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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혁신운동

안내서

‘붓다로 살자’
청규(淸規)
‘붓다로 살자’청규는 붓다로 사는 불자
들이 개인 생활이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지키고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일컫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확실하고 명확
하게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붓다로살자’청규에는 우리 불교가 전통
적으로 간직해온 계율, 적극적인 선행의 실
천, 사람들에게 이익을 베푸는 대승의 계율
사상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나 자신의 신행생활을 위한〈신행청규〉
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일 삼보에 예경한다.
② 지계·참선·간경·보살행 등 자신에게
맞는 수행을 생활화한다.
③ 월 2회 이상 법회에 참석한다.
④ 귀 기울여 듣고 온화하게 말한다.
⑤ 날마다 한 가지 이상 선행을 실천한다.
⑥ 하루 천 원 이상 보시한다.
⑦ 만나는 사람마다 합장하고 공경한다.
⑧ 소욕지족의 정신으로 단순소박하게 살아
간다.
⑨ 월 1회 이상 이웃을 위해 봉사한다.
⑩ 수행일지를 기록하고 포살에 동참한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붓다로 살자’중에서〉

▲정초 7일 신중기도 회향 도선사는 지난 2일 정초 7일 신중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 법문에 앞서 신도들에게“그동안 각종 불사와 기도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덕분에 모든 것이 순조롭
게 진행됐다”
며 고마움을 전했다.〈관련 화보 8면〉

10일(월), 자비도량참법 정진기도 입재
5월 19일까지 100일 동안 석불전에서 매일 낮 1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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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법기도를 올리게 된다.
참법은 모든 중생의 죄와 업장
을 내 허물로 삼아 기도하며, 참법
에 의하여 원결을 풀면 원수가 없
어지고 병이 낫고 어둠을 깨뜨리

는 밝은 등이 되어 뭇생명을 이롭
게 하는 수행법이다.
또한 참법은 다양한 수행법이
유기적으로 조화돼 수행자의 감정
을 정화시키고, 새로운 인간상을
확립하는 종합 수행법으로 알려져
있다. 즉,‘자비도량참법’
은 사무
량심에 의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자비의 도량을 마음에 세우며, 그
마음에 의지해 악업을 끊어내고 깨

달음에 이르게 하는 수행법이다.
한편 주지 송산도서스님은“지
극한 마음으로 참법기도를 하면
온갖 번뇌가 소멸될 것이다. 온갖
번뇌가 소멸되면 한 순간에 자신
과 타인이 모두 청정해질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지혜를 증득하여
위없는 깨달음으로 나아갈 것”
이
라며 기도동참을 당부했다. 회향
은 5월 19일(화, 음 4.27)이다.

소중한 가족을 모시는 영혼의 숲
도선사 영구위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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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합

불기 2564년 2월 5일(음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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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 숲‘영구위패각’건립
‘소울 포레스트’조감도

소울 포레스트, 현대식타워 8동 건립
영구위패 1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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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나무뿌리는 조상이요, 둥치
는 자신이요, 가지와 열매는 자손
이라 했다. 조상인 뿌리가 튼튼해
야 나와 자손인 둥치와 열매가 잘
자란다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도선사는 경자년 새해를 맞아
선망조상들의 극락왕생과 더불
어 자손들의 안녕과 발복(發福)을
위해 영구위패각 불사를 발원하
고 모연을 받고 있다.
도선사 영구위패각은 청담대
종사 사리탑 내 부도전 아래 건립
되며, 자연과 하나 되는 소중한

선망조상을 모시는 영혼의 숲이
라는 의미에서‘소울 포레스트
(Soul Forest)’
로 정했다. 일명 소
울림(燒鬱林)이다.
영구위패각 소울 포레스트는
타워형태로 8동이 오는 5월경 준
공될 계획이며, 모두 10,000기의
영구위패가 봉안된다. 위패는 1
위당 100만원이며, 관리비는 10

년 선납 50만원이다.
소울 포레스트 불사를 시작하
는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영혼
들의 숲속에 자리 잡은 조상님들
의 영혼은 늘 염불소리를 경청하
며 마음의 때를 벗고 지고지순한
영롱한 빛 가운데 모든 시름을 놓
아 편안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고 신도님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도선사 신도님들은 가정의 조
상님을 위해 제불보살 위신력과
가피력으로 소울 포레스트 속 조
상님들 영혼을 별빛으로 승화시
키시길 권한다.

‘소울 포레스트’정면도

석불전 100일 연등불사
2월 24일(월) 입재, 소원성취 기원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기도처인 삼각산 도선사 석불전 연등불사
가 시작된다.
도선사는 불교 최대 명절인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소원성취 석불전 100일 연등불사’
를 봉행한다. 올
해 부처님오신날은 양력 4월 30일(목)로, 음력 2월
초하루인 오는 2월 24일(월)부터 밝힐 연등은 앞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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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부처님 도량에 등불을 밝
히는 일은 내 주변 법계를 환하게 밝히는 첫 시작”
이라며“어려움을 극복하는 희망의 등, 나눔의 등,
지혜의 등을 밝혀 올바른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세우
길 바란다”
고 동참을 당부했다.

음2월 초하루 큰스님 초청법회
2월 24일(월), 법산경일 큰스님
도선사는 오는 2월 24일(월) 음력 2월 초하루를
맞아 동국대학교 이사장 법산경일 큰스님을 모시고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초하루 법회는 호국참회원 3층 강당에서 오전 9
시 30분부터 봉행되며, 초청법사인 법산경일 큰스
님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장과 보조사상연구원
장, 한국선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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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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문

회향 다른 시작, 늘 기도 마음 갖자
《사기》
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앉아서는 안 될 자리에 앉는 것을 탐위(貪位)라
지·상 ·법·문
고 하고, 받아서는 안 될 명예를 받는 것을 탐명(貪
名)이라고 한다. 반성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
를 기울이는 것을 총(聰)이라 하고, 마음속에 있는
눈으로 분명하게 보는 것을 명(明)이라 하며, 자기
자신에게 이기는 것을 강(强)이라 한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고생 많이 하셨겠지만 앞
석불전 77일기도 회향
길 또한 그렇게 녹녹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
나‘채득백화성밀후(採得百花成蜜後)에 부지신고
는 말처럼, 벌들이
지난해 11월에 시작한 대학입시 합격과 학업성 위수첨(不知辛苦爲誰甛)이라’
취를 위한 석불전 77일 특별 기도를 회향하게 되 날마다 정신없이 이 산 저 산, 이 꽃, 저 꽃 바쁘게
었습니다. 그러나“회향은 시작의 다른 이름이다” 쫓아다녀서 자기는 먹지도 못하면서 악착같이 애
라는 말처럼, 오히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 써서 꿀을 모아놓았는데 과연 누구의 입을 위하여
죽을 고생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허무한 인생을
도하고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오로지 자녀들이 희망하는 대학교에 합격하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쁘다, 바쁘다고 푸념
학업성취를 발원하며 77일 특별기도에 동참하신 만 하지 말고 왜 바쁘게 사는지 분명하게 물으면
분들이 엄동설한인데도 땀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 서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금년은 경자년 쥐띠 해입니다. 쥐는 풍요와 다산
음으로 기도하셨던, 그 신심만 놓지 않는다면, 앞
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을 을 상징한다고 합니다만 연말부터 신년으로 이어
것입니다. 그 동안 77일기도에 동참하신 분들의 지고 있는 정치현실이나 사회현상을 보면 결코 만
신심을 찬탄하면서 발원하신 소망대로 모두 성취 만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느 때 보다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할 시기입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이란, 가려서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마부작침(磨
결과를 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하신 사람들도 새 斧作針)의 마음가짐으로 불평하지 말고 묵묵히 노
옹지마(塞翁之馬)라는 고사와 같이 안심하거나 자 력한다면, 무슨 일이든 성취하지 못할 일이 없을
만하지 말고, 자기 앞에 놓인 현실을 직시하면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기도하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는
마음을 놓아버리지 말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모든 중생들은 저마다 업이 다르기 때문에 능력
《금강경》
에서 부처님은“여래실지실견(如걐實
도 다르고 욕망도 다르며 성품(性)도 모두 다릅니
다. 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반드시 그 사 知實見) 시제중생(是諸衆生) 득여시무량복덕(得如
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움
람이 해야 할 소명이 따로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 是無量福德)”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 에 처한 중생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
고 부처님께 기도한다면, 부처님은 그 사람을 분
은 아무도 없습니다.
큰 그릇은 큰 곳에 쓰이고 작은 그릇은 작은 곳 명하게 아시고 분명하게 보셔서, 한량없는 복덕
에 쓰이는 데, 다만 자기 그릇에 맞는 최상의 자리 과 지혜를 얻도록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석불전 77일 특별기도 회향법
를 찾기 위하여 공부도 하고 시험도 치루는 것입
니다. 조금 빨리 되었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회에 동참하신 모든 불자님에게 부처님의 가피와
실패했다고 하여 낙담하거나 좌절하지도 말아야 원력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불하십
시오.
할 것입니다.
주지 송산도서 스님의

불기 2564년 2월 5일(음 1. 12)

피안으로 가는 길
제행무상의 삶을
극복하면서
회주 혜암동광 대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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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모두가 인연으로 말미암아 피고 지는
것이므로, 그 모든 것은 끝없이 변화하는 것입니
다. 어떤 경우에도 혼자 우뚝 존재하는 것은 그 어
디에도 없으며, 항상 변함이 없는 상태 그대로 머
물러 있는 물체 역시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근심과 슬픔 그리고 괴로움과 번민 속

홀로 우뚝 존재하는 것 없어
우리 마음의 의지처‘부처님’
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이며 그 원인
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다름 아닌 모든 것에 집착하여 마음의 본
래 자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결
국 근심과 슬픔과 괴로움과 번민이 가득히 혼탁
한 미록의 세계를 빚어내는 것은 다름 아닌 집착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번뇌가 일어
나며, 이 번뇌로 인하여 고통을 끌어들이는 것입
니다. 그래서 번뇌와 업과 고통의 세 수레바퀴는
끊임없이 오늘도 돌고 도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중생의 모습을 보신 대자대비
하신 부처님은 아주 먼 옛날 한 분의 구원자가 되
시어 온갖 두려움에 떠는 중생들을 다 건지시겠
다는 서원을 일으켰으니, 그 분이 바로 우리가 항
상 마음이 의지처로 섬겨야 할 부처님이십니다.
태어나지 말라. 그 죽음이 괴로우니.
죽지 말라. 그 태어남이 괴로우니.《삼국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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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획

불기 2564년 2월 5일(음 1. 12)

제1746호

성불 위해 몸 바쳐 중생구제
신심 높여주는
부처님 이야기

1. 토끼보살
아주 먼 옛날, 인도의 북부 갠지스 강 연
안에 위치한 도시인 바라나스 근처 숲 속에
여우·원숭이·토끼가 사이좋게 모여 살고
있었다. 여우와 원숭이와 토끼는 어릴 때부
터 함께 자라 우정이 지극히 두터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마치 제 몸을 아끼는 것과
같았다. 또한 다 같이 모여 보살도를 닦고
수행하기를 즐거워했다.
도리천( 利天)의 주인으로 수미산 정상
에서 살고 있던 제석천(帝
釋天)이 그 모습을 보고 크
게 감동했다. 그리고는 이
렇게 생각했다.
‘진실로 이 가운데 보살
도를 닦고 행하는 자가 누
구일까?’
진실로 보살도를 닦고 행
하는 자가 누구일지 궁금
했던 제석천은 그들을 시험하고자 노인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은 별일 없이 잘 지냈느냐?”
“예, 우리들은 날마다 숲과 숲 사이를 돌
아다니면서 아주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습
니다.”
“나는 너희들이 매우 사이좋게 잘 지낸다
는 말을 듣고 무척 기뻐서 이 늙은 몸을 이
끌고 여기까지 왔지만, 별안간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구나. 너희들에게는 미안하지
만 뭐 먹을 것을 구해다 주지 않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잠시만 기다
려주십시오.”
여우와 원숭이와 토끼는 대답을 하고 나
서 제각각 먹을 것을 구하러 흩어졌다. 얼
마 후 여우는 냇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

왔고, 원숭이는 숲 속에 들어가 나무에 달
린 과일을 따서 왔다. 그런데 토끼는 아무
것도 가지고 오져오지 않은 채 빈손으로 돌
아와 노인의 주위를 뱅뱅 돌았다. 궁금해진
노인이 토끼에게 물었다.
“토끼야, 너는 어찌하여 어떤 먹을 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저는 나름대로 생각이 따로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토끼는 옆에 서 있던 원숭
이와 여우에게 이렇게 말했다.
“벗들이여, 미안하지만 나를 위해 마른나
무 한단씩만 구해다 다오.”
친구 부탁이기에 여우와 원숭이는 곧바
로 나무를 구해 와 쌓아놓았다. 토끼는 곧
바로 마른나무에 불을 붙
였다. 불이 훨훨 타오르자
불꽃을 보면서 엄숙한 모
습으로 노인에게 말했다.
“저는 쓸데없는 물건입
니다. 원컨대 이 몸을 할아
버지께 공양한 공덕으로
후세에 성불을 기약하고자
합니다.”
토끼는 이 말과 함께 훨훨 타오르는 불꽃
속으로 뛰어 들어가 버렸다. 깜짝 놀란 노
인은 몸을 제석천의 모습으로 되돌린 후 이
미 잿더미가 된 토끼를 불길 속에서 꺼내
들고는 이렇게 탄식했다.
“나는 너희들이 보살도를 행하는지 시험
하고자 왔다. 그러나 지금 토끼의 소신공양
(燒身供養)을보고 그 신심의 대단함에 크게
놀라고 말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와 같이
훌륭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토끼의 자취
가 영영 사라지는 것을 차마볼 수가 없구
나. 내 이제 토끼의 모습을 달 속에 넣어 길
이 후세에 귀감이 되게 하겠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설화를 들려주신 후“그때의 토끼는 바로
나의 전생”
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음력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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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신중기도
•입 재 : 2월

24일 (월요일)
•회 향 : 2월 26일 (수요일)

자비도량참법 기도 어떻게 하나?

모든 중생 허물이 내 허물‘참회’
자비도량참법(慈悲道場懺法) 기도는 나의 잘못만을 참회하
는 것이 아니고 남의 잘못을 내 허물로 삼아 참회하고 모든 중
생의 죄와 업장을 내 허물로 삼아 참회한다.‘지심귀명례’
로시
작해 구절마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절을 하고, 나머지는 독
송하는 기도법으로 모두 10권 38장이다.
제1권의 시작은 참회를 시작하는‘입참문(入懺文)’
으로 부처
님께 귀의하는 이유를 경전의 내용을 인용해 기술하고 있는 1
장‘귀의삼보’
와 의심을 끊는 2장‘단의(斷疑)’
와 참회의 힘을
서술한 3장‘참회(懺悔)’
가 이어진다. 제2권에는“우리가 좋은
때를 만났으니 정진하여 보리심을 내자”
는 4장‘발보리심’
과
“우리가 세운 서원 모두 성취케 하고 나는 곳마다 깨달음을 성
취케 해달라”
는 5장‘발원(發願)’그리고“보리심을 발하고 서
원을 세웠으니 회향심을 발해 부처님께 귀의한다”
는 6장‘발회
향심(發廻向心)’
이 담겨있다. 제3권과 제4권에는 7장과 8장에
걸쳐‘현과보(現果報)’
에 대해 논하고, 제4권 9장에서는 보살도
를 행해 지옥고통을 면하자는‘출지옥(出地獄)’
을 설하고 있다.
제5권과 제6권에는 9장‘해원석결(解寃釋結)’
편이 이어져 참
회하여 원결을 풀어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구족하여 정각을
이루자고 설하고 있다.
제7권 10장‘자경(自慶)’
에는“원결이 풀려 장애될 것이 없어
져 스스로 기뻐한다”
는 내용이, 11장‘경연삼보(警緣三寶)’
편
에는“삼보를 생각해 중생을 연민하고 일체를 섭수하자”
고권
장하고 있다. 12장‘참주사대중(懺主謝大衆)’
편에는“일체대중
이 동일한 보리심과 보리원으로 삼보의 권속이 되어 정각을 이
루자”
고 독려하고 있다. 13장‘총발대원(總發大願)’
에는 모두
가 큰 원을 세울 것을 일깨우고, 14장‘봉위천도예불(奉爲天道
괋佛)’
에서는 모든 하늘과 신선을 받들자는 내용을 싣고 있다.
이어 15장‘봉위제선예불(奉爲諸仙괋佛)’16장‘봉위범왕등예
불(奉爲梵王等괋佛)’
이 이어진다.
제8권과 제9권에는 17장‘봉위아수라도일체선신예불(奉爲
阿修갥道一굷善神괋佛)’
을 시작으로 34장‘위집로운력예불(爲
執걓運力괋佛)’
까지 다양한 경계의 존재가 부처님을 신봉하는
발원이 계속된다. 제9권 마지막에는 35장‘발회향(發廻向)’
을
싣고 있다. 제10권 36장에는“내가 참회한 선근으로 모든 중생
들이 다 지옥고통을 멸하게 해달라”
는 발원을 담은‘보살회향
법(菩薩廻向法)’
이 설해져 있다. 37장에서는‘발원(發願)’
이설
해지고 마지막 38장‘촉루(囑걽)’
에서는“모든 중생들이 자비
하신 부처님과 함께 불국토에 나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
고 발원한다.

(現) 동국대학교 이사장
(前) 보조사상연구원장
한국선학회장

법산경일
큰 스 님
초청대법회
2월 24일(월, 음 2월

초하루) 사시

출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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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64년 2월 5일(음 1. 12)

신간안내

문화소식

달라이 라마와 함께한 30년 구도행‘안녕, 다람살라’
티베트의 종교지도자 달라
이 라마의 제자 청전스님이
인도 다람살라에서 존자를
모시고 수행과 봉사의 삶을
산지 30년 만에 한국으로 돌
아와《안녕, 다람살라》
를출
간했다.
책에는 강산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오직 다람
살라만을 고집하며, 스승 달라이 라마 존자를
모시고 살아온 청전스님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체험담과 맑고 따뜻한 스토리가 가득 차 있다.
청전스님은 대중들이 쉽게 알 수 없는 달라이
라마의 진면목과 이면, 스승과 제자간의 영적
교류, 순례길의 신비로운 체험과 깨달음 등을
소개하며, 독자들이 어둡고 탁한 세상에서 한
줄기 따뜻한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전스님은 1977년 송광사에서 구산스님을
친견하고 출가한 이래, 수행을 위한 순례길에

올라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등 여러 곳을 거쳤
다. 마침내 절대 스승 달라이 라마 존자를 만나
고 30년간을 다람살라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
비구 제자가 되어 스승을 모시고 중단 없는 수
행과 보시, 봉사의 삶을 살았다.
책에는 순례길에서 얻은 놀랍고도 신비로운
체험과 함께 다양한 사람들과의 따뜻한 만남,
그리고 아름다운 티베트의 자연 풍광이 담겨
있어, 읽는 즐거움과 보는 재미가 가득하다. 청
전스님이 내어 놓은 소박하면서도 흥미로운,
때론 가슴 시린 이야기들이 이 책을 한 번 펼쳐
들면 끝까지 단숨에 읽게 만든다.
청전스님은“이 지면에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야기들을 옮겨봤고, 후일에도 이어서 글을 계
속 쓸 것”
이라며“어둡고 탁한 세상에서 나의
글이 희망과 따뜻함을 주는 위로가 된다면 이
또한 수행자의 길에서 보람된 일이 아니겠는
가.”
라고 의미를 전했다.

산에서 내려온 명상‘한국의 명상을 말한다’
명상의 과학화와 대중화를
위해 모인 전문가 17인이 한
국형 명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책《한국의 명상을 말
한다》
를 펴냈다. 책은 한국명
상학회에 소속된 의학, 한의
학, 심리학, 간호학, 교육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국형 명상의 현주소
와 명상의 장점, 실용적인 명상의 활용법, 현대
생활에서 명상의 가치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명상이 우리 사회의 건강과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좌선이나 단전호흡, 기 수련 등에
집중한 과거의 한국 명상은 나름의 꽤 오랜 역
사와 전통을 갖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따라
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명상학회는 한국 명상
의 깊이에 서양 명상의 실용성을 담고자 지난
10년간 힘썼고, 책에는 고수의 한마디 조언이
아닌 10년간의 노력을 담았다. 명상이 건강에

도움이 되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을 널리 알
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 17인은 다음 아홉 가지 질
문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명상을 어떻
게 시작했는가’
‘자신의 분야에 명상을 어떻게
접목하는가’
‘실제로 명상이 자신과 타인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지난 10년간 명상은 어
떻게 변화했는가’
‘명상 연구는 어떻게 하는
가’
‘본인이 특별히 좋아하는 명상이 있는지,
또 어떻게 수행하는지’
‘명상시 주의할 점이 있
다면, 또 부작용은 없는지’
‘한국 명상 미래는
어떨지, 다가올 미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명상이란 무엇인가’등등.
책은 명상 자체에 집중하면서도 그 활용법과
연구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았다. 또한 가까운
미래부터 먼 미래까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떻
게 명상을 전파할지 고민하고 그 실용적인 대
책까지 내놓았다.

“TV보는 부처님,백남준의 부처님”
‘학고재 소장품 21.2세기’展
4월 5일까지 종로 학고재갤러리 신관
학고재갤러리는
오는 4월 5일까지
서울 종로구 학고
재갤러리 신관에
서‘학고재 소장품
백남준 作‘TV 부처’
21.2세기’
전을 개
최한다. 이번 전시는 21.2세기에서 바라보는 미술의
‘미래와 지금’
을 주제로 어제에 살며 오늘의 시간을
끌어다 썼던 백남준을 화두로 정성화, 안토니 곰리 등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 26점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
시에는 백남준의‘TV 부처’등 회화, 조각, 영상, 드로
잉, 콜라주, 판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의 시작은 백남준의 작품‘로봇’
이 연다. 백남
준의 오랜 벗 요셉 보이스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 제작
된 작품으로, 보이스가 즐겨쓰던 펠트 모자가 상징적
이다. 로봇의 상단 모니터는‘굿모닝 미스터 오웰,
1984’
를, 하단 모니터는‘바이 바이 키플링’
을 재생한
다. 조지 오웰이 예견한 디스토피아에 천진한 안녕을
고하고, 동양과 서양은 회합할 수 없다던 키플링에게
위성 연결한 세계로 회답하고, 세기말의 로봇이 오늘
을 응시하는 작품이다.
단색화의 거장 정성화는 반복의 미학을 담고 있는
‘무제 A’
에서 철저한 계산과 수행적 행위로 가득 찬
듯 비어있는 한국의 여백을 구현한다. 안토니 곰리의
‘커패시터, 2008’
은 2001년부터 제작한 동명의 조각
에 대한 드로잉이다. 안토니 곰리는 신체를 주물로 뜨
는 과정을 정신수련에 비유하여, 수없이 뻗은 막대의
반경은 신체와 자아의 확장을 암시하고 있다.
전시의 시작이던 백남준이 작품‘TV 부처’
로 전시
를 마무리 한다. 백남준의 자화상 같은 작품이다. 불상
이 모니터와 폐쇄회로 카메라를 마주보면 실시간으로
녹화된 영상이 모니터에 송출된다. 깨달음의 상징인
부처가 모니터 속 자신의 환영을 응시하는데, 가까이
다가서면 우리의 모습도 화면에 함께 떠오른다. 미디
어 매체가 범람하는 문명시대, 진실에 대한 성찰을 고
무하는 작품이다. 문의: (02)739-4937

삼각산 도선사 염불봉사단
애사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삼각산 도선사 염불봉사단’이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와는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이 가까운 이의 죽음입니다. 이러한 때‘삼각산 도선
사 염불봉사단’은 서로 힘을 모아 영가님이 평온한 다음 세계로 안전하게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염불봉사단 활동안내
도선사 신도 누구나‘무주상보시’
로 요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서울지역에 한해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례 염불봉사로 영가와 상주를 위로합니다.
장례절차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 및 문의
염불봉사 팀장 010-9877-3188, 070-4944-3185

사부대중

불기 2564년 2월 5일(음 1. 12)

제1746호

도선뉴스

불기 2563(2019)년

도선사 4/4분기 재정 현황

*‘따뜻한 겨울나기’성금 500만원 전달
지난달 20일, 강북구 우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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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선사는 지난달 20일 강북구 우이동 주민센터를 방
문,‘2020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성금으로 500
만원을 전달했다.
2020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는 서울사회복지공동
모금회와 각 구청이 관내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사는 따
뜻한 겨울을 위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오는 19일까
지 3개월간 진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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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관)

2019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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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자비나눔 쌀’지원현황
40㎏ 582포대, 총 23,280㎏ 전달

지 출

분류(관)

합계

8,987,185,000

2,222,850,503 24.73%

합계

■ 불사 특별회계 수입 / 지출 보고

도선사는 지난 1월 도선사 불자님들이 십시일반 모연
한 자비나눔 쌀을 강북지역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
및 산하시설, 사찰 등에 전달했다. 1월에 모연된 자비
나눔 쌀은 40㎏ 582포대, 총 23,280㎏이다.
‘자비나눔 쌀’지원현황표(2020년 1월 1일~1월 31일)
단위:포(40kg 기준)

수 입
분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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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관)

지 출

예산
4/4분기 결산
대비율

2019년 예산

4/4분기 결산

예산
대비율

이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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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

-

755,778,000

3,102,613

0%

- 부동산수익적립금
-

정기법회
일시 : 매주 일요일

일시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합계

-

-

755,778,000

10,753,626

-

백일기도

▶

시간 : 사시
장소 : 대웅전
축원기간 : 지정일부터 100일

설판기도

▶

시간 : 사시
장소 : 대웅전
축원기간 :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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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524,837,230

상시기도

오전 11시 20분
장소 : 대웅전

어린이·청소년회 ▶

2019년 예산

청담문화기금
부동산수익적립금

일 요 법 회 ▶

분류(관)

전년도이월금

*신도님들의 가정에 불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법 공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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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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 김장용, 조해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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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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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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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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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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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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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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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공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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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울 포레스트 영구위패 / 과일공양

정기기도
음력초하루
신중기도
보름기도
지장기도
관음기도

일시 : 매월 음력 1일~3일, 오전 10시

▶ ※큰스님 초청법회가 봉행됩니다.

특별활동 및 교육
새신도교육 ▶

대상 : 도선사 신도
일시 : 매월 4주 토요일, 오후 1시
장소 : 선묵당

염불봉사단 ▶

대상 : 도선사 신도
일시 : 매월 1·3주 토요일, 오후 1시
장소 : 선묵당

불교합창단 ▶

대상 : 도선사 신도
일시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 교육관

일시 :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

▶ ※각원 스님 법문이 있습니다.

일시 : 매월 음력 16일~18일, 오전 10시

▶ ※선망조상 천도재를 봉행합니다.

일시 : 매월 음력 24일~26일, 오전 10시

▶ ※미등 스님 법문이 있습니다.

일시 : 매월 첫째주 토요일, 저녁 9시
신묘장구대다라니
▶
※정안 스님 법문이 있습니다.
철야기도
*정기기도는 호국참회원 3층 강당에서 봉행합니다*

대상 : 도선사 신도
실달불교대학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불화반
장소 : 선묵당

화 보

불기 2564년 2월 5일(음 1. 12)

제1746호

“새해 발원, 불보살님 가피로 성취되시길”
정초 7일 신중기도 원만회향
도선사는 지난 2일 호국참회원 3층 강당에서 주지 송
산도서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경자
년 정초 7일 신중기도 회향 및 입춘 3일 불공기도 입재
법회를 봉행했다.
도선사는 지난달 27일부터 경자년 새해을 맞아 제불
보살님과 불법을 옹호하하고 불자들을 보호해 주는 신
장(화엄성중)들께 가정의 행복을 비롯해 각종 소원성취
를 기원하는 신중기도를 7일 간 올렸다.
이날 회향법회에서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정초를 발
원과 서원으로 시작하신 도선사 불자님들 가정마다 불
보살님의 가피와 호법성중님의 옹호가 항상 함께 하시
기를 바란다”
며“부처님 앞에서 발원한 일들이 열심히
기도정진하셔서 연말에는 반드시 성취가 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
고 축원했다.

학업성취 77일기도 회향
도선사는 지난 5일 석불전에서 주지 송산도서 스
님을 비롯해 수험생을 둔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학업성취 77일기도 회향법회 및 기도를 봉행했다.
이날 회향식에 동참한 불자들은 기도에 앞서 기도
를 점검하는 낙관을 받았다.
회향법회에서서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엄동설한
인데도 땀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그 신심만 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
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고 법문했다.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불기 2564년
2564년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오신날 봉축
봉축
불기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燈)불사
소원성취 석불전
석불전 100일
100일 등
등(燈)
불사
소원성취
귀의삼보하옵고,
삼각산 도선사는 경자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석불전에 등(燈)을 밝히는
연등(燃燈)불사를 봉행합니다. 석불전에 올리는 정성어린 등불하나가 우리의
삶을 밝히는 지혜의 인연이 되기를 발원하며, 동참하신 인연공덕으로 밝고
평안한 가정을 이루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입 재 : 2월 24일(월, 음 2.1)
•회 향 : 6월 02일(화, 음 윤4.11)

문의 및 접수 : 기도접수처(☎02-993-31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