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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법왕사 766-3747, 9088

※ 매 재마다 재물(과일, 떡)을 공양하실 분은

종무소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속옷 - 런닝, 팬티, 양말, 기타

겉옷, 신발(짚신) - 사중에 준비

세면도구 - 비누, 치약, 칫솔, 수건, 대야

공양미 - 3되3홉 또는 15,000원

수자령 - 분유, 배냇저고리, 과자, 유아복,

            장난감 등

■ 영가접수받습니다.

■ 동참금은 영가 1위당 1만원 입니다.

법왕사에서는 제38회 백고좌법회에 즈음

하여 영가천도 49재를 봉행하고 있습니

다. 5월 19일 입재한 백고좌법회 영가천도 

49재는 백고좌법회 기간 동안 매일 기도

를 올리며 7월 6일 회향합니다.

영가천도에 참여하는 불자들은 기도기

간 중 선망부모와 조상 및 수자령가들을 

천도,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사경책을 한 

권씩 정성들여 베껴 회향일에 불사르는  

의식도 봉행합니다.

법회기간 동안 조상영가 천도재를 올림으

로써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49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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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떠야
광명(光明)을 본다

원공당 정무 대종사

불자들이라면 누구나 깊은 불심으로 봉축

해 마지않는 초파일을 보내며 우리는 부처가 

이 땅에 오신 뜻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럼 부처님은 카필라 왕국의 태자

로 태어나 출가하여 6년간의 수도 끝에 부처

가 되었을까요? 법화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

이 있습니다.

내가 부처가 된 이후로

지내온 많은 세월은

한량없는 백천만억 아승지로다

自我得佛來

所經諸劫數

無量百千萬億阿僧祗

법화경(法華經) 여래수량품(如來壽量品)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성불한 뒤로 얼마만한 

세월이 경과했느냐 하면 숫자로써 형용할 수 

없는 한없이 많은 세월이 경과했다는 말씀입

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인도에서 태어나 성

불하여 열반하셨다고 하는데 어째서 부처님 

말씀이 자기가 성불한 지가 무량백천억 아승

지 이전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사실 부처님

이 2500여 년 전에 성불하신 것은 방편이고 실

제는 한량없는 무수한 아승지겁 이전에 벌써 

성불하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불교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성불(成

佛)’, 즉 부처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 보면 이 말에도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실제 내용은 중생이 본래부처(本來

是佛)라는 것이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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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깨쳤다는 

말일 뿐 중생이 변하여 부처가 된 것이 아니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성불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중생을 지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말

일 뿐입니다. 부처님이 도(道)를 깨쳤다고 하

는 것은 무량아승지겁 전부터 성불한 본래 모

습 그것을 바로 알았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 합니

다. 그러나 우리가 모를 때는 사바세계이지만 

알고 보면 사바세계가 아니고 무량아승지겁 

전부터 이대로가 극락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목표는 중생이 변하여 부처

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바로 깨쳐 본

래 자기가 무량아승지겁 전부터 성불했다는 

것, 이것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동시에 온 시

방법계(十方法界)가 불국토 아닌 곳, 정토(淨土) 

아닌 나라가 없다는 이것을 깨치는 것이 불교

의 근본목표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救援)’이라는 말을 

합니다.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어 천당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구원이라

는 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래부처인 줄 확

실히 알고 온 시방법계가 본래 불국토며, 정토

인 줄 알면 그만이지 남에게서 받아야 할 구

원이 있겠는가? 그래서 불교에는 근본적인 의

미에서 절대로 구원이란 없는 것입니다. 이것

이 바로 어느 종교도 따라 올 수 없는 불교의 

독특한 입장입니다.

부처라는 것은 불생불멸을 이르는 말입니

다. 무량아승지겁 전부터 성불했다고 하는 것

은 본래부터 모든 존재가 불생불멸 아닌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물론 허공까지도 불

생불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사바세계가 있고 중생이 있

습니까? 아무리 해가 떠서 온 천하를 비추고 

환한 대낮이라도 눈 감은 사람은 광명을 보지 

못합니다. 앉으나 서나 전체가 캄캄할 뿐 광명

을 못 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 우주법계(宇宙法界)가 광명인 동시

에 대낮 그대로이고,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 

전체가 부처 아닌 존재 없고 전체가 불국토 아

닌 곳이 없는데 이것을 모르고 아직 눈을 뜨

지 못한 사람은 ‘내가 중생이다’, ‘여기가 사

바세계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눈을 뜨고 보면 전체가 다 광명이고, 눈을 

감고 보면 전체가 다 암흑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 전체가 다 부처이고, 전체가 다 불

국토이지만, 마음의 눈을 감고 보면 전체가 다 

중생이고 다 사바세계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한시 바삐 어떻게든 노력하여 마음의 눈만 뜨

면 일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우리가 눈을 떠서 자신의 본

래 모습, 곧 자신이 그대로 부처임을 바로 보라

고 가르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 불자들이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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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슬산방

행복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꼬집어 말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가 아

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 의미에서 행복에 대하

여 생각해 보면 심리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또는 몸

과 마음의 양면에 걸쳐 욕구가 충족된 상태를 이야기

합니다. 철학적 입장에서는 에피큐로스(Epikuros)학파

나 공리주의(功利主義)에서는 행복을 감각적 쾌락과 같

은 것이라고 하여 고통이 없는 상태를 의미 하였고, 아

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본질인 이성이 제 기능을 다하

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칸트는 자아의 결

정에 의하여 자기 존재의 충족성과 조화를 의미하는 

인격의 통일성이 성취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 스스로의 마음에 끼

어 있는 어리석음의 때를 벗겨 내고 밝은 마음이 드러

나는 것을 행복이라 하였으며 그것을 번뇌(煩惱)를 없

애고 열반(涅槃)을 얻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인간은 행복을 찾는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행복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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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시인은, “산 너머에 행복이 있다고들 하기

에……” 하고 읊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

은 그 산너머에도 또 그 너머에도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소설가 메테를링크가 쓴  '파랑새

를 찾아서' 란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

다.

찌루찌루와 미찌루는 행복을 노래하고 평

화를 가져다주는 새인 파랑새를 찾아서 산으

로, 들로, 물로 다녀 보았지만 찾지 못하고 집

에 돌아와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름다운 노

래 소리가 들려 오기에 보니, 방안에 있는 새

장에서 파랑새가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더라

는 것이었습니다.

또 옛날 우리나라 고구려의 동명성왕의 이

야기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는 본래 이름

이 고주몽(高朱夢)이라 했는데 동부여의 왕인 

김와(金蛙)와 하백(河伯)의 딸인 유화의 사이

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을 낳

아 놓고는 멀리 떠나면서 아버지를 찾으려면 

신표인 칼 반 토막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 칼

은,  '여섯 모난 소나무' 밑둥에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성장한 고주몽이 여섯 모난 소나무

를 찾아 숲을 헤메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

에 와 마루에 앉았다가 마루의 기둥을 보니 

재질이 소나무이고, 육각형으로 깍아 세웠으

므로 기둥 밑에서 부러진 칼을 찾아 아버지께 

보이고 인가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행복

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곁에, 아

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가?

옛날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

고 합니다. 그는 재산도, 처자도, 권세도 남부

럽지 않았으나 무엇 때문인지 세상사가 심드

렁하고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불행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천변만화하는 세상의 

이치를 다 알아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

해 준다는 도사(道士)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도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도사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를 찾아서 그

의 속옷을 얻어 입으시오.”

불행한 사람은 길을 떠나 가장 행복한 사람

을 찾았지만 어느 곳에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몇 년간을 헛고생 하다가 모든 사

람이 이구동성으로 소개하는 사람을 찾아내

었습니다. 그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 누구도 행

복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기대에 부풀어 숲

속에서 수행하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당신의 속옷을 주십시오. 그 속옷은 나에

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껄껄 웃었습니다. 누더기를 

들추니 그 속에는 속옷 없는 맨살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복

은 누가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

야기를 부처님은 도덕적인 책임 의식을 가지

고 인간의 자유 의지에 의해 바람직하다고 생

각되는 일을 행했을 때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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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이야기 / 초기 원형불교 자료에 근거(39)

빠알리 원형불교 자료에 근거한

고마따 부처님 전생의 십바라밀 이야기(7)

영일스님 / 법왕사 법사

기쁘게 한 후에 말씀하시길 : “과거에 현명한 

[나가왕]은 엄청난 나가의 행복을 버리고, 포살

일을 준수하였다.”라고 하신다. 그리고, 사람들

의 요청에 의해 과거전생 이야기를 하신다.

[현겁전생의]한 때, 왕사성에 ‘마가다왕’이라

는 이름의 왕이 왕국을 다스린다. 그 때 보살

은 그 왕의 첫째 부인에게 태어난 후, ‘두요다

나(duyyodhana)’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나이

가 들어 성년이 되자,  보살은 따까실라로 가

서 기예를 배우고 돌아와 아버지왕에게 자신

의 기예를 보여준다. 그러자 아버지 왕은 보살

에게 왕국을 물려준 후, 자신은 출가하여 숲에

서 머문다.

보살은 하루에 세번 아버지에게 다가간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에게 큰 부와 명예가 생기

고, 아버지는 이러한 장애물때문에 명상의 대

상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

들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곳으로 떠난다.

아버지 왕은 마가다국을 벗어나서 ‘마히사

지난호 연재글(제38편)에서는 고따마 붓다

께서 현겁전생의 한 시기에 ‘지혜로운 토끼’

로 태어나 자신의 몸을 불속에 던져서 음식을 

구하는 바라문에게 먹게하는 정도의 ‘최상위 

보시바라밀’을 실천하는 내용을 자따까 주석

서에 의거하여 살펴보았다.

이번호에서는 고따마 붓다께서 현겁전생의 

한 때에 ‘상카빨라’라는 나가(naga : 용왕)로 

태어났을 때 행하였던 계율준수에 관한 이야

기다. 이 이야기는 지계바라밀중에서도 자신

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계율을 지키

는 '최상위 지계바라밀' 에 해당되는 내용을 담

고있다.

[전생바라밀행장(Cariya-pitaka)]1)

1.  자따까 주석서에 나오는 배경 이

야기2)

기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시던 어느날, 스승[붓

다]께서는 포살일을 준수하는 남성재가신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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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왕국으로 간다. 그리고 그 왕국의 ‘상카

빨라’호수에서 흘러나오는 ‘깐나웨나’강의 

굽이진 곳에 있는 ‘짠다까산’의 근방에 초막

집을 짓고 산다. 아버지왕 은 그 곳에서 명상

의 대상[kasina]에 집중하여, 선정과 신통력을 

개발하고, 생계에 필요한것을 구하기 위해 유

행하며 살아간다.

이 때, ‘상카빨라’라는 이름을 가진 나가

용왕이 자신의 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깐나

웨나’강에서 나와 가끔씩 아버지 왕을 방문한

다. 그리고 그 아버지 왕은 그 나가용왕에게 법

을 설한다.

한 편, 보살은 아버지가 보고 싶어진다. 그래

서 아버지가 사는 곳을 수소문하여 알게된다. 

그리고  많은 수행원들과 그 곳으로 가서 한 쪽

에 캠프를 친다. 그리고 몇몇 신하들과 함께 초

막집으로 향한다.

이 때, 상카빨라 나가용왕은 많은 수행원들

과 함께 아버지 왕으로부터 법을 듣고 있는데, 

보살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간다. 보살은 아버지 왕에게 다가와서 어

떤 왕이 왔었는지를 묻는다. 그러자 “상카빨

라’라는 나가용왕이 왔었다”라고 아버지 왕

은 말한다. 보살은  나가왕의 찬란함에 매료되

•

어 자신도 나가의 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욕

구를 일으킨다. 그리고 며칠간 머물면서 아버

지 왕에게 계속하여 공양을 올린 후, 자신의 성

으로 돌아간다.

보살은 성의 네개의 문에 보시의 집(danasala)

을 짓고, 전 염부제를 들썩이게 할 정도의 보시

를 한다. 그리고 계를 보호하고, 포살일을 지키

며, 나가의 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란다. 이어서 

마침내 수명이 다하여 죽은 후, 나가의 세계에 

태어나 ‘상카빨라’라는 나가왕이 된다.

그런데, 상카빨라 나가왕이 된 보살은 자신

의 상태에 대해 후회를 하고, 다시 인간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포살일을 준수한다. 그러

나 나가세계에 살면서 포살일을 지키면서 살

기가 쉽지 않고, 심지어 계율도 어기게된다. 그

래서 나가왕 보살은 나가세계에서 떠난 후, ‘

깐나웨나’강 근처에 있는 길의 한 쪽에 위치

한 개미집을 둘러싼채 포살일을 결의하고, 계

율을 취하며 생각하기를: “나의 가죽과 살을 

원하는 사람은 가죽과 살을 가져가도 좋다”라

고 한다.

이렇게 자신의 보시의 마음을 확산시킨 후, 

개미집 꼭대기에 누워 출가자의 의무를 행하면

서 14일, 15일을 보낸 후, 그 다음날 나가세계로 

1)  여기의 원문자료는 6차 결집본의 로마자 온라인 출판본을 그 근거로 한다: CST4: KN-Cp.2:10(sankhapala-

cariya), vs.85-91. 그리고 번역은 직역과 의역을 혼용한다. 주석서[KN-Cp-atk-nidanakatha]에 의하면 이 

‘전생바라밀행장(Cariya-pitaka)’은 붓다께서 정각 후 최초로 자신의 고향인 까삘라와투를 방문할 때 ‘반얀

나무숲(nigrodha-arama)’에서 이중신통을 보인 후 석가족을 위해  ‘불종성경’을 설하고, 이어서 사리불 존자

가, ‘붓다가 되는 실천행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자, 이에 답하기 위해 설한 것이라고 한다.

2)  여기의 ‘상카빨라’의 최상위 지계 바라밀행에 대한 배경 이야기는 자따까의 주석서[KN-Ja 17(cattalisa-

np), n. 524(sankhapala-ja)-atk]를 중심으로 하여 의역 요약하고, 전생 바라밀행장의 주석서[KN-Cp.2:10 

(sankha-pala-cariya)-atk]는 필요한 곳에서 적절히 언급한다.

•

•

•

•

•
•

•



돌아간다.

이와같이 계를 지키면서 누워있는데, 어느날 

근처 마을에 살고있는 열여섯명으로 구성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자 숲에가서 사

냥을 하며 돌아다녔지만 고기를 얻지 못한채 

숲을 나오다 개미집위에 누워있는 나가왕 보살

을 보게된다.  그리고 말하길: “우리는 오늘 작

은 도마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이 나가왕

을 죽여서 먹자”라고 한다. 또한, “이 나가왕

이 커서 운반하는 도중에 달아날지도 모르니, 

누워있을 때 저 똬리에 말뚝을 박은 후 운반하

자”라고 하면서 말뚝을 가져온다.

이 때, 나가보살은 자신의 몸을 부풀려서 구

유모양의 카누배처럼 만드는데, 마치 자스민꽃

다발과 같고, 감초열매같은 눈과 장미꽃같은 머

리모양을 하고 있어서 매우 아름다웠다. 나가

왕 보살은 사람들의 발소리를 듣고, 똬리에서 

머리를 빼고 붉은 눈을 뜬 후, 말뚝을 가져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한다: “오늘 나의 바램

이 충족될것이다. 나는 나 자신의 보시방식으

로 보시를 하고, 정진을 결의하고 누워있다. 만

약 이들이 나의 몸을 창으로 찌르고, 구멍을 낸

다고 할지라도, 나는 분노하여 눈을 떠서 이들

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와같이 나가

왕 보살은 스스로 계율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

며, 단단히 결의를 한 채 머리를 똬리안쪽으로 

집어넣고 눕는다.

사람들은 그 나가왕보살에게 다가와서 꼬리

를 잡고 질질 끌고가며 날카로운 말뚝으로 여

덟군데에 구멍을 뚫고, 가시막대를 상처구멍에 

쑤셔넣는다. 그리고 그 여덟군데의 막대를 잡

고 큰길로 들어간다. 나가왕 보살은 말뚝에 찔

린순간부터 시작하여 단 한 곳에서도 분노한

채 눈을 뜨고 그들을 바라보지 않는다.

끌고가는 도중에 나가왕 보살의 머리가 늘

어져 땅을 치게된다. 그러자 사람들은 나가왕 

보살을 큰길에 내려놓고, 가는 말뚝으로 코를 

찌르고, 줄을 꿰어 머리를 들어올리고, 막대끝

에 매달은 후, 다시 들어올리고나서 길을 간다.

 바로 이 때, 위데하국의 미틸라시에 살고있

는 '알라라' 라는 재가남성이 오백대의 수레를 

끌고 편안히 앉아 가는 도중에 마을사람들이 

나가왕 보살을 거칠게 끌고가는 것을 본다. 알

라라는 그 열여섯명 모두에게 열 여섯마리의 

황소를 각각 주고, 황금 동전도 주고, 내의와 겉

옷, 그리고 그들 부인들이 입을만한 옷등을 주

고나서 그 나가왕 보살을 풀어주게 한다.

풀려난 나가왕 보살은 나가세계에 가서 지체

없이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알라라에게 가

서 나가세계의 아름다움을 찬탄한 후, 그를 나

가세계로 데리고 간다. 그리고 300명의 나가여

성들과 함께 큰 영예를 주고, 천상의 욕락을 즐

기게 한다.

알라라는 나가세계에서 일년을 보내면서 천

상의 욕락을 즐긴 후에 ‘나는 이제 출가하고 

싶다’라고 나가왕보살에게 말한다. 그리고 출

가의 필수품들을 가지고 나가세계를 떠난 후, 

히말라야에 가서 출가하여 오랫동안 살게된

다.

그리고 나중에 유행을 하면서 바라나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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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하여 왕의 숲동산에 머물게된다. 그러던 

중 어느날 탁발을 하기위해 성으로 들어가서 

왕의 성문에 이른다. 이 때 왕이 그 알라라 수

행자를 보고, 그의 행동거지에 신심을 일으켜 

그 알라라를 부르게 한다. 그리고 준비된 자리

에 앉게하고, 다양하고, 훌륭한 음식을 제공한 

후, 낮은 의자에 앉아 예경을 하고나서 그와함

께 게송으로 대화를 나눈다.

[여기 자따까의 게송은 총 40개(143-194번)에 이르

면서 길게 이어진다. 그 내용은 위의 산문에서 설명하

고 있는 내용을 알라라 수행자가 바라나시 왕에게 설

명하는 정도여서 사실 반복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그에 약간 추가되는 정도이다.]

게송에 의한 대화를 마치고, 알라라 수행자

는 바라나시 왕에게 법문을 한 후, 그 곳에서 4

개월간의 우기안거를 보내고 다시 히말라야로 

돌아간다. 히말라야에서 알라라 수행자는  '사

무량심' 수행을 한 후, 죽어서 범천에 태어난다. 

그리고 상카빨라 나가왕은 죽을 때까지 포살

일을 지킨다. 바라나시왕은 보시등의 공덕을 

쌓고, 업에따라 간다.

스승[붓다]께서는 이 전생이야기를 마치고, 

위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현재의 사람들을 연

결지어서 말씀하신다. 즉, “그 때 아버지 왕 

수행자는 ‘까싸빠’이고, 바라나시 왕은 ‘아

난다’이며, 알라라 수행자는 ‘사리뿟따’이고, 

상카빨라 나가왕은 ‘나 자신’이다.”라고.

[자따가 주석서 배경이야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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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카빨라' 나가용왕의[지계바라

밀]행(sankhapala-cariya)3)

[v. 85]_ 다시 내가 '상카빨라' 라는 큰 신력을 가

진 [나가용왕]이였을 때 ; 이빨을 무기로 사용하

고, 맹독을 가지고, 두개의 혀를 가지고, 나가들

의 군주였다.

[v. 86]_ 큰 사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 네가지 [신체부위]요소들에대해 결의를 한 

후, 그 곳에서 머물게 되었다.

[v. 87]_ 외피, 내피, 살, 혹은 힘줄과 뼈등 ; 이것

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어졌으니, 누구든

지 가져가도 된다.

[v. 88]_ 마을사람들이 나를 보았는데, 그들은 

거칠고, 잔인하고, 동정심이 없었다 ; 그들은 거

기에 있는 나에게 다가왔는데, 손에 몽둥이와 

방망이를 들고 있었다.

[v. 89]_ 코와 꼬리, 그리고 등뼈를 꿰 뚫고 ; 막

대에 올린 후, 마을 사람들은 나를 옮겨갔다.

[v. 90]_ 대양에 둘러싸이고, 숲과 산이 있는 대

지를 ;  내가 원하기만 하면, 거기에서 코 바람

에 의해 불태웠을 것이다.

[v. 91]_ 말뚝에 의해 찔리고, 칼에 의해 난도질 

당해도 ;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

았다. 이것이 나의 지계바라밀이였다.

•

3)  이 게송의 번역은 전생바라밀행장을 근거로 한

다. [KN-Cp.2:10(sankhapala-cariya)]. 이에 상

응하는 자따까는 같은 제목으로 전해진다. KN-Ja 

17(cattalisa-np), n. 524(sankhapala-ja).

•

•



특집 : 부처님오신날

2563년 전인 BC 563년 음력 4월 8일 해뜰 

무렵, 이 땅에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오직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일념으로 뼈를 깎는 

고통에 굴하지 않고 고행을 거듭한 끝에 마

침내 정각(正覺)을 이루셨다. 석가모니 부처

님은 룸비니 동산의 무우수 나무 아래서 태

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일곱걸음을 걷고 

난 뒤, 두 손으로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사자후를 외쳤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모든 생명 존귀하다.

    세계의 고통 받는 중생들을 내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 

이 외침은 장차 고통에 빠져 허덕이고 있

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선언, 즉 고

통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눈먼 중생들을 

위하여 걸림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제시하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부처님의 이러한 선언은 태자의 신분을 

버리고 6년간의 고행 끝에 부다가야의 보리

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녹야원

에서 처음으로 다섯 비구를 상대로 법을 설

함으로서 시작하였고, 이후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중생들을 올바른 삶의 방

향으로 인도하셨다. 

부처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붓다’

(Buddha)를 따서 만들었으며, 깨달은 사람

을 뜻한다. 깨달음이란 단순한 개념이나 관

념이 아니며, 부처님이 체험을 통하여 증득

한 것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

신 그 가르침 또한 배워서 알아야 하는 지

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그 가르침

자비로운 마음으로 
평화로운 세상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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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믿고, 그에 따라 실천 수행해야 한다. 깊

고 참된 진리를 깨달은 이는 마침내 생사의 

괴로움이 완전히 없어진, 불교 최고의 이상

인 열반(涅槃)을 성취한다. 

부처님은 모든 이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

해, 고통 속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 사바세계로 내려 오셨다. 그 분이 

나신 곳은 호화찬란한 궁궐이 아니라 길가

의 동산 위다. 길에서 나서 길에서 살다 가

신 우리 스승의 탄생은 그 자체가 중생에 

대한 끝없는 연민과 사랑의 표현인 것이다.

스스로 등불이 되라

석가모니 부처님은“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

신을 귀의처로 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귀의처로 하여 수행하라”라는 유언을 남기

셨다. 또 자기가 죽은 뒤에“교주(敎主)의 말

은 끝났다. 우리의 교주는 없다고 생각하여

서는 아니된다. 내가 설한 교법(敎法)과 계

율이 내가 죽은 후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

이다”라고 하셨다. 마침내 쿠시나가라의 숲

에 이르렀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심한 식

중독을 일으켜 쇠진하였다. 부처님이“나는 

피로하구나. 이 두 사라수(沙羅樹) 사이에 

머리가 북쪽으로 향하게 자리를 깔도록 하

라”고 말하자, 제자들은 석가모니의 운명이 

가까웠음을 알고 눈물을 흘렸다. 석가모니 

부처님은“슬퍼하지 마라. 내가 언제나 말하

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모든 것은 곧 헤어

지지 않으면 아니되느니라. 제자들이여, 그

대들에게 말하리라. 제행(諸行)은 필히 멸하

여 없어지는 무상법(無常法)이니라”라고 말

씀하셨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자들은 부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것은 물론‘참 나’를 찾겠

다는 분발심을 내고 부처님의 중생구제 원

력을 세워 실천하도록 해야 하겠다. 중생의 

병의 종류에 맞춰 약을 주셨던 부처님과 같

이 우리 불자들은 이 시대의 중생의 고통에 

맞게 처방을 해 주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우리 사회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

고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빈부격차와 정신

적 혼돈, 그리고 분단이라는 굴레 속에서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종교적 갈

등과 이념의 대립으로 고귀한 생명이 죽어

가고 있는 현실 또한 우리 불자가 이 시대에 

처방해야 할 과제들인 것이다. 

부처님 오신날은 불탄일(佛誕日) 또는 욕

불일(浴佛日)이라고도 하나, 민간에서는 흔

히 초파일이라고 한다. 석가의 탄생일이기 

때문에 원래는 불가에서 하던 축의행사(祝

儀行事)였으나 불교가 민중 속에 전파됨에 

따라서 불교 의식도 차츰 민속화되기에 이

르렀다. 특히 신라는 여러 가지 불교 행사가 

성했는데, 무열왕과 김유신 장군이 불교를 

호국의 바탕으로 참여시키는 정책을 유지하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13



면서 불교행사는 이전부터 전해오던 세시행

사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병존하게 된 것으

로 보인다. 

특히 신라의 팔관회(八關會)는 불교행사

가 신라의 세시풍속으로 승화된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월 초파일

은 불도의 행사가 신라의 호국불교로 승화

된 이래 후삼국을 거쳐서 고려조에 이르는 

동안 우리의 민속과 동화되었던 것이다. 

《삼국사기》의 백제와 고구려 본기에는 

불도의 행사가 세시의 행사로 거행되었다는 

기록은 없으나 신라본기에서는 석가모니 탄

생일을 팔관회로 거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고려사》에 따르면, 왕성(王城)에서 시

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정월 대보름에는 14

일, 15일 이틀간 을 저녁에는 연등(燃燈)을 

하던 풍속이 있었으나 최이가 4월 8일로 옮

겨서 하게 하였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사월 

초파일은, 불교의 축의행사로 전래되었다가 

민간의 세시풍속과 자연스럽게 동화되면서, 

신라의 팔관회, 고려의 연등회 등을 거치면

서 완전히 정착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두운 세상에 환한 불 밝히시다

부처님오신날에 다는 연등(燃燈)은 번뇌와 

무지로 가득 찬 무명(無明)의 세계를 부처님

의 지혜로 밝게 비추는 것을 상징한다. 때

문에 등을 밝힐 때는 맑고 지극한 신심으로 

임해야 한다.‘화엄경’에 이르기를‘믿음으

로 심지를 삼고 자비를 기름으로 삼으며, 맑

은 생각을 그릇으로 하고 공덕을 빛으로 하

여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없앤다’고 했

다. 

연등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방법의 하나

이다. 연등을 공양하는 의미는 번뇌와 무지

의 어두운 세계를 부처님의 지혜로 밝게 비

추는 것을 상징한다. 현우경 빈녀난타품을 

보면 부처님이 영취산에 계실 때의 일로 밤

을 밝힌 다른 등들은 다 꺼졌다. 하지만 난

타라는 가난한 여인이 지극한 서원과 정성

으로 밝힌 등불만이 끝까지 밝게 빛나고 있

었다. 이것을 본 부처님께서“이 여인은 등

불 공양의 공덕으로 성불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어 부처님 당시부터 등공양 풍습

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초파일 행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제등행

렬. 제등 행사는 신라 때부터 풍년과 국가

발전을 기원하던 예술제 성격의 연등회에

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연등 놀이를 하는 

초파일 저녁을 등석(燈夕)이라고 하는데, 이 

날은 야간의 통행을 허락하며 서울 장안의 

사람들은 산기슭에 올라가 달아놓은 등을 

구경하거나 제등행렬을 하면서 밤새도록 즐

겼다. 또 등간에 매달린 등 줄 사이에 숯과 

사기 파편을 넣은 주머니를 매달고 불을 붙

여 터뜨리며 불꽃놀이를 즐기기도 했다. 

회전등, 주마등이라고 해서 등 안쪽에 호

랑이, 사슴, 노루 등의 모양으로 자른 종이

를 끼워 넣어 등 안에서 회전하게 함으로써 

그림자를 감상하기도 했다. 초파일 등은 각

종 기록이나 민요 등을 통해 볼 때 그 종류

가 40여종이나 된다.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

기 위한 석류등 수박등 마늘등을, 무병장수

를 기원하기 위한 거북등 학등 등을 달았다. 

관욕으로 세속의 인연을 씻는다 

부처님오신날 사찰에서 꼭 하는 행사 중에 

하나인 관욕(灌浴)은 다겁생래(多劫生來)로 

쌓아온 영가(靈駕)의 번뇌를 청정케 해주려

는 의식으로, 청정한 마음자리에서 본다면 

자신을 규정하려는 모든 것은 번뇌일 수밖

에 없음으로 삼보의 가지력에 의해 온갖 세

속 인연을 씻고 청정한 본래 마음을 회복케 

해주려는 것이다.

관욕이란 부처님을 목욕시켜 드린다는 뜻

으로 관불(灌佛), 욕불(浴佛), 관정(灌頂)이라

고도 한다. 관욕의식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아홉 마리 용이 나타나 오색

향수로 부처님을 씻어 주었다는 것에 근거

하여 오늘날에도 부처님오신날이 되면 각 

사찰에서 행해지고 있다. 

관욕의식은 우리 스스로가 모든 탐욕의 

때를 씻는 것을 상징한다. 이것은 우리가 모

든 더러운 생각에서 벗어나 깨끗한 지혜를 

성취하며 부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간절

한 원을 세우며 봉행하는 엄숙한 의식이다. 

이에 우리 불자들은 관욕을 통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을 없애고 마음을 청정

하게 하여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로 다시 태

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찰

을 찾아가 정성껏 만든 등을 밝히고 깨달음

을 얻기를 서원(誓願)하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있다. 또 각 사찰에서는 삼

보의 가지력에 의해 온갖 세속 인연을 씻고 

청정한 본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관욕을 

실시하는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

해 여러 가지 행사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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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불교행사는 이전부터 전해오던 세시행

사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병존하게 된 것으

로 보인다. 

특히 신라의 팔관회(八關會)는 불교행사

가 신라의 세시풍속으로 승화된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월 초파일

은 불도의 행사가 신라의 호국불교로 승화

된 이래 후삼국을 거쳐서 고려조에 이르는 

동안 우리의 민속과 동화되었던 것이다. 

《삼국사기》의 백제와 고구려 본기에는 

불도의 행사가 세시의 행사로 거행되었다는 

기록은 없으나 신라본기에서는 석가모니 탄

생일을 팔관회로 거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고려사》에 따르면, 왕성(王城)에서 시

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정월 대보름에는 14

일, 15일 이틀간 을 저녁에는 연등(燃燈)을 

하던 풍속이 있었으나 최이가 4월 8일로 옮

겨서 하게 하였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사월 

초파일은, 불교의 축의행사로 전래되었다가 

민간의 세시풍속과 자연스럽게 동화되면서, 

신라의 팔관회, 고려의 연등회 등을 거치면

서 완전히 정착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두운 세상에 환한 불 밝히시다

부처님오신날에 다는 연등(燃燈)은 번뇌와 

무지로 가득 찬 무명(無明)의 세계를 부처님

의 지혜로 밝게 비추는 것을 상징한다. 때

문에 등을 밝힐 때는 맑고 지극한 신심으로 

임해야 한다.‘화엄경’에 이르기를‘믿음으

로 심지를 삼고 자비를 기름으로 삼으며, 맑

은 생각을 그릇으로 하고 공덕을 빛으로 하

여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없앤다’고 했

다. 

연등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방법의 하나

이다. 연등을 공양하는 의미는 번뇌와 무지

의 어두운 세계를 부처님의 지혜로 밝게 비

추는 것을 상징한다. 현우경 빈녀난타품을 

보면 부처님이 영취산에 계실 때의 일로 밤

을 밝힌 다른 등들은 다 꺼졌다. 하지만 난

타라는 가난한 여인이 지극한 서원과 정성

으로 밝힌 등불만이 끝까지 밝게 빛나고 있

었다. 이것을 본 부처님께서“이 여인은 등

불 공양의 공덕으로 성불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어 부처님 당시부터 등공양 풍습

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초파일 행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제등행

렬. 제등 행사는 신라 때부터 풍년과 국가

발전을 기원하던 예술제 성격의 연등회에

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연등 놀이를 하는 

초파일 저녁을 등석(燈夕)이라고 하는데, 이 

날은 야간의 통행을 허락하며 서울 장안의 

사람들은 산기슭에 올라가 달아놓은 등을 

구경하거나 제등행렬을 하면서 밤새도록 즐

겼다. 또 등간에 매달린 등 줄 사이에 숯과 

사기 파편을 넣은 주머니를 매달고 불을 붙

여 터뜨리며 불꽃놀이를 즐기기도 했다. 

회전등, 주마등이라고 해서 등 안쪽에 호

랑이, 사슴, 노루 등의 모양으로 자른 종이

를 끼워 넣어 등 안에서 회전하게 함으로써 

그림자를 감상하기도 했다. 초파일 등은 각

종 기록이나 민요 등을 통해 볼 때 그 종류

가 40여종이나 된다.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

기 위한 석류등 수박등 마늘등을, 무병장수

를 기원하기 위한 거북등 학등 등을 달았다. 

관욕으로 세속의 인연을 씻는다 

부처님오신날 사찰에서 꼭 하는 행사 중에 

하나인 관욕(灌浴)은 다겁생래(多劫生來)로 

쌓아온 영가(靈駕)의 번뇌를 청정케 해주려

는 의식으로, 청정한 마음자리에서 본다면 

자신을 규정하려는 모든 것은 번뇌일 수밖

에 없음으로 삼보의 가지력에 의해 온갖 세

속 인연을 씻고 청정한 본래 마음을 회복케 

해주려는 것이다.

관욕이란 부처님을 목욕시켜 드린다는 뜻

으로 관불(灌佛), 욕불(浴佛), 관정(灌頂)이라

고도 한다. 관욕의식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아홉 마리 용이 나타나 오색

향수로 부처님을 씻어 주었다는 것에 근거

하여 오늘날에도 부처님오신날이 되면 각 

사찰에서 행해지고 있다. 

관욕의식은 우리 스스로가 모든 탐욕의 

때를 씻는 것을 상징한다. 이것은 우리가 모

든 더러운 생각에서 벗어나 깨끗한 지혜를 

성취하며 부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간절

한 원을 세우며 봉행하는 엄숙한 의식이다. 

이에 우리 불자들은 관욕을 통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을 없애고 마음을 청정

하게 하여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로 다시 태

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찰

을 찾아가 정성껏 만든 등을 밝히고 깨달음

을 얻기를 서원(誓願)하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있다. 또 각 사찰에서는 삼

보의 가지력에 의해 온갖 세속 인연을 씻고 

청정한 본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관욕을 

실시하는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

해 여러 가지 행사를 펼치고 있다.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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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부처님오신날

연등(燃燈)과 관욕(灌浴)

연등 

등을 밝힐 때는 맑고 지극한 신심으로 임해야 

한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믿음으로 심지

를 삼고 자비를 기름으로 삼으며, 맑은 생각을 

그릇으로 하고 공덕을 빛으로 하여 탐냄과 성

냄과 어리석음을 없앤다’고 했다. 따라서 우

리는 어둡고 험한 이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

매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그 길목을 지켜주는 

충실한 안내자로서의 등불이 되겠다는 서원

으로 이웃과 민족세계를 먼저 위하는 마음으

로 등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 

연등(燃燈)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방법의 하

나로 번뇌와 무지로 가득 찬 어두운 [無明] 세

계를 부처님의 지혜로 밝게 비추는 것을 상징

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

여 형형색색의 등을 정성스럽게 제작하여 각 

사찰 도량과 부처님전 또 각 신도 가정에 밝히

고 있다. 또한 각 사찰에서는 인등, 자명등이

라는 이름으로 법당안 부처님전에 불을 밝히

고 있다. 

이렇게 부처님전에 등을 밝히는 유래는 어

지금으로부터 2563년 전 음력 사월 팔일, 부처님께서 갖가지 꽃이 만발하고 향기 가득한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시면서 사방으로 일곱걸음 걸으시고 오른손은 하늘을, 왼손으로는 땅을 가리키시며 “하늘과 땅위에 

오직 나홀로 존귀하며 일체 중생이 고통 속에서 헤매니 내 마땅히 저들을 구제하여 평안히 하리라”는 사자

후를 하셨다. 이 말씀은 인간의 존엄성을 선서한 것으로 우리 불자들에게는 가장 성스럽고 경축스러운 날

이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찰에서 행하여지는 관욕과 연등에서 대해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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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서부터 비롯되고 그 뜻은 무엇일까?

‘현우경’에 보면 연등에 관한 이야기가 다

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부처님 당시 ‘아사세’ 왕이 기원정사에서 

부처님께 법문을 청해 들을 때 동참한 모든 

불제자들이 기름 등불을 켜서 법회 자리를 밝

힌데서 유래된다. 이때 난타라는 한 가난한 여

인이 많은 사람들이 기름등불 공양을 올려 

공덕을 쌓는 것을 보고, 스스로도 복을 쌓고 

싶었으나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어 복인연을 

맺을 수가 없음을 안타까이 여기고 자신의 머

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기름 한 되를 구하여 

불을 밝혔다.

아침이 되어 모든 불은 거의 꺼졌으나 이 

난타의 불만은 꺼지지 않고 밝게 타고 있었다. 

아난과 목건련 존자가 이를 보고 부처님께 여

쭈니 부처님께서는 “이 등불은 지극한 성심

과 큰 원력을 가진 사람이 밝힌 등불이기 때

문에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이때 난타 여인이 부처님전에 예배하자 부

처님께서는  "너는 미래의 세상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동안에 등광불이라는 부처가 될 것이

다" 고 수기를 내리셨다. 난타는 감시하며 출

가하기를 청원하여 계를 받고 비구니가 되었

다.

이때부터 큰 원력을 세운 사람은, 부처님전

에 지극정성으로 기원봉양하면 무량한 공덕

을 입을 수 있음을 깨닫고 부처님전에 등불을 

밝혀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고 자신의 지혜를 

밝히게 되었다.

이렇게 밝힌 등의 종류는 대단히 많은데 용

등, 연꽃등, 수박등, 마늘등, 칠성등, 오행등, 일

월등, 배등, 종등 북등, 누각등, 난간등, 화분등, 

가마등, 병등, 항아리등, 사슴등 등이 있으며 

연등회가 펼쳐질 때가 되면 형형색색으로 만

들어진 등불들이 온 거리를 환하게 밝혔다고 

한다. 

우리나라 연등의 유래

기록상에 연등은 삼국시대 신라에서는 ‘간등'

이란 이름으로 신라 진흥왕(서기 551년)때에 

전사한 군사들을 위하여 외사(外寺)에서 7일 

동안 설행(국가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국왕이 

참여하였음)되었다. 

고려시대에는 더욱 성대히 국가적 종교 놀

이문화로 발전, 그 절정을 이루었으며 연등도

감과 팔관보(八關寶)라는 행사주관 기구를 두

고 국가에서 직접 재원을 조달하고 주관하는 

전 국가적 행사로 발전하였다. 조선시대에 이

르러서는 연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

았지만,  초파일 등밝히기는 계속 진행되었다. 

제등행렬의 의의 

부처님 오신날은 국가적 경축일로 전 국민이 

등불을 켜던 옛 풍속을 오늘에 되살리고, 사

회의 어두움을 부처님 진리로 밝히려는 숭고

한 의도를 선포하여 전 민족적 제전으로 거행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다.



또한 불교도들이 일년간 정진해온 내적 신

심의 외양적 표출이기도 하며, 종교적 집단의 

정성과 단합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비종교인에

게 불교에 대한 호감을 고취하고자 하는 목적

도 있다.

이 제등행렬은 통일, 화합, 결속의 저력을 배

양하여 전체적인 미래의 목적을 이루고자 거

행하는 정성과 힘의 결집이며 불은에 감사하

고 그 가피력을 기원하는 성스러운 법회다.

모든 불교도는 이 거룩한 제등행렬 법회에 

동참하여 석가모니불 정근을 높이 합송하며, 

행렬 가운데의 모든 등불의 빛이, 자기 자신의 

내면 속으로 응집되어 그것이 불타의 자비광

명 자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

관욕(灌浴)

관욕(灌浴)이란 부처님을 목욕시켜 드린다는 

뜻으로 관불(灌佛), 욕불(浴佛), 관정(灌頂)이라

고도 한다. 관불의식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

생하셨을 때 아홉 마리의 용이 나타나 오색향

수로 부처님을 씻어 주었다는 것에 근거하여 

오늘날에도 부처님 오신날이 되면 사찰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 의식에는 먼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

생하신 곳인 룸비니 동산의 화원을 상징하여 

많은 꽃바구니로 불단을 장식한다. 그 중앙에 

탄생불을 안치한 다음 법사스님과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대중들이 순서대로 돌아가며 감

로수를 부처님의 정수리에 붓는 의식이다.  

관욕은 영혼(영가)이 불단에 나가 불법을 듣

기 전에 사바세계에서 지은 탐·진·치 삼독(三

毒)으로 더럽혀진 몸과 마음의 업을 부처님의 

감로법으로 깨끗이 닦아드리는 의식이다.  

먼저 관욕실(灌浴室)을 꾸미는데 ‘작법귀

감’ 하단관욕규(下壇灌浴規)에는 이렇게 적고 

있다. 

“고혼을 맞이하여 관욕실 3칸을 만들며 그 

높이는 3척 넓이는 4척, 북 은 막히게 하고 중

간 두 곳에는 천수구(天類區)와 제왕구(帝王

區), 동쪽 두 곳에는 장상구(將相區)와 남신구

(男神區), 서쪽 두 곳은 후비구(後妃區 ; 왕비)

와 여신구(如神區) 등 3문( 6소(所)의 단을 꾸

민 후 밖에다 창호지로 각 단의 구(軀)를 써 

붙이고, 각 욕실구 앞에 상을 하나씩 준비한 

후 그 위에 위패를 놓고 그 앞에 양치질할 물 

6그릇과 거울을 놓아 위패 앞 촛불을 켜서 그 

불빛이 위패로 하여금 물에 비치게 하며, 또 

다른 작은 상 6개를 준비하여 그 위에 양치질

할 물과 거울과 버드나무로 만든 이쑤시개와 

칫솔 등을 놓고, 얼굴 닦는 면포와 몸 닦을 면

포를 가상에다 걸어놓고, 지의(紙衣)는 접어서 

지의봉투에 넣어 영가 이름을 적고 상자에 담

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설치한 후 휘장을 가

리고 그 앞에 다시 상을 준비해서 상 위에 향

과 촛불을 밝히고, 밖에다 관욕할 물을 준비

해 향을 넣어 향화탕(香湯水)해서 청사가 끝

나면 욕기를 씻은 후 관욕염불시 대중이 지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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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음으로 함께 축원해야 하며, 유나(維那 ; 

주지 스님이나 주장)스님이 향을 올린 후 관욕

단을 향하여 3배 하고 무릎꿇고 헛된 생각을 

하지 말고 송문관의(誦文觀義)하라.”

이렇듯 하단관욕규에 관욕절차에 대해 전

해지고 있으나 근래 들어 이 역시 보기 어렵

고, 요즘은 간단히 관욕소를 만들어 병풍으로 

가린 후 그 안에 각기 두 개의 세수대야에 물

과 향을 섞어 만든 향탕수와 종이로 접은 지

의(바지 저고리) 두 벌과 촛대와 향로 영가위

목을 마련하고, 기와장 위에 오동나무를 발처

럼 짜 올린 후 그 위에 창호지로 만든 바지 저

고리를 두 벌 접어 올려 놓는 등 예전에 비하

여 간소화하여 설치하고 있다. 

한편 병풍 밖에는 진언에 따라 영가에게 결

수로써 법을 지도해 주실 증사스님 한 분 내

지 세 분을 모시고, 그 뒤에 상주와 불자가 앉

고 한 에 법주와 바라지, 그 뒤에 사물 다루는 

스님과 삼현육각이 자리하며, 법주스님의 화

의재진언시 화의재진언 바라춤과 병풍 안에

서는 영가를 모시고 들어간 스님이 지의를 태

우는데, 지의를 태울 때는 오동나무로 된 저분

을 사용하며 지단진언을 가리키면 관욕의식

은 끝이 나고 그제서야 영가들은 자리를 옮긴

다. 

영가는 인로왕보살의 인도 아래 도량으로 

들어오며 정중게(庭中偈)와 개문게(開門偈)와 

더불어 삼보께 예를 드린 후 법성게(法性偈)를 

돈 후 하단, 즉 고혼단(영가단 혹 감로단)에 좌

정해 모신 후 차를 대접해 드리는 의식으로 

관욕의식은 끝을 맺는다. 

관욕의식은 우리 스스로가 모든 탐욕의 때

를 씻는 것을 상징한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더러운 생각에서 벗어나 깨끗한 지혜를 성취

하며 부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원을 

세우며 봉행하는 엄숙한 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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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영사는 울진읍에서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천축산의 서쪽 기슭에 자리잡은 신라의 

옛 절로, 현재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하는 도량이다. 불영사에 가는 길에는 이 절을 중심으로 

하원리까지 13km에 걸쳐서 비경을 이루는 불영사계곡이 펼쳐지는데 수려한 풍광으로 사람

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불영사는 진덕여왕 5년(651)에 의상대사가 세웠는데, 연못에 부처

님의 그림자가 비친다 하여 불영사라 했다. 조선 태조 5년(1396) 화재로 소실된 것을 이듬해 

소운대사가 중건하였고 그 후 1500, 1608, 1724, 1899년에 중수가 있었다. 주차장에서 절로 

들어서는 길은 산태극수태극으로 감싸있어서 대단히 매력적이다. 비구니 도량인데, 절 마당

의 연못과 연못 옆의 채마밭이, 사찰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한다. 명승6호로 지

정된 불영사계곡은 계곡을 흐르는 맑은 물과 기암괴석, 그리고 울창한 숲으로 어우러져 신

비로우며, 설악산의 천불동계곡, 오대산의 무릉계곡, 보경사 계곡에 비해 웅장하거나 화려하

지는 않지만 오밀조밀한 경관이 천축산을 배경으로 펼쳐져 있다.

주변 경관이 빼어난
울진 불영사(佛影寺)

명찰순례 / 불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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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영사 창건에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내려오

고 있다. 의상대사가 당나라에서 귀국하여 화

엄법회를 열고 교화에 힘쓸 때였다. 어느 날 

노인 한사람이 8명의 동자를 데리고 의상대사

를 찾아왔다.

「대사시여! 우리는 동해안을 수호하는 호법 

신장이옵니다. 이제 인연이 다하여 이곳을 떠

나면서 스님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불법을 수호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소승에게 부탁할 일이 

무엇인지 어서 말씀해 보시지요.」 「그동안 저

희들은 이곳에 부처님을 모시고자 원을 세웠

으나 인연 닿는 스님이 없어 원력을 성취 못했

습니다. 떠나기 직전에 스님께서 오시어 친견

케 됨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화엄

법계로 장엄하려는 스님의 뜻을 저희들이 살

아온 도량에서부터 시작하여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소승에게 불사의 인연을 

맺도록 해주셨으니 여환을 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상법사의 대답을 들은 호법신장들은 고

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며칠 

후 의상대사는 동해안의 불사 인연지를 찾아 

나섰다. 포항에 도착하여 동해안을 거슬러 오

르는데 어디선가 한 마리 용이 나타났다. 용

은 의상스님에게 인사를 드리더니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다. 스님이 울진포 앞바다에 다다

르자 용은 바닷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그

때 울진포 앞바다에는 오색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 스님을 사

모하다 용이 된 선묘룡이 스님을 반갑게 맞았

다.

「스님! 어서오세요. 지금부터 제가 안내하

겠습니다.」 지금의 천축산 입구에서 선묘룡은 

멈추었다. 「이제부터는 어려우시더라도 스님

께서 손수 인연지를 찾으셔야겠습니다.」

인사를 마친 선묘룡은 훌쩍 사라졌다. 8일

간 천축산을 돌아보며 절터를 찾던 의상스님

은 피로에 지쳐 어느 연못가에 앉아 쉬고 있

었다. 문득 못 쪽을 바라보던 스님은 그만 벌

떡 일어서고 말았다.

연못의 물위에 부처님의 형상이 비치고 있

지 않은가. 감격한 의상스님은 그 자리에서 수 

없이 절을 했다. 그리고는 부처님 영상이 어떻

게 나타났는가 주위를 살펴보니 마치 부처님

형상과 똑같은 바위가 하나 서 있었다. 그때 

의상은 노인의 말이 떠올랐다. 「아! 이곳이 바

로 호법신장들이 기거하며 불법을 수호하던 

못이로구나. 이곳에서 화엄대법회를 열고 가

람을 세워야지.」

의상스님은 우선 노인과 8명의 동자 호법신

장들을 위해 화엄경을 독송하고 그 뜻을 설하

기 시작했다. 그때 노인과, 8명의 동자가 못 속

에서 올라와 열심히 설법을 들었다. 「이 산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천축산에 계실 당시의 

형상과 똑같으며 연못에 비친 부처님 영상은 

천축산서 설법하시던 부처님모습입니다. 주위 

환경은 영산회상이 응화된 것이지요.」

20 세계최대 불교종합복지관 건립도량 법왕사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21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2322 세계최대 불교종합복지관 건립도량 법왕사

영사에는 두 차례나 이적이 보여 지금도 전해

지고 있다. 조선 성종 5년 울진의 신관 사또 

백극제부사는 죽은 지 7일 만에 살아나 금자

연경칠축을 보시한 일과 숙종 때 인현왕후가 

기도를 심취하고 절산 10리를 보시한 일이다.

의상대사가 맨 처음 세웠다는 이 절은 신라 

제28대 진덕여왕 5년(651)에 창건되었다. 조선

조 태조 5년에 소실되어 나한전만 남았다. 이

듬해 소운법사가 재건했으나 임란으로 다시 

대부분이 소실되고 극락전과 응진전이 겨우 

남았다. 광해 원년 성원법사가 다시 재건하여 

오늘에 이르는데 현존하는 건물로는 극락전, 

응진전이 가장 오래된 것이며 대웅보전 등12동

의 건물과 창건당시 유적으로 무영탑과 대용

전 축대 밑의 돌거북 2기가 있다.

불영사 3층석탑(지방유형문화재 제135호)

불영사 삼층석탑은 고려시대의 삼층석탑으

설법을 다 들은 노인은 의상스님에게 그곳

에 대한 설명을 하고는 동자들과 함께 용으로 

변하여 승천했다. 의상대사가 주위를 살펴보

니 산세는 노인의 말대로였다. 북으로는 연꽃

처럼 생긴 봉우리가 있고 부처님의 헝상과 비

슷한 바위와탑들이 마치 영산 당시 부처님 회

상 같았다. 스님은 용들이 살던 연못을 메워 

금당을 짓고 부처님 영상이 나타난 곳이라 하

여 불영사라 이름 했다. 부처님 영상이 나타

난 곳에는 무영탑을 조성했다. 지금도 무영탑

이라 불리는 3층 석탑이 남아 있는데 상대중

석 4쪽중 두 쪽은 없는 상태다.

연못에 비친 부처님 형상을 한 바위는 불영

암 또는 부처바위라 불리우고 탑 모양의 따위

는 탑바위, 연꽃형상의 봉우리는 연화봉이라 

명했으며 산 이름을 천축산이라고 지었다. 또 

불영사 계곡을 흐르는 광천계곡은 일명 구룡

계곡이라고 불리운다. 이러한 유래를 지닌 불

대웅보전



로, 2층 기단(基壇) 위에 3층 탑신(塔身)을 올린 

후 머리장식을 얹은 모습이다.

아래·위층 기단의 각면에는 모서리와 가운

데에 기둥을 새겼다. 탑신부는 몸돌과 지붕

돌을 각각 하나의 돌로 쌓아올렸으며, 몸돌의 

각 면마다 모서리에 기둥 모양을 가지런히 새

겼다. 지붕돌은 밑면에 4단씩의 받침을 두었

고, 처마는 수평을 이루다 네 귀퉁이에서 살

짝 올라갔다. 꼭대기에는 노반[1] 위로 복발[2], 

앙화[3]가 놓여 머리장식을 하고 있다. 아담하

지만 전체적으로 고른 균형을 이루고 탑으로, 

기단의 조각수법과 지붕돌의 모습 등으로 보

아 고려시대 초기의 작품으로 짐작된다.

불영사 대웅보전 (보물 제1201호)

불영사 대웅보전(蔚珍 佛影寺 大雄寶殿)은 조

선 후기의 건축물로 안에 있는 탱화의 기록으

로 영조 11년(1735)에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규모는 앞면과 옆면이 모두 3칸씩이고 지붕

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

하여 짠 구조가 기둥 위와 기둥 사이에도 있

는 다포 양식으로, 조각 솜씨가 뛰어나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건물에 색을 칠한 

단청 부분을 들 수 있는데 바깥쪽은 다시 칠

하여 원래 모습을 잃었지만 안쪽은 그 형태가 

잘 남아 있다. 천장부분을 비롯한 벽, 건물을 

지탱하는 굵직한 재료들에 그림을 그린 기법

들은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

다. 건축양식과 기법연구, 격조 높은 불교그림

과 단청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는 조선 후

기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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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상회상도   ②3층석탑   ③응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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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어머님을 보내드리며…

애도사

조명희(경북대학교 항공위성 시스템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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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박사(경북대학교 항공위성시스템 전공)가 어머니 고 김증덕 여사를 여의고 법왕사에서 49재를 모

시면서 지난 4월 18일 막재일에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담아 올린 추도사를 게재합니다. 평생 가

족을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를 기리는 애틋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 부모님을 모신 분들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편집자 주>



90 평생을 가족을 위해 그야말로 혼신의 힘

을 다해 살다 가신 우리 어머님은 남자같은 

이름의 선산 김씨집안의 증자 덕자 김증덕여

사 입니다.

경남 합천에서 영남유학파의 대학자이셨

던 외할아버지 김영자 주자 어른의 8남매 맏

이로 태어나 총기로 똘똘 뭉친 대쪽같은 우리

아버지를 만나 7남매 맏며느리로서 70여년을 

시부모님과 남편.자식을 위해 처절하리만치 

헌신하며 생을 마치고 가신 우리 어머님은 그

야말로 현모양처의 표상이셨습니다.

까치리하기로 소문 난 대학자이신 우리 아

버지고. 조 준자승자 경북의대교수님 곁의 그

늘진 곳에서 빈틈없이 묵묵히 내조하시고

때로는 아버님을 능가하는 지혜로음과 강

직함으로 자식 넷을 훌륭히 키워내신 이시대

의 어머니의 드높은 위상을 떳떳하게 남겨주

시고 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겉으로는 거칠고 말씀이 직

설적이셨으나 안으로는 정말 따뜻하고 인정

이 넘쳐서 인간미 넘치는 휴머니스트였습니

다.

비록 신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시고 련된 

신학문을 익히지 못한  투박한 아낙네이었지

만 그 삶은 너무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온 

더욱이 상황판단이 그 누구보다도 정말 뛰어

난 이시대의 참다운 여성 리더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뒤를 이어서. 우리 어머

니는 집안을 우뚝 일으키셨고 주어진 어떤일

에도 고난과 어려음을 극복하셨으며 타고난 

건강과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몸을 아끼지 않

는 억척같은 투지와 적극적인 삶의 자세로 농

사일을 비롯한 모든 부업에도 그리고 넓은 집

안의 험한 일을 마다않고 솔선수범하셨습니

다.

나아가 창녕조씨 종친회 종덕제 큰 묘사까

지 총괄하시어 대종회로부터 표창장을 받기

도 하셨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아버님처럼 저희들처럼 대학을 다니셨다면 

담대하고도 뛰어난 판단력의 리더쉽과 통솔

력으로 이 시대를 리더하는 교육부총리나 여

성대통령을 지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

다. 한편으로 어쩌면..

어머니가 어릴적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때

문에 배움의 길을 다하지 못했던 그 서러움

을 아버지와 저희 4남매를 통하여 그 한을 풀

지 않으셨나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영남유학의 대학자로서 늘 상투와 갓을 쓰

시고 기품있던 외할아버지. 그 대단한 학자 

집안의 딸로서 충과 효. 인과 예 그리고 신의

를 중요시하여 몸소 실천하시고 특히 자식교

육에는 엄격하면서도 포용력과 너그러움으로 

늘 이세상 최고의 자식사랑으로 희생과 열정

이 넘쳐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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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안계시다는 것이 전혀 실감이 나지않습니

다. 요즘도 무심결에 친정으로 차를 몰고 가

다가 다시 되돌아오기를 반복한 것이 몇 번인

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여름 갑작스레 먼저 가신 아버님을 

6개월만에 따라가신 우리 어머니!

그렇게도 아버님이 빨리 보고 싶으셨는지

요?  70년을 함께 오래토록 사셨으면서 뭘 그

리 급하셔서 그토록 서둘러 가셨는지요? 

지금에서 돌이켜 생각하면 왜 한번이라도 

더 어머니곁에서 재롱을 부리지 못했나? “침

도 한번 뱉지 않은 무공해 채소를 창녕에서 

갖고 왔으니 친정와서 가져가라“고 하신 말씀

이 곧 “사랑하는 딸인 네가 보고싶다”는 뜻

인지 왜 진작에 몰랐었는지. 정작 바쁘다는 

핑계로 혹여나 어머니를 정말 외롭게 해드리

지나 않았었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집안에 의사가 수없이 많은데도 혹여나 어

머니의 아픔과 고통을 알뜰히 살펴드리기나 

했는지 뒤늦은 마음이지만 미어드는 후회스

러운 가슴이 미어집니다. 엄마!!

이제 저희들은 어느 한순간도 삶의 어떤 

부분에서도 어머니의 그 자태를 잊지 못할 것

입니다. ‘이럴 때..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

던가?’ 라고 되새기며..지금껏 그랬듯이 그렇

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듯 어머니는 우리 인생의 확실한 나침

어머니의 삶속에서 어머니의 인생에서 저

희 자식들은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함은 이

십여년전 어머니 칠순잔치에서 이미 “이세상

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우리 어머

니입니다”라고 힘주어 인사 말씀을 드린 적

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의 튼튼한 기둥이셨고 그야

말로 3대를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 밑바탕

을 모두 닦으셨을 뿐만 아니라, 전통보수적이

고도 남존여비 정신이 지배적이었던 대가족

의 맏며느리로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깊은 뜻

을 받들어 불교집안의 가통을 이어받음으로

서, 자비와 더불어 강인한 불심을 기반으로 

주변에 많은 공덕을 쌓으시며 집안을 넉넉하

게 빛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더구나, 어머니는 늘 딸이지만 

활동을 열심히 하는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습

니다.

“여자도 열심히 배워서 남자 못지않게 성

공할 수 있다”고 자식 둘 낳은 후 대학원의 

험한 길로 들어선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

고 외손주를 몸소 돌봐주시며 저의 힘들었던 

부분을 쓰다듬어 주셨기에 오늘날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오롯이 어머니의 

은덕임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홀연히 저희 곁을 떠나가시

니 저희 자식들은 하늘아래 홀로 선 고아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희는 어머니가 저희 곁



반이셨고 우리가 갈길을 환하게 비추는 눈부

신 등대이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담대하고도 

끈기있게 근성을 가지고 극복하도록 하는 그 

힘찬 가르침은 저희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반듯하고 허트러짐이 없이 사리분별이 뛰

어난 어머니의 그 지혜로움을 되새기며 저희 

후손들은 힘찬 걸음으로 정진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숭고한 가르침을 받들어 저희 

후손들은 주변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어머님의 자식으로 태어남을 자랑스럽

게 생각하며 빛나게 살아갈 것입니다.

나아가 바라옵건대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

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넓은 아량으로 

서로를 포용할 수 있도록 담대하고도 따뜻한 

우애와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깊은 사랑

을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이제 이승에서의 힘들었던 것은 말끔히 던

져버리시고 아름답고 쾌적한 천당.극락에서 

평소 가슴깊이 사랑하셨던 아버님을 다시 만

나 즐겁고 평안한 삶..영원히 누리시기를 이 

후손들은 앙망합니다.

감히 저희 자식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 김증덕여사는 훌륭한 인생을 

살다가셨고 가장 존경받는 아름다운 분이시

라고. 어머니는 우리곁을 영영 떠나가시지만 

저희는 이 후손들은 영원히 그렇게 기억하고 

어머니의 그 숭고한 정신을 가슴속에 깊이 새

기면서 당당하게 인생을 빛나게 살아가겠습

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간 힘겹게 쌓으신 공덕으로 부디 극락왕

생하시기를 다시한번 더 기원하면서 이글을 

마무리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 어머니 

49재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처님의 가피속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 4월 18일,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내드

리며 둘째딸 조명희가 이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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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름 요양원 - 함께 알면 좋아요

천차만별 각양각색 보행습관,

건강하게 걷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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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얼굴, 몸매, 성격이 천차만별이듯 걸음걸이

도 각양각색이다. 하지만 걸음걸이의 경우 개성으로 

여기기보다는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한번쯤 자

신이 제대로 걷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잘못

된 보행 습관은 어깨나 등, 척추, 발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각양각색 걸음걸이 교정 방법

유독 신발을 질질 끌며 걷는 사람들이 있다. 파킨슨

병처럼 운동조절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흔히 보이는 

보행 형태이긴 하지만, 정상인 중에도 가끔 눈에 띈

다. 복부 비만으로 배가 나온 반면, 엉덩이 근육은 약

한 사람이 바로 그런 경우다. 또 복근이 약한 젊은 여

성들 중에도 적지 않다. 이런 유형에 해당된다면 턱을 

들어 올려 시선을 전방 30m 정도 앞으로 보도록 하

고, 다리를 뻗을 때 발뒤꿈치부터 착지하도록 노력해

야 한다. 복부 비만을 해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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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칠 수 있다. 또 그런 자세로 계속 걷게 되

면 발목이나 무릎 관절, 대퇴관절의 퇴행성 

변화와 통증, 골반 이상, 척추 질환 등을 유

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일찌감치 이상한 걸

음걸이의 원인을 파악해 적절한 교정 또는 

재활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하이힐을 즐겨 신는 여성이나 평발, 무지

외반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걸음걸

이에 주의해야 한다. 굽이 있는 신발을 많

이 신는 여성들은 서거나 걸을 때 체중이 

앞쪽과 안쪽으로 쏠리게 되고, 평발이나 무

지외반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해져 발가락 뿌리나 엄지발가락에 통

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하이

힐 신는 횟수를 줄이고 주기적인 스트레칭

과 걸음걸이 교정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또 허리를 뒤로 젖히고 다리를 바깥으로 

향하게 걷는 팔자걸음의 경우에는 척추후

모델처럼 상체를 뒤로 젖히고 양쪽 다리

를 교차하듯이 걷는 사람들은 중심이 뒤로 

처져있어 안정감이 없어 보이는 보행을 한

다. 걷고 나면 어깨 결림 증상이 심하다. 척

추가 휘어져 보이고, 가방을 한쪽 어깨에만 

매는 사람에게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유형

이라면 아랫배를 살짝 누르면서 몸의 선을 

자연스럽게 펴지도록 해보자. 무릎 간격도 

살짝 떨어뜨려 걷는 것이 좋다.

펭귄처럼 좌우로 뒤뚱뒤뚱 걷는 경우도 

있다. 길을 가다가 유난히 다른 사람과 많

이 부딪친다면 이 유형에 해당된다. 이런 유

형은 턱이 올라간 경우가 많으므로 턱을 정

면으로 향하도록 하고 가슴은 활짝 펴서 

걷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된 보행 습관이 주는 악영향

잘못된 걸음걸이는 보기에도 이상할 뿐 아

니라 에너지 소모 또한 많아져 신체가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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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걷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상적인 보행은 좌우나 위아래 흔들림

이 자연스럽고 장거리를 걸어도 발바닥 통

증이 심하지 않아야 한다. 또 걸을 땐 발뒤

꿈치부터 착지해 발 중앙부(외측 가장자리), 

발가락 뿌리 쪽 순서로 발을 디디며 걷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슴, 등, 어깨를 곧게 펴 몸과 바닥이 수

직을 이루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선은 턱

을 당기는 느낌으로 정면을 바라본다. 팔의 

각은 L자 또는 V자로 만들어 앞뒤로 자연

스럽게 흔들며 걸어야 팔 앞쪽 근육이 과도

하게 긴장하지 않는다.

보폭은 보통 자신의 키에서 100cm를 뺀 

것이 가장 안정적이며, 걷기의 효율을 높이

고자 할 때는 속도를 본인의 체력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관련 의료진   :   임종엽 교수 - 

관절(Facet joint)에 염증이 생기거나 척추

관이 좁아져 허리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

다. 이밖에도 양쪽 다리의 길이 차이를 유

발하는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걸을 때 좌우 대칭이 이뤄지지 않는 ‘부정

렬증후군’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늘고 

있다.

보행 시 한쪽 발을 디딜 때 소리가 더 크

게 난다거나 한쪽 신발이 항상 먼저 닳거

나, 뒷굽의 안쪽 혹은 바깥쪽이 항상 먼저 

닳게 되면 본인이 느끼는 보행 패턴의 이상

이 없어도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바르게 걷는 방법

‘걷기’ 자체는 아주 쉬워 보이지만, 하지의 

모든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이 조화를 이루

면서 동시에 일어나 몸의 중심을 이동시키

는 복잡한 과정이다. 그런 만큼 올바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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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왕사에서는 창건연기를 드러내는 비문 3점을 입구에 새로 설치하여 법왕사의 정체성을 알리는 역할과 함께 도

량을 장엄하는 불사를 모연중입니다. 표지석 건립불사에 동참하실 가족은 1백만원이며 개인은 1인 5만원의 동참

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석물에 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법왕사 정체성 알리고 도량 장엄하는 법왕사 창건비문 불사 모연중

경내 둘레길 가창 해오름마을 본당 산신단 본당 입구

가창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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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왕사에서는 오는 5월 12일 불기 2563년 부처님 오

신날 봉축법요식을 법왕사 대적광전에서 봉행합니다.

이날 법요식은 오전 10시 타종을 시작으로 육법공양, 

봉축사, 법문, 발원문 낭독등 순서로 진행됩니다. 불자

들은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을 행하며 

부처님 오신날의 참뜻을 새기게 됩니다.

중생을 구하러 이 사바세계에 오신 부처님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그 큰 뜻을 이어받는 행사에 불자라면 누

구나 동참하여 여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 봉행 본당 올라가는 아름다운 길 조성

법왕사 복지관에서 본당으로 올라가는 오솔길을 대

폭 정비하여 튼튼한 돌과 나무로 넓고 안전하게 조성

하였습니다. 비교적 가파른 비탈길인 오솔길을 누구든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레길과 

연결하여 산책과 명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법왕사에서는 주변의 담장을 아름답게 조성해 도량

을 성역화하기 위한 담장불사를 추진합니다. 우선적으

로 법왕사 입구에서 복지관에 이르는 도로변의 담장 

150m에 이르는 구간에서 실시하는데 벽돌과 기와 1장 

1만원의 모연금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도량 성역

화에는 무량한 공덕이 있으니 불자 여러분들이 많은 

동참 바랍니다.

법왕사 도량 성역화 담장불사 봉행

법왕사에서는 경내 풍광이 좋은 구간에 둘레길을 조

성하여 불자 여러분들의 산책 및 명상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복지관 광장 중간에서 본당으로 

올라가는 구간에 계단과 축대를 쌓아 쾌적하고 안전

한 둘레길을 조성하였으며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 본

당과 산신각, 더 나아가 대덕산 정상까지 이어집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법왕사 경내 둘레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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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왕사가 사회복지사업의 하나로 개원한 율하동 해오

름어린이집 개학을 앞두고 원아 및 교직원을 모십니

다. 모집 분야는 원장 1인, 교사 2인, 운전기사 1인으로 

해당 분야 자격을 갖추신 분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어린이집은 오는 6월 개학할 예정입니다.

해오름어린이집 원아 및 직원 모집

법왕사에서는 법왕사 전속 합창단인 우담바라합창단

원을 모집합니다. 우담바라합창단은 정무시 선생님기 

지휘하는데 사중의 각종 행사에 음성공양을 하고 지

역의 각종 불교행사에 참가하거나 합창경연대회에도 

나가게 됩니다. 음악활동을 통해 여가선용은 물론이고 

신행생활까지 더욱 두텁게 할 수 있는 합창단 활동에 

관심있는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합창

단 연습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한편 거

사들로 구성된 중창단도 모집합니다. 중창단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연습합니다.

우담바라 합창단원 모집

법왕사에서는 오는 5월 1일 수요일 복지관 전시실에서 

지역 어르신 1천 여분을 초청하여 푸짐한 식사를 대접

하고 흥겨운 잔치 한 마당을 베푸는 제51회 경로잔치

를 엽니다. 법왕사 개원 이래 매년 두 차례씩 개최해 

온 경로잔치는 수성구와 남구등 법왕사 주변 지역 어

르신들의 신나는 잔치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

가 되었습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주변에 널리 알

려서 많은 어르신들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일 자원봉사자, 경품, 찬조 출연자

를 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제51회 경로잔치 봉행

법왕사 복지관 앞마당에 있던 연못을 메워 잔디밭으

로 바궈 한층 드넓은 광장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광장 

잔디밭은 복지관에 계신 어르신들이 자주 나와 일광

욕을 하고 휴식하는 곳으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여 

왔는데 이번 공사로 잔디밭이 많이 넓어져 더욱 쾌적

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마당의 연못을 잔디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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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백고좌법회가 지난 3월 30일 입재하여 오는 7

월 18일까지 100일 동안 열립니다. 제38회 백고좌법

회를 봉행합니다. 입재 법회에는 자광큰스님이 법문하

셨습니다. 백고좌법회는 법왕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기 법회로 대한민국 불교계의 

법회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법랍 30년 이상 

스님 가운데 백고좌법회 법사스님으로 추천하실 분들

은 적극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사스님 시봉

하실 신도분들도 추천 받습니다.

법왕사에서는 오는 2019년 7월 17일부터 2022년 4월 

12일까지 제3차 천일기도를 봉행하는데 기도에 동참

하실 불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족기도는 입재미 10

만원이며 기도비는 90만원인데 매월 3만원씩 분할납

부도 가능합니다. 법왕사에서는 이미 두 차례 천일기

도를 여법하게 회향한 바 있으며 매 기도에는 1백여 

불자들이 빠짐없이 동참하였습니다. 기도 기간 중에

는 백고좌법회도 늘 열리고 있으니 아주 좋은 복전의 

인연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38회 백고좌법회 입재

제3차 천일기도 봉행, 7월 17일 입재

법왕사에서는 매주 수요일 실시하는 무료급식에 동참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동참 방법은 무료급식 울력

에 동참하셔도 되고 후원금을 내셔도 됩니다. 봉사활

동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무료급

식 시간에 공양간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은 대구은행 505-10-203686-3 자비회로 하셔

도 됩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무료급식 동참 및 후원 모집

2019 May Vol. 293호

법왕사에서는 제38회 백고좌법회 기간인 지난 4월 

20일(토) 인천 용화선원에 주석하고 계신 송담 큰스님 

친견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번 법회에는 1백여 불

자들이 동참하였습니다. 송담 큰스님은 한국 현대 불

교사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 전강 대선사의 제자로 

법왕사 회주이신 정무 대종사와 전강스님의 문하에서 

수행하신 큰 스님으로 현대 한국 선불교의 대표적인 

선승입니다.

송담 큰스님 친견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지난 4월 7일(음력 3월 3일) 삼월 삼짇

날을 맞이하여 영가 합동차례를 봉행하였습니다. 예

로부터 삼짇날에는 선망조상과 유주무주 영가를 위한 

차례를 지내왔는데 이날 차례에는 1백여 불자들이 동

참하였습니다.

삼월삼짇날 영가 합동차례 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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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오신 법우님

   김기현  홍영수  서정열  박향순  권마하연

   사공순옥   신병기

법사비 올리신 분

    김근태  권순예  김보리(2회)

가사불사(스님승복) 올리신 분

    문지수  권마하연  사공순옥  신병기  성재윤

물품 보시하신 분

    방지현(요구르트)   김정남(싱크대 일체) 

    성재윤(TV, 복합기)  김기수(세제)

사보 도움 주신 분

    이은경(자성화)  100부    정명순  100부

공양 올리신 분 

◎ 순례법회 공양 올리신분

    김종황(음료수)  구실상화(도시락)  김정남(떡공양)

    방지현(과일)  

◎ 공양미 올리신 분

    김윤옥  김은우  권중훈  이지민  신현채  박성범

    성재윤  정민수  심보현  권민지  박영민

◎ 떡공양 올리신 분

    염홍식  김주현  안준영  김봉원  이종랑  우연희

    이승현  김호연  상락원  김은우  홍준서 

    혜조스님 신도일동  전영희  양봉훈  양혜진 

    양봉률  김근태  장재혁  권상태

◎ 꽃 공양 올리신 분

    김의환  이화꽃집

◎ 과일공양 올리신 분

    이종랑   박진원   양봉훈 (본당)   양봉률(본당)

연등올리신 분

◎ 대등 올리신 분

    5 좋은하루  6 한국팜메디  7 빵마루  8 에버그린

    9 잉크코리아  10 명장부  11 상쾌한속내과 

    12 파동약국  13(주) 대상헬스  14 대백마트(파동) 

    15 동양가스텍

◎ 단청등 올리신 분

    26 조병채  27 이언령   28 유재은  29 천세기

    30 강현성  31서진호    32 성인영  33 장정향

    34 배석록  35 조준형  36 안재찬  37 권오성

    38 우재균  39 이윤수  41 운불련회원일동

   42 김기현   43 홍영수  44 방지현  45 배해동

   46 서정열   47 진영규  48 전자비회

◎ 1년등 올리신 분

   3 김봉원(본당)  322 신근배   323 방형욱 

   324 홍현덕  325 권태묘   326 허영철  327 도재용  

   328 박의건  329 홍기수  330 박상환  331  박병윤

   332 송정화  333 김기동   334 김수남  335 박종오

   336 박찬식  337 박혁범   338 남인식  339 장익수

   340 권태일  341 김위동   342 박해연  343 신상용

   344 이현우  345권경오   346 권영오  347 정창근

   348 이정순  349손병일   350 김영우   351 김형길

   352 이성용  353 진상형   354 이선봉  355 이일희  

   356 이송주  357 김자임  358 영일스님

   359 김해승  360김찬호   361  최충수  363 최수길

   364 박지원  365 신병주  366 서복만  367  박성용

  368 김영목  369 박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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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등 올리신 분

    65 금태운   66 류윤만  67박남희   68 김상우

    69 김종호   70 전손수  71 김창근   72 김시호

    73 이영주   74 김진숙   77 윤운근  80 이병은

    81 정희수   82 김윤옥   83 조성훈  84 문충덕

    85 이향숙  86 오귀종   87 홍애분   88 나기태

    89 이정자  90 김순덕   91 정영선   92 조은우

    93 박희수  94 이정촬   95 이전철   96 손대천

    97 박선자  98 정우득   99 박영근   100 김하균

    101 박서빈  102 김영구  103 박종환  104 김상조

    105 정도환 106 정정례  107 정원재  108 장위식

    109 박찬용 110 채의진   111 채   드    112 이수동

    113 신명균  114 신현수   115 이대각   116 나영연

    117 신창진  118 윤태순

◎ 석불전 영가등 올리신 분 [ 복위자 ]

    1. 이필혁  2. 정신동  3. 정원석  4. 박호황  5. 차민석

    6. 최인용  7. 김태동  8. 최용철  9. 김천식 10. 구창덕

    11. 김민영  12. 이동원

◎ 영가등 올리신 분 [복위자]

    49 김정옥   50  이영란   51 김종황   52 김외환   

    53 도경식   54 박인두   56 홍영수   57 홍영수

    58 서영민   59 김수남   60 권경오   61 권경오

    62 심도연   63 이재학   64 이윤서   65 박찬용

    66 최인용   67 김경숙   68 김경옥   69 주정순

    70 류윤만   71 전대곤   72  김도욱   73 김서원

    74  최옥분  75 김민정   76 김은재   77  박향순

◎ 영가대등 올리신 분(복위자)

    5 진종원    6 조병채

불사 올리신 분

◎ 33관음상 올리신 분 

    이동택

◎ 오백나한불사 올리신 분

    163 김광록( 보등존자 )   167 김희림 (선덕존자)

◎ 원불 올리신 분

    3606 박준희   3607 박지온   3608 亡 홍흥복 

    3609 亡 박혜래  3610 亡 홍재성  3611 이효섭

◎ 비문불사 올리신 분

    백대행심  김수연  김정호  김상수  이지송

   자윤스님   대혜궁  양문갑  황춘연  양영갑  양봉률

   신지원  박해진  백월순  박종성  나은정  박세은

◎ 담장불사 올리신 분

   전영재  전성재  채동엽  성재윤  최성욱  염길태

   방지현  최윤재  이은미  박남희   송현욱 

   亡 박상화   亡 채분이   서영금   성진경   박경란

   성충   김원희  성나경   박진오(4장)  김민규

◎ 대적광전 인등 올리신 분

    6 여미란   117 조지민   118 조우민   267 김기춘

    268 신정욱  269 김종수  270 박소영   271 김채은'

    272 김재유  364 서예지  365 서준영   368 김영현

   369 서주석

◎ 산신 인등 올리신 분

    108 박세민

◎ 만불전 인등 올리신 분

    290 亡 전순록    291 亡 변영구   292 亡진은지  

    294 亡 마충열    295 亡 이영철   296 亡 이춘식

    297 亡 김덕자    306 亡 최유한   307 亡 김봉행

    308 亡 김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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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s 올리신 분 (~4/20)

   최종호 20,000  장미야  4,000  송윤선 70,000

   오현규 10,000   성점순 10,000  김달준 20,000

   김명선 25,000   한천숙 10,000  최진석 5,000

  전성복 10,000    안진미 60,000  정연이 100,000         

  심영선  15,000   김수라 30,000  사공순옥 30,000

  백승연 3,000     김이규 6,000   김수남 3,000

  현미숙 10,000    김현숙 8,000   김제순 10,000

  정연이 8,000     김달준 20,000  서필희 10,000          

  전태일 50,000   강춘희 20,000  홍경숙 10,000

  정순희 20,000   신인숙 5,000    황금석 7,000

  김연자 10,000    손향숙 20,000  이호진 10,000

  송순분 20,000   전재필 5,000   김옥자 10,000        

  장명희 5,000     김관용 5,000   조희선 20,000

  강유주 10,000 

왕생극락하옵소서 
◈ 亡김삼암영가님의 천도재 입재가 4월1일에 있었습니다.

◈ 亡 이정순영가님의 기제사가 4월4일에 있었습니다.

◈ 亡 민해순영가님의 기제사가 4월5일에 있었습니다.

◈ 亡 홍재성영가님의 초재가 4월7일에 있었습니다

◈ 亡 김진태영가님의 기제사가 4월8일에 있었습니다

◈ 亡 서정준영가님의 초재가 4월10일에 있었습니다

◈ 亡 정준식영가님의 기제사가 4월12일에 있었습니다

◈ 亡 이춘옥영가님의 막재가 4월14일에 있었습니다

◈ 亡 김용현영가님의 초재가 4월16일에 있었습니다

◈ 亡 진은지영가님의 기제사가 4월17일에 있었습니다

◈ 亡 김증덕영가님의 막재가 4월18일에 있었습니다

◈ 亡 고세옥영가님의 기제사가 4월21일에 있었습니다

◈ 亡 김봉구영가님의 기제사가 4월22일에 있었습니다

◈ 亡 김상훈영가님의 막재가 4월22일에 있었습니다

◈ 亡 박두남영가님의 기제사가 4월23일에 있었습니다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법왕사 게시판 2019 May  Vol. 293호 

독자 원고 받습니다
월간 법왕사보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투고와 사보를 읽은 후의 

소감이나 각종 제언, 제안 등 후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제한이 없으며 신행생

활의 체험담이나 수필, 기행문, 시 등 문학작품은 물론 사보를 보시고 난 후의 느낌이

나 제언 등 무엇이든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사보에 게재하고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원고 보내실 곳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법왕사내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편집실 

전화 | 053-766-3747   팩스 | 053-767-6095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  전화 | 053-766-3747   팩스 | 053-767-6095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법왕사내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편집실

월간 법왕사보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에서는 불자 여러분의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1년 정기구독

료는 2만원입니다. 구독 신청은 전화나 팩스, 직접 방문 등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시

는 구독료는 사보 제작은 물론 불자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법보시에 활용되는 등 큰 공덕을 쌓는 밑거

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법왕사 종무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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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신을 축하합니다
4월에 생신을  맞이하신  장석순 어르신, 김숙희 어르신, 박영

화 어르신, 박해연 어르신의 생신잔치가 열렸습니다. 

여러 어르신들과  선생님들께서 생신을 축하해 드리고 케이크

와 다과를 나누어 드셨습니다.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시고 만수

무강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달성아리랑보존회 공연
달성아리랑봉사단이 한국무용, 국악, 노래등 다양한 공연을  

펼쳐 주셨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직접  노래를 부르시고 박수

도 치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을 즐겁고 행복하게 이끌어  주신 달성아리랑

보존회 봉사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웃음치료(무하스님) 
무하스님께서는 매월 해오름요양원을 방문 하셔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웃음으로 외롭고  적적한  어르신들께 기쁨을 선사하

십니다. 음악, 율동,  노래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

리고 어르신들께서도 율동과 노래를 함께 동참하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봄날의 산책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4월 어르신들을 모시고 요양원의 정원

으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아래 어르신들의 얼

굴은 함박웃음으로  꽃이 피고 입가에는 노랫가락이   울려 퍼

졌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

였습니다.

ㅣ 개인 정기봉사자 ㅣ  무하스님(웃음치료), 지은정(미술치료), 이정신·신계영(마술공연)

ㅣ 단체 정기봉사자 ㅣ   동그라미색소폰공연단(공연활동), 달성아리랑보존회(수성구자원봉사센터), 수성시니어공
연단(공연활동), HE봉사단(놀이치료), 더블유봉사단(놀이치료), 친한친구봉사단(놀이치료), 
어린왕자봉사단(놀이치료), 그루터기봉사단(놀이치료), 오카리나앙상블공연단(공연활동), 
일곱빛깔하모힐링니카공연단(공연활동). 우쿨렐레공연단(공연활동), 수선화(이미용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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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박순영

박원태

박인철

박정숙

박종규

박종환

박희조

반룡사

방지현

방지현

배수현

배하수

사공관

서준석(성인자)

서찬수

성기옥

손수연

송정숙

신구자

신돈식

신충호

신화식

심규암

안경순

안명희

안희선

양나영

양혜진

엄희섭

여미란

여병문

여택동

오난옥

용마관음사

유경희(차목원)

유명옥

이경자

이남경

이남희

이병희

이복희

이성건

이성환

이승환

이옥자

이용욱

이재봉

이전희

이정연

이정옥

이정화

이정희

이정희

이준우

이창수

이현옥

이호동

장민석

장성규

장시원

장우성

장재혁

정경석

정경숙

정명선

정무시

정민경

정순옥

정시영

정연이

정영주

정옥수

정인순

정태교

정혜련

정혜숙

조규인

조성자

조영석

조인성

진봉희

채옥연

최금부

최분규

최영희

최윤희

최지희

최창숙

최환종

한규매

한희록

허유미

호산반점
(박남숙)

홍기학

황내환

황미선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 수입내역

CMS(자동이체) 후원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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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세계최대 불교종합복지관 건립도량 법왕사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41

해오름 게시판 2019 May  Vol. 293호 

 - 방문접수 법왕사 1층 요양원 사무실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요양원 입소 안내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금품후원 새마을금고 9002-1643-4050-9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 류, 

생활용품 등

CMS자동이체 후원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

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무통장으로 후원하신 분

박재용 3만원, 강미경 1만원, 

임상덕 1만원, 이영주 3만원

◎ 지출내역

CMS수수료 : 44,000원

금융결제원요금 : 44,000원

SMS수수료 : 500원 

케이크 구입비 : 55,800원

우편발송비 : 13,900원

물품구입비 : 100,950원

총지출 : 259,150원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

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

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

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

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

니다.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

서가 구비되어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

며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후원물품 보내주신 분

    김차임 보호자 :  바나나 1박스

    손영숙 보호자 : 음료수 40개

◎ 해오름요양원 신규 입소어르신

    김차임어르신

자원봉사자 모집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시~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신청방법

 - T. 053-766-5767  담당 사회복지사 김필남

후원업체 소개

하회물류(주)(www.hahoefood.com)에서는 매달 
어르신들의 부식에 필요한 신선한 두부를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후원업체의 사랑과 나눔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연등은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찬탄하고 중생의 무명업장을 소멸하는 크나큰 

공덕을 드러냅니다.

법왕사에서는 을미년 1년을 밝힐 법당 일년등, 가족등, 사업등, 영가등과  

파일 연등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수희동참하시

어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주위에도 널리 권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참금은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사업등에는 사업체 이름을 넣어 드립니다.

법당 일년등 및 초파일 연등 
동참 받습니다

계 / 좌 / 번 / 호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농    협  702010-51-106490 법왕사

 가족등   10만원 이상       영가등  5만원 이상       사업등   30만원 이상

 단청등 100만원



나라의 안녕과 번영,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제38회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법왕사에서는 제38회 백고좌법회를 2019년 3월 30일부터 2019년 7월 7일까지 봉행

합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고승대덕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속으로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신라 진흥왕 때에 처음 열린 이

래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

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이 이르고 있습니다. 

증명 : 중심문도회 회주 학송 심경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實相합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회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회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33일차 5월  1일  선진스님 대구 보현암 주지 47일차 5월 15일  보일스님 해인사 승가대 학감

34일차 5월  2일  정법스님 부산 진홍사 주지 48일차 5월 16일  지오스님 범어사 교수사

35일차 5월  3일  범수스님 선방정진 49일차 5월 17일  도일스님 대구 구룡사 주지

36일차 5월  4일  현석스님 파동 반야사 주지 50일차 5월 18일  지철스님 강릉 초당암주지

37일차 5월  5일  주지스님 초하루 51일차 5월 19일  화랑스님 前 동명불원 주지

38일차 5월  6일  관일스님 영천 도솔암 법사 52일차 5월 20일  마정스님 서울 용마 관음사 주지

39일차 5월  7일  지운스님 성주 자비선사회주 53일차 5월 21일  설봉스님 칠곡 토향암 주지

40일차 5월  8일  진휴스님 해인 승가대 교수사 54일차 5월 22일  대현스님 칠곡 정암사 주지

41일차 5월  9일  보광스님 고령  천불사 주지 55일차 5월 23일  가섭스님 조계종 포교부장

42일차 5월 10일  주지스님 초파일 기도 56일차 5월 24일  연담스님 제주 천제사 주지

43일차 5월 11일  주지스님 초파일 기도 57일차 5월 25일  정운스님 서울 동국대 교수

44일차 5월 12일  주지스님 부처님오신 날 58일차 5월 26일  등현스님 고운사 화엄승가대학장

45일차 5월 13일  休 59일차 5월 27일  우관스님 이천 감은사 주지

46일차 5월 14일  마성스님 팔리문헌 연구소장 60일차 5월 28일  철운스님 평택 도원사 주지

46일차

5월 14일

자유주제

마성스님

팔리문헌연구소장

48일차

5월 16일
화엄경
15. 십주품

지오스님

범어사 교수사

53일차

5월 21일
길을 찾지말고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
설봉스님

칠곡 토향암 주지

56일차

5월 24일

연담스님

제주 천제사 주지



마음愛 자비를! 세상愛 평화를!

불기 2563(2019)년 

부처님오신날

해오름요양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kr

● 일시 : 불기 2563년 5월 12일(일)    ● 장소 : 대적광전

식 순 오전 10시

○ 타종

○ 개회

○ 집회가

○ 삼귀의

○ 찬불가(보현행원)

○ 육법공양

○ 찬탄 경문 낭독

○ 봉축사

○ 축사

○ 청법가

○ 입정

○ 봉축법문

○ 봉축시

○ 봉축가

○ 발원문

○ 어린이 발원문

○ 안내말씀 및 내빈소개

○ 감사패 전달

○ 공지사항

○ 사홍서원

○ 산회가

○ 관불의식

○  선비춤 | 박갑열

○  하모니카 |  
장영애, 김광자, 박갑열, 남영순, 변계자

○  색소폰 | 우종국

○  바이올린 | 이윤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