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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과 치유기도 입재

“자비의 등불과 함께 희망도 밝혀요”

5월 30일까지 매일 기도 정진

부처님오신날 연등불사 … 봉축연등 및 각종 기도 전화 접수 가능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으로 불
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윤
달 4월 8일로 연기된 가운데 도선사는 지난
4월 30일 대웅전 특설법단에서‘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입재식’
을 봉행했
다. 도선사는 이날부터 윤달 4월 8일인 5월
30일까지 한 달 간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새기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함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매일
기도 정진한다.
이날 입재식은 명종을 시작으로 관불의
식, 국태민안 축원, 주지 송산도서 스님의 부
처님오신날 의미와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담은 법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법회
대중은《약사여래경》독송과 정근을 통해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치유를 발원했다.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코로나19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다음 생에는 질병
과 고통 없는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길 기원
한다.”
며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해 다
같이 기도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입재식에서는 오전 7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봉축불공이 진행됐으며, 정부
및 종단 지침에 따라 청정사찰 실천 지침을
실천했다.

도선사는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혜와 자비의 등 밝히기 봉
축 연등불사 및 석불전 소원성취
100일등 불사가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사
회적 거리두기’
가 지속되면서 도
선사를 찾는 불자들의 수도 눈에
띄게 줄고 연등 불사 동참도 예년
에 비해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전
화를 통한 연등접수가 가능하게
되면서 등불사에 동참하는 전화문
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지난 두

달 여 동안 종단의 지침에 따라 대
중기도와 법회를 중지했지만 사중
스님들은 매일 각 전각에서 정기
기도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멸
과 고통 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축
원기도를 지극정성으로 올려왔
다.”
며 그 동안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봉축 연등불사를 비롯해 각
종 설판에 전화로 동참하는 신도
들이 많아지고 있다”
며“몸은 절
을 찾을 수 없으나 마음만큼은 지
혜의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
뻐하며 함께하는 것 같아 감사할
뿐”
이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도선사는 부처님오신날 봉축연
등을 비롯해 각종 기도·인등·제
사 등 전화와 온라인 접수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다. 이와 관련 자
세한 사항은 기도접수처로 문의하
면 된다.
한편, 도선사는 올해 부처님오
신날 봉축연등 불사를 예년과 똑
같이 진행한다. 봉축연등은 석불
전100일등을 시작으로 일년등·
사업성취108등·장엄등을 도량
에 밝히고, 포대화상과 안양암 미
소부처님이 계신 곳까지 도량 곳
곳을 장엄할 계획이다.

오는 5월 23일(토) 열리는‘2020 연등회’
에 참가할 도선사 장엄등이 도량 곳곳에 설치됐다. 대웅전 앞을 밝히고
있는 부엉이 장엄등이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며 귀엽게 서있다.

더없이 좋은 날, 기쁨의 날, 생명의 날에
인류의 큰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뜻을 새기며
지혜와 자비의 등을 밝혀
행복한 삶의 인연 짓기를 바랍니다.

•사업성취108등 (대웅전앞)
•장엄등 (대웅전마당)
•일년등 (대웅전)
•100일등 (석불전)
•도량장엄등 (포대화상)

문의 및 접수
기도접수처(☎02-993-3161~3)

온라인(전화)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동참계좌 : 하나은행 211-910052-89605 (대한불교조계종도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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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극복 위해 부처님오신날 한 달 미뤄
5월 30일(토) 대중적 봉축 법요식 봉행
코로나19 극복과 치유 30일 기도 입재
경자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일
정이 코로나19 감염의 세계적 대
유행이라는 유례없는 상황으로
인해 한 달 연기됐다. 따라서 부
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은 오는 5
월 30일(토, 음 윤4.8)에 봉행하게
된다.
부처님오신날 봉축 일정 연기
는 코로나19의 사회적 확산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감염 예
방과 확산 방지에 동참하며 국가
와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를 불교
계도 함께 나누고 극복해 나가겠

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사회
적 귀감이 되고 있다.
도선사는 이같은 대한불교조
계종의 결정과 지침에 따르는 한
편 본래 부처님오신날인 지난 4
월 30일(목, 음 4.8)에 주지 송산
도서 스님을 비롯해 사중 스님들
중심으로‘코로나19 극복과 치유
를 위한 30일 기도정진’입재식
을 봉행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침
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
하며 봉행된 입재식은 모두 3부

로 나눠 진행되었다. 1부 본행사
에서는 관불의식, 국태민안축원,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30
일 기도정진 입재식을 거행하고,
2부에는 오전 7시와 8시, 오후 1
시와 2시 등 네 차례로 나눠 봉축
기도를 진행했다. 또 저녁 6시 30
분부터 봉축점등과 탑돌이도 봉
행했다.
한편, 조계종은 지난 20일‘코
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청정사
찰 실천 지침’
을 각 사찰에 시달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내린 지침에 따라‘사회적 거리두
기’
를 5월 5일까지 유지하되, 부
분적으로 종단 지침을 준수해 기
도와 법회 등을 진행토록 했다.

석불전 100일 특별관음기도 입재
5월 16일(토), 고시 및 각종 시험 합격기원
삼각산 도선사는 오는 5월 16
일(토, 음 4.24)부터 100일 동안
석불전에서 특별관음기도를 입
재한다. 이번 석불전 100일 특별
관음기도 일정은 코로나19 사태
와 관련 수능시험일 연기로 인하
여 변경되었다.
석불전 100일 특별관음기도는

각종 고시 및 공무원 시험, 대학
수학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의 합
격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해마다
봉행되는 특별기도이다. 기도는
한 가지 소원을 꼭 들어주신다는
석불전에서 매일 낮 12시 30분부
터《천수경》및 관세음보살 보문
품 독송, 발원문, 거불, 정근, 축원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또한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 기
도에 앞서 동참하는 불자들에게
《석불전 관음기도 독송집》낙관
란에 관세음보살 육자대명광명
진언인‘옴 마니 반메 훔’낙관을
찍어준다.
석불전 100일 특별관음기도를
앞두고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
“공무원시험과 국가고시, 그리고
대입 등을 앞두고 기도에 동참하
시는 모든 학생, 수험생 및 가족
들이 관세음보살님의 특별하신
가피를 받길 바란다.”
며“발원하
는 모든 소망들이 빠짐없이 이뤄
지기를 정성을 다해 간절히 축원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석불전 100일 특별관음기도 회
향일은 8월 23일(일, 음 7.5)이다.

유튜브 방송‘도선사TV’개설
동영상 통해 기도·법회 동참 가능
도선사는 유튜브(YouTube) 사이트에‘도선사
TV’
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법회와 기도 동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조계종단의 권고에 따라
대중이 모이는 기도와 법회를 최소화하고 있는 가
운데 도선사는 유튜브‘도선사 TV’
를 통해 각종 기
도와 법회를 방송하고, 이를 통해 신도들은‘사회적
거리두기’캠페인에 동참하며 가정에서 신행생활
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도선사TV’시청 방법은 휴대폰에 유튜브 앱
(APP)을 설치하고 유튜브 검색 창에 한글로‘도선
사 TV’
를 입력해 검색하면 된다. 또 컴퓨터로 시청
할 경우는 도선사TV 사이트(https://www.youtube.
com/channel/UCKiWsG-LzJWkclfWjWziYlA)로 바
로 접속하거나, 포털 사이트(다음·네이버 등) 검색
창을 통해서 유튜브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도선사는 예불 등 각종 기도와 법회를 봉행할 때
‘도선사TV’
를 통한 실시간 중계도 계획하고 있다.

자비도량참법 100일기도 회향
5월 19일(화) 석불전, 천도재도
“부처님 전에 발원하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자비도량참법 참회기도를 행하여, 태산과도 같은
전생의 죄업과 현생에서 잘못 살아 온 죄업과 다가
올 미래세에 지을 죄업을 참회하옵니다.”
지난 100일 동안 낮 12시30분이면 석불전에서
울려 퍼진 참회 발원문과《자비도량참법》독송은
동참한 신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참회의 소리로 도
선사를 찾는 일반 신도들의 동참을 이끌었다. 지난
2월 10일 입재하여 100일 동안 기도정진한 자비도
량참법 기도가 오는 5월 19일(화) 회향한다.
송산도서 주지스님은“일 배 일 배 지극정성으로
예경하고 참회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면서“간절
한 기도였던 만큼 분명 모든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
지실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선사는 자비도량참
법기도 회향에 맞춰 선망조상님들의 극락왕생을 기
원하는 조상합동천도재를 봉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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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전화)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동참계좌 : 하나은행 211-910052-96405 (대한불교조계종도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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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심은 코로나19 최고의 백신”
주지 송산도서 스님의

지·상 ·법·문

경자년 사월 초하루를 맞아
도선사 불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두 달 만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불자님들
의 건강하고 밝은 모습을 다시 뵈니, 무척 감사하
고 기쁠 따름입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밤새 안
녕하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나눴는데, 요즘 들어
‘안녕’
이란 두 글자가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다음 생에는 질병과 고통 없는 극락세계에 왕생하
시길 기원하고, 지금 이 시간 병고에 시달리고 있
는 모든 분들이 하루속히 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자신의 안위도 돌보
지 않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많은 의사·간호
사·봉사자 분께 감사와 찬탄을 올립니다.
들어보지 못하고, 겪어보지 못했던 역사상 초유
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번 사태가 종
식돼 우리 모두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700년 한국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사월초파일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가 실제보다 한 달 뒤(양력
5월 30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윤
달이 들어 윤사월 초파일에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봉행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혼란한 시국에 다른 종
교보다 발 빠른 선제적 조치로 감염 전파 차단에
앞장설 수 있었고, 사찰에서 단 한 사람의 감염자
도 나오지 않은 것 또한 부처님의 가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정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전 국민의 협조로 현재 확진자가 하루 10

명 안팎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코로나19 5대 생활 방역수칙’
을 만들
어 전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
자님들은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앞으로 더욱 철
저하게 지키셔서 한 사람의 감염자도 나오지 않도
록 협조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
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노력입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인간들의 끝없는 탐욕과 이기심에서 찾고
있습니다.“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것을 치료
할 수 있는 약이 있다.”
는 선현들의 말씀이 맞다면
인간들이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는 것 이상의 근원
적 해결책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
나 사태가 탐욕과 이기심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
을 통렬하게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즉“탐내는 마음(貪)은 지족(知足)하고 베푸는
마음으로, 참지 못하는 마음(嗔)은 배려하고 함께
하는 마음으로, 어리석은 마음(痴)은 지혜로 살피
는 마음으로 바꿔가라.”
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합
니다. 어떤 종교인은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
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마음
이 부족할 때 병마가 침범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
입니다. 그러나 삶의 태도는 바르게 하지 않은 채
기도에만 몰두한다면 변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 달라이라마 존자께서는 이번 코로나19 사
태와 관련해 특별메시지를 발표하셨는데“기도만
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코
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합시다.”
라는 제목의 메시
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비심이야말로 이번 사태
를 극복할 수 있는 최상의 백신입니다. 다른 사람
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불
편함을 내 어려움과 불편함으로, 다른 사람의 처
지를 나와 견주어 보고 이해하려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 빨리 도선사 모든 불자님들이 함께 모여서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행하는 행복
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
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피안으로 가는 길
열반 후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
회주 혜암동광 대종사
세존의 성수 80세에 이르는 음력 2월 15일. 사
라수 숲에 비친 달빛은 곧 열반에 드실 석가여래
의 감로 법광(法光)인 듯 더욱 휘황하였습니다. 이
교교한 달빛 속에서 세존의 숨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모아 침묵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엄숙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입멸한 후에는 생전에 설한 교법과 제정된
계율을 존중하고 스승을 삼아 정진하는 것이 옳
으니라. 계율을 스승 삼아 잘 지켜서 항상 몸과 마
음을 청정하게 할지어다. 그러므로 계율을 잘 지
키고, 수행정진하면 선법이 따를 것이나, 만일 계
율을 범하게 되면 선행공덕이 무너지고 말 것이

계율 지키며 정진하면 선법 따라와
태만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야
다. 계는 안온공덕이며, 계행이 진실하면 그곳에
안주할 수 있다는 실덕(實德)을 명심하여야 하느
니라.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르노
라. 제법은 반드시 멸하고 마는 것이다. 너희들은
태만하지 말고 부지런히 힘써 정진할지어다.”
이렇게 최후 유촉을 남기시고 80세를 일기로
희련하반, 즉 강변 사라수풀의 쌍림 사이에서 대
열반에 드셨습니다. 석가여래가 45년 간 남긴 8
만4천 법문의 진리의 바다, 부처님이 체달하신 진
리, 부처님이 실천하신 행적, 그 진실한 법도는 불
멸의 태양과 같이 공간과 시간과 더불어 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안 비춘 곳이 없이 모두 비추고 있
으며, 우리의 맥박 속에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석가여래가 몸소 보여주신 열반대도, 원공(圓
空), 생멸, 멸진한 인간완성, 이는 곧 인류가 참다
운 자유를 성취하는 길이므로 모든 것들이 부처
님께서 열반하시면서 보여주신 크나 큰 해탈의
경계를 본받아 계율과 교법을 또는 복덕과 수행
을 잘 정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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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획

불기 2564년 4월 29일(음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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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않으셨죠?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코로나19로 조용히 이뤄진 봉축준비…연등과 장엄등으로 화사해진 도선사의‘봄밤’
불기256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가 윤4월로 미뤄졌다. 전례없는 연기
결정은 코로나19 감염의 세계적 대유
행이라는 매우 위중한 상황에서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에 동참하고자 하는
불교계의 의지로, 사회적으로 귀감이
된 큰 결정이었다.
봉축법요식 등 봉축행사는 윤4월로
연기됐지만 부처님오신날인 4월 30일
(음4.8)을 앞두고 도선사는 사회적 거
리두기에 동참하며 조용한 가운데 부
처님오신날을 준비하고 있다. 석불전
을 시작으로 대웅전 앞마당 등 경내에
봉축연등 설치를 완료하고, 안양암 미
소부처님 앞길과 청담로를 장식한 연
등은 붉은 철쭉꽃과 어우러져 오랜기
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느라 지

친 마음과 기분을 끌어올려주고 있다.
또 우이동 일대와 강북구청 인근, 4호
선 수유역 주위에 걸린 연등은 마스크

로 얼굴을 감싼 시민들에게 곧 부처님
오신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시민 문화축제로 자리잡은‘연등회’
”
구경꾼 아닌 참여자로 즐기는 축제한마당 … 5월 23일(토) 막 올라
부처님오신날을 기리며 매해 열리는 연등회는
화창한 봄날씨 속에 국내외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불교계의 최대 축제이다.
‘연등회’
는 1200여 년 전, 신라시대에 시작되어
고려 연등회와 조선 관등놀이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통축제로 국가무형문화재 제122
호이다. 연등회가 지금의‘시민 축제’
로 자리잡은
것은 1996년부터 동대문운동장-조계사에 이르
는 연등행렬을 비롯해 불교문화마당, 어울림마당
(연등법회), 회향한마당(대동한마당) 등 행사를 추
가하며 전국적인 국민축제로 전환하면서 부터다.
동자승과 부처님 캐릭터 개발과 보급으로 친근
함을 더하며 거리문화축제 방식을 통해 참여와 호
응을 높이고,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구경꾼이 아니

특히, 도선사 연등공방과 실달불교
대학 불화반이 함께 제작한 장엄등이
지난 22일 도선사 경내에 설치되면서
부처님오신날을 맞는 불자들의 눈이
즐거워졌다. 5월 23일에 열리는 연등
축제에도 참가하게 될 도선사 장엄등
은 귀여운 부엉이등부터 동자승등, 사
슴등 등으로, 저녁시간이면 불을 밝혀
봄밤의 화사함을 더해주고 있다.
도선사 봉축준비로 바쁜 포교국장
일훈스님은“봉축 일정 연기가 가져온
변화로 봉축준비에 어려움은 있었지
만 부처님오신날을 맞는 마음은 변함
없이 기쁘고 즐겁다”
면서“조금씩 나
아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과 함께
부처님오신날을 모든 불자들이 기쁘
게 맞이하길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라 참여자로서 축제를 즐기도록 마련했다. 남이
차려놓은 잔치를 지켜보는 축제가 아니라 내가 직
접 만들고 즐기는 축제로 생동감을 더했다. 연등
회의 핵심인 다양한 장엄등과 행렬등은 참가자가
직접 만들어 참여하고, 축제의 즐거움을 위하여
준비과정을 전적으로 참가단체의 자율에 맡긴다.
동참하는 사람들이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든 등을
가지고 참여하니 그 기쁨과 행복은 배가 되어 적
극적으로 즐길 수 있다.
멋과 흥이 넘쳐흐르는‘2020연등회’
는 △전통
등전시회 △전통문화마당 △어울림마당 △공연
마당 △연등행렬 △연등놀이 △회향한마당 등의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오는 5월 23일 토요
일 그 성대한 막을 올린다.

*연등회 행사 안내*
전통등전시회

4.24(금)∼5.30(토)
조계사·청계천·봉은사

어울림마당

5.23(토) 오후 4:30~6:00
동국대학교 운동장

연등행렬

5.23(토) 오후 7:00~9:30
흥인지문-종로-조계사

회향한마당

5.23(토) 오후 9:30~11:00
종각사거리(지하철1호선 종각역)

전통문화마당

5.24(일) 낮 12:00~오후 6:00
조계사 앞길

공연마당

5.24(일) 낮 12:00~오후 6:00
조계사 앞길 공연무대

연등놀이

5.24(일) 오후 7:00~9:00
인사동-조계사 앞길-공평사거리

봉축법요식
관등

5.30(토) 오전 10:00
조계사 및 전국의 사찰

자신의 업장 소멸하고 가족의 안녕 기원하는

자비도량참법
자비도량참법
100일 기도
기도 회향
회향
100일
•날짜: 5월 19일(화, 음 4.27)
•시간:낮 12시
•장소:석불전
회향날 선망조상님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조상합동천도재’
도 봉행합니다.
문의 및 접수: 기도접수처(☎02-993-3161~3)

봉정암 성지순례
‘취 소’
‘자비도량참법 100일기도 회향 봉정암 성지순례’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신도님들께서는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도접수처(☎02-993-3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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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리

불기 2564년 4월 29일(음 4. 7)

“한없는 자비로 모든 이에 용기를”
돌아보면 동남아시아권 외국인에 대한 우리의
차별 또한 다를 바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뉴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기도
를 접하면서 저들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멀어
졌던 모양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해님과 바람’
이라
참으로 오랜만에 도선사에
왔습니다. 그동안‘사회적 거 는 이솝우화의 교훈을 떠올렸습니다. 나그네의
리 두기’
를 위해 골방에서 지 외투를 누가 벗게 할지 내기에서 세차게 분 바
내다가 북한산 자락에 퍼진 람은 나그네 옷깃을 더 여미게 했지만, 해님의
봄기운을 만나니 몸과 마음 따스한 햇볕은 외투를 벗게 했다는 줄거리입니
깊은 곳에서 생명의 숨결이 다. 저는 코로나19 사태가 급박해질수록 두려
움과 공포로 인해 서로를 향한 분노·이기심·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토록 그리워질지 코로나19 비난·적대감이 증가하는 걸 느꼈습니다. 통제
사태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아무리 반가워도 할 수 없는 바이러스의 확산은 연약한 사람에
친구와 이웃과 손 한 번 잡는 것조차 주저하게 게 생채기를 내고, 이 생채기는 점점 깊어져 사
되고, 빙그레 마주하던 얼굴도 마스크 속에 감 회 곳곳에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이솝우화
춰야만 했습니다. 1월 말 시작된 코로나19의 의 교훈처럼 부정적 마음으로는 이 고난을 극
상황은 점점 악화돼 확진자와 사망자가 크게 복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이번 기회에 깨달아
증가했고, 의료진·자원봉사자·방역공무원 야 합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적대하기보다 따
마저 점차 지쳐가고 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협력하고 연대할 때
금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앞장
움, 우울감이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서 의료진과 방역 공무원들을 위해 마스크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기도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진정 국면에 들어 한숨 놓을 수 있을 음식 그리고 응원편지를 보내며 따뜻함을 전하
듯합니다. 그러나 이탈리아를 비롯한 스페인· 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가 기
독일·프랑스·미국 등은 우리나라와 비교되 대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새삼 느꼈
,‘평화’두 단어
지 않을 정도로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 습니다. 골방에서 저는‘사랑’
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이들의 를 화두 삼아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우
아픔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첩 뒤에 있 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불
던 세계지도를 찢어 부처님 앞에 올려놓고 세 보살님의 한없는 자비로 몸과 마음이 무너지지
계 곳곳에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시 않고 잘 견딜 수 있게 하소서. 속히 이 어려움
을 함께 사랑으로 잘 이겨내게 하소서. 특히 의
작했습니다.
사실 이들을 위한 기도를 보다 일찍 하지 못 료진과 방역공무원 그리고 생계곤란으로 힘겨
한 이유는 마음 한편에 가라앉아있던‘미움’ 워하는 모든 이들이 힘을 내게 하소서!”
저의 기도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이어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에서 발발했을 때, 이탈리아의 한 유명 음악원 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과 자신의 가족, 이
은 아시아계 학생의 출석을 금지했다가 비난을 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
받은 후 철회했고, 인천공항행의 네덜란드 국 다. 그리고 혹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이웃을
적기에는 한국어로만‘승무원 전용 화장실’
이 발견한다면 기꺼이 마음을 내시길 권합니다.
라고 적어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유럽과 북 스스로 더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
미권의 인종차별은 오래된 병폐입니다. 그런데 입니다.
원효 스님(어린이·청소년법회 법사)

밝음으로
나아가자
할리우드 스타 조니 뎁은 공식 인스타그램 시작을 알리
며 약 8분짜리 영상을 게재했다. (중략) 조니 뎁은“이
어두운 시기를 지나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우
리 사회, 우리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전 세계와 미래를
위해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창조적인 사
회적 거리를 언급했다.
〈YTN 2020.4.27〉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전 세계인류가 큰 고
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생각해본다.
부처님이 사밧티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 파세나디왕
과의 문답에서 하셨던 말씀이다.
“파세나디왕이여, 인생에는 밝음과 어둠이 있고, 그
것은 다시 네 갈래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어둠에서 어
둠으로 들어가는 길, 어둠에서 밝음으로 들어가는 길,
밝음에서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길, 밝음에서 밝음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것입니다. 인생에서 이렇게 밝음과 어
둠이 교차하는 데에는 모두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둠에서 어둠으로 들어가는 길이란 어떤 사람이 비천
한 가문에서 태어나 빈궁하게 살면서 몸과 말과 생각
으로 악업을 지어 다시 비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비유하면 그는 피로써 피를 씻고, 악으로써 악을 갚으
며 뒷간에서 뒷간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이와는 달리 어둠에서 밝음으로 들어가는
길이란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어둠 속에서도 몸
과 말과 생각으로 선업을 닦아 훌륭하게 되는 것을 말
합니다. 비유하면 그는 땅에서 평상으로 올라서고, 다
시 평상에서 코끼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날이면 날마다
밝음으로 상승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
[ 잡아함 42》
‘명명경(明冥經)’
]

코로나19 사태가 현재의 어둠이라면 이를 극복하고
원래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밝음으로 나아가
는 길이라 하겠다. 인간의 욕심이 현재의 코로나 사태
를 불렀다고 한다면 그 욕심을 내려놓는 길이 코로나
를 극복할 수 있는 대응방법이다. 세속에서 지나치게
권력과 명리를 좇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이 말씀을 깊
이 명심하여 항상 밝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걸을 수 있
도록 늘 자신을 성찰하는 마음을 지녀야 할 것이다.

도선사는 행정고시 및 공무원 시험, 대입수시합격 등 각종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신도와 자녀들의 합격을 기원하는 100일 특별관음기도를
봉행합니다. 도선사 불자님들은 이번 기도에 꼭 동참하시어 자녀의
앞날에 부처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합시다.

•입재 : 5월 16일(토,음 4.24) •회향 : 8월 23일(일,음 7.5)
•시간 : 매일 낮 12시 30분
•장소 : 석불전

사부대중

불기 2564년 4월 29일(음 4. 7)

제1757호

도선뉴스

불기 2564(2020)년

도선사 1/4분기 재정 현황

*음력 윤4월 초하루 신중기도 봉행
도선사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사회적 거리두
기’
가 완화됨에 따라 음력 4월 초하루법회를 시작으
로 잠정 중단됐던 법회를 조심스럽게 재개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23일(토) 오전 9시 음력 윤4월 초
하루 신중기도 입재법회를 대웅전 앞 특설법단에서
봉행한다. 이날 초하루법회 초청법사는 대한불교조계
종 제18교구본사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학봉지선 큰
스님이다. 이어 윤4월 초사흘 신중기도 회향법회는 5
월 25일(월) 오전 9시 호국참회원 3층 강당에서 봉행
하며 가평 백련사 주지 금산승원 스님이 법문한다.

삼각산 도선사는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1/4분기 재정현황을 공고합니다. 재정현황은
일반회계·불사 특별회계·적립금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로 분류하여 게재합니다. - 재무부 -

■ 일반회계 수입 / 지출 보고
수 입
2020년 예산

일반 수입

1,489,600,000

253,095,000

17%

법요행사비

불공 수입

6,375,500,000

1,888,937,900

30%

소임공제 및 보시

1/4분기 결산

예산대비율

분류(관)

2020년 예산

1/4분기 결산

예산대비율

801,000,000

135,034,070

17%

1,638,000,000

384,649,750

23%

992,000,000

188,258,000

19%

관리운영비

1,743,000,000

324,387,350

19%

교육연수 수입

-

-

-

분 담 금

1,481,000,000

270,000,000

18%

문화재입장료 수입

-

-

-

자산취득비

122,300,000

11,633,300

10%

335,000,000

72,080,458

22%

일반사업비

207,500,000

25,189,690

12%

교무금 수입

7,500,000

3,390,000

45%

목적사업비

1,450,900,000

266,402,240

18%

차 입 금

-

-

-

성보관리비

118,800,000

29,720,000

25%

35,500,000

89,130,532

251%

기타지출

261,350,000

34,197,829

13%

1,100,000,000

200,000,000

18%

차입금상환

-

-

-

대 여 금

-

-

-

반 환 금

-

-

-

예 비 비

250,000,000

-

-

차년도이월금

61,250,000

-

-

9,235,100,000

1,681,214,229

18%

법요·행사 수입

기타 수입

*혜명복지원 기관장 간담회

지 출

분류(관)

전년도 이월금

특별회계전출금

합계

9,235,100,000

2,494,891,890 27.02%

합계

■ 불사 특별회계 수입 / 지출 보고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이사장 송산도서, 도선사
주지)은 지난 4월 10일 법인 사무실에서 기관장 간담
회를 실시했다. 이날 혜명복지원은 성북구푸드마켓
강 웅 센터장을 비롯해 승진 및 신입 사원에 대한 임명
장 수여식도 진행했다.

*도봉구 체육회 마스크 및 손세정제 전달

수 입
분류(관)

2020년 예산

영구위패

1,200,000,000

지 출

예산
1/4분기 결산
전년도이월금
대비율
318,465,264 27% 246,176,934

분류(관)

2020년 예산

영구위패

1,200,000,000

국유지매입

2,782,000

500

0%

2,782,702

원주포교당불사

4,176,000

183

0%

4,176,534 원주포교당불사

101,330,000

3,500,000

부도탑불사

국유지매입

-

4,176,000

4,109,398 98%

67,319

104,830,897 103%

-

101,330,000

-

0%

-

대중공양간
개선공사

350,000,000

54,178,000

31,100,000

57%

54,178,967

종무소
리모델링공사

원주동도선사
불사

4,500,000,000

306,543,799

7% 681,262,767

서도선사
부지매입불사

540,316,000

35,160,000

7%

명부전·종각
단청불사

230,000,000

30,710,000 13%

종무소
리모델링공사

합계

6,982,782,000

725,479,746

1,000

-

0%

부도탑불사

350,000,000

이월금

506,814,237 42%

2,782,000

3% 101,330,897

대중공양간
개선공사

예산
대비율

1/4분기 결산

0%

-

54,178,000

85,278,967 157%

-

원주동도선사
불사

4,500,000,000

962,239,402 21%

-

5,385,974

서도선사
부지매입불사

540,316,000

30,180,870

6%

-

-

명부전·종각
단청불사

230,000,000

278,043

0%

-

6,982,782,000 1,693,732,814

24%

67,319

10% 1,095,294,775

합계

-

■ 적립금 특별회계 수입 / 지출 보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체육회(회장 김응래)는 지난 4월
15일 도선사를 찾아 주지 송산도서 스님을 예방하고,
사찰을 참배하는 불자들의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
해 마스크 1,000개와 손세정제 100개를 기증했다.

수 입
분류(관)

2020년 예산

지 출

예산
1/4분기 결산
대비율

전년도이월금

분류(관)

2020년 예산

1/4분기 결산
-

예산
대비율

이월금

청담문화기금

321,307,576

13,170,357

4%

321,316,699

청담문화기금

321,307,576

퇴직적립금

227,544,117

6,000,000

3%

203,520,531

퇴 직 금

227,544,117

32,035,534 14%

0%

-

합계

548,851,693

19,170,357

3%

524,837,230

합계

548,851,693

32,035,534

-

6%

소원성취
석불전 100일 등(燈)불사
부처님오신날 봉축

귀의삼보하옵고,
삼각산 도선사는 경자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석불전에 등(燈)을 밝히는 연등(燃燈)불사를 봉행합
니다. 석불전에 올리는 정성어린 등불하나가 우리의
삶을 밝히는 지혜의 인연이 되기를 발원하며, 동참
하신 인연공덕으로 밝고 평안한 가정을 이루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의 및 접수 : 기도접수처(☎02-993-3161~3)

온라인(전화)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동참계좌 : 하나은행 211-910052-89605 (대한불교조계종도선사)

-

법 공 양

제1757호

불기 2564년 4월 29일(음 4. 7)

삼각산 도선사
찾아오시는 길
*동도선사

삼천불

변영순, 김순필, 김태현, 이현호, 이현지, 신승무, 조은화, 亡 현덕주, 亡 이영옥, 최용포, 최호원,

최로하, 최호인, 이상철, 박재원, 신승무, 최용포, 최호원, 최로하, 최호인, 이상철
*서도선사

땅한평

주지 송산도서, 亡김남건, 신승무, 유승철, 이영옥, 박수진, 박경호, 심정숙, 안효숙, 서형달,

석인숙, 정우진, 정선우, 정연수
*장

엄 등

【108대등】총신도회장 이여의주. 합창단, 김옥철, 이순태, 김완겸, 오혜경, 김희원, 김성애, 김봉래,

김준우, 김성숙, 유남식, 유현서, 유현준, 방남수, 유일남, 박상목, 정정준, 마찬심, 정용운, 정혜리, 박기연, 권경업,
김민경, 장세민, 유호재, 현영종합건설, 이은혁, 박숙이, 이가연, 이가은, 신필순, 박서진, 박형준, 임금순, 서연근,
최진년, 서태근, 김소은, 서경희, 윤태성, 서연희, 한석준, 서민수, 서민석, 서민제, 서민경, 윤호영, 한민혁, 정동해,
이헌로, 류승대, 유종석, 이창열
*소울포레스트

영구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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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亡 김금자, 亡 강충수, 亡 조금자, 亡 김순필, 亡 손창운, 生 이종쾌, 生 김경오, 生 은필선,

도선사 버스운행
시/간/표

生 이종백, 亡 이재승, 亡 조금선, 亡 이상옥, 亡 한순월, 亡 김낙제, 亡 임경순, 亡 김동찬, 亡 안산수, 生 정선애,
生 안미화자, 生 이인환
*단

120번 종점
주차장

청 불 사 【범종각】이현정, 이재권, 김덕구, 김양식, 김대경,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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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장대】김선희, 김지희, 강미란, 강윤정, 송상수, 이동화, 김형식, 최효원, 문용현, 김재윤, 김재희, 정시찬
【명부전】亡권상율, 亡서한옥, 김영란, 박복순, 강정순, 亡나송석, 亡박해금, 亡나성길, 이선병, 고정은, 왕광옥, 이세중,
김형태, 김숙자, 엄용안, 亡송정순, 조문정
【삼성각】김홍수, 김범수, 김영훈, 김주경, 김주형, 김주상, 김태형, 김정희, 서연근, 김태윤, 이종윤, 이세중, 이형만,
박성찬, 박서연, 노지현, 정창옥, 노승완, 윤성준, 윤성욱, 도형락, 윤종환, 김인숙
*설

판기도

김종대, 홍옥순, 김현철, 정승혜, 김영환, 김정훈, 김남우, 김봉진, 송복란, 김민수, 김소정, 전범철,

김양배, 김선학, 김선학, 이의원, 김창운, 정영숙, 김종영, 장성재홍, 양경례, 황현정, 정윤좌, 이무화, 정용관, 이형석,
정은경, 이윤상, 정미경, 김동민, 김문주, 김대현, 양진영, 김용수, 손종헌, 손종헌, 김흥영, 전순진, 김난주, 전창우,
전종우, 전덕표, 김정구, 김승우, 김태우, 이창민, 이진하, 정성윤, 김종희, 서구현, 이광림, 정규석, 이동희, 박찬화,
장순자, 박대우, 김정은, 박서연, 박서진, 박지선, 조상희, 조서하, 조이준, 정정준, 임한솔
*찰

밥공양

*촛

대 함

*과

일공양

박정연, 박창훈, 김혜경, 김창희, 오윤재, 하태석, 김흥영, 정기웅, 김창희
정재훈, 정현진, 정의정

*육

법공양

성기섭, 곽윤아, 성지연, 성진현, 손선이

신성아, 신윤호, 신지민, 신수현, 신정연, 원미자

동도선사 삼천불 불사

*독

불 공

김 신

서도선사 땅 한 평 불사 / 소울 포레스트 영구위패 / 봉축 108장엄등

【음력 윤4월】
초하루 신중기도 입재
5월 23일(토, 음 윤4월 초하루) 사시
초청법사

【음력 윤4월】
초하루 신중기도 회향
5월 25일(월, 음 윤4월
초청법사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방장

대한불교조계종 백련사 주지

학봉지선

금산승원

큰 스 님

큰 스 님

3일) 사시

화 보

불기 2564년 4월 29일(음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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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는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축원”
음력 4월 초하루 신중 3일기도, 두 달 만에 초하루 기도 봉행 … 활기 되찾기 시작
코로나19로 두 달 동안 중단됐던 초하루 신
중 3일기도가 종단과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며
조심스럽게 재개되어 봉행됐다.
음력 4월 초하루였던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비해 비교적 많은 신도들이 도선
사를 찾았다. 하지만 신도들은 대웅전과 석불
전 등 각 전각을 참배할 때 모두 마스크를 착용
하고, 손세정제와 방문록을 쓰도록 안내 받으
며 입장하여 부처님 전에 예를 올리고 기도를
할 수 있었다.
이날 오랜만에 재개한 초하루 기도는 개인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하며, 대웅전 앞마당에
서 봉행됐다. 동참한 신도들도 종단의‘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청정사찰 실천지침’
을적
극 실천하며 동참했다. 도선사는 두 달 만에 활
기를 되찾은 모습이었다.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 법문을 통해“우리 도
선사 불자님들이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앞
으로 더욱 철저하게 감염방지 수칙을 지키셔
서 한 사람의 감염자도 나오지 않도록 협조해
야 할 것”
이라며“하루 빨리 모든 불자님들이
함께 모여서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행하는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한다.”
고 강조했다.

노원구청 자비의 쌀 200가마 전달

기동민 국회의원 주지스님 예방

진종근 강북경찰서장 도선사 참배

지난 27일 서울시 노원구청을 찾아 자비의 쌀 200
가마(10kg)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자비의 쌀은
구청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성북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도선사를 참배하고, 주지 송산도서 스님과 코
로나극복과도선사발전을위한이야기를나눴다.

진종근 강북경찰서장과 정보계장, 수유3동 파출
소장은 27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도선사를 찾
아 참배하고, 주지 송산도서 스님과 환담했다.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가 윤사월로 변경하여 봉행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합니다.

봉축법요식
•일시: 5월 30일(토, 음 윤4.8)
•장소: 대웅전 앞 특설법단

연

등

회

•일시: 5월 23 일(토, 음 윤4.1)
•장소: 동국대 및 종로일대

‘코로나19’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정진
•입재: 4월

30일(목, 음 4.8) •회향: 5월 30일(토, 음 윤4.8)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