 너를 속박했는가?”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어떤 것이 정토입니까?”석두스님 왈,
“누가 너를 더럽혔는가?”마지막으로 시자가 물었
습니다.“어떤 것이 열반입니까?”석두스님 왈,“누
가 너에게 생사를 주었더냐?”
이 얼마나 시원한 대답입니까? 아무도 너를 속박
하거나 불편하게 한 적이 없는데, 너 스스로 묶여서
불편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 작고 사소한 것으로 얼굴
을 붉히고 서로 말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상대방
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불편해 하면서 살아
가고 있습니다. 누가 묶어놓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감정의 사슬에 묶여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끙끙대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業)입니
다. 오늘 우리가 조상님과 여러 인연 영가들을 위하
여 백중 천도기도를 모시는 것은 모든 인연영가들
께서 전세의 모든 죄업과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롭
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술년 백중 천도일에 일심으로 청하여 모신 영
단의 여러 인연 영가들이시여, 오늘 백중기도에 동
참한 도선사 사부대중이 지극정성으로 오분법신의
공양을 올리오니, 잘 들으시고 기쁘게 받으소서.
먼저 정성으로 계의 향, 정의 향, 혜의 향, 해탈의
향, 해탈지견의 향, 오분법신의 향(五分法身香)공양
을 올리오니, 이 향공양을 받으시고 모두 큰 지혜의
마음을 일으키소서.
다음은 반야지혜의 밝은 등 공양을 올리오니, 저
마다 어두운 마음을 환히 밝히소서. 다음은 조주스
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조주 선
다, 조주스님의 향기로운 감로차를 올리오니, 집착
과 탐욕의 갈증에서 영원히 벗어나소서.
다음은 신선의 세계에서 드시는 향기롭고 신선한
과일공양을 올리오니, 늘 변함이 없는 입맛을 지니
소서. 다음은 냄새만 맡아도 저절로 배가 부르다는
향적세계의 가지가지의 진수공양을 올리오니 굶주
리고 허기진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소서.
오늘 저희들이 비밀스럽게 더해주는 힘을 드리오
니 지금까지 고통스러웠던 몸과 마음이 함께 편안
해지시고 업의 불길이 한꺼번에 꺼져서 오늘 영가
님 모두 해탈하소서.
오늘 청하 온 모든 영가들이시여! 도선사 불자님
들이 정성으로 올리는 향기로운 법의 향기를 맡고,
밝은 등불의 빛을 받으며, 깨달음의 맑은 차를 마시
고, 신선한 과일 공양과 진수를 차별 없이 배불리
받으시며, 활활 타오르는 번뇌의 불길을 일시에 꺼
버리고, 영겁의 목마름과 배고픔에서 벗어나, 영원
히 더럽혀지지 않는 참다운 법신을 증득하여,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환희 왕생하소서.
백중 회향기도에 동참한 모든 불자님마다 오늘의
이 천도공덕으로 금생에는 소원하는 일마다 모두
원만히 이루어지고, 내생에는 반드시 정토에 왕생
하며, 구경에는 다 함께 성불하기를 발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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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사 자 후

불기 2562년 8월 29일(음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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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연극같은 인생, 깨달아야 생사 벗어나
다시 듣는 사자후
만공(滿空) 스님

인생에 대하여

인간의 일생은 짧은 1막의 연극과
같습니다. 이 연극의 한 장면이 끝나게
되면 희로애락을 연출하던 그 의식은
그만 자취 없이 사라져 버리고, 지·
수·화·풍 4대로 구성된 우리의 육체
는 부글부글 썩어버리니, 이 얼마나 허
망합니까? 이 허망하기 짝이 없는 육
신은 한 순간인들 자유가 있었습니까?
밥을 먹다가도 불의의 죽음이 닥치면
씹던 밥도 삼키지 못하고 죽어야 하고,
집을 많은 돈을 들여 찬란하게 짓다가
도 느닷없이 화재라도 만나게 되면 아
랫목에 한 번 앉아 보지도 못하고 허망
하게 태우고 맙니다.
직접 내 자신의 일에도 이렇게 늘 자
유를 잃어버리는데 인생의 집단인 사
회와 국가를 세운다는 일이 얼마나 서
글픈 일입니까? 자유의 바탕을 얻어야
근본적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유
를 어디에서 얻는지도 모르는 인간들
이 자유를 부르짖는 것은 쌀도 없이 밥
을 지어 배부르게 먹는 이야기만으로
만족하는 것과 같습니다.

삼각산
도선사
석불전
삼각산
도선사
석불전
삼각산
삼각산도선사
도선사석불전
석불전
삼각산
도선사
석불전

관음전원불
관음전원불
봉안불사
봉안불사

인생은 과거에 사는 것도 아니요, 미
래에 사는 것도 아니요, 다만 현재에만
살고 있는데, 현재란 잠시도 머무름이
없이 과거에서 미래로 이동하는 순간
이니, 그 순간에 느끼는 불안정한 삶을
어찌 실답다 할 수 있습니까! 인간들은
모두 자기에게는 좋은 것만 올 것을 희
망하고 살고 있지만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곧 언짢은 것을 얻는 원인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 생활의 주체가 되
는 생로병사와 희로애락까지도 많은
생으로 익혀 온 망령된 습관의 취집(聚
集)이요 결과임을 확실히 깨달아야 생
사를 벗어나게 됩니다.
습관은 천성이라, 천재니 소질이니
하는 것도 다생(多生)으로 많이 익혀서
고정화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이
바로 업(業)이라는 것입니다. 물체는
결합과 해소(解消)의 이중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영겁을 두고 우주는 건립되었
다 파괴되고, 인생은 생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격이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은 영
원한 평안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똥과 피의 주머니로 몸을 삼
아 춥고 덥고 목마르고 배고픈 것만 귀
중히 여기기 때문에 길이 윤회의 고취
(苦趣)를 면치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의 아무리 진보된 이론이나 심원한 학
설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인생문
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니 이
는 명상(名相)에 집착되었기 때문입니
다. 세상에는 바른 말 하는 사람도 없
는 동시에 그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은 것입니다. 신은 아무리 신통 자재
한 최고신으로 인류의 화복(禍福)을 주
재한다 하더라도 육체를 갖추지 못한
사(邪)입니다.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무지를 면치 못하고, 신을 신앙
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어리석음을

도선사 석불전은 오래 전부터 일심
(一心)으로 기도하면‘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진다’는 영험(괈驗) 있는 기도
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영
험 높은 원불에 불을 밝혀 소원을 기원
하여 성취토록 하는 등불이 되고자 석
불전 원불 봉안 불사를 모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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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주자 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문의*
도선사 종무소(993-3161~3)

면치 못합니다.
현대과학이 아무리 만능을 자랑하지
만 나와 남을 위하여 순용(順用)되지
않고, 역용(逆用)되는 이상 그것은 인
류에게 실리를 주는 것보다 해독을 더
많이 주는 것이니, 다만 세계가 자타
(自他)의 아상(我相)이 없는 생활로 물
질과 정신의 합치인 참된 과학시대가
와야 전 인류는 합리적인 제도 하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
과학의 힘으로는 자연의 일부는 정복
할지언정 자연의 전체를 정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설사 모두 정복한다 하
더라도 그것은 다생에 익혀 온 습성을
어느 정도까지 만족시키는데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중생들은 인간이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사색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사색하는 그 자체를 알아 볼 생각은 하
지 못합니다. 중생들은 자기 자신이 무
엇인지도 까맣게 모르면서 학자인양
종교가인양 하여 제법 인생문제를 논
하는 것은 생명을 잘라놓고 생명을 살
리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론이
끊어지고, 학문적 이론이 다한 곳에서
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나를 발견하는
데, 내가 나를 찾기 전에는 인생문제의
해결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인생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인연이
나 희망이 아니요, 진아(眞我)를 체달
하여 이사(굊事)에 임의로 처리하게 되
어야 합니다. 중생들은 알 줄만 알고,
모를 줄은 모릅니다. 알지 못함을 안다
는 것은 철저히 아는 것이나, 정말‘아
는 법’
은 알지 못할 줄을 능히 알아서
비로소 참 나를 체달하는 것입니다.

진불장 혜성 대종사 49재 봉행
지난 7월 25일 열반에 드신 청담문도회 문장 진불장 혜성 대종사의 49
재가 매주 화요일 도선사 호국참회원 3층 강당에서 봉행되고 있다. 주지
송산도서 스님을 비롯해 청담문도회, 신도회, 재가 제자들은 각 재마다 참
석, 큰스님이 정토의 세계에서 열반락을 누리시기를 기원하고 있다.
한편 도선사는 재를 지낼 때마다 큰스님의 사리를 친견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으며, 마지막 49재는 9월 11일 거행될 예정이다.

수강생 모집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을 되돌아 볼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시어
불교역사와 불교미술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강의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강의장소 : 선묵당
•강
사 : 김석곤
•동국대학교 불교미술박사과정 수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5회 입선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이수자

•준 비 물 : 순지, 면상필(세필), 먹물
•문
의 : 도선사 종무소(02-993-3161)

출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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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62년 8월 29일(음 7. 19)

신간안내

전시안내

반야심경과 떠난 8400km 자전거여행‘자전거와 반야심경과 장자’
중국에서 만난 택시기사 나간 메모와 생동감 넘치는 여행 사진, 그리고
과《장자》
를 곁들인 철학적 메시지와
에게 화를 내고 숙소로 돌 《반야심경》
아와 반성의 의미로《반야 개성 넘치는 수채화 그림도 함께 수록했다.
인생 2막의 시작이 된 자전거 여행을 무모하
심경》을 써내려가자 화가
가라앉고 마음이 차분해졌 다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자는 그래
다. 좋아서 떠난 여행이었 서 더 저돌적으로 시작과 끝만 바라보며 질주했
지만 그 과정에서 뜻하지 다. 자연이 주는 경외감에 가슴이 벅차올랐고,
않게 만나는 난관이나 불미 크고 작은 곤경에 기꺼이 손잡아 주는, 생각지도
스러운 일을 극복하는데 그만한 좋은 방법이 없 못한 깊은 인연들을 만났다.
다사다난 했던 7개월의 여정은 스위스 취리히
었다.
고등학교 교사였던 유시범 씨는 퇴직 후 망설 에서 막을 내리는데, 그는“하지만 다시 도전할
고 잘라 말한다. 하루에 100여 km.
임 없이《반야심경》
과《장자》
, 물감과 스케치북 생각은 없다”
을 챙겨 들고 홀로 자전거 세계여행을 떠났다. 자전거를 타고 짧게 달린 날도, 한참을 달린 날
서울에서 동해로,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톡, 우수 도 있다. 이유 없이 펑크가 나기도 하고, 길이 표
리스크를 지나 중국 훈춘으로, 바이칼호수를 거 시된 곳에서 비포장도로를 만나기도하고, 국경
쳐 몽골, 시베리아 횡단, 스위스 취리히에 이르 을 넘을 수 없어 되돌아가기도 하는 이 모든 여
기까지 8400km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거침없이 정. 그 모든 것에 나의 판단을 넣지 않고 그저 모
달렸다. 그리고 긴 여정 속에 수채화물감으로 그 든 일의 일어남과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리며 채색해 나간 그림과 글들을 모아 책으로 엮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무
은〈자전거와 반야심경과 장자〉
를 세상에 내놨 엇인가 한 가지만 달라졌다면 그것으로 족하기
다. 저자는 218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적어 때문이다.

간결한 일상 언어로 표현한 100가지 발원‘부처님 광명 기원문’
발원은 수행의 방향이자
힘이다.‘앞으로 어떻게 살
겠다, 어떻게 수행하겠다’
는 발심이자 서원이기 때문
이다. 불보살님들도 큰 서
원이 있었기에 궁극에는 불
보살이 될 수 있었다. 아미
타부처님의 마흔여덟 대서
원, 관세음보살님의 열두 서원, 보현보살의 십대
서원 등이 널리 알려진 발원이다.
〈부처님 광명 기원문〉
의 저자 대만 불광산사
성운스님도 출가 후 매일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님께‘기원’
을 하며 수행의 방편으로 삼았다. 즉
스님에게는 평생 동안의 기원이 바로 수행이었
던 것.〈부처님 광명 기원문〉
도 스님이 그동안

각각의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행한 기도 발원문
중 불자들의 신심을 고취시키고 자비와 지혜, 도
덕을 증진시키는 기도 발원을 100가지로 엮은
책이다.
일상에서의 기원(기도)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
키는 큰 동력이 된다. 쉽고 일상적인 언어로 표
현된 발원문을 낭독하다 보면 마음속으로부터
감동이 우러나오면서 신심이 고취되기도 하고,
발원 내용과 깊이 공감되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
하기 때문이다.
또한 불교의 가르침이 쉬운 말로 표현되어 있
어서, 굳이 불교를 공부한다고 의식하지 않더라
도 불교의 철리와 삶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기
도 하다. 아울러 감사와 배려라는 공동체적 의식
과 도덕적 인격 함양에도 도움을 준다.

불교미술 과거·현재·미래‘우리 손에’
‘창립25주년 기념 제13회 동국불교미술인전’
9월 5일~10일 서울인사아트프라자
불교미술의 과거와 현
재 그리고 미래를 한 자
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려 주목받고
있다. 동국불교민술인회
(회장 박갑용)는 오는 9
월 5일부터 10일까지 서
울 인사아트프라자에서
창립 25주년 기념 제13
회 동국불교미술인전을
개최한다.
박갑용作‘관음보살도’
전시에는 조각 허길
(45×65cm, 천·종이·금분)
량·서칠교, 불화 박갑
용, 단청 김성규·양용
호, 개금 오세종 작가 등
회원 40여명 가운데 32
명이 동참해 회화, 조각,
공예 등 불교미술 전 분
야에 걸쳐 작품 70여점
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는 10
여 명의 신입회원들이
새롭게 참여하여 관음보
살·지장보살·단청·
서칠교作‘지장보살반가상’
신중탱화·백제금동대
(60×33×33cm, 청동)
향로 등 불교미술의 전
통 소재들을 새로운 형식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
임으로써, 세대간의 폭넓은 교류와 침체된 불교미술
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이번 전시는 동국불교미술인회 창립 25주년
을 맞아 역대 회장단의 특별전과 시대에 따른 불교미
술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리로 꾸며진다.
전통에서 정통성을 찾고자 노력했던 1세대, 전통을
기반으로 시대정신을 담아냈던 2세대, 그리고 정규교
육을 통해 배운 전통 위에 미래지향적 세계를 담아낸
3세대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모두 감상할 수 있다.

도선사 일요법회
일요법회
도선사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일요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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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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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하는‘49재’

불기 2562(2018)년

도선사 2/4분기 재정 현황

‘KEB 하나 도선사49재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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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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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각산 도선사는 KEB 하나
은행과 협약을 맺고‘KEB 하나
도선사49재 신탁’상품을 출시
했다.
이 신탁은 49재 비용에 해당
하는 금액을 KEB 하나은행에
신탁하면, 유고 발생시 은행에
서 신탁금을 49재 비용으로 도
선사에 지급하는 상품이다.
즉, 신탁 계약서상에 도선사
를 귀속 권리자로 명시했기 때
문에 위탁자 사망 시, 신탁한 자
산은 별도로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은행에서 도선사로 지급되며, 도선사는 그 금액으로
위탁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49재를 진행하게 된다.
‘도선사49재 신탁’상품은 △기본형-49재 진행비, 영
구위패 봉안 △기본추가형-49재 진행비, 영구위패 봉안,
3년 기일제, 스님 6인의《금강경》독경 △VIP형-49재 진
행비(바라·살풀이·법문 포함), 영구위패 봉안, 장례식장
스님 시다림, 3년 기일제, 3년 회향 천도재 등이다.
‘도선사49재 신탁’
은 최초 1만원 이상부터 최대 1억원
까지 가능하며, 추가 입금과 일부 인출이 가능하고, 별도
수수료 없이 해지도 가능하다.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도선사 신도님들이 본인의 사후
49재를 준비하고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비가
되길 바란다”
며“도선사는 신도님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
며 자녀들과 상의하여 49재 봉행에 정성을 다할 것”
이라
고 강조했다.
49재 전용상담 : (02)993-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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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78호

불기 2562년 8월 29일(음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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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술년 중양절 합동 천도재
중양절(음력 9월 9일)을 맞이하여 선망부모 인연 영가님들을 위한 합동 천도재를 봉행합니다.
예로부터 중양절은 양기가 1년 중 가장 충만한 날로 영가를 좋은 곳으로 천도하는 날로 내려왔습니다.
유주무주 고혼과 상세선망 부모를 비롯해 인연있는 모든 영가가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도록 인도하는 이날 천도재에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일 시 : 10월

17일(수, 음 9.9) 오전 10시

•장 소 : 호국참회원
※각종 제사 문의 : ☎ 993-3165※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불기 2562년 8월 29일(음 7. 19)

화 보

제1678호

금생 소원성취, 내생 다함께 성불하길 발원
화보로 보는

백중 방생대법회

삼각산 도선사는 지난 28일(음18, 지장재일) 강
화 보문사 인근 해변에서 주지 송산도서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무술년 백중
맞이 49일지장기도 및 천도재 회향‘백중방생대
법회’
를 봉행했다. 이날 방생법회에 동참한 불자
들은 천도공덕으로 금생에는 소원하는 일이 모
두 원만히 이루어지고, 내생에는 정토왕생하여
다함께 성불하기를 발원했다.

▲ 칠석맞이 7일 칠원성군기도 원만회향

▲ 사찰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삼각산 도선사는 지난 17일 대웅전 앞 특설법단에서 주지 송산도서 스님을 비
롯해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무술년 칠석맞이 7일 칠원성군기도를 원만회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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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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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