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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성역화 불사’진행
청담사리탑 재정비·신규 부도전 조성

도선사 종각 옆에 위치한 청담대종사 사
리탑 일대가 새롭게 정비된다. 삼각산 도선
사는 청담대종사 사리탑을 오르는 입구를
재정비하고 부도전을 신규 조성하는 성역
화불사를 시작했다.
이번 도선사 성역화불사를 통해 청담대종
사의 부도전 축대 보강정비 및 사적비 이전,
그리고 청담문도회 문장 진불장 혜성대종
사와 조실 경하현성 대선사의 부도탑을 조
성해 봉안하게 된다.
부도전 축대보강 공사 위치는 청담대종사
석상 및 도선사 사적비 봉안단 일대이며, 이
후 도선사 사적비는 범종각 옆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또한 청담대종사 사리탑을 오르
는 하단에 신규로 조성되는 부도전에는 최
근 입적하신 청담문도회 문장 진불장 혜성
대종사와 조실 경하현성 대선사의 부도탑
을 조성해 봉안하며, 2019년 1월말 모든 불
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천왕문 근처에는 도선사에 주석
하셨던 선사들의 부도탑이 모셔져 있는데,
이 부도탑 역시 이번 불사를 계기로 새 부도
전에 봉안할 계획이다.

“큰스님 원력 거울삼아 더욱 정진”
청담대종사 열반 47주기 추모다례 봉행
삼각산 도선사 중흥조이시며 불
교정화운동의 주역이셨던 청담 대
종사(1902~1971)의 삶과 사상을
기리는 추모재가 열렸다.
삼각산 도선사는 지난 15일 호
국참회원 3층 강당에서‘청담 대
종사 열반 47주기 추모다례’
를봉
행했다. 이날 추모다례에는 청담
문도회 스님들과 후학 등 사부대
중이 참석하여 청담스님의 가르침
을 되새기며 문중의 화합을 도모
하였다.
열반 47주기 추모다례는 오전

11시 명종을 시작으로, 죽비삼배,
성혜 스님의 청담대종사 행장 소
개, 도선사합창단의 추모의 노래,
상좌 및 내빈들의 헌화, 반야심경
봉독, 회주 혜암동광 스님의 문도
대표 인사말, 주지 송산도서 스님
의 인사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회주 혜암동광 스님은 문도를
대표해“은사 스님이 열반하신 지
어느덧 47년이 지났다. 요즘 한반
도에 평화의 기운이 가득하다. 은
사 스님께서는 생전에 최전방의
군부대를 직접 다니시며 한반도의

평화를 강조하셨다”
며“우리 후학
들은 부처님 법대로 살기 위해 끝
없이 희생하셨고, 자비의 보살이
신 큰스님의 원력을 거울삼아 더
욱 정진하자”
고 추모했다.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큰스님
의 삶과 사상을 기리는 오늘 추모
다례에 귀한 걸음을 해 주신 스님
들과 불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앞으로 남은 임기동
안 큰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고 문
중 어르신들의 뜻을 살펴 기도와
수행 전법과 교화에 최선의 노력
을 다하겠다”
고 감사의 인사를 전
했다.〈관련화보 8면〉

(冬至) 불공기도
불공기도
무술년 동지
동지(冬至)
무술년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동지는 일년 가운데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어 음(陰)이 극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날을
계기로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여 양(陽)의 기운이 싹트는 시점으로 여겨 새해의 시작으
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절에서는 양(陽)을 상징하는 팥으로 불공을 드린 후 팥죽을
쑤어서 나누어 먹음으로서 음(陰)의 속성을 가진 역귀나 잡귀를 물리친다는 의미로 동지기
도를 합니다. 삼각산 도선사에서도 동지맞이 불공기도를 봉행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선근
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입재 : 12월 20일(목, 음 11.14) 회향 : 12월 22일(토, 음 11.16)
※ 동짓날부터 2019년도 달력 배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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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학업성취기원 77일기도

기해년 새해소망등(燈) 불사

11월 22일(목) 낮 12시 30분, 석불전서 입재식 봉행

삼각산 도선사는 2019년 기해년을 앞두고 지난 8
일(목, 음력 10월 초하루)‘새해소망의 등’불사를
입재했다.‘새해소망의 등’
은 입재한 날부터 100일
동안 도선사 경내를 장엄하게 된다.
누구나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즈음이면 지난 시간
을 돌아보고 후회하거나 반성하면서 새해에는 지금
보다 나은 무언가를 바라고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세운다. 새해를 앞두고 세우는 서원을 등으로 밝히
는 것은 어두운 세상(어리석음)에서 밝은 세상(지
혜)으로 나가겠다는 다짐이자 지혜의 눈을 얻고자
하는 기도다.
이처럼 소망등을 켜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가리
고 있는 무명 속의 어둠을 밝히고, 모든 생명의 행
복을 기원하는 의미이다.

삼각산 도선사는 오는 11월 22
일(목요일) 석불전에서 2019학년
도 대학입시 학업성취기원 77일
기도 입재식을 봉행한다. 회향은
내년 2월 6일(수요일)이다.

올해 대입수능시험은 오는 11
월 15일 치러진다. 이날 수능시
험은 끝나지만 아직 진학할 대학
을 결정해야 하는 어렵고 힘든 과
정이 남아 있다. 최종 합격을 위

한 가장 중요한 관문인 셈이다.
수험생과 가족들에게 중요한 이
시기에 도선사는 대입수능 이후
수험생들의 원만합격을 기원하
는 의미에서 77일 특별기도를 봉
행한다.
이와관련 주지 송산도서 스님
은“부모들이 지금까지 아이들의
든든한 후원자와 보호자가 되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었다
면, 이제는 희망하는 대학교에 합
격하는 순간까지 아이들을 위해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만 남아 있
다”
며 학업성취기원 기도에 동참
을 당부했다.

개인의 참회·각오 담아 경내 장엄

KEB 하나 도선사49재 신탁
미리 준비하는‘49재’

동지맞아 3일 간 특별기도 봉행
무병장수 기원, 동지 時 07시 23분
올해 동지는 양력 12월 22일
(토요일, 음 11.16)이다. 도선사는
오는 12월 20일부터 3일 간 동지
불공기도를 봉행한다.
올해 동지 시(時)는 07시 23분
이다. 이 시간을 기점으로 낮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작은설이
라 부른다.
이러한 동지를 맞아 도선사에
서는 그 동안 업장과 죄업을 소멸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준
비하는 의미에서 해마다 동지특
별기도를 봉행한다.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도선사
불자들은 동지불공기도에 지성

으로 동참해 스스로 화를 불러들
이는 어리석은 일을 사전에 막아
야 한다”
며“복을 짓는 생활을 함
으로써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웃에게도 복을 선사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고 강조했다.
동지는 24절기 가운데 하나로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1인 1등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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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짧은 날이다. 지극한 동절이
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과 사찰에서는 매서
운 추위로 힘든 동지에 팥죽을 쑤
어 먹으며,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작은설을 축하했다. 때문에 이날
올리는 동지 팥죽은 묵은해를 보
내고 새해를 맞아 재앙을 멀리하
고 복을 구하는 원화소복의 의미
가 담겨 있다. 이렇게 동지는 부
처님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지난
해를 참회하면서 소원을 빌어 복
을 짓는 날이다.
한편 도선사는 이날부터 도선
사를 참배하는 신도들에게 동지
팥죽과 기해년 새해 달력을 보시
할 예정이다.

삼각산 도선사는 KEB 하나은행과 협약을 맺고
‘KEB 하나 도선사49재 신탁’상품을 출시했다.
이 신탁은 49재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KEB 하
나은행에 신탁하면, 유고 발생시 은행에서 신탁금
을 49재 비용으로 도선사에 지급하는 상품이다.
즉, 신탁 계약서상에 도선사를 귀속 권리자로 명
시했기 때문에 위탁자 사망 시, 신탁한 자산은 별도
로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은행에서 도선사로 지급
되며, 도선사는 그 금액으로 위탁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49재를 진행하게 된다.
‘도선사49재 신탁’상품은 △기본형-49재 진행
비, 영구위패 봉안 △기본추가형-49재 진행비, 영
구위패 봉안, 3년 기일제, 스님 6인의《금강경》독
경 △VIP형-49재 진행비(바라·살풀이·법문 포
함), 영구위패 봉안, 장례식장 스님 시다림, 3년 기
일제, 3년 회향 천도재 등이다.
‘도선사49재 신탁’
은 최초 1만원 이상부터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추가 입금과 일부 인출이 가
능하고, 별도 수수료 없이 해지도 가능하다.
49재 전용상담 : (02)993-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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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보살님 가피로 좋은 성적 얻길”

피안으로 가는 길

주관의 눈을 감고
객관의 눈을 떠라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합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기 마련
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동하기는 정말 쉽지 않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반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에
게 관대하고, 타인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내가 하면 선물이고, 남이 하면
뇌물’
,‘내가 하면 투자이고, 남이 하면 투기’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합니다.
1971년 사회심리학자 리처드 니스벳과 에드워드
존슨은 논문을 통해 인간의 이런 이중적 논리를
‘행위자-관찰자 편향’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의 주장을 부연하면‘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관찰하
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을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
고, 관찰자는 행위자를 잘 볼 수 있으므로 그 자신
에게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는 겁니다.
이 문제는 불교적으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
다. 우리는‘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의 누군가가 돌연
사를 했다고 하면 안타까운 생각은 하지만, 큰 거부
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반면, 내 가족이 돌연사를
했다면 그때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며 쉽게 수긍하
지 않으려 할 겁니다. 이 역시 행위자와 관찰자의
입장차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주관적 시선
으로 보느냐? 객관적 시선으로 보느냐?의 문제라고
도 말할 수 있습니다.
보살은 나의 고통과 타인의 고통에 차별을 두지
않는 단계를 말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고, 나의
고통만큼의 연민을 느끼고, 그에 상응하는 자비심
을 실천하는 건 불자가 지향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도선사 불자 모두 주관과 객관의 간극을 좁히기 위
해 항상 노력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회주 혜암동광 큰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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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음전원불
관음전원불
봉안불사
봉안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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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송산도서 스님의

지·상 ·법·문

학업성취
100일기도 회향
도선사 불자 여러분! 자연의 섭리는 거스를 수 없
는 것인가 봅니다. 입동이 지나고 나니, 아침저녁으
로 제법 추워졌습니다. 도선사 불자님 모두 금년 겨
울도 아프지 말고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 때가 되면 통과의례처럼 치러야 하는 일
이 있습니다. 바로 대입 수능시험입니다. 수험생 자
녀를 두지 않은 분들은 실감하지 못하시겠지만, 대
입 수험생을 두신 학부모님들은 하루하루 피를 말
리는 때가 바로 이 기간입니다.
도선사 석불전 마애부처님 앞에서 폭염의 여름부
터 땀과 정성으로 자녀들이 희망대학에 합격의 영
광이 있도록 하기 위해 학업성취 100일기도를 올렸
습니다. 부디 100일 동안 치성기도를 하신 분들마
다 부처님의 가피 속에 문수보살님과 보현보살님의
보살핌을 받아, 모두 좋은 성적으로 지원하는 대학
에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 어른들께서는“마음이 하는 것을 몸도 따라서
하게 하라.”
고 하셨습니다. 매사에 마음은 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는 것을 몸이
하게하고, 몸이 하였다면 마음은 분명히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조국사께서는《수심결(修心訣)》
에서 다음과 같
이 말씀하셨습니다.“돈오수동불(頓悟雖同佛)이나
다생습기심(多生習氣深)이오, 풍정파상용(風靜波尙
湧)하고 이현념유침(굊顯念猶侵)이라, 한 생각 단번
에 깨닫는 것은 비록 부처님과 같지만, 다겁생에 익
혀 온 습관은 그 뿌리가 너무도 깊음이로다. 바람은
고요하지만 파도는 오히려 높이 솟아오르고, 이치
는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지가지
경계에 침범을 당하는구나.”
이 말은 마음은 비록 부처님과 같지만 말이나 행
동은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입으로는 큰 소리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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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 정작 몸은 그 말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술에 도가 있는가? 음식에 도가 있는가? 몸에
도가 있는가? 굳이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큰소리를 치지만 현실경계에 부딪치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입으로만 떠들면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
들을 향해 옛 선사스님들은“마치 인분으로 향을
만들어 피우면서 좋은 향기가 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고 하셨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때의 공부로는 아무
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공부는 하루아침
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내생으로 이
어지는 것이 공부입니다. 전생에 공부를 하지 않았
던 사람이 금생에 공부를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습
니다. 이 사람은 전생에 공부를 했던 사람보다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그 사람과 비슷하게 됩니다.
잔이 넘친다는 뜻의‘남상(걃觴)’
이라는 말이 있
습니다. 한강의 거대한 물줄기도 그 근원을 거슬러
서 올라가면 잔이 넘치는 정의 물에 불과합니다. 그
러나 그 물이 쉬지 않고 흐르면 강이 되고, 마침내
바다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원천불식해
천귀(源泉不息海天歸)’
입니다. 근원의 샘물이 멈추
지 않고 계속해서 흐른다면 마침내는 바다에 도달
하게 됩니다. 즉, 공부의 왕도는 쉬지 않고 매일매
일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기본조건은 정성을
들여서 계속하는 것입니다. 정성이 깃들지 않으면
계속할 수 없고, 계속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이루
어지지 않습니다.‘심성칙령(心誠則靈)’
이라고 했습
니다. 마음이 정성스러우면 결과가 신령스럽게 이루
어진다는 말입니다. 정성이 깊으면 외풍에 흔들림이
없으며, 흔들림이 없으면 안정(定)이 이루어지며, 안
정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가 원만해집니다.
도선사 수험생들은 이번 수능시험뿐 아니라, 모
든 일을 함에 있어서 정성을 다해 끊임없이 노력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처님 전에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금년 도선사
수험생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 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사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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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

도선사 3/4분기 재정 현황

산하시설 소식

삼각산 도선사는 2018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3/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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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분기 결산

예산대비율

분류(관)

2018년 예산

일반 수입

1,006,000,000

341,261,180

34%

법요행사비

불공 수입

6,259,400,000

1,498,384,020

24%

소임공제 및 보시

법요ㆍ행사 수입

3/4분기 결산

예산대비율

561,000,000

111,667,500

20%

2,633,000,000

417,875,040

16%
31%

1,090,000,000

4,640,000

0%

관리운영비

1,392,600,000

425,302,804

교육연수 수입

-

-

-

분 담 금

1,331,000,000

-

0%

문화재입장료 수입

-

-

-

자산취득비

138,000,000

117,063,935

85%

294,850,000

169,933,244

58%

일반사업비

125,000,000

38,938,740

31%

교무금 수입

기타 수입

7,870,000

1,000,000

13%

목적사업비

1,779,100,000

466,857,433

26%

차 입 금

-

-

-

성보관리비

129,000,000

29,700,000

23%

15,030,000

-

0%

기타지출

231,450,000

79,173,780

34%

특별회계전출금

120,000,000

319,465,690

266%

차입금상환

-

-

-

대 여 금

-

-

-

반 환 금

-

-

-

예 비 비

200,000,000

-

0%

전년도 이월금

차년도이월금

합계

8,673,150,000

합계

2,015,218,444 23.24%

33,000,000

-

0%

8,673,150,000

2,006,044,922

23%

분류(관)

지 출

예산
3/4분기 결산
대비율

2018년 예산

전입금

분류(관)

2018년 예산

예산
대비율

3/4분기 결산

이월금

대웅전
개금·단청

720,000,000

200,000

0%

-

대웅전
개금·단청

720,000,000

4,997

0%

4,997

십이지신전
촛대

50,000,000

-

-

-

십이지신전
촛대

50,000,000

7,139

0%

7,139

영구위패

150,120,000

54,270,000 36%

-

영구위패

150,120,000

894,266

1%

-

-

국유지매입

1,039,700,000

31,817,380

3%

-

-

98,302,000

-

-

국유지매입

1,039,700,000

3,040,000

0%

석불전
엘리베이터공사

-

150,000,000

-

신도대기소
증축

-

284,710,546

- 284,710,546

신도대기소
증축

-

266,465,690

-

-

원주포교당
불사

-

23,000,000

- 23,000,000

원주포교당
불사

-

23,000,000

-

-

1,959,820,000

420,491,472

21%

12,136

합계

1,959,820,000

515,220,546 26%

석불전
엘리베이터공사

합계

307,710,546

청담사회복지관은 지난 10월 28일 파주 감악산으로 자원
봉사자 나들이를 다녀왔다. 자원봉사자들은 가을단풍을
만끽하며 나눔과 봉사를 함께하는 보람을 공유하며 앞으
로의 활기찬 활동을 약속했다.

청담사회복지관 세대공감 어울림 축제
청담사회복지관은 지난 3일‘모두모아 봄봄’세대공감 어
울림 축제를 진행했다.‘모두모아 봄봄’
은 세대 간의 공감
과 소통을 위해 청담사회복지관이 운영하고 있는 서로잇
기사업이다.

■ 불사 특별회계 수입 / 지출 보고
수 입

청담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나들이

‘자비나눔 쌀’지원현황
(2018년 10월 1일~31일)
단위:포(40kg 기준)

■ 적립금 특별회계 수입 / 지출 보고
수 입
분류(관)

2018년 예산

지 출

예산
3/4분기 결산
전년도 이월금
대비율

청담문화기금

480,430,000

30,048,444

퇴직적립금

344,550,000

36,000,000 10% 200,458,438

6% 360,314,611

합계

824,980,000

66,048,444

분류(관)

2018년 예산

3/4분기 결산

이월금

청담문화기금

480,430,000

0%

-

퇴 직 금

344,550,000

68,484,833 20%

-

합계

824,980,000

68,484,833

-

8% 560,773,049

-

예산
대비율

8%

음력 11월

(現)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 재심호계위원
(前)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 주지

초하루 신중기도

대련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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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7일(금요일)
•회향 : 12월 9일(일요일)

12월 7일(음 11월 초하루) 사시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교 리

제1687호

살아 있을 때 인생을 반추하자
내 삶에 대한 평가
신문을 보면 부고
(訃告)란이 있습니다.
이 코너는 누군가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
에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보다 비중 있는 저명인사의
경우는 부고와 함께 그의 삶을 조명하
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삶의 궤적을 객
관적으로 평한다는 건, 본인 입장에서
영광스러울 수도 있지만 상당히 부담스
러운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만약 도선사 불자여러분에게 이런 상
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
으로 평가받고 싶으신가요?
두 달 전, 그리스 영화의 거장인 코스
타 가브라스의 부고가 AP통신 등 여러
매체에 실렸다가 가짜 뉴스로 알려져
취소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이
탈리아 기자가 가짜뉴스를 만들어냈다
고 하는데 부고 소동에 휩싸인 당사자
는 언론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을지
무척 궁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 200년 전 독일의 작곡가 베버는
자신에 대한 나쁜 평판이 세상에 퍼지
고 있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묘안이 자신의 부고였습니다.
신문에 부고가 실리자 조문객이 찾아왔
고, 조의문도 답지했습니다. 그의 음악
에 대해 비난하던 사람들도‘천재적인
작곡가의 죽음’
이라고 입을 모아 애도
했다지요. 그는 자신에 대한 세간의 평
가에 흐뭇했다고 전합니다.
노벨상 창립자 알프레드 노벨이 재산
을 출연해 노벨재단을 세우게 된 이유

깨달음의 노래

도 신문에 잘못 실린 자신의 부고 기사
때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노벨은 광산용 다이너마이트를 비롯
해 350여 개의 발명 특허를 갖고 있어
서 엄청난 부(富)를 쌓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형이 사망했는데, 프랑스 한 신
문이 잘못 알고‘죽음의 상인이 사망했
다’
는 제목 아래“알프레드는 더 많은
사람을 빨리 죽이는 방법을 찾아내 돈
을 모았다.”
고 그의 삶을 평해 놓았다고
하지요. 그 오보 기사를 본 노벨이 마음
을 바꾸어 인류를 위해 큰 업적을 남긴
이들을 위한 상을 제정하게 됐다고 합
니다.
도선사 불자여러분, 여러분의 부고를
듣고 지인들은 당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할까요? 탐욕스러웠다고 말할까
요? 자비로웠다고 말할까요? 장례식장
에 조문을 와서 어떤 주제가 되었든 당
신과의 추억이나 당신의 과거 행적에
대해 설왕설래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당
신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으십니
까? 임종이 가까워질 때 인생을 반추하
면 이미 늦고 맙니다. 건강하게 살고 있
을 때 자신의 인생을 반추해볼 수 있어
야 합니다.
《삼국유사》
에 나오는‘조신의 꿈’
이
한 스님이 꿈속에서 욕망에 빠져 허우
적대다가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는 이야
기라면, 서포 김만중이 1687년 지은
《구운몽》역시 우리가 집착하며 살아가
는 인생이 알고 보면 한 바탕의 꿈이라
는 걸 일깨워줍니다.
이런 꿈이 계기가 돼 자신의 삶의 방
향을 올바르게 잡아간다면 그 또한 좋
겠지만, 그런 행운이 찾아오지 않는다
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서 삶의 방향과 의미를 바르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교무국장 도권 스님

사람이 죽은 지 49일째에 좋은 곳에 태어나길 기원하며 거행하는 의식
인 49재는 죽은 날을 1일로 하여 7일 마다 7번 불공 의식을 지내는 것
을 의미합니다. 그 사이에 죽은 자의 공덕이 심판을 받고, 그에 따라 내
세가 확정되므로 더 좋은 내세를 위해 지내는 의식입니다.
도선사는 KEB 하나은행과 협약을 맺고‘KEB 하나 도선사49재 신탁’
상품을 운용하여, 불자님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사후 49재 대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불기 2562년 11월 15일(음 10. 8)

道我元無我
道心元無心
唯此無我法
相契無我心

백운수단(白雲守端)

도에는 나라고 하는 나가 원래 없고
도에는 마음이란 마음이 원래 없네.
오직 이 나라고 함도 없는 법으로
나라고 함이 없는 마음과 하나가 되네.

백운수단(白雲守端, 1025~1072) 선사는 후난성(湖南겛) 형양(衡陽) 출신
으로, 속성은 주(周) 또는 갈(葛)이다. 어려서 책을 읽어 문장을 잘 지었으
나 부끄러움이 많았다. 스물넷에 다릉울(茶겓鬱)선사에게 출가해 구족계
를 받았다.
방회(方會) 선사가 양기산에서 운개산(雲蓋山)으로 옮겼을 무렵, 수단 스
님이 스님을 찾아갔다. 어느 섣달 그믐날, 갑자기 방회 선사가 물었다.
“스님의 삭발 은사는 누구신가?”
“다릉(굮겓)의 인욱(仁郁) 화상이십니다.”
“그분이 개울을 건너다 깨닫고 지은 게송이 매우 훌륭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게송을 기억하고 있는가?”
수단 스님이 즉석에서 그 게송을 읊었다. 그런데 게송을 다 들은 방회선
사가 크게 웃다가 나가버렸다. 수단 스님은 멍하니 방회선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절 밖에서 들려오는 징과 북소리에 밖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두 무당이 춤을 추며 우스갯소리와 동작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모
습을 보며 즐거워했다. 다음날 아침, 수단스님은 일찍 일어나서 양기방회
선사를 찾아가 예를 드리고 물었다.
“어제 무슨 일로 제 대답을 듣고 웃으셨습니까?”
“다릉울 선사의 오도송은 천하에 잘 알려져 있는데 설마 내가 그것을 모
르고 있었겠는가? 그대는 마땅히 그대 자신의 게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왜 깨우쳐 말씀해주시지 않고 웃기만 하셨습니까?”
“그대는 어제 무당들이 춤추는 것을 보았는가?”
“예, 보았습니다.”
“그대는 그들에 비해서도 한참 떨어진다.”
얼굴이 붉어진 수단스님이 다시 묻는다.
“무슨 뜻입니까?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들은 사람들이 웃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대는 사람들이 웃는 것을 두
려워하고 있다.”
이때 수단 스님은 마치 봄바람이 부는 것처럼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바
로 생각이 끊어져 깨치게 되었다.
수단 스님은 이후 몇 해 동안 양기선사의 시자를 지낸 뒤 스물여덟 살 되
던 해에 강주(江州)에 있는 승천사(承天寺) 주지가 되었고, 후에 서주(舒州)
에 있는 백운원(白雲院)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그를 백운
수단(白雲守端) 선사라 부르기 시작했다.
위 게송은 오조법연(五祖法演) 선사에게 전한 전법게다.

49재 상품 안내
▶기본형
49재 진행비, 영구위패 봉안
▶기본+추가형
49재 진행비, 영구위패 봉안, 3년 기일제, 스님 6명 금강경 독경
▶VIP형(기본+추가형+영산재)
49재 진행비(바라, 살풀이, 법문 포함), 영구위패 봉안,
스님 장례식장 시다림, 3년 기일제, 3년 회향 천도재
※유고 시 49재상품 잔액이 부족할 경우, 상주분께서 금액 추가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단, 추가금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품 잔액에 따라 진행합니다)
가입금액 및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도선사 49재 전용상담 : ☎ (02) 993-3165

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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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뉴스
*석불전 원불·평생인등 불사
소구소망 성취 기원
도선사는 석불전 원불을 모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형상을 그대로 축소한
석불전 원불(願佛)과 평생인등 봉안 불사를
모연하고 있다.
도선사 석불전은 오래전부터 일심(一心)으
로 기도하면‘한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준
다’
는 영험있는 기도처로 널리 알려져 있
다. 영험높은 석불전 원불에 불을 밝혀 간절
한 소구소망을 기원하고 성취토록 하는 불
사이다. 문의: 종무소.

*음11월 초하루 큰스님 초청법회
12월 7일(금), 대련진우 큰스님 법문
도선사는 오는 12월 7일(금요일) 음력 11월
초하루를 맞아 대련진우 큰스님을 모시고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초하루 법회는 대웅전 특설법단에서 오전 9
시 30분부터 봉행되며, 초청법사인 대련진
우 큰스님은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 재심호계위원이다.

*매월 2·4주 토, 새신도 교육
오후 1시 선묵당, 무료로 진행
도선사는 매월 둘째·넷째주 토요일‘새신
도 교육’
을 진행하고 있다.
새신도 교육은 △삼보·삼귀의·오계 등
신앙대상에 대한 교육 △절하는 법·합
장·차수·향과 초 꽂는 법·도량에서의
예절 등 기본예절 교육 △각종 법회와 일상
기도 안내 △불교 기본교육 과정 및 천수경
반, 불교문화반 등 각종 교육프로 그램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불
자님들은 종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장소 : 선묵당, 시간 : 오후 1시~2시)

“오랜 정성,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
2019학년도 수능100일기도 회향
2019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 둔 지난
14일, 도선사 석불전에서는 수능 100일기도 회향 법
회가 열렸다.
지난 8월 8일 입재 후, 100일 동안 수험생 자녀를
위해 하루하루 간절한 기도를 올려온 불자들은 수능
을 하루 앞둔 이날, 석불전 부처님 앞에서 떨리는 마
음과 긴장을 내려놓고 자녀들이 최선의 결실을 맺길
기원하며 정성어린 기도를 올렸다.

육자주·입춘부
삼재부·교통부·재수부
2019년(기해년)

육자주(괯字呪) 및 입춘부(굤春符)
종무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삼재팔난과 사백사병의 재액을 미리 막고, 소
원을 성취시켜주며 행운을 안겨주는 기해년
육자주·입춘부·삼재부·교통부·재수부를
종무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도님들께서는 다함께 호지하셔서 만일에
있을 삼재팔난을 소멸하시고 희망의 새해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이 세상 모든 일들이 성취
되는 기본조건은 정성을 들여서 계속하는 것이니, 정
성이 깃들지 않으면 계속할 수 없고, 계속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며“지난여름 유난
히 뜨거웠던 폭염에도 100일 동안 치성기도를 한 만
큼 부처님의 가피 속에 문수보살님과 보현보살님의
보살핌을 받아 모두 좋은 성적으로 지원하는 대학에
반드시 합격하기를 바란다”
고 축원했다.
도선사는 이날 100일 기도를 회향한 불자들에게
합격의 기원을 담은 합장주와 참쌀떡, 볼펜을 나눠주
며 수험생 자녀들의 좋은 결과를 함께 염원했다.

도선사 청담대종사 사리탑 일대 성역화

부도전 부도탑 조성 불사
삼각산 도선사는 종각 옆 청담대종사 사리탑 일대를 새롭게 조성하는
성역화 불사를 시작합니다. 성역화 불사는 청담대종사의 부도전 축대
보강정비 및 사적비 이전, 그리고 청담문도회 문장 진불장 혜성대종사
와 조실 경하현성 대선사의 부도탑을 조성해 봉안하게 됩니다.
이에 도선사는 부도전 부도탑 조성 불사 모연을 시작하오니 신도님들
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모연금액 상관없이 십시일반으로도 동참가능합니다】
※
※ 설판
설판 :: 1인당
1인당 100만원
100만원 // 특설판
특설판 :: 1,000만원
1,000만원 이상
이상 ※
※
(설판
(설판 시주자는
시주자는 공덕비에
공덕비에 이름을
이름을 새겨드립니다)
새겨드립니다)
화주실
및
종무소(☎993-3161~3)
동참문의
동참문의
화주실
종무소(☎993-3161~3)
및
화주실및
종무소(☎993-3161~3)
동참문의
동참문의::::: 화주실
및종무소(☎993-3161~3)
동참문의
화주실
종무소(☎993-3161~3)
화주실
및
종무소(☎993-3161~3)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법 공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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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산 도선사
찾아오시는 길
*달

력 보 시 합창단, 총신도회, 문수현, 문지원, 문준성, 김인숙, 김선미, 김우재, 김선정, 김진수, 김태언, 김재훈,
임현주, 김영덕, 양중식, 양호준, 김현숙, 김민준, 윤현지, 김성은, 이을용, 안기초, 송삼여, 전흥배, 김남이, 전강민, 호윤기,
오금희, 박종남, 윤진희, 이형수, 김효숙, 송순용, 김정수, 손종헌, 김정준, 진은이, 이지나, 조봉숙, 김영수, 오희철, 오희규,
김정숙, 오재진, 오유나, 이승기, 오윤정, 이예솔, 이윤후, 간종석, 정현순, 간세연, 간도연, 고성희, 유영미, 윤병태, 배해용,
엄화자, 박서하, 김보금, 엄국산, 김진헌, 청법심, 김세연, 김상연, 진은이, 이지나, 조봉숙, 정용운, 정정준, 마찬심, 정용운,
정혜리, 박종남, 박원길, 지순자, 서동화, 조계인, 정영순, 김도연
*부

도 전
정상영합장, 이정한, 민경란, 홍성규, 이태섭, 총신도회, 이시혁, 성낙정, 이성배, 이은영, 하익수, 이은주,
송기찬, 이은진, 이군종, 이다연, 송새별, 송용현, 하민지, 무이스님, 김필예, 김종우, 성기섭, 곽윤아, 성지연, 성진현, 대각심,
정봉길, 김천석, 김석오, 조해영, 김미겸, 이디야, 김천석, 김민수, 김혜란, 이길호, 김제섭, 김맹곤, 박두레, 손병진, 정정모,
정준현, 권천식, 여해자, 신재인, 장현오, 강복순, 장승용, 장균용, 박선호, 이주원, 김복순, 이두용
*다

례 제

김정순, 진현, 진은이, 진하영, 김태영, 진하숙, 김민선, 권용진, 김윤희, 김학노, 김래현, 김정훈, 권재우

*설

판 기 도 손준익, 고혜숙, 손종호, 김요근, 김흥용, 김규상, 황순희, 김용해, 추옥란, 이의원, 탁윤호, 이문호, 이주연,
김동현, 최성욱, 김용수, 최동철, 이정숙, 최용대, 정성현, 최영권, 김일숙, 김택수, 김선학, 곽복남, 천장명, 김종희, 박찬화,
장순자, 지승민, 김창운, 송안호, 김태완, 정현수, 김정순, 오만수, 이만영, 강대용, 서문기철, 배기남, 정인준, 김양배, 정용규,
김광석, 박해조, 양진영, 신덕례, 정영숙, 임계향, 김종영, 이동희, 김창식, 류한진, 양일환, 박암일, 손강수, 배정하, 서동수,
전성우, 이가은, 김상기, 조복순, 방혜경, 정재훈, 엄기옥, 정예영
*보

탑 이승우, 김태현, 오은혜, 오지혜, 이슬기, 한순희, 박흥용, 박범훈, 김정운, 정석원, 정승원, 정주원, 한동숙,
조현순, 이상연, 김영지, 김경민, 원종혁, 권재은, 원남희, 김길동, 권재우, 정재현, 조미경, 김은덕, 권만용, 김영희, 권민규
*콩

팥 보 시 안천석, 이영규, 안한수, 박선영, 안문수, 합창단, 천주연, 최창권, 엄영애, 이명수, 이정옥, 이길석, 이태경,
김금주, 박병훈, 민성은, 합창단, 김영곤, 이영순, 김이겸, 이승민(재준), 신판수, 최봉묵, 윤동화, 양판섭, 김보민, 박옥분,
김흥영, 최상준, 원동인, 김택수, 전성우, 박범선, 박성렬, 조은자, 이양훈, 김효근, 유병권, 김정순, 이재영, 안의수, 김치구,
박희석, 김용길, 김훈태, 이경덕, 이경덕, 서강수, 김태식, 박정도, 조세흠, 김형래, 허은식, 안종우, 이은정, 김현지, 김성웅,
허유회, 정방수, 강경자, 강남일, 이해광, 장세호, 이한숙, 추도심, 정용규, 이갑표, 정인환, 문인택, 김대현, 유창영, 정채엽,
양영태, 박종민, 전금식, 고우진, 강호문, 조세호, 정호순, 최동철, 원형주, 박화재, 정일호, 이판술, 김종대, 이인병, 전수진,
이상훈, 서성민, 박양화, 박형우, 강순자, 신용섭, 김태성, 소영균, 최정호, 지완구, 김인섭, 김우섭, 편효범, 김영철, 박용태,
김수혁, 노연장, 최병수, 유명모, 이재영, 동기창, 문동재, 최의순, 김태두, 양양옥, 전해창, 유부근, 김민수, 백명자, 김용철,
이승민(재준), 정선녀, 장용성, 김신옥, 유종문, 유명일
*원

불 주정숙, 김은정, 이도일, 김지선, 김지현, 하태욱, 하태경, 하동훈, 심재금, 김희년, 최차식, 이진호, 오동건,
이재상, 김종섭, 정일범, 권정수, 권기수, 권성수, 박흥섭, 김금순, 박수빈, 이용직, 이유진, 권희수, 손세진, 손세욱, 나득수,
기재훈, 송덕진, 김정민, 박순동, 박지연, 김재훈, 허수정, 허윤석, 신혜정, 최창한, 임세빈, 이달주, 최준혁, 지시우, 손차온
*독

불 공

*육

법

*찰

밥공양

*과

일

*각

종시주

양판섭, 홍은주, 양태규, 김수아, 이재영, 정선녀, 김제영
서자영, 오동건, 이은숙, 임준연, 신종생
정승용, 공혁제, 이강섭, 목영숙
김진헌, 김세연, 김상연, 박성분, 김건모, 김영미, 김건모, 원부용, 여종현
장원석, 조계인

2019년(기해년) 달력 설판

관음전 원불 모연 / 과일공양 / 꽃공양 / 부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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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기해년(己亥年)

【지하철 이용안내】
•경전철 : 북한산우이역(도선사입구)
2번 출구
(첫차-05:30, 막차-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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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0
05:30
06:00
06:30
06:45
07:00
07:25
07:45
08:00
08:15
08:30
08:45
09:00
09:15
09:30
09:45
10:00
10:15
10:30
10:45
11:00
11:15
11:30
11:45
12:00
12:15
12:30
12:45
13:00
점심시간
13:45
14:00
14:15
14:30
14:45
15:00
15:15
15:30
15:50
16:10
16:30
16:50
17:10
17:30
17:50
18:20
18:50
19:10
19:30
20:00
일요·공휴일, 초하루 등
큰 기도와 법회시 수시운행

삼재소멸 기도 일정

삼재팔난소멸 불공기도

•1차 불공 | 1월

다가오는 기해년(己亥年)을 맞아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삼재(三災)란 사람에게 닥치는 세 가지 재해로서 대삼재(大三災)와 소삼재(小三災)가 있습니다. 대삼재는 물
(水)과 불(火) 그리고 바람(風)의 재난을, 소삼재는 도병재(刀病災 : 서로 흉기로 찔러 죽이는 재난), 질병재(疾病
災 : 나쁜 질병에 의한 재난), 기근재(饑饉災 : 굶주림에 시달리는 재난)를 말합니다. 삼재는 들어오는 들삼재, 머무
르는 눌삼재, 나가는 날삼재라 하여 3년 간 재난이 든다고 합니다. 팔난(八難)이란 관재구설, 재산손실, 주색잡기,
사기도적, 비명횡사, 납치감금, 송사, 가정불화 등 여덟가지 고난을 말합니다. 기해년은 들삼재로 축(丑 소띠), 사
(巳 뱀띠), 유(酉 닭띠)가 해당됩니다.

•4차 불공 | 1월 20일 (일)

| 장 소 | 호국참회원 3층 강당

| 시 간 | 오전 9시 30분

※삼재팔난소멸 불공기도에 동참하실 분은 날짜를 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5일 (토)

•2차 불공 | 1월 12일 (토)
•3차 불공 | 1월 19일 (토)
•5차 불공 | 1월 26일 (토)
•6차 불공 | 1월 27일 (일)
•7차 불공 | 2월

9일 (토)

*기해년 들어오는 들삼재 띠*
축(丑 ⇦ 소 띠)
사(巳 ⇦ 뱀 띠)
유(酉 ⇦ 닭 띠)

불기 2562년 11월 15일(음 10. 8)

화 보

제1687호

미술대회서 도선사어린이 수상

청담대종사 열반 47주기 추모다례

홍담비 동상, 진수철 입선 영예
조계사가 개최한 어린이미
술대회에서 도선사 어린이
청소년법회 홍담비(동상)·
진수철(입선) 어린이가 수상
의 영예를 안았다.
조계사는 지난 4일 대웅
전 앞마당에서‘나는 화가
다’
라는 주제로 제8회 어린
홍담비 어린이
이미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날 미술대회에는 5세에서
13세 유치원 및 초등학교
어린이 465명이 참석했다.
주제는‘국화가 피어있는
조계사’
와‘부처님과 나’
였
다. 천진불 꼬마 화가들은
부모님, 할머니와 함께 앉아
국화 핀 조계사와 부처님을
진수철 어린이
화폭 위에 담았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오늘 미
술대회에서 네모난 도화지 위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예쁘게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응원했다.
한편 조계사 어린이밴드와 어린이합창단이 축하공
연을 펼쳤고, 버블쇼와 에어바운스 등 다양한 볼거리
와 놀이도 펼쳐졌다. 만발식당에서는 어린이들을 위
해 주먹밥과 떡볶이를 준비했다.

도선사는 지난 15일 청담대종사 열반 47주기 추모다례를 청담스
님이 생전에 건립한 호국참회원에서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청담 대종사는 일제강점기‘왜색불교’
에 맞서 한국불
교의 청정가풍을 복원한 1950년대 불교정화운동을 총지휘했다.
또한 제2대 종정을 비롯해 총무원장·중앙종회의장·장로원장
등의 요직을 거치며 정화운동의 결실로 탄생한 조계종단의 기반
을 닦았다. 특히 초인적인 수행과 자비를 실천한‘인욕보살’
로
서 오늘날까지 불자와 국민의 귀감이 되고 있다.

도
선
사

이
모
저
모

음력10월초하루지선큰스님법문

8일, 기해년 새해소망등 불사 입재

군고구마 및 군밤 판매

지난 8일 음력 10월 초하루를 맞아 제18교구 고
불총림 백양사 방장 학봉지선 스님을 초청 법문
을 듣는 큰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지난 8일 음력 10월 초하루를 맞아 기해년 새해
의 소원성취를 기원하며 등을 밝히는 새해소망
100일 등 불사 입재식을 봉행했다.

경내에 군고구마 및 군밤 부스가 마련돼 신도들
을 대상으로 판매 중이다. 판매수익금은 정월 대
보름 공양비로 전액 쓰여질 예정이다.

귀의삼보하옵고
삼각산 도선사에서는 2019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
의 합격을 기원하는‘대학입시 학업성취기원 77일기도’를 봉행합
니다. 수험생을 두신 신도님들께서는 동참하시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으로 합격의 영예를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입
•회
•시
•장

재
향
간
소

:
:
:
:

2018년 11월 22일(목, 음 10.15)
2019년 02월 06일(수, 음 01.02)
매일 낮 12시 30분
도선사 석불전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