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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화), 정월 방생법회

선망조상 모시는 영혼의 숲‘영구위패각’건립

강원 양양 휴휴암, 오전 7시 출발

‘소울 포레스트’조감도

도선사는 오는
2월 11일(화, 음
1.18) 강원도 양
양군 휴휴암에서
정월방생대법회
를 봉행한다.
휴휴암은 바다방향에 거북이의 형상을 한
넓은 바위가 평상처럼 펼쳐져 있다. 또 마치
부처님이 누워있는 듯한 형상의 바위가 있
으며, 거북형상의 바위가 마치 이 부처님을
향해 절을 하고 있는 듯 신비로운 형상을 띠
고 있다.
방생은 구속과 박해받는 생명체를 자유로
운 생활로 환원한다는 의미로 생명존중을
중시하는 불교의 적극적 자비실천이다.
부처님께서 여러 경전을 통해“생명을 함
부로 죽여서는 안된다. 그들과 내 몸을 바꾸
어 생각하라.”
고 말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생각하여 그 고통을 함
께 나누고, 위기에 처해있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참된 불자
의 도리이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 때문에 사찰에서
는 일정한 시기에 방생을 실시하는 데, 특히
정월방생은 더 큰 공덕이 있기에 매우 중요
시 여기고 있다. 새해 첫 달인 정월에 방생
을 통해 선근을 심고, 한 해의 평안과 소원
성취를 기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월방생법회는 청혜도원에서 오전 7시
출발하며, 동참금은 5만원(점심공양 제공)
이다. 동참문의 : 기도접수처 및 화주실.

소울 포레스트, 현대식타워 12동 건립
위패 14,000기 봉안, 5월경 준공 예정
1위 100만원, 관리비(10년) 50만원
효의 근본은 조상을 섬기는 것
이다. 신(神) 가운데 유일한 신이
조상신이라 했다. 또한 자연에 비
유하여 나무뿌리는 조상이요, 둥
치는 자신이요, 가지와 열매는 자
손이라 했다. 조상인 뿌리가 튼튼
해야 나와 자손인 둥치와 열매가
잘 자란다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도선사는 경자년 새해를 맞아
선망조상들이 극락왕생과 더불어
자손들의 안녕과 발복(發福)을 위

해 영구위패각 불사를 발원하고
모연을 받고 있다. 도선사 영구위
패각은 청담대종사 사리탑 내 부
도전 아래 건립되며, 자연과 하나
되는 소중한 선망조상을 모시는
영혼의 숲이라는 의미에서‘소울
포레스트(Soul Forest)’
로 정했다.
일명 소울림(燒鬱林)이다.
영구위패각 소울 포레스트는 타
워형태로 12동이 오는 5월경 준공
될 계획이며, 모두 14,000기의 영

구위패가 봉안된다. 위패는 1위당
100만원이며, 관리비는 10년 선납
시 50만원이다.
소울 포레스트 불사를 시작하는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영혼들의
숲속에 자리 잡은 조상님들의 영
혼은 늘 염불소리를 경청하며 마
음의 때를 벗고 지고지순한 영롱
한 빛 가운데 모든 시름을 놓아 편
안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고 신도
님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도선사 신도님들은 가정의 조상
님을 위해 제불보살 위신력과 가
피력으로 소울 포레스트 속 조상
님들 영혼을 별빛으로 승화시키시
길 권한다.

•입 재 : 2월 10일(월, 음 1.17)
•회 향 : 5월 19일(화, 음 4.27)
•시 간 : 매일 낮 12시 30분
•장 소 : 석불전

회향날 선망조상님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조상합동천도재’
도 봉행합니다.

문의 및 접수 : 기도접수처(☎02-993-3161~3)

종 합

불기 2564년 1월 29일(음 1. 5)

제1745호

자비도량참법 100일 정진기도
2월 10일(월) 입재, 석불전 매일 참회정진

도선사는 오는 2월 10일(월, 음
1.17) 석불전에서‘자비도량참법
100일 정진기도’
를 입재한다. 이
후 매일 낮 12시 30분《자비도량
참법》을 독송하며, 100일 동안

참법기도를 올리게 된다.
참법은 모든 중생의 죄와 업장
을 내 허물로 삼아 기도하며, 참
법에 의하여 원결을 풀면 원수가
없어지고 병이 낫고 어둠을 깨뜨

리는 밝은 등이 되어 뭇생명을 이
롭게 하는 수행법이다.
또한 참법은 다양한 수행법이
유기적으로 조화돼 수행자의 감
정을 정화시키고, 새로운 인간상
을 확립하는 종합 수행법으로 알
려져 있다.
입재식에 앞서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지극한 마음으로 참법기
도를 하면 온갖 번뇌가 소멸될 것
이다. 온갖 번뇌가 소멸되면 한
순간에 자신과 타인이 모두 청정
해질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지혜
를 증득하여 위없는 깨달음으로
나아갈 것”
이라며 기도동참을 당
부했다. 회향은 5월 19일(화, 음
4.27)이다.

2월 6일(목), 경자년 정월 성지순례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 오전 7시 청혜도원 출발
도선사는 오는 2월 6일(목, 음
1.13)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에서
정월성지순례를 실시한다. 상원
사와 월정사도 참배한다.
정월성지순례는 경자(2020)년
새해를 맞아 부처님 진신이 봉안
된 적멸보궁에서 가정의 행복과
각자 희망하는 일들이 원만성취
되기를 기도하기 위해 해마다 봉
행되고 있다.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정월은
한 해를 처음 시작하는 달로써 그
해를 설계하는 그 어느 달보다 의
미 깊은 달이다”
며“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오대산 중대에서 새

사자산 법흥사와 함께 5대 적멸
보궁으로 불리며, 해마다 정월이
되면 불자들의 순례가 끊이지 않
는 성지이다. 한편 적멸보궁은 석
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모시는 전
각으로, 불상을 따로 모시지 않고
불단만 있는 것이 특징이다. 월정
사 적멸보궁은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스님이 당나라에 가서 문수
보살의 계시를 받고 돌아와 세웠
해맞이 성지순례를 봉행하니, 모 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다.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으로 떠
두 함께하여 새해 서원을 세우고
부처님의 가피 누리시길 바란다” 나는 정월성지순례는 청혜도원
며 도선사 신도들의 많은 동참을 에서 오전 7시에 출발하며, 동참
금은 5만원(기도비·점심공양·
당부했다.
오대산 중대는 양산 통도사· 간식 포함)이다. 동참문의 : 기도
설악산 봉정암·태백산 정암사· 접수처

경자년 정초 7일 지장기도
2월 5일(수) 입재, 호국참회원
도선사는 오는 2월 5일(수, 음 1.12)부터 11일(화,
음 1.18)까지 경자년 정초 7일 지장기도를 봉행한
다. 이 기도는 해마다 정월을 맞아 마련되는 특별기
도이다.
지장기도는 업장소멸하고 복덕을 증장하는 기도
이다. 지장보살을 평소 많이 부르고 마음에 새기면
반드시 어두운 마음의 죄업이 사라지고 밝고 훈훈
한 복과 덕이 얼굴을 맑고 밝게 해준다고 한다.
특히 이 지장기도는 산사람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주로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돌아가신 영혼을 위로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인 명
부(冥府)를 편안하게 한다는 것이다.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나와 인연있는 모든 영혼
과 이 세상 모든 영혼이 극락왕생할 때 모든 것이 편
안하다”
며 정월지장기도에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석불전 100일 연등불사
2월 24일(월) 입재, 소원성취 기원
도선사는 불교 최대 명절인 부처님오신날을 앞두
고‘소원성취 석불전 100일 연등불사’
를 봉행한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양력 4월 30일(목)로, 음력 2
월 초하루인 오는 2월 24일(월)부터 밝힐 연등은 앞
으로 100일 동안 석불전을 장엄하게 된다.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도선사는 석불전
에 가장 먼저 봉축등을 밝히는데, 이 땅에 아기부처
님 오심을 찬탄하며 각자 소망하는 일들의 원만성
취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부처님 전에 정성이 담
긴 등을 밝히는 등 공양은 무명의 어둠을 걷어내어
지혜의 마음을 밝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어두
운 재앙을 물리치고 소원을 성취하게 하며, 또한 횡
액과 우환, 질병에서 벗어나 무병장수하고 집안의
안녕과 행복을 가져오게 한다.
특히 도선사 석불전은 신비스럽고 영험이 있다고
하여 기도객이 끊이지 않는 기도처이다. 이곳에 연
등을 밝히는 것은 몸과 입, 뜻으로 지은 모든 죄업
을 참회하고, 자비 원력을 실천해 참된 불자의 삶을
살겠다는 서원이 담겨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동도선사

서도선사

‘삼천불 조성불사’모연

‘땅 한 평 불사’모연

도선사는 원주 동도선사 새 법당 건립에 맞춰
‘삼천불조성불사’
를 발원하고 모연을 받습니다.
불사의 인연을 맺은 분들의 성명을 부처님 한 분 한 분에 새겨
그 공덕을 길이 찬탄할 것입니다.

도선사는 김포시 한강신도시 내에 있는 종교용지를 매입하고
제3도량‘서도선사’건립을 추진합니다.
향후 천년을 이어갈 서쪽의 전법중심도량‘서도선사 건립불사’에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청하옵니다.

동참금▶ 1인 1불 100만원

동참금▶ 1인 땅 한 평 100만원

*동참계좌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도선사)*

*동참계좌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도선사)*

하나은행 211-910053-00905

하나은행 211-910053-37505

문의: 기도접수처·화주실(☎02-993-3161~3)

문의: 기도접수처·화주실(☎02-993-3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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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과 실패의 원인‘간절함’차이
주지 송산도서 스님의

지·상 ·법·문

경자년 정초 7일 신중기도 회향
모든 기도가 중요하지만, 정초 7일 신중기도는
새해 처음으로 올리는 기도이므로 더욱 중요한 기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요,
일 년의 시작은 정초입니다. 경자년 정초를 발원
과 서원으로 시작하신 도선사 불자님들 가정마다
불보살님의 가피와 호법성중님의 옹호가 항상 함
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어르신들께서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모든 소원을 성취시키는 단 한 글자는 오직 간절
‘절자(切)’뿐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기도든, 공부
든, 사업이든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얼
마나 간절하게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가귀감》
에서 서산대사는“절심주공부(切心做
工夫)를 여계포란(如鷄抱갻)하고 여묘포서(如猫捕
鼠)하며 여기사식(如饑思食)하고 여갈사수(如渴思
水)하며 여아억모(如兒億母)하라.”
고 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기를, 마치 어미닭이 계
란을 품듯, 고양이가 쥐를 잡듯, 굶주린 사람이 밥
을 찾듯,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어린아이가 부
모를 찾듯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라는 말
씀입니다.
우리는 평소 매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잘 되
지 않으면, 이내 싫증을 내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
습니다. 앞에서 말한 여계포란(如鷄抱갻)이라는
말처럼, 어미닭이 아무리 계란을 오래 품고 있어
도 중간에 쉬어버리거나 게으름을 피우면 계란이
골아버려 결코 병아리가 되지 못합니다. 이와 마
찬가지로 어떤 일이든, 공부하는 것이든 어미닭이
계란을 품듯이 한 눈 팔지 말고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 계속 노력해야 작은 결과라
도 이루어집니다.

처음 마음먹었던 본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守
本眞心) 만드는 가지가지 생각이 바로 유혹이며
미혹입니다. 혹(惑)이란 필요 없는 것이 붙어있는
것을 말하는 데, 마음속에 들러붙어서 일을 방해
하고 망치는 것이 혹입니다. 이 혹으로 인하여 우
리들은 잘못된 행동(業)을 하게 되고, 그 잘못된 행
동으로 인하여 가지가지 고통을 받게 됩니다. 불
교는 이것을 혹(惑)·업(業)·고(苦)라고 하는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망명법사는《식심명》
에서“적수부정(滴
水겘停)이면 사해장영(四海將盈)이오. 섬진불불
(纖塵겘拂)이면 오악장성(五嶽將成)이라. 방말재
본(防末在本)이니 수소불경(雖小겘輕)”
이라고 하
셨습니다.“비록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적은
물도 그 떨어짐을 그치지 않으면 장차 큰 바다를
이룰 것이며, 작은 티끌이나 먼지도 모이고 쌓이
면 장차 큰 산을 이룰 것이다. 끝이 막히는 것은 그
원인이 시작에 있으니, 비록 작은 것이라도 가벼
이 여기지 말라”
는 말씀입니다.
한 해의 계획을 그르치는 것도 결코 큰 것이 아
니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도 모두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금년 한 해,
비록 작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소홀하게 대하지 말
고, 항상 감사하고 소중히 생각하면서 비록 나보
다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품격
있는 불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전광석화(電光石火)라는 말처럼, 우리는 오늘 한
해의 시작을 말하고 있지만 연말을 이야기할 시간
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념오백세(一念五百
歲)라는 말처럼, 한 생각하는 짧은 시간에 5백년이
지나가버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월입니다. 모든
시간에는 반드시 한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디고 지루하기만 한 그 하루가 다른
누구에게는 평생 오지 못할 하루이기도 합니다.
《시경》
의‘미불유초(靡不有初)나 선극유종(鮮克
有終)이라’
는 말처럼, 누구나 시작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끝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새해에
부처님 앞에서 발원한 일들을 열심히 기도정진하
시어 연말에는 반드시 성취가 되는 한 해가 되시
기를 축원합니다.

경자년 정월

피안으로 가는 길
제행무상의 삶을
극복하면서
회주 혜암동광 대종사
우리가 나날이 삶을 영위해 가는 데 있어서 이
사바세계는 즐거움과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그래
도 누가 뭐라 해도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산다는
것도 어쩌면 괴로움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상태
이고,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일 또한 괴로
움 자체입니다.
다시는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원수진 사람과
만나게 되는 것도, 헤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랑
하는 사람들과 헤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아픔도,
또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매번 동분서주하
며 백방으로 얻고자 애를 쓰지만 얻지 못하는 안
타까움도 모두가 괴로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일러 고통의 진실, 즉 고성제(苦聖諦) 사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깨달음에는 길이 있다
성제의 하나로 약하고 고제(苦諦)라고 하는 것입
니다. 삼계에서 생(生)과 사(死)라는 과보는 고(苦)
이고, 안락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절대의 진리이며,
고집멸도의 사제는 성지(聖智)만이 알 수 있고, 범
부는 알 수 없으므로 성제(聖諦)라고 합니다.
이와같이 끊임없는 고통은 어찌하여 생겼으며,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계의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또 사람들이 깨달
음을 얻는 데에도 길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은 자
기의 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자기의 정성에 의
해서 소멸되기도 합니다.
비바람 속에서 꽃이 피었다 다시 낙엽으로 돌
아가는 이 모두가 인연에 의해서 싹터 인연에 의
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꽃은 그저 예사롭게 피
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기까지 갖가지 모든 인연
들이 모이고 모여서 비로소 피는 것이요, 낙엽 역
시 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갖가지 모든 인연들
이 모여서 결국 떨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적멸보궁 성지순례
2월 6일(목, 음력 1월 13일)

날

짜|

장

소 | 강원 오대산 중대·월정사·상원사

출발시간 | 오전 7시
출발장소 | 청혜도원
동 참 금 | 5만원(기도비·점심공양·간식 포함)
차량관계상 동참하실 분은 기도접수처에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02-993-3161~3)

불기 2564년 1월 29일(음 1. 5)

기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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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로 떠나는

인도불교 성지순례
도선사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박 13일 간의 일
정으로 붓다의 탄생지부터 열반지까지‘붓다의 발자
취를 따라서’
라는 주제로 인도불교 8대 성지순례를
봉행했다. 도선법보는 불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순례를 화보로 연재한다.

5. 붓다 열반지‘열반당’
2564년 전 음력
2월. 부처님은 쿠
시나가르 열반당
사라쌍수 아래서
80세를 일기로 다
음과 같은 열반송
을 남기시고 열반
에 드셨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여라.
진리를 등불삼고 진리를 의지하여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아난다를 비롯해 제자
들이 슬퍼하는 가운데 7일 후 화장이 거행되었다.
쿠시나가르 열반당은 불교 4대 성지 중에 하나다.
열반당은 높이가 약 12미터이며, 13세기 무슬림
의 침공으로 사원과 주변이 모두 불에 타버린 것을
1879년 복원을 하고, 1956년 미얀마 스님들에 의
해 재건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열반당 안에는
붓다께서 열반에 드신 모습 그대로 약 7미터 길이
의 황금와불이 모셔져 있다.
도선사 인도성지순례단은 지난해 12월 5일 이른
새벽, 붓다 열반지 쿠시나가르 열반당으로 향했다.
열반당 입구에 도착한 순례자들은 붓다께 공양올
릴 가사를 함께 들고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발걸
음을 옮겼다. 열반당에 가깝게 갈수록 정근소리는
더욱 커졌다. 열반당에 도착한 순례자들은 붓다께
3조의 가사를 공양하고 기도를 올렸다.
가사공양을 마친 순례자들은 열반당 동쪽에 자
리를 잡고《대반열반경》
,《불소행찬》제5권〈대반
열반품〉
에 담긴 붓다의 열반과 관련된 경문을 함께
독송하며, 붓다의 열반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다.

정월 방생 대법회
날
조상님을 천도하는 공덕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제불보살님의 광명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정초 7일 지장기도를 봉행합니다.
기도에 동참하신 공덕으로 새해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발원드립니다.

•입 재 : 2월 5일(수, 음력 1월 12일)
•회 향 : 2월 11일(화, 음력 1월 18일)
•장 소 : 호국참회원 3층 강당
문의 및 접수
기도접수처(☎02-993-3161~3)

짜|

2월 11일(화, 음력 1월 18일)

방생장소 | 강원 양양군 휴휴암
출발시간 | 오전 7시 출발장소 | 청혜도원
동 참 금 | 5만원(점심 제공)
차량관계상 동참하실 분은 기도접수처에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02-993-3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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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64년 1월 29일(음 1. 5)

“과학을 포괄하는 이치‘연기법’”
과학과 문명
가끔 TV에서‘과학’
에 관련
된 프로그램을 보면서 드는 생
각이다. 사전에서는 과학을‘사
물의 현상에 관한 보편적 원리
및 법칙을 알아내고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 체계
나 학문’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보통 실험과학이 떠오르지만, 과학의 분야는‘자
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등 다양하다. 결
국 과학은‘다수의 사례를 바탕으로 축출된 보편
값’
으로 정리된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실험값을 축출하지 못했던
시대에도 과학이 존재했었을까? 실험과학이 없
었던 시절에는 무식하고 무지하고 미개하게 살았
을까? 그렇지만은 않았다. 그 시절에는‘경험과
학’
이 있었다. 살면서 경험한 지식을 대물림하였
고, 그것을 축척하여 보편 값을 추출하고 거기서
얻어진 진리를 대물림 하였다. 과학자 중에는 경
험과학을 그저 미신이나 미개한 풍속으로 치부하
는 자도 있지만, 과연 그럴까?
지난 2018년, 인도 북센티넬섬에서 한 선교사
가 사망했는데 인도 당국에서 섬에 접근하지 못
해 시신 수습에 애를 먹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이 섬의 부족은 약 5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인도
정부에서 북센티넬섬에 접근하는 것을 오랫동안
금지해온 까닭에 이들의 생활방식, 심지어 부족
의 규모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그
러다보니 이 부족들은 외부와의 연결이 단절된
채 자기들만의 세계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 당
시 사망한 미국인 선교사는 이 섬에 기독교를 전
파하고 이 부족을 문명화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우
고 찾아갔다고 한다. 그의 선교는 사람답게 살게
해주겠다는‘문명화’
라는 명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되었지만, 그는 섬에 도착하자마자 독화살을
맞고 사망했다.

이 사건이 보도된 후, 인도 델리대학의 인류학
P.C 조시 교수는“이 부족민들은 면역력이 없어
감기만 걸려도 죽을 수 있다”
며 선교사의 섬 방문
은 자신뿐 아니라 부족민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이 부족들은 외부사람
을‘검은 악령’
으로 인식하고, 그 악령에 의해 죽
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악령이 마을에 들어오
기 전에 죽여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교사들
은 이 부족의 그러한 생각을 그들이 단지 미개하
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깨우쳐주기 위해
서라도 더욱더 그곳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먼
저 누가 누구를 구제한다는 것인가? 누가 무식하
고 미개한 것인가? 아무것에도 오염되지 않아 세
균이나 박테리아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는 그
들이 볼 때 선교사들은 분명 악령이다. 그들은 자
기들이 살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선
교사가 믿는 신의 범주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또 하나, 어느 쪽이 과학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문명인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자나
선교사가 과학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부족들
은 경험과학을 통해 낯선 외부인을 검은 악령으
로 인식하고 있다. 경험을 통해‘엄청나게 위험하
다’
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누가 더 과학적인가? 문명인이라고 자
처하는 자는 과학에 대해 어떤 이론을 말할 수 있
을지 몰라도 생활에서의 과학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간혹 문명과 과학
을 내세우는 자들은 자기들이 불리할 때엔 상대
를 미개하다거나 미신이라거나 하며 싸잡아 통째
로 무시한다. 어떤 이는 인과법과 인연법의 연기
법은 구식이고 과학은 신식이라고 주장한다. 스
스로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처사다. 실험과학이든
경험과학이든 모든 과학을 포괄하는 진리가 연기
법이다. 세상은 연기법에 의해 존재하고, 삶은 연
기법에 의해 펼쳐지는 것이다. 이를 분명하게 보
는 자가 깨어있는 자다. 깨어 있는 사람만이 열반
을 증득할 수 있다.

가짜와 진짜
보건복지부는 20일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
료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
로 청구한 병원 11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
표대상이 된 요양기관은 의원 1곳, 한의원 8곳, 치과
의원 2곳 등이다.
이들 병원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 행위 등
은 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
할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노컷뉴스 2020.1.20.〉

매스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허위 즉 가짜뉴스로
정부를 속이고 사람을 현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
들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게 정부
의 발표다. 말 그대로 가짜가 진짜인 양 행세하는
일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대지도론》13권에 이러한 말씀이 있다.“거짓
말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속인 연후에 다른 사
람을 속인다. 진실을 거짓이라 하고 거짓을 진실
이라 하여, 거짓과 진실이 전도되어 선법을 받아
들이지 못한다. 병을 엎으면 물이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진실을 살피지 못한다. 어리석
음은 마장이 깊다. 마장이 깊으므로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지만‘진
짜’
는‘진짜’
를 알아본다.‘진짜’
란 모든 헛된 마
음을 버리고 보리심을 추구하는 대승심을 갖출 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보살심에는‘가짜’
가 없다.
세상이 아름다우려면 허상과 거짓이 없어야 한다.
만일 허상과 거짓이 대우받고 그릇됨이 용인된다
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내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불자들이 진실을 드러내는 대승행을 보
여줘야 한다. 진실이 대우받고 진짜가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위해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처
님이 바르게 보고 바르게 행동하며 바른 생각을
갖도록 말씀하신 8정도도 사실 정토의 세계가‘바
름’
에서 기초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다.

기획실장 미등 스님

불기 2564년
2564년
불기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오신날
경자년은 눌삼재로

사(巳 뱀띠), 유(酉 닭띠), 축(丑 소띠)이 해당됩니다.
7차 불공

8차 불공

2월 4일(화)

2월 8일(토)

•장소 : 호국참회원 3층 강당 •시간 : 오전 9시 30분

【※준비물: 런닝셔츠를 한 번 입으신 후 불공봉투에 담아오세요】
문의 및 접수 : 기도접수처(☎02-993-3161~3)

소원성취

석불전 100일 등(燈)
(燈)불사
도선사는 경자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석불전에 등(燈)을 밝히는 연등(燃燈)불사
를 봉행합니다. 석불전에 올리는 정성어린
등불하나가 우리의 삶을 밝히는 지혜의 인
연이 되기를 발원하며, 동참하신 인연공덕
으로 밝고 평안한 가정을 이루시고 소원성
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입재 : 2월 24일(월, 음 2.1)
•회향 : 6월 2일(화, 음 윤4.11)

사부대중

불기 2564년 1월 29일(음 1. 5)

제1745호

불기 2563(2019)년

도선사 이 모 저 모

도선사 4/4분기 재정 현황
삼각산 도선사는 2019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4/4분기 재정현황을 공고합니다. 재정현황은
일반회계·불사 특별회계·적립금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로 분류하여 게재합니다. - 재무부 -

■ 일반회계 수입 / 지출 보고
수 입

▲ 경자년 설날 합동(단독) 차례 봉행
도선사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경자년 설날을 맞아 지난
25일 호국참회원 3층 강당에서 설날 합동 및 단독차례
를 봉행했다.

지 출

분류(관)

2019년 예산

4/4분기 결산

예산대비율

분류(관)

2019년 예산

일반 수입

1,167,300,000

321,297,338

28%

법요행사비

불공 수입

6,418,176,000

1,781,339,051

28%

소임공제 및 보시

법요·행사 수입

4/4분기 결산

예산대비율

754,046,000

158,193,000

21%

1,809,800,000

363,277,310

20%

1,085,534,000

-

0%

관리운영비

1,533,661,000

478,441,116

31%

교육연수 수입

-

-

-

분 담 금

1,451,000,000

362,750,000

25%

문화재입장료 수입

-

-

-

자산취득비

148,460,000

12,451,080

8%

262,575,000

119,624,114

46%

일반사업비

168,000,000

71,501,540

43%

교무금 수입

8,600,000

590,000

7%

목적사업비

1,785,570,000

416,260,180

23%

차 입 금

-

-

-

성보관리비

118,800,000

29,700,000

25%

45,000,000

-

0%

기타지출

267,848,000

34,016,379

13%

특별회계전출금

670,000,000

725,000,000

108%

차입금상환

-

-

-

대 여 금

-

-

-

반 환 금

-

-

-

예 비 비

250,000,000

-

0%

30,000,000

89,130,532

297%

8,987,185,000

2,740,721,137

30%

기타 수입

전년도 이월금

차년도이월금

합계

8,987,185,000

2,222,850,503 24.73%

합계

■ 불사 특별회계 수입 / 지출 보고
수 입
분류(관)

▲ 신도회 회장단 및 임원 신년하례
도선사 신도회 회장단 및 임원들은 지난 27일 호국참회
원 2층 교육관에서 주지 송산도서 스님을 모시고 신년
하례를 봉행했다.

영구위패
국유지매입

지 출

예산
4/4분기 결산
전년도이월금
대비율

2019년 예산

분류(관)

500,000,000

44,725,991

9%

-

영구위패

1,707,102,500

1,471

0%

-

국유지매입

원주포교당불사 5,000,000,000 1,295,743,928 26%

2019년 예산

예산
대비율

4/4분기 결산

500,000,000

160,564,939 32% 246,176,934

1,707,102,500

0%

2,782,702

- 원주포교당불사 5,000,000,000 1,412,510,628 28%

500

4,213,546

원주동도선사
불사

-

836,327,802

-

-

원주동도선사
불사

-

335,781,778

서도선사
부지매입

-

80,379,674

-

-

서도선사
부지매입

-

82,221,740

부도탑 불사

103,295,000

345,201

0%

-

부도탑 불사

103,295,000

6,000

종무소
리모델링공사

200,000,000

276,800,879 138%

-

종무소
리모델링공사

200,000,000

264,812,527 132%

대중공양간
개선공사

300,000,000

-

-

-

대중공양간
개선공사

300,000,000

-

200,000,000

-

-

- 계단 개보수공사

200,000,000

-

8,010,397,500 2,534,324,946

32%

계단 개보수공사

합계

이월금

-

합계

- 681,262,767
-

5,385,974

0% 101,330,897

8,010,397,500 2,255,898,112

54,178,967

-

-

-

-

28% 1,095,331,787

■ 적립금 특별회계 수입 / 지출 보고
수 입

▲ 우이동주민센터‘따뜻한 겨울나기’성금 전달
도선사는 지난 20일 강북구 우이동 주민센터를 방문,
‘2020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성금으로 500만원을
전달했다.

분류(관)

지 출

예산
4/4분기 결산
대비율

2019년 예산

분류(관)

전년도이월금

2019년 예산

4/4분기 결산

예산
대비율

이월금

청담문화기금

403,755,000

10,550

0%

-

청담문화기금

403,755,000

-

- 321,316,699

퇴직적립금

352,023,000

3,092,063

1%

-

퇴 직 금

352,023,000

10,753,626

3% 203,520,531

부동산수익적립금

합계

-

-

-

755,778,000

3,102,613

0%

- 부동산수익적립금
-

합계

-

-

755,778,000

10,753,626

-

-

1% 524,837,230

2020년(경자년)

입춘부·삼재부·육자주·교통부·재수부
기도접수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삼재팔난과 사백사병의 재액을 미리 막고, 소원을 성취시켜주
며 행운을 안겨주는 경자년 입춘부·삼재부·육자주·교통부·
재수부를 기도접수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도님들께서는 다함께 호지하셔서 만일에 있을 삼재팔난을
소멸하시고 희망의 새해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 기도접수처(☎02-993-3161~3)

법 공 양

제1745호

불기 2564년 1월 29일(음 1. 5)

삼각산 도선사
찾아오시는 길
설판(設瓣)이란, 법회나 불사의 중요한 부분을 맡아 신심을 갖고 감당한다는 의미이
고, 설판재자란 불사나 법회를 베풀기 위해 노력과 비용을 담당하여 수고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설판 공덕은 모든 불사와 법회를 여법하게 완성하는 것이며, 설판재
자는 바로 이 공덕을 짓는 사람을 말합니다. 많은 신도님들이 여러 분야에 설판해 주
셨습니다. 도선사는 신도님들의 설판공덕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마음 편하게 기도하
고 정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판 보시 인연공덕이 제불보살님의 가피
로 이어져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원만하게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동도선사

삼천불

신용섭, 김은영, 윤성수, 정영자, 이현주, 정상원, 이다은, 최민재, 최완식, 이춘욱(영), 이헌로,

류승대, 조해영, 박영환
*서도선사

땅한평

김세진, 김유진, 윤주인, 차다현, 조정래, 전경선, 이헌로, 류승대, 석인숙, 박수진, 안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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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 김장용, 조해영
*방

생

도선사 버스운행
시/간/표

윤병선, 신재인, 윤정중, 김리원, 윤소정, 전영길, 윤서준, 전민경, 윤서윤, 전유나, 권유진, 김복수,

양용범, 임영애, 양성원, 양슬기, 강교원, 강민정, 강민주, 강경모, 강민서, 전금식, 김은아, 전승환, 지용욱, 강희연,
지민서, 한창우, 박종철, 손정희, 박형기, 박지영, 김영덕, 김재환, 심홍기, 심준형, 심현익, 서원찬, 서유진, 서기원,

120번 종점
주차장

도선사
매점

신도님들의 정성어린 설판공양을 받습니다.

05:10
04:20
06:00
05:30
06:45
06:30
07:25
07:00
08:00
07:45
08:30
08:15
09:00
08:45
09:30
09:15
10:00
09:45
10:30
10:15
11:00
10:45
11:30
11:15
12:00
11:45
12:30
12:15
13:00
12:45
점심시간
14:00
13:45
14:30
14:15
15:00
14:45
15:30
15:15
16:10
15:50
16:50
16:30
17:30
17:10
18:20
17:50
19:10
18:50
20:00
19:30

•설판 문의 : 기도접수처(☎ 993-3161) /•제사 문의 : ☎ 993-3165

일요·공휴일, 초하루 등
큰 기도와 법회시 수시운행

김혜자, 서동화, 김용현, 정선희, 이용숙, 정진영, 정진숙, 한아라, 정시유, 이재영, 장윤정, 김수민, 이윤학, 전인숙,
황창황, 정성순, 황교출, 황지호, 홍원표, 이순이
*설

판기도

김흥영, 장경득, 성국석, 김요근, 박종호, 남귀환, 이수연, 남창현, 오필수, 박찬화, 장순자, 이민지,

이진하, 이창민, 박윤종, 오숙현, 박진흥, 안미희, 박진용, 양길자, 이동희, 정말복, 김광석, 이해진, 김은순, 조태규,
안풍미, 김종대, 지병주, 임승호, 차재선, 오정숙, 전성빈, 최성태, 김선학, 서문기철, 박진호, 이만영, 최정은
*찰

밥공양

장영수, 박시현, 박성용, 정인성, 하태석, 김기홍, 임준서, 윤대근, 남궁제희, 용호연, 김현철,

김경윤, 김용운, 김정이
*기도접수처

보수

권윤덕, 정채원

*독

불 공

한광재, 김정구, 한광익

*대

장엄등

김용휘

*소울포레스트

영구위패 박인자

*향

로

이길종

*콩

한용식

*과

일

심재덕

동도선사 삼천불 불사

팥보시

서도선사 땅 한 평 불사 / 경자년 정월방생 설판 / 과일공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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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보

불기 2564년 1월 29일(음 1. 5)

제1745호

각종 환란 벗고 복되고 지혜로운 삶 발원
경자년 정초 7일 신중기도 입재 … 회주 혜암동광 큰스님‘대종사’품수 축하
도선사는 지난 3일 호국참회원 3층 강
당에서 주지 송산도서 스님을 비롯해 사
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경자년 정초 7일
신중기도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정초 7일
신중기도는 2월 2일 회향한다. 특히 입재
식에서 주지 송산도서 스님과 신도회장
은 지난 1월 8일 대종사 법계를 받은 회주
혜암동광 큰스님께 축하의 인사와 꽃다
발을 전했다.
정초 7일 신중기도 입재식에서 법사로
나선 혜암동광 큰스님은“정초 신중기도
는 한 해 동안 온 가족이 아무런 사고 없

이 건강하고, 화합하며, 복되고 지혜롭게
살기를 발원하면서 참된 부처님의 제자
가 되기를 서원하는 기도이다”
며 지극정
성으로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

주지스님 동 정

▲ 정양석 국회의원(강북갑)은 지난 1월 19일 강북
구의회 유인애 부의장과 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
이복근 전 서울시의회 의원 등과 함께 주지스님을
예방하고 새해덕담을 나눴다.

▲ 박용진 국회의원(강북을)은 지난 1월 20일 모친
송복순 여사와 함께 주지스님을 예방하고 강북구 발
전과 도선사 여러 불사들이 원만성취되도록 적극 돕
겠다는 덕담을 나눴다.

▲ 장형순 강북소방서장은 지난 1월 17일 주지 송산
도서 스님을 예방하고, 도선사 소방시설을 속히 구
축하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날 장 서장은 투척
용소화기 32개를 도선사에 기증했다.

▲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지난 1월 18일 설날을 앞두
고 도선사를 참배했다. 이날 이 구청장은 그동안 도
움을 주신 주지스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한편
새해 덕담도 나눴다.

▲ 김선동 국회의원(도봉을)은 지난 23일 민족의 명
절 설날을 앞두고 도봉구의회 의원들과 함께 도선사
를 참배하고 주지 송산도서 스님과 도선사 발전을
위해 환담했다.

▲ 기동민 국회의원(성북을)은 지난 23일 서울시의
회 강동길 의원과 함께 주지 송산도서 스님을 예방
하고 도선사 불사가 원만성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소중한 가족을 모시는 영혼의 숲
도선사 영구위패단

소울 포레스트
신규 사전접수 받습니다
•위 패 : 1위 1백만원
•관리비 : 10년 선납시 50만원
문의 및 접수 :
기도접수처(☎02-993-31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