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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도선사 삼천불 조성 모연
대웅전 및 극락전 외벽 장엄

도선사는 원주 동도선사 건립불사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현재 동도선사는 골조철근
작업이 한창이며, 내년 봄 완공예정이다. 도
선사는 동도선사 불사와 관련 삼천불 조성
불사를 발원하고 모연을 받고 있다.
동도선사 삼천불은 대웅전과 극락전을 비
롯해 세 개동의 건물 외관에 벽돌 모양으로
봉안할 예정이며, 각 소원불마다 불을 밝혀
장엄할 계획이다. 도선사는 동도선사 삼천
불 조성불사에 인연을 맺은 분들의 성명을
부처님 한 분 한 분에 새겨 그 공덕을 길이
길이 찬탄할 계획이다.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현대식 사찰의 모
티브가 될 동도선사 건립불사에 동참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수승한 일이 아닐 수 없
다”
며“특히 부처님과 인연이 있다 하더라
도 평생에 단 한 번 맺기 어려운 것이 부처
님 불사 인연이다”
고 신도님들의 신심어린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동도선사 삼천불 조성불사에 동참하
실 분은 종무소나 화주실로 문의하면 된다.
동참금은 1인1불 100만원이며, 소원불에 시
주자의 이름을 새겨준다.

“번성과 번영의 경자년 소망등 밝힙니다”
지난 28일, 2020년 새해소망등불사 입재
2020년 경자년(庚子年)을 밝힐 손 가득 든 도선사 신도는“어느덧
새해소망등 불사가 지난 28일부 10월도 끝나가고, 올해 남은 달이
터 시작됐다. 이날 입재한‘새해소 겨우 두 달 뿐이라는 사실이 실감
망 등’
은 앞으로 100일 동안 도선 나지 않지만 누구보다 먼저 새해
사 경내를 장엄하게 된다.
를 준비하고 싶은 마음에 새벽부
새해소망등 불사를 시작한 28일 터 일어나 절에 올 준비를 했다”
며
은 음력 10월 초하룻날과 맞물려 “가족들 이름의 등을 밝히며 내년
도선사는 이른 아침부터 신도들로 한 해도 건강히 평안하게 보낼 수
활기가 넘쳤다.
있기를 기원한다”
고 말했다.
접수를 마친 새해소망등을 두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내년 경

자년은‘쥐’
의 해로, 자(子)는‘번
식하다’
는 의미와 함께 번성과 번
영을 상징한다.”
며“2020년 새해
는 신도님들 가정이 행복한 가운
데 번성과 번영의 기운이 충만하
여 만사형통하기를 희망한다.”
고
기원했다.
한편, 2020년 새해소망등에 불
을 밝히는 점등식은 오는 12월 31
일(화), 2019년 마지막날 밤에 진
행된다.
〈관련 화보 8면〉

2020년 새해소망등불사 입재가 10월 28일 봉행된 가운데 등을 밝힌 불자들이 합장 발원하고 있다.

동도선사 삼천불 조성불사 모연
도선사는 원주 동도선사 새 법당 건립에 맞춰 전각 외벽에 삼천 분의 부처님을 조성하는‘삼천불
조성불사’를 발원하고 모연을 받습니다.
《불상조성공덕경》에 의하면,“부처님 조성불사의 인연을 맺은 사람은 다음 생에 가난한 집에 태
어나지 않고 전륜성왕 같은 왕족집안에 태어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태어나는 곳마다 업장이 소멸
되고 병고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과 인연이 있다하더라도 평생에 단 한 번 맺기 어려운 것이 부처님 불사 인연이라고 했습
니다. 이번 동도선사 삼천불 조성불사에 인연을 맺은 분들의 성명을 부처님 한 분 한 분에 새겨
공덕을 길이 찬탄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지극한 정성과 불심으로 삼천불 조성불사가 어려움 없이 회향되고, 그 공덕으
로 부처님의 가피로 지난 업장을 소멸하는 인연을 맺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동참금 : 1인 1불 100만원(시주자 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동참계좌:하나은행 211-910053-00905(대한불교조계종도선사) ▶문의:종무소(☎02-993-3161~3)

종 합

불기 2563년 10월 30일(음 10. 3)

대학입시 학업성취기원 77일기도
11월 21일(목요일) 낮 12시 30분, 석불전서 입재식 봉행
도선사는 오는 11월 21일(목,
음 10.25) 석불전에서 2020학년
도 대학입시 학업성취기원 77일
기도 입재식을 봉행한다. 회향은
내년 2월 5일(수, 음 1.12)이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
는 11월 14일 치러진다. 이날 수
능시험은 끝나지만 이후 진학할
대학을 결정해야 하는 어렵고 힘
든 과정이 남아 있다. 최종 합격
을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인 셈이
다. 수험생과 가족들에게 중요한
이 시기에 도선사는 수능시험 이
후 수험생들의 원만합격을 기원
하는 의미에서 77일 특별기도를
봉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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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대종사 열반 48주기 추모다례
11월 15일(금) 오전 11시, 호국참회원
도선사는 오는 11월 15일(금, 음
10.19) 오전 11시 호국참회원 3
층 강당에서 우리나라 불교정화
운동의 주역이셨던 청담대종사
(1902∼1971)의 삶과 사상을 기
리는 청담대종사 열반 48주기 추
모다례를 봉행한다.
도선사는 매년 큰스님의 기일
인 11월 15일 추모제를 열어 스
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문중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청담대종사는 일제강점기‘왜
색불교’
에 맞서 한국불교의 청정

가풍을 복원한 1950년대 불교정
화운동을 총지휘했다. 또한 제2
대 종정을 비롯해 총무원장·중
앙종회의장·장로원장 등의 요

직을 거치며 정화운동의 결실로
탄생한 조계종단의 기반을 닦았
다. 특히 초인적인 수행과 자비를
실천한‘인욕보살’로서 오늘날
까지 불자들은 물론 국민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 추모다
례를 앞두고“청담대종사께서 한
평생 수행한 것은 다름 아닌‘마
음’
이었다. 큰스님에게 있어 마
음이란 수행의 토대이자 수행의
대상이었고, 한평생 일관한 정화
불사의 내적 원동력도‘마음’
에
대한 깊은 성찰이었기에 이 같은
수행이 가능했다”
고 회고했다.

삼각산 도선사는 종무소 개·보수 불사를 위해 불자님들의 신심어린 모연
을 받습니다. 불교에서 종무소는 사찰의 종무행정과 포교 그리고 각종 기
도접수 등을 수행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도선사 종무소는 낙후되어 그동안 많은 불자
님들께서 불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종무소를 현대식으로 환경을 개선키로 하고 모연을 받습니다. 도선사
신도님들께서는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종무행정과 각종 기도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십시일반의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모연 금액 관계없이 십시일반 동참 가능합니다*
동참문의:화주실 및 종무소(☎02-993-3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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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도량‘서도선사’건립 추진
김포한강신도시 종교용지 매입
서부 신도시 도심전법도량 기대
도선사는 서울 서쪽의 대표 전법도량이 될‘제3
도량 건립’
을 추진한다. 강원도 원주 동도선사 건립
에 발맞춰 김포시 한강신도시 내에 있는 종교용지
매입을 확정짓고,‘서도선사’
를 건립하여 신도시
도심포교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김포 한강신도시 내에 건립하게 될 서도선사는
향후 한국사찰의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알림과 동시
에 비교적 젊은층 주거 비율이 높은 신도시의 특성
을 살려, 접근성이 쉽고 편안하게 부처님의 가르침
을 접할 수 있는 전법사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전
망이다.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여전히 불자 수는 감소하
고 있고, 특히 젊은층의 불자 수는 타종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것이 현실”
이라며“불교 신행의
기초를 다져 폭넓은 불교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초석
이 되도록 하겠다.”
고 포부를 전했다. 이어“불자님
들의 정성으로 서도선사가 도심포교의 중심 도량으
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불사 동참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도선사는 서도선사 건립을 위한‘땅 한
평 불사’
를 발원하고 모연을 받고 있다.
•문ㅇ의 : 종무소 및 화주실
•동참금 : 1인 땅 한 평 1백만원

매월 넷째주 토, 새신도 교육
오후 1시~3시 선묵당, 무료로 진행
도선사는‘새신도 교육’
을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실시하고 있다.
새신도 교육은 △삼보·삼귀의·오계 등 신앙대
상에 대한 교육 △절하는 법·합장·차수·향과 초
꽂는 법·도량에서의 예절 등 기본예절 교육 △각
종 법회와 일상 기도 안내 △불교 기본교육 과정 및
천수경반, 불교문화반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 소개
등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선묵당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
는 불자님들은 종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종무소 공사안내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로 기존 종무소를 폐쇄하고 다음과 같이 임시종무소를
운영합니다. 종무소 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웅전
대웅전
대웅전

•공사일정 :

8월 20일(화) ~ 11월 8일(금)
호국참회원
호국참회원
호국참회원

•임시종무소 장소 :

호국참회원 3층 입구 맞은편

임시종무소

법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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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주 혜암동광 큰스님의

피안으로 가는 길
정법(正法)의
길잡이 ②

본래 마음 깨달으면
대광명을 볼 것
자기에게 진실이 실리면 인격 완성의 열매를 볼
것이고, 그것이 이어져 가정에 진실하다면 화목과
평화와 사랑을 이룰 것이며, 사회에 진실하다면 성
실한 인물이라는 신용이 따를 것이고, 학문에 대해
진지하다면 가치 확립이라는 결과를 얻을 것이며,
국가에 대해 바른 인생관으로 긍정적인 진실을 보
인다면 애국의 알찬 결실을 얻어 나라가 태평하며,
인류 전체에 대해 아끼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다면
보살의 경지에 올라 설 것이며, 만물에 대해 진실된
본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면 부처님의 마음을 스
스로 얻어서 깨닫는 진정한 자유와 손잡는 대광명
(大光明)을 볼 것입니다.
이웃 간에 불화하고 단체 간에 반목(反目)하며, 종
교인들 간에 서로 이질적이다 하여 비방을 일삼는
경우는 스스로 진실을 멀리하고 질서를 깨뜨리는
파괴자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경우
를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고, 또 직접 당하기도 하였
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할 진실한
것이 아니므로, 우리 불자님들은 자비하신 부처님
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을 바로 인도하는 정법(正法)
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사명감으로 만민의 길
잡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箇箇聞知有死生 / 聞知何不早修궋
堂堂大道無人到 / 開眼明明入火坑
이것을 듣고 죽고 삶이 있음을 알지만
듣고 알면서도 왜 일찍 수행하지 않는가
당당하게 대도를 아는 사람이 없어
눈을 뜨고도 뻔한 불구덩이로 들어가네
-《석옥청공어록》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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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 넘어 수용해야 분별심 사라져
주지 송산도서 스님의

지·상 ·법·문
네 가지 분별심
[四相]
오늘은 분별심이 무엇이고, 어떻게 없앨 수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수행을 달리‘마
음공부’
라고 합니다. 마음은 사람의 의지대로 움직
여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사람의 의지대로 움직
이게 하는 공부가 곧 수행입니다. 마음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가 분별심입니다. 분
별심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을 나누고 구분
하려는 마음입니다. 뉴스를 보고‘옳다, 그르다’
를
생각하고, 사람을 보고‘똑똑하다, 어리석다’
는판
단을 하고, 작은 일에‘즐겁다, 괴롭다’
는 생각을 하
는 게 모두 분별심입니다.
실제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란 눈의 외국
인을 보면 신기해했고, 검은 피부의 외국인을 보면
멈칫 경계를 하곤 했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을 손가락질 했고, 장애인을 혐오스런 눈으로 봤으
며, 동남아국가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는 업신여겼습
니다. 이런 행위들도 모두 분별심에서 비롯됐습니
다. 한 때 논란이 됐던 재벌들의 갑질도 결국은 사
람에 대한 분별심입니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요, 명경 또한 대(臺)가
아니다. 본래 하나의 물건도 없는 것이니, 어디서
티끌이 일어나리오.[菩提本無樹, 明鏡亦非台. 本걐
無一物, 何處惹塵埃]”이 내용은 육조 혜능 스님이
스승으로부터 의발을 전해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유명한 게송입니다. 여기서‘본래 하나의 물건도 없
다’
는 말은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청정한 마
음 상태, 즉 분별하지 않는 본래면목을 의미합니다.
중생들의 어리석은 네 가지 분별심을‘사상(四
相)’
이라고 합니다. 첫째, 아상(我相)은 모든 일을 자
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잘 났고, 내 것
만 좋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둘째, 인상(人相)은
우주만물 중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마

음입니다. 셋째, 중생상(衆生相)은 스스로를 중생으
로 낮춰 생각해 해탈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려는 마
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수자상(壽者相)은 자신
의 지위나 학벌이 높다며 다른 사람과 구분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 중생이 부처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분별심 때문입니다.
도선사 불자여러분, 분별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어떤 사안을 대할
때 포용하는 마음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보다 학
식이, 외모가 부족한 사람을 대할 때도 선입견을 갖
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옷차림을 보고, 말투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치적 견해
가 다를지라도 그의 견해를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
다. 그런 자세가 바로 포용입니다. 그리고 포용을
넘어 수용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포용은 품 넓
은 사람이 여러 사람을 감싸 안는 것이지만, 수용은
둘 또는 다수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
강물이 흘러들어도 그 낱낱의 물이 구분하지 않은
채 하나의 바다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당나라 때 선승 대주혜해(大珠慧海) 선사의 어록
《돈오입도요문론(頓悟入道要門걩)》
을 보면 한 스님
이 선사에게“무엇이 그릇된 생각이고, 무엇이 바른
생각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선사는 이
렇게 답합니다.“유(有)를 생각하고 무(無)를 생각하
는 게 그릇된 생각이고, 유무를 생각하지 않는 게
바른 생각이다. 선을 생각하고 악을 생각하는 게 그
릇된 생각이고, 선악을 생각하지 않는 게 바른 생각
이다. 마찬가지로 괴로움과 즐거움, 생김과 소멸, 집
착과 버림, 원망과 정다움, 미움과 사랑 따윌 생각
하는 게 그릇된 생각이고,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게 바른 생각이다.”
삼각산에는 수많은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각
각의 나무에 매달린 나뭇잎은 녹색만 있는 게 아닙
니다.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입니다. 벌레가 파먹은
나뭇잎도 있고, 추위에 남들보다 빨리 단풍이 물든
나뭇잎도 있으며, 세찬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일찍
떨어진 나뭇잎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나뭇
잎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분별하지 않을
때 해탈의 문은 성큼 다가옵니다. 항상 분별심을 갖
지 않는 불자가 되도록 정진해야겠습니다.

‘신도시 포교’를 원력으로 하는 도선사가
김포시 한강신도시 내에 있는 종교용지를 매입하고 제3도량‘서도선사’건립을 추진합니다.
‘서도선사’는 한국사찰 고유의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알리고, 다문화 가정 및 지역민들이
한국불교문화의 진수를 체험할 수 있는 현대식 명품 전법사찰로 폭넓고 적극적 포교를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도선사 사부대중은 향후 천년을 이어갈 서쪽의 전법중심도량‘서도선사 건립불사’에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청하옵니다.
이번‘서도선사 대작불사’에 동참하여 주신 분들의 가정에 제불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함은 물론
그 공덕이 길이길이 이어지길 축원합니다.

▶동 참 금: 1인 땅 한 평 1백만원 ▶문의:기도접수처·화주실(☎02-993-3161~3)
▶동참계좌: 하나은행 211-910053-37505 (대한불교조계종도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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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 산하시설 소식

도선사 3/4분기 재정 현황

주민축제 달빛장터 바자회
지난 26일, 월곡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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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산 도선사는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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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예산

일반 수입

1,167,300,000

364,851,500

31%

법요행사비

불공 수입

6,418,176,000

1,576,810,471

25%

소임공제 및 보시

법요·행사 수입

3/4분기 결산

예산대비율

분류(관)

2019년 예산

3/4분기 결산

예산대비율

754,046,000

142,589,500

19%

1,809,800,000

393,663,730

22%

1,085,534,000

5,529,000

1%

관리운영비

1,533,661,000

366,828,890

24%

교육연수 수입

-

-

-

분 담 금

1,451,000,000

362,750,000

25%

문화재입장료 수입

-

-

-

자산취득비

148,460,000

44,157,530

30%

262,575,000

52,388,461

20%

일반사업비

168,000,000

66,030,100

39%

교무금 수입

8,600,000

480,000

6%

목적사업비

1,785,570,000

359,669,880

20%

차 입 금

-

-

-

성보관리비

118,800,000

29,700,000

25%

45,000,000

-

-

기타지출

267,848,000

35,423,863

13%

특별회계전출금

670,000,000

133,000,000

20%

차입금상환

-

-

-

대 여 금

-

-

-

반 환 금

-

-

-

예 비 비

250,000,000

373,200,000

-

차년도이월금

30,000,000

-

-

8,987,185,000

2,307,013,493

26%

기타 수입

월곡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병준)은 지난 26일‘주
민축제 달빛장터 바자회’
를 개최했다.
착한소비를 통한 착한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자 마련된 이번 달빛장터 수익금은 성북구 지역 내 어
려운 이웃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이날 행사는 먹
거리존 및 체험부스와 생필품을 판매하는 바자회, 달빛
장터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코너가 운영된 가운데 지
역주민의 참여와 호응이 높아 성황리에 마감됐다.

지 출

분류(관)

전년도 이월금

합계

8,987,185,000

합계

2,000,059,432 22.25%

■ 불사 특별회계 수입 / 지출 보고

청담복지관, (주)메이크힐과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 체결

수 입
분류(관)
영구위패
국유지매입

지 출

예산
3/4분기 결산
전년도이월금
대비율

2019년 예산
500,000,000

46,320,967

9%

-

영구위패

1,707,102,500

60,768,617

4%

-

국유지매입

원주포교당불사 5,000,000,000 2,591,966,364 52%
원주동도선사
불사

-

159,400,000

-

서도선사
부지매입

-

7,230,000

2019년 예산
500,000,000

551,532

이월금

0%

-

1,707,102,500 1,680,373,164 98%

-

- 원주포교당불사 5,000,000,000 2,470,986,118 49%

-

-

원주동도선사
불사

-

1,686,281

-

-

-

-

서도선사
부지매입

-

1,960

-

-

5,207,490

5%

-

545,938,123 273%

-

103,295,000

29,550,000 29%

-

부도탑 불사

103,295,000

종무소
리모델링공사

200,000,000

508,622,000 254%

-

종무소
리모델링공사

200,000,000

대중공양간
개선공사

300,000,000

-

-

-

대중공양간
개선공사

300,000,000

-

200,000,000

-

-

- 계단 개보수공사

200,000,000

8,010,397,500 3,403,857,948

42%

합계

예산
대비율

3/4분기 결산

부도탑 불사

계단 개보수공사

청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영학)은 지난 25일 색조
화장품 전문브랜드 주식회사 메이크힐과 사회공헌활
동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청담종합사회복지관은 메이크힐
과 함께 금천구 지역사회에서‘사회적 자원공유 활동’
과‘취약계층 지원사업’
을 위한 상호신뢰의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분류(관)

합계

-

-

-

-

-

-

8,010,397,500 4,704,744,668

59%

-

■ 적립금 특별회계 수입 / 지출 보고
수 입
분류(관)

지 출

예산
3/4분기 결산
대비율

2019년 예산

분류(관)

전년도이월금

2019년 예산

3/4분기 결산

예산
대비율

이월금

청담문화기금

403,755,000

-

-

-

청담문화기금

403,755,000

-

-

-

퇴직적립금

352,023,000

3,000,000

1%

-

퇴 직 금

352,023,000

20,422,332

6%

-

-

802,485,960

-

-

755,778,000 822,908,292 109%

-

부동산수익적립금

합계

-

63,348

-

755,778,000

3,063,348

0%

- 부동산수익적립금
-

합계

선남자 선여인의 맑은 마음으로 발심하여 무량공덕을 쌓고,
시방세계의 불보살님 가피 아래 자비와 지혜로서 깨달음을 얻어,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새해소망의 등(燈) 공양에 동참합시다.

1인 1등 동참 [동참금 : 2만원]

교 리

제1733호

즐거움 가득한 세상이 곧 극락
사바와 극락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는 우려의 목소리
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열리
는 대규모 정치집회와 같은
이념적 갈등만 고조되고 있
는 게 아니라 빈부 갈등과 노사 갈등은 물론
고령화로 인한 세대 갈등, 남녀 성 평등과 관
련한 젠더 갈등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이런 갈
등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 설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5%
가“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각종 갈등의 수준이
심각한 단계”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본
주의 사회에서 갈등의 존재는 불가피한 측면
이 있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사
회통합지수는 근 20년 째 최하위 수준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이 사회 전반에 걸쳐 빈
번하게 일어나면‘불행한 사회’
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회는 경전에서 말하는 삼
악도(三惡道, 지옥·아귀·축생)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선불교에서는‘한 생각을 돌리면 그곳이 바
로 피안(彼岸)’
이라고 말합니다. 중생 스스로
가 이미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망각
한 채 분별심을 갖고 살다보니 번뇌가 생겼을
뿐, 내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바로 열반의 세
계에 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의 갈

불
교
상
식

등 주체들이 조금 더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한
다면 복잡하게 얽혀있던 갈등도 생각보다 쉽
게 풀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뭇 중생들이 모두 매 순간마다 보살행
을 행한다면, 그곳은 사바세계가 아니라 이미
극락세계로 불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곳
은 이미 지옥세계가 펼쳐진 것과 다를 바 없습
니다. 즉, 우리 사회를 육도(六道) 중에 그 무엇
으로 만드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중생들이 언
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극락세
계에 대해 설명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이곳
으로부터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면
‘극락’
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 그 국토에는
아미타부처님께서 지금도 설법하고 계시느니
라. 사리불아, 그 국토를 어찌하여 극락이라고
이름하는지 아느냐? 그 국토의 중생은 어떠한
괴로움도 없으며, 다만 모든 즐거움만 받기 때
문이니라.”
갈등이 끊이지 않으면 즐거움은 사라지고,
괴로움으로 가득찬 세상이 만들어지게 됩니
다. 그런 국토는‘지옥’
으로 불려 마땅합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갈등을 해소해 나
간다면, 괴로움이 사라지고, 즐거움만 남을 테
니 그곳은‘극락’
으로 불려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은 그 누구도 대신
해소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해 나
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극락세계로 만드는
일에 불자들이 앞장서길 기원합니다.

Q 일주문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A 사찰에 들어서기 위해 첫 번째로 통

과하는 문으로, 기둥이 일직선상의 한 줄
로 늘어서 있다고 하여‘일주문(一柱
門)’
이라 불리며, 이 문을 경계로 문 밖

재무국장 도룡 스님

을‘속계(俗界)’
, 문 안을‘진계(眞界)’
라
합니다.
여러 산문 중 일주문의 기둥만 한 줄로
늘어선 것은 속세의 번뇌로 흩어진 마음
을 하나로 모아 진리의 세계로 들어간다
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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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달음의 노래

心中有自心
法中有至法
我今可付囑
心法無心法

태고보우

(下)

마음 가운데 자성심이 있도다
법 가운데 지극한 법이 있도다
나는 지금 법을 부촉하노니
마음 법은 마음 법이 아니다.

47세가 되던 해 7월, 하무산 석옥청공(石屋淸珙) 선사를 찾
아뵙고 법을 이어 동국(東國) 임제종의 초조(初祖)가 된 태고
보우 스님은 같은 해 10월 연경으로 돌아와 영령선사의 주지
로 머물렀다. 그리고 한 달 뒤, 11월 24일 원의 태자생신에 황
제의 명으로 초청되어 반야를 강(講)하기도 했다. 태고보우 스
님이 원나라 태자의 생일에 초청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부원 권
신인 채하중 등의 주선이 있기도 했거니와 당시 원의 태자가
고려 출신 기황후의 소생인 아이유시리다라[昭宗]였기에 원
황실이 고려에서 온 승려를 초청하여 태자의 생일을 축하하
는 법회를 개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48세 때 귀국해 양평 소설산(小雪山)에 들어가 몸소 밭을 경
작하며 수행 정진했다. 52세 때 공민왕의 부름을 받아 경용사
에서 주석했으며, 56세 때는 봉은사에서 개당(開堂)하였다. 그
때 왕과 태후가 참석해 설법을 들었는데, 만수가사와 좌구·
수정염주·침향과 불자(拂子)를 올렸다. 원나라 황제도 이 소
식을 듣고 오색비단과 가사 300벌을 보내주었다고 한다. 같은
해 4월에 왕사로 모셔진다.
공민왕은 태고보우 스님을 왕사로 모신 후‘위국지도(爲國
之道)’
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 이에 △개경에서 한양으로의
천도 △9산문의 통합 △백장청규의 도입 △5교의 법 널리 선
양 등 네 가지를 제안한다. 홍건적의 침입을 겪으며 공민왕이
안동으로 몽진에서 돌아오자, 상소를 통해 신돈을 논하며“나
라가 다스려지면 진실한 승려 가 뜻을 얻고, 나라가 위태하면
사특한 승려가 때를 얻게 되오니 원하옵건대 상감께서는 살
피시어 그를 멀리 하옵소서.”
라고 고했다. 하지만 수년 후 오
히려 신돈의 모함으로 속리사(현 법주사)에 금고를 당하기도
한다. 71세 때 신돈이 역모가 발각되어 참살당한 후 국사로 모
셔졌다.
82세 때 12월 23일 제자들을 불러“내일 유시에 내가 떠날
것이니 군수를 청해 인장을 봉하도록 하라.”
고 한 후 왕에게
아뢰는 유언을 양근군수 이양생에 전했다. 이튿날인 24일 새
벽에 목욕한 뒤 옷을 갈아입고 유시가 되자 단정히 앉아 임종
게를 남기고 입적했다. 시호는‘원증(圓證)’
이고, 탑호는‘보
월승공(寶月昇空)’
.
위 게송은 환암혼수(幻庵混修) 선사에게 전한 전법게다.

靑潭大宗師
涅槃48周忌 追慕茶禮祭
근대 한국불교의 중흥조이시며 도선사의 중창주이신 청담 대종사 열반 48주기 추모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조계종을 청정비구승단으로 반석 위에 올려놓으시는 데 앞장서셨던 청담 대종사
님의 업적과 사상을 되새기고, 종단의 발전과 불법이 날마다 증장되기를 발원하는 이번 48주
기 추모다례에 종단의 고승대덕 및 불자님들께서 무루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일 시 | 11월 15일(금, 음10.19), 오전 11시
| 장 소 | 삼각산 도선사 호국참회원 3층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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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대중

제1733호

도선뉴스
*종무소 환경개선 및 계단공사
호국참회원 3층 맞은편 임시종무소 운영
도선사는 지난 8월 20일부터 환경개선불사
일환으로 종무소 공사가 한창이다.
종무소 환경개선불사는 오는 11월 8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호국참회원 3
층 출입문 맞은편에 임시종무소를 마련, 기
존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도선사는 종무소 환경개선불사와 함께 종
무소 인근 계단공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종무소에서 대웅전 마당에 이르는 구간이
마무리된 상태이며, 현재 기존 종무소를 오
르는 계단공사가 한창이다.
이와관련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종무소 환
경개선불사와 계단공사로 인해 불편하시더
라고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바란
다”
며“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마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당부했다.

*매주 일요일 일요법회 봉행
오전 11시20분, 대웅전에서
도선사는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20분 대웅
전에서 일요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일요법회는 교무국장 도권스님을 상임법사
로 모시고 법회가 진행되며, 삼귀의·반야
심경 봉독·법문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도선사‘염불봉사단’모집
매월 첫째·셋째 토요일 오후 1시
도선사는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염불
하는 곳곳마다 불국토를 실현하기 위해 염
불봉사를 펼칠 염불봉사단을 모집한다.
염불봉사단 교육은 △염불봉사의 의미와 목
탁습의 △염불실습과 조가연습 등의 과정으
로 진행된다.
강의는 매월 첫째·셋째 토요일 오후 1시부
터 4시까지 선묵당에서 진행하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교육비 무료).

도선사에서‘답게 살기’첫 캠페인 개최
‘…답게 살겠습니다’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사
회평화협의회는 지난 19일 도선사 입구인 북한산 국
립공원 백운대 탐방지원센터에서 도선사 신도와 등
산객을 대상으로‘답게살기 다짐 릴레이’캠페인 동
참서명과 인증샷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캠페인은 도선사 신도회와 조계종 직할교구신
도회 임원 등도 자원봉사로 참석해 캠페인을 펼쳤다.
도선사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사소한 보이는 것이

지만 스스로 역할을 다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뀔 수 있다”
며‘답게 살겠습니다’운
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현장을 찾아 캠페
인 동참을 약속하며 서명과 인증샷을 남겼다.
한편‘답게 실겠습니다’운동은 불교와 카톨릭 등 7
대 종단이 펼치는 캠페인으로 이날 불교가 다짐 릴레
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큰스님 법문
삼각산 도선사는 지난 28일 음력 10월 초하루를
맞아 전남 장성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큰스님
을 초청하여 법문을 듣는 큰스님 초청법회를 거행했
다. 이날 큰스님 초청법회는 주지 송산도서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호국참회원 3층
강당에서 봉행됐다.
지선 큰스님은“마음은 수 만가지가 있다. 그 가운
데 참된 마음 즉 본성을 찾을 줄 알아야 한다. 그 참
된 본성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을 해야 한다.”
며 수행을 당부했다.
한편 음력 11월 초하루 큰스님 초청법회에서는 대
련진우 스님이 법문할 예정이다.

법 공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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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홍옥순, 김현철, 김봉진, 김남우, 김영환, 김정훈, 김차관, 이제철, 이춘희, 이유성, 이소율, 전순옥, 조정래, 조효원, 김동우, 김우석, 김연아, 박대승,

현춘자, 박미정, 박미선, 오봉섭, 이세종, 안종국, 김병숙, 안지혜, 안준영, 이영자, 방진호, 박주희, 리자르도, 박범선, 김혜경, 박상준, 조선아, 박소영, 박주원, 김창옥, 정봉애,
김영재, 김희정, 김채연, 안천석, 이영규, 안문수, 박선영, 안한수, 전금식, 김은아, 전승환, 김성환, 전윤정, 김학규, 권경란, 김도연, 강채현, 김아로, 김서희, 김미나, 김원준,
김태호, 도순이, 권준배, 이성은, 박종옥, 김일순, 박경훈, 박서연, 지종철, 박미화, 지호준, 지주희, 정영순, 조계인, 조민지, 조민정, 최동철, 박종임, 최왕열, 최윤정, 최효진,
정상기, 정상일, 정연호, 이영희, 이은경, 심현우, 심홍기, 이정순, 심현익, 안경인, 심준형, 심수민, 경문영, 심은수, 심윤서, 안만혁, 박순애, 정재근, 정연호, 정송이, 최기연,
박정자, 최대현, 최재유, 정수안, 최예빈, 최예지, 최재호, 이경화, 최원석, 표천복, 표동원, 남윤희, 조경숙, 손종헌, 최미라, 이동우, 손지연, 이현우, 천팔문, 천재홍, 강승현,
신정임, 정진형, 정진숙, 정아린, 정이현, 정희경, 안의수, 조은자, 이종협, 김경호, 정인환, 임승호, 강승훈, 이병욱, 양판섭, 이해광, 김은성, 박옥분, 양희경, 송재환, 김원철,
백경식, 유충환, 최상준 원동인, 임소영, 서혁수, 김칠환, 김택수, 전성우, 유길상, 심준형, 김옥선, 박혜진, 조재호, 김현구, 윤중석, 이남훈, 권영로, 황석현, 김동섭, 정승영,
한기숙, 문인택, 김광일, 김 정, 강현덕, 송난영, 박희석, 백운철, 이지연, 정다운, 김현관, 권혁진, 조윤정, 전해창, 이병국, 배승연, 이승희, 박범선, 이정우, 원수영, 서병헌,
이찬희, 김현구, 이양훈, 조광신, 박옥분, 박애란, 오문식, 허원석, 이갑표, 박경호, 김길호, 박정래, 이승진, 김태식, 서양택, 유호곤, 황인찬, 강재민, 이민지, 고광현, 이태훈,
안종우, 권기영, 추영순, 최병호, 김순금, 정채엽, 조광신, 서자영, 김성호, 차윤호, 최영규, 강호문, 김해경, 박희석, 양희경, 남귀환, 조세호, 홍점복, 윤광오, 이효충, 강경자,
고종석, 김용길, 최병수, 유명일, 이병주, 서강수, 조영희, 이한숙, 양양옥, 최국노, 주정민, 김태식, 전찬수, 이상병, 강남일, 김택수, 정규석, 임학성, 신상길, 허은식, 곽성민,
김병권, 노춘동, 이상민, 홍명자, 박용태, 서동수, 김수지, 주형태, 최정순, 문지영, 안천석, 이판술, 전성우, 최동철, 조 헌, 박병훈, 최봉묵, 임준서, 김성민, 어수충, 박정도,
심홍기, 장인석, 김정영, 피금예, 박주형, 이은창, 박영하, 강사원, 심현익, 안경인, 이순자, 서기원, 김혜자, 백재용, 김인택, 박재석, 오세욱, 최종석, 정명희, 김용철, 이형주,
도애자, 도재춘, 박흥선, 여성구, 조규익, 박성렬, 김수안, 남정우, 김치구, 이해광, 추도심, 강순자, 김각규, 박정자, 박시현, 한창우, 박형준, 이병국
*종무소보수

문수회, 실달3기생, 실달7기생, 실달16기생, 실달17기생, 실달22기생, 실달24기생, 실달25기생, 이숙영, 김명희, 이정민, 황점미, 주영석, 주정섭, 주진섭,

천팔문, 천재홍, 강승현, 이판술, 김복순, 이원상, 방지원, 이유진, 이정우, 이원준, 김하선, 이승윤, 권성현, 이현정, 권도연, 도형락, 권용덕, 서효실, 권예준, 구자혁, 김동석,
허원석, 허유회, 최윤희, 허수정, 허윤석, 김홍수, 손효주, 김주경, 김주형, 김석주, 전찬수, 전민정, 전은선, 전수영, 한연옥, 서삼례, 김용찬, 김용성, 마주연, 김석하, 김희령,
조지현, 김상중, 김경아, 임선영, 임승현, 임은정, 정재운, 서삼례, 김기섭, 김혜진, 변광복, 민병승, 안인영, 김준희, 조재경, 김정배, 강금남, 김영현, 장소영, 김민후, 이종관,
곽부영, 정옥례, 최명일, 최명선, 고정선, 곽정숙, 최선호, 최성현, 최영준, 최영재, 조선현, 조정현, 김지선, 김경희, 송덕진, 최경진, 송한상, 정영희, 송민영, 안상훈, 최영두
*달

력보시

삼고실업㈜, 최계주, 박준희, 최승희, 홍정미, 최지훈, 최지우, 최지선, 우종성, 우도균, 이하림, 김용휘, 황희선, 김지유, 이종희, 이정화, 차용구, 전옥순,

차재선, 우병희, 차혜정, 차윤호, 차연희, 차정화, 차정민, 김진원, 영진테크, 김영수, 김근형, 김근우, 이성은, 박준영, 이애화, 박치영, 장혜란, 박재석, 박선주, 이윤정, 박현정,
김용수, 양성원, 김성자
*동도선사

삼천불

장서현, 정진형, 김태진, 이문자, 윤평원, 김은심, 박삼애, 손남기, (영)오성녀, 청호백, 원상춘, (영)박은자, 전옥경, 범준스님, 김홍수, 손효주, 김주경,

김주형, 김석주, 김인천, 최영희, 조재호, 김옥경, 박현영, 박시은, (영)김종석, (영)최순악, 김육남, 정상기, 이영순, 김귀금, 김태원, 고동현, 백선귀
*설

판기도

최종석, 김 정, 신동익, 정영숙, 김종영, 김용해, 김요근, 양경례, 최 돈, 정성현, 서혁수, 서민상, 이광림, 김양배, 최병호, 곽부영, 박점배, 최용균, 이보미,

최윤성, 차윤호, 김상례, 배기남, 김진아, 김태식, 정규석, 서재점, 서문기철, 서구현, 추옥란, 정상기, 박인천, 박용태, 이세형, 김광석, 박진서
*각

종시주

*서도선사
*찰

국민은행방학동지점, 김희숙, 박근배, 박은지, 박은성, 이영희

땅한평

밥공양

이구희, 김홍수, 손효주, 김주경, 김주형, 김석주
*독

권영로, 윤성덕, 윤중석

동도선사 삼천불 불사

불 공

윤주인, 차다현

*육

법공양

박정흠

종무소 개·보수 불사 / 서도선사 땅 한 평 불사 / 2020년 달력 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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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법회
일시 : 매주 일요일

일 요 법 회 ▶

백일기도

▶

시간 : 사시
장소 : 대웅전
축원기간 : 지정일부터 100일

설판기도

▶

시간 : 사시
장소 : 대웅전
축원기간 : 한 달

오전 11시 20분
장소 : 대웅전
일시 : 매주 일요일

어린이·청소년회 ▶

상시기도

오전 11시

석불전기도 ▶

장소 : 교육관

시간 : 사시
장소 : 석불전
축원기간 : 지정일부터 3일, 7일, 한달, 100일

생일기도

▶

시간 : 사시
장소 : 대웅전
축원기간 : 생일 당일

일일기도

▶

시간 : 오후 2시 장소 : 대웅전
축원기간 : 지정일

일시 : 매월 첫째주 일요일

네 팔 불 자 회 ▶

오전 11시
장소 : 평화의불

*신도님들의 가정에 불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불기 2563년 10월 30일(음 10. 3)

화 보

제1733호

새해소망 100일등 불사 입재
삼각산 도선사는 2020년 경자년 새해를 앞두고 지난
28일‘새해소망 100일등 불사’
를 입재했다.
음력 10월 초하루를 맞아 도선사를 찾은 불자들은 각
자 소구소망하는 발원을 담아 정성을 다해 새해소망등을
달았다. 도선사 새해소망등은 대웅전 앞마당을 장엄하
며, 내년 정월보름까지 불을 밝히게 된다.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새해
에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뤄
지고, 불자님들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
고 축원했다.

팔공산 갓바위 학업성취 기도순례
도선사는 지난 20일 경북 경산 팔공산 갓바위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
롯해 각종 시험 원만성취를 위한 기도순례를 실시했다. 2020학년도 대학수
학능력시험을 20여 일 앞두고 봉행된 이날 학업성위 갓바위 기도순례에는
포교국장 일훈스님을 비롯해 300여 명의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이 동참해

일심으로 기도했다.
아침 7시 도선사를 출발해 팔공산 갓바위에 도착한 불자들은 먼저 갓바위
부처님을 참배하고, 3천불이 봉안된 실내기도처인 유리광전으로 자리를 옮
겨 스님들의 독경과 축원에 맞춰 기도했다.
한편 갓바위 순례기도를 마친 불자들은 부산시민공원 특설무대에서 펼쳐
진‘2019 불교문화대축제’
에도 참석했다.

귀의삼보하옵고
삼각산 도선사에서는 2020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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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019년 11월 21일(목, 음 10.25)
2020년 02월 05일(수, 음 01.12)
매일 낮 12시 30분
도선사 석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