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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어린
참회만이
업장 소멸할 수
있어

원공당 정무 대종사

우리가 ‘마음’, ‘마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약속된 시간이 되면 나타

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시간성도 공

간성도 없는 순수한 생명 자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 아무리 정밀한 전자 현미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존재하

지는 않지만 ‘기분 좋다’, ‘행복하다’, ‘화가 

난다’는 등등의 희로애락(喜怒愛樂)을 느끼

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록 그 형상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몸뚱아리

를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

에 좋다는 것은 모조리 가져다 먹고, 좋은 옷

을 사다 입으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위할 수 

있을까하고 갖은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한갓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몸뚱아리를 아무

리 아끼고 위한들 결코 몸뚱아리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야심경(般若心經)에 보면 ‘색즉시공(色卽

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이란 구절이 나옵

니다. 색(色)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계(現

象界) 즉 물질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 또한 색

즉공(色卽空)이니 물질을 자르고 자르면 궁극

에는 더 자를 것이 없는 공(空)한 상태가 되

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귀중하게 여기는 다이아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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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나 금(金) 덩어리의 그 본질(本質)은 바로 

공(空)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은 번뇌로 

인해 그 본질을 투시(透視)할 수 없을 뿐이며,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란 일체 존재가 물질이 아닌 영생불멸

(永生不滅)한 진여불성(眞如佛性)으로부터 인

연에 따라서 잠시 찰나에 상(相)을 보이는 것

일 뿐입니다. 잠시 찰나에 모습을 드러낸 것

이지 이것은 본래(本來)부터 있는 것이 아닙

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 없이 영

생불멸(永生不滅)한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불성

(佛性)이고 법성(法性)이며, 진여(眞如)이고 진

리로서 우리 마음의 참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현상계(現象界)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변하는 것

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육신(肉身)은 찰

나에 늙어가고 있고,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

는 째각거리는 초침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모

(磨耗)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現象界)는 모두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인연생입니다. 따지고 보면 일체만유(一切萬

有)가 모두 인연생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인

연생의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처님

입니다. 불성(佛性), 법성(法性), 진여(眞如)가 

인연생의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인연법 가운데 그 연(緣)만 볼뿐이지 미혹하

기 때문에 근본 원인은 보지 못합니다. 깨달

은 사람만이 근본 원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현상계(現象界)는 모두 허망하

고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

며,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

렇지만 근본 성품을 깨닫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로는 참선하면 그냥 깨달아

버리고, 화두를 참구(參究)하면 단박에 깨친

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금생(今生)에도 잘못 

듣고, 잘못 배우고, 잘못 생각한 것으로 인한 

번뇌가 훈습(薰習)이 되어 업장(業障)을 가

득 채우고 있습니다. 또한 끝없는 과거생(過去

生) 동안 육도(六度)를 윤회하면서 지었던 업

장 또한 가득합니다.

이처럼 다생으로 지은 업장이 염불 조금하

고, 화두 좀 한다고 해서 단박에 떨어지는 것

은 아닙니다. 물론 과거생에 공덕을 많이 닦

아서 선량하고 선근(善根)이 깊은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주 특별

한 예일 뿐입니다.

진심으로 일심(一心)으로 참회할 때만이 업

장이 소멸될 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

이 청정해지는 것입니다. '중생심의 물이 청정

해지면 보살의 달 그림자가 거기에 나타난다

(衆生心水淨 菩薩月影顯)' 는 것이 바로 그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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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슬산방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에 들어가는 신행사과(信行四

課)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바른 믿음(信)입니다

‘불법(진리)의 바다에는 믿음으로써 들어 갈 수 있다’

고 했습니다. 또한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모든 선근

을 키운다’고 했습니다. 틀림없다고 결정짓는 마음 즉,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굳센 믿음

을 가지되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 하는 것이 불교의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이 있을 때 스스로 자신이 불자인 것을 알

고, 자랑스러워하며, 자신이 불자라고 자랑스럽게 밝히

고 다른 이에게 불교를 권유할 것입니다.

둘째는 철저한 깨달음(解)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믿음은 미신(迷信)이나 맹신(盲信)이 되

기 쉽고, 믿음이 없는 깨달음은 있을 수도 없지만 매우 

건조한 것입니다. 불교는 믿음만의 종교가 아니라 깨달

음의 종교라고 할 만큼 깨달음을 중시하는 종교 입니

다.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신행사과(信行四課)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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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깨달음에서 바른 믿음이 나오고, 바

른 믿음에 철저한 깨달음이 가능하므로 불교 

신행에 있어서 믿음과 깨달음은 수레의 두 바

퀴와 같고 새의 두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따

라서 깨닫기 위해서는 법을 묻고, 법을 구해야 

하며, 또 스스로를 반성하고 선정을 닦아야 

합니다.

셋째는 적극적 실천(行)입니다

믿음과 깨달음이 성숙되면 이에 의한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나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중국 당나라의 사상가

인 백낙천이 당시의 유명한 스님인 조소도림

(鳥巢道林)선사를 만나서 묻기를,

“불교, 불교 하는데 대체 그 불교가 뭐요?”

그러자 도림선사는,

“나쁜 일을 하지 말고(諸惡莫作), 착한 일을 

하여(衆善奉行),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自淨

其意),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네(是

諸佛敎)”라고 대답했다.

그때, 백낙천은,

“그까짓 꺼야 세 살 먹은 어린애도 다 아는 

것 아니요?”

그러자 도림선사는,

“세살 먹은 어린애도 다 아는 것이나 팔십 

먹은 늙은이도 실천하기가 어려운데, 바로 이 

실천하는 것이 불교이다”고 했다는 이야기에

서처럼 적극적 실천이 중요합니다.

넷째는 원만한 삶(證)입니다

우리 중생들의 모든 고통은 진리를 알지 못하

는 어리석은 마음과 거짓을 진실로 알고 있는 

잘못된 믿음과 이에 의한 빗나간 생활에서 비

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과 철저한 깨

달음에 의한 적극적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이

야말로 원만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는 이같은 삶을 최고의 이상으로 삶고 

있으며 이러한 삶에는 모든 아집과 편견에 의

한 갈등이 없으며 무지와 욕망에 의한 모든 고

뇌가 사라진 불보살님의 원만한 삶이 전개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 세계가 불국정토를 이

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혼자만 깨달음을 얻게 되고 원만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

니다. 불교 최고의 목적이 스스로는 깨달음을 

얻는 것[上求菩提]이고, 그 얻은 깨달음을 혼

자만 갖지 아니하고 다른 모든 이들에게 전해

서[下化衆生] 너나 할 것 없이 다 깨달음을 얻

어 부처가 되는 것[自他一時 成佛道]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가져야 합니까?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믿음은 도의 근원이

며 공덕의 어머니'입니다. 불자는 부처님과 가

르침과 스님[三寶]에 대한 믿음이 금강석과 같

이 견고하고 태산과 같이 움직이지 않아야 합

니다. [信心堅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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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이야기 / 초기 원형불교 자료에 근거(41)

빠알리 자료에 근거한 

고따마 부처님 전생 십바라밀 이야기
(지혜바라밀)
영일스님 / 법왕사 법사

1.  음식자루 자따까’ 원문게송과 그 주

석서에 나오는 배경 이야기 1)

어느 때, 스승(세존)께서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시면서 지혜바라밀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데, 그 연유는 이렇다. 2)

어느날 비구들이 법회장에 모여서 여래의 

지혜바라밀을 [다음과 같이] 찬탄하면서 앉

아있었다 :“벗들이여, 여래는 큰 지혜, 방대

한 지혜, 심오한 지혜, 유쾌한 지혜, 재빠른 지

혜, 예리한 지혜, 통찰적 지혜를 가지고 있어

서, 다른 외도들의 주장을 깨부수고, 스스로

의 지혜의 힘에 의해 꾸따단따 바라문을 비

지난 연재글(제40편)에서는 고따마 붓다께서 현겁전생의 어떤 시기에 '유단자야yudhanjaya' 라는 

왕자였을 때, 태양이 비추어 이슬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온갖 지위와 부,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던 나

라와 국민들을 버리고 출가하는 내용인 ‘출가바라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지혜바라밀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그런데 지혜바라밀에대한 내용은 '전생 바라밀행

장' 에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그래서‘불종성경’과‘자따까’의 주석서에서 제시하고 있는‘최상위 지

혜바라밀’에 해당되는‘음식자루 자따까’[KN-Ja 7, n. 402 (sattubhasta-ja)] 의 주석서 내용을 중심

으로 보살이 어떻게 지혜를 갖추고, 그 지혜의 힘을 발휘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이 자따까의 주석

서에 의하면, 보살은 이 때‘세나까’라는 이름을 가진 현자로써 왕을 돕고, 왕을 계율과 선법에 확립

시키면서 나라의 많은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한다. 심지어 추론을 통해 음식자루에 뱀이 들어있음을 

알아내어 한 바라문을 위험에서 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세나까보살의 지혜를 하나씩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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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많은 바라문들[DN5(kutadanta s.); etc.], 

사비야를 비롯한 외도출가수행자들[KN-Sn3 

: 6(sabhiya s.); etc.], 앙굴리말라를 비롯한 

도둑들[MN86 (angulmala s.); etc.],  알라와

까를 비롯한 야차들[SN10:12(alavaka s.)], 사

까(제석천왕)를 비롯한 천신들, 바까를 비롯

한 범천신들[MN49(brahma-nimantanika s.); 

SN6:4(baka-brahma s.)]을 길들인 후, 유연하

게 만들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출가시

키고, 도과에 확립되게 하였다. 벗들이여, 이

와같이 스승께서는 큰 지혜를 가지고 있다.”

라고.

그 때 스승(세존)께서 다가와서 묻는다: “

비구들이여, 지금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하기위

해 모여있는가?”라고.

그러자 비구들은 위와같은 내용을 말씀드

린다. 이와 관련하여, 스승께서는 다음과 같

이 말씀하신다 :“비구들이여, 여래는 단지 지

금만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과거에도 또한 지

혜가 성숙되지 않았을 때 조차도, 깨달음의 

지혜를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을 때 조차도 

또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어서 비

구들의 요청에 의해 과거의 전생이야기를 전

하신다.

1)  여기의 원문자료는 미얀마6차결집본의 로마자 온라인 출판본을 근거로한다: CST4: KN-Ja.7 (sattaka-np), 

n. 402_(sattubhasta-ja)-atk. 그리고 번역은 직역과 의역을 혼용한다.그리고 이 자따까가 ‘최상위 지혜바

라밀’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다는 점은 ‘불종성경’과 ‘자따까’의 다음의 주석서에 서 언급하고 있다: KN-Bvm 

1(ratana-cankamana-kanda), vs. 76-77-atk. ]=[KN-Ja-atk-nidana-katha-(1. dure-nidanakatha)].

2)  이 자따까는 이야기를 하게된 인연담을 생략하고, 대신에 ‘우망가 자따까’[ KN-Ja22, n. 542(umanga-ja)]와 

같으니 그 자따까를 보라고 말한다. 그래서 여기의 인연담은 ‘우망가 자까가’의 인연담을 옮긴다.

과거에 바라나시에서 자나까(janaka)라는 

왕이 왕국을 통치하고 있었다. 그 때 보살은 

한 바라문가정에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을 세

나까 동자(senaka-kumara)라고 지었다.

보살은 성년(대략 16세)이 되자, 따까실라

(takkasila)에 가서 그 곳의 모든 학문기예를 

배운 후, 바라나시로 돌아와 왕을 뵌다. 왕은 

그 보살을 특별고문의 자리(amaccatthana)에 

앉히고, 큰 영광을 부여한다. 이에 보살은 왕

에게 유익한 법에대해 충고를 한다. 그리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법에 어울리는 말을 하

는 사람이어서 왕을 오계(panca-silani), 보시, 

포살일 준수, 그리고 십선업의 길에 확립시키

는 등, 이러한 공덕의 길에 확립시켰다. 그러

자 마치 온 나라가 부처님이 출현하신 시절

과 같았다.  

우뽀사타 포살날이 되면, 왕은 높은 지위

의 신하등 모두를 모이게한 후, 법회장을 준

비한다. 그리고 대인(mahasatta: 보살)은 준비

된 법회장의 뛰어난 보배자리에 가서 [마치]부

처님의 우아함을 갖춘 [듯한]법을 설한다. 보

살의 설법은 부처님들의 설법과 같았다.

그 때 어떤 한 늙은 바라문이 돈을 구걸하

러 다녔는데, 일천 까하빠나(약 30만원)을 모



은 후, 한 바라문 가정에 그것을 맡겨놓고 다

시 구걸하러 갔다.

그가 떠나자, 그 바라문 가정 사람들은 그 

돈을 소비해 버렸다. 나중에 그 늙은 바라문

이 돌아와서 맡겨놓은 돈을 가져오라고한다. 

그러나 그 바라문은 돈을 돌려줄 수 없어서 

자신의 딸을 그 늙은 바라문의 부인으로 만

들어서 주었다.

그 늙은 바라문은 그 부인을 데리고 바라

나시에서 멀지않은 한 바라문마을에서 살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은 젊어서 그 늙은 

바라문과의 사이에 감각적인 욕망을 채울수 

없게되자 한 젊은 바라문과 간통을 하게되었

다.

[세상에는] 만족되지 않는 것이 16가지가 있다. 

즉 :

1. 바다는 모든 강에의해 만족되지 않는다;

2. 불은 연료에 의해 만족되지 않는다;

3. 왕은 국가에 의해 만족되지 않는다;

4. 바보는 악에 의해 만족되지 않는다;

5. 여자는 성교, 몸치장-장식, 출산등 이 세가지

에 의해 만족되지 않는다;

6.  바라문은 바라문경전에 의해 만족되지 않는

다;

7. 명상가는 사무량심성취에 만족되지 않는다;

8.  유학(sekkha)은 [윤회의] 줄어듦에 만족되지 

않는다;

9.  적게 바라는 이는 두탕가의 공덕에 만족되지 

않는다;

10. 정진하는 이는 노력에 만족되지 않는다;

11.  설법하는 이는 말하는 것에 만족되지 않는

다;

12.  자기확신이 있는 이는 고문협회의 충고에 만

족되지 않는다;

13.  믿음을 가진이는 상가에 봉사하는 것에 만

족되지 않는다;

14. 보시자는 주는 것에 만족되지 않는다;

15. 현자는 법을 듣는것에 만족되지 않는다;

16.  사부대중은 여래를 보는것에 만족되지 않

는다.

[이러한 16가지 만족되지 않는 것들 중에서 그 

젊은 바라문 여인은 다섯번째의 경우에 해당된

다.]

그 젊은 바라문 부인도 또한 이와같아서 

그 늙은 바라문 남편과의 성관계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늙은 바라문남편을 멀리 

보내고 당당하게 간통을 하기위해 계획을 짰

다. 하루는 그 젊은 바라문 부인은 슬퍼하며 

누워있게 되는데, 이 때 그 늙은 바라문 남편

은 무슨일인지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 젊은 

부인은 말하길: “바라문이여, 나는 집 일을 

더이상 할 수 없습니다. 남자하인과 여자하인

을 데리고 오세요.”라고 했다.

그러자 늙은 바라문은 말하길:“나에게 돈

이 없는데, 무엇을 주고 데리고 오겠는가?”

10 세계최대 불교종합복지관 건립도량 법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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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놀라고, 죽음의 공포에 떨며 울고, 한탄하

면서 바라나시의 성문에 이른다.

그 때는 15일 우뽀사타 포살날이어서 보

살이 장식된 법좌에 앉아 법을 설하는 날이

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향과 꽃

등을 손에 들고 무리지어 법문을 듣기위해 

갔다. 그러자 그 바라문은 사람들에게 어디

로 가는지를 묻는데, 사람들은: “바라문이

여, 오늘 '현자 세나까' 가 달콤한 소리로 부

처님의 법을 설하신다. 그대는 그것을 모르는

가?”라고 답한다.

그러자 그 바라문은 생각하기를: “그 현

자는 법을 설하는데, 나는 죽음의 공포에 떨

고있다. 그 현자는 또한 큰 슬픔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나도 또한 거기가서 법

을 듣기위해 움직이자.”라고 하였다.

그 바라문은 그 설법장소에 가서 대인(보

살)을 둘러싸고 앉아있는 왕을 포함한 한 무

리의 사람들의 끝에서 음식자루를 든채, 설

법자리에서 멀지않은 곳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울면서 서있었다.

대인(보살)은 마치 하늘의 강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마치 불사의 비를 내리는 것처럼, 법

을 설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기

쁨이 생겨 박수를 치며 법을 들었다.

현자들은 여러방향을 보는 눈을 가지고있

다. 바로 그 순간에 대인(보살)은 다섯가지 청

정에의해 정화된 눈을 떠서 모든 무리를 둘

러본 후 그 바라문을 보고 생각하기를, “이 

라고 한다.

그 젊은 부인은 :“구걸하여 재산을 구한 후 

데리고 오세요.”라고 말한다.

이 때 늙은 바라문은: “그럼, 여행을 위한 

식량을 준비하게나.”라고 말한다.

이에 그 젊은 부인은 구운빵과 굽지않은 빵

으로 가죽가방을 채운 후에 바라문에게 주

었다.

그 늙은 바라문은 마을, 도시, 왕의 수도등

을 돌아다니며‘7백 까하빠나(약25만원)’정

도를 모으고, “이정도의 돈이면 남자하인과 

여자하인을 살 돈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

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마을로 가는 도중에 어떤 물

마시기에 편한 곳에 음식자루를 풀고, 빵을 

먹은 후, 자루의 입구를 묶지않은 채 물을 마

시기위해 아래로 내려갔다. 그 때 한 나무구

멍에 있던 검은뱀 한마리가 빵냄새를 맡고 자

루에 들어가서 똬리를 틀고, 빵을 먹으면서 

누워있게 되었다.

그 바라문은 돌아와서 자루의 안쪽을 보

지않고, 자루를 묶은 후, 어깨에 메고 출발하

였다.

도중에 한 나무에 태어난 나무신이 가지에 

서서 말하길 :“바라문이여, 만약 그대가 도

중에 머문다면, 그대는 죽을 것이요, 만약 오

늘 집에가면 그대의 부인이 죽을 것이다.”라

고 한 후 사라졌다.

둘러보니 신이 보이지 않게되자, 그 바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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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들은 기뻐하고, 박수를 치면서 법을 듣

는다. 그런데 이 바라문은 괴로워하며 울고

있다. 그의 내면에 눈물을 흘리게하는 슬픔

이 있을 것이다. 철에 슨 녹을 산으로 건드리

는 것처럼, 연꽃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그를 돌려세운 후, 여기에서 그의 슬픔을 제

거하고, 마음을 기쁘게한 후, 법을 설할 것이

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보살은 그 바라문에게 말했다:“바

라문이여, 나는 세나까 현자이다. 여기에서 

나는 그대의 슬픔을 제거할 것이다. 자신있

게 말하라.”라고 하면서 그 바라문과 함께 대

화를 하였다. 그리고 보살은 먼저 게송을 읊

었다 :

46. [보살 : ]

[그대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눈의]감각기관은 

흔들리며, 그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른다 ; 

그대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바라는가? 여

기에 온 바라문이여, 자 그것을 말하라.

47.  [늙은 바라문 : ]

오늘 내가 가게되면 부인이 죽을 것이고, 가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야차가 말했습니다;

이러한 괴로움에 떨고있으니, 세나카여! 나에

게 이 일이 어떤것인지 말해주십시요.

48.  [보살 : ]

많은 것들을 고려해본 후, 내가 여기에서 말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이다 ; 즉, 내가 생각하기

에, 그대 바라문은 음식자루에 검은 뱀이 들

어간 것을 모르고있다.

49.  [보살 : ]

몽둥이를 들고 자루를 때려라. 어리석은 이

여! 저 뱀을 보아라 ; 오늘 의심과 회의를 단절

하고, 자루에서 풀려나는 저 뱀을 보아라.

50.  [현생의 붓다 : ]

두려움에 떨면서 무리의 한 가운데서, 그 바

라문은 자루를 푼다 ; 그 때 뱀이 격렬한 열

기를 품으며 나온다. [그리고] 그 독뱀은 후드

를 편다.

51.  [늙은 바라문 : ]

[이것은] 왕의 백성들에게 큰 이득입니다. 즉, 

철저한 지혜를 갖춘 세나까를 보는 [백성들].

덮혀진 것을 벗겨보듯 모든것을 보는 이, 바

라문이여, 그대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52.  [늙은 바라문 : ]

나에게 이 칠백 까하빠나가 있습니다. 모든것

을 당신에게 드리니 받아주십시요 ; 그대로인

해 나의 생명이 얻어졌습니다. 또한 내 부인

도 안전해졌습니다.

53.  [보살 : ]

현자들은 임금을 받지 않는다, 아름다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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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들을 잘 읊었다고 해서 ; 바라문이여, 이로

인해 그대에게 주노니, 그 재산들을 가지고 

그대 집으로 가라.

[여기까지가 현자 세나까보살의 ‘최상위 지혜

바라밀’에 관한 핵심 내용이다. 다음에 이어지

는 이야기도 보살의 지혜를 보여주는 일화이지

만, 요약한다.]

이와같이 게송에의해 대화를 한 후, 보살

은 일천 까하빠나를 채워서 그 늙은 바라문

에게 주게한다. 그리고 누가 돈을 구걸하도록 

보냈는지를 그 바라문에게 묻자, 바로 그 늙

은 바라문의 ‘젊은 부인이 보냈다’라는 대

답을 듣는다.

보살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젊은 부인이 

간통을 하고자 일을 꾸민것을 추론하고, 그 

늙은 바라문에게 돈 일천까하빠나를 그 부인

이 있는 집으로 가져가지 말고, 대신에 마을 

밖의 어떤 나무아래에 숨기라고 한다.

그 늙은 바라문은 세나까보살이 시키는대

로 마을밖의 나무아래에 숨기고 집에 들어가

기는 하였지만, 부인에게 숨긴곳을 말해버린

다. 그 부인은 자신과 통정하는 젊은 바라문

에게 알려서 그 돈을 훔치라고 시키고, 그 젊

은 바라문은 그 돈을 훔친다.

다음날 그 늙은 바라문은 돈을 찾지만 없

는 것을 보고, 다시 보살에게 가서 사정을 알

린다. 보살은 그 이유를 추론한 후, 그 늙은 

바라문에게 7일간 사용될 돈을 주게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집에가서 총 14명의 바라

문들 즉, 그대와 가까운 7명의 바라문들, 그

리고 부인과 가까운 7명의 바라문들을 초청

하여 7일동안 음식을 대접하라. 그리고 매일 

한 명씩 줄여가서 마지막 7일째 되는날까지 

부인에게 계속오는 한명의 바라문이 있으면 

나에게 말하라.”라고.

그 늙은 바라문은 보살이 시키는 대로한 

후, 7일간 자신의 부인의 초대에 계속오는 한 

명의 바라문을 보살에게 보고한다. 그러자 보

살은 그 바라문을 데려오게 하여 취조한 후 

돈을 돌려받는다. 그리고 그 통정하고 돈을 

훔친 젊은 바라문과 젊은 부인을 처벌하고, 

그 늙은 바라문에게는 큰 영광을 안겨주며 

자신의 가까이 살게한다.

세존께서 기원정사에서 이러한 자따까 이

야기를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수다원과를 

성취한다.

그리고 그 늙은 바라문은 아난다였고, 나

무신은 사리뿟따, 사람들의 무리는 지금의 붓

다를 따르는 무리, 그리고 세나까 현자는 자

신이라고 말씀하신다.

< 음식자루 자따가’주석서 배경이야기와

원문의 게송 끝 >



고승열전

한국 철학사의 새벽
원효(元曉) - 1

생애와 사상

원효의 성은 설씨(薛氏), 원효는 법명(法名), 아

명은 서당(誓幢) 또는 신당(新幢)이다. 경상북

도 압량(押梁)에서 태어났다.

불지촌은 발지촌(發智村) 또는 불등을촌

(佛等乙村)이라고도 불렀다고 하는데, 지금도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의 한 언덕에는 신문

왕 당시 원효가 지었다는 금당(金堂)자리가 

남아 있다. 그 밑 골짜기에는 그의 아들 설총

(薛聰)의 출생지로 전하는 자리가 남아 있어 

그 자리가 바로 원효가 태어난 곳으로 추측

되기도 한다.

원효의 집은 본래 율곡(栗谷)의 서남쪽에 

있었다고 전하나, 어머니가 원효를 임신하고 

이 골짜기를 지나다가 갑자기 산기가 있어 집

에 들어갈 사이도 없이 밤나무 밑에서 출산

을 하였다. 이 나무를 사라수(裟羅樹)라 불렀

다고 전하며 또, 밤이 이상하게 커서 이를 사

라밤[裟羅栗]이라고도 불렀다고 전한다.

원효는 15세경에 출가하여 수도에 정진하였

다. 일정한 스승을 모시고 경전을 공부하지 

않고 타고난 총명으로 널리 전적(典籍)을 섭

렵하여 한국불교사에 길이 남는 최대의 학자

이자 사상가가 되었다. 기록에는 원효가 고구

려로부터 망명하여 완산주(完山州)에 와 있

던 보덕(普德)을 스승으로 하였다는 설도 있

으며, 시대적으로 보아 자장(慈藏)으로부터 

불도를 배웠을 가능성이 많다.

원효는 34세 때 스스로 경전을 연구하고 

수도에 정진하다가 당시의 풍조에 따라 의상

(義湘)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의 길을 떠났다. 

그러나 요동까지 갔다가 도중에 고구려군에

게 잡혀 귀환하였다. 10년 뒤 다시 의상과 함

께 해로를 통하여 당나라로 들어가려 하였으

나 여행 도중에 해골에 괸 물을 마시고 “진리

는 결코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터득하고 

의상과 헤어져서 돌아왔다.

이 후 태종무열왕의 둘째딸로 홀로 있는 

요석공주(瑤石公主)와의 사이에서 설총을 낳

았는데, 이것은 655년에서 660년, 즉 원효의 

나이 39세에서 44세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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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가 한다. 이 실계(失戒)의 사실은 원효로 

하여금 더욱 위대한 사상가로 전환하게 된 중

대한 계기가 되었다. 실계 뒤 스스로 소성거

사(小性居士)라고 칭하고 속인행세를 하였다.

어느 날 한 광대가 이상한 모양을 한 큰 표

주박을 가지고 춤추는 놀이를 구경하고는 깨

달은 바가 있어, 광대와 같은 복장을 하고 불

교의 이치를 노래로 지어 세상에 유포시킴으

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반 대중에까지 잘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노래의 줄거리는 『화

엄경』의 이치를 담은 것으로 “모든 것에 거

리낌이 없는 사람이라야 생사의 편안함을 얻

나니라.”라는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노랫가락인데, 그 노래를 「무애가 無&#14197;

歌」라 불렀다.

그리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미친 사람과 같

은 말과 행동을 하여 이해할 수 없는 점도 있

어 거사(居士)들과 어울려 술집이나 기생집에

도 드나들었다. 혹은 금빛 칼과 쇠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며 글을 새기기도 하고, 혹은 『화

엄경』에 대한 주소(註疏)를 지어 그것을 강의

하기도 하였다. 또, 어떤 때에는 가야금과 같

은 악기를 들고 사당(祠堂)에 가서 음악을 즐

기기도 하였다.

그는 또 여염집에서 유숙하기도 하고, 혹

은 명산대천을 찾아 좌선(坐禪)하는 등 임의

로 기회를 좇아 생활하되 어떤 일정한 틀에 

박힌 생활태도가 없었다. 행적 또한 뚜렷한 

어떤 규범을 따르지 않았고, 또 사람들을 교

화하는 방법도 일정하지 않았다. 어떤 때에는 

받았던 밥상을 내동댕이치고 사람을 구하기

도 하였고, 또 어떤 때에는 입 안에 물고 있던 

물을 뱉어 불을 끄기도 하였다.

한날 한시에 여러 곳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온 천하를 

다 찾아도 자취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의 교화방법은 중국의 고승 배도(杯度)나 

지공(誌公)을 닮은 데가 많았다.

원효가 『금강삼매경론 金剛三昧經論』을 

찬술할 때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

하여 온다. 한번은 국왕이 100명의 고승대덕

(高僧大德)을 초청하여 인왕경대회(仁王經大

會)를 열었을 때 상주(湘州) 사람들이 원효를 

천거하자, 다른 승려들이 그 인품이 나쁘다고 

헐뜯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왕후가 종기를 앓게 되어서 아

무리 좋은 약을 다 써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

다.

왕은 왕자와 신하들을 거느리고 영험이 있

다는 명산대천을 다 찾아다니며 기도를 드리

던 중 한 무당이 말하기를, “사람을 다른 나

라에 보내어 약을 구하게 하면 그 병이 곧 나

을 것”이라고 하였다. 왕은 곧 당나라에서 좋

은 약과 의술에 능한 사람을 구하도록 사신

을 보냈다. 왕명을 받은 사신 일행이 바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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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이르자 바닷물 속으로부터 한 노인이 

솟아올라 사신들을 용궁으로 데리고 갔다.

용왕은 자기의 이름을 금해(鈐海)라 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경들 나라의 왕비

는 바로 청제(靑帝)의 셋째공주요. 우리 용궁

에는 일찍부터 『금강삼매경』이라는 불경이 

전하여 오는데 시각(始覺)과 본각(本覺)으로 

되어 있소. 원만하게 열린 보살행(菩薩行)을 

설명하여 주는 불경이오. 신라 왕비의 병으

로 인하여 좋은 인연을 삼아, 이 불경을 당신

들의 나라로 보내어 널리 알리고자 사신들을 

부른 것이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원효가 이 『금강삼매경』에 대한 

주석서 3권을 지어 황룡사에서 설법하게 되

었다. 왕을 비롯하여 왕비와 왕자·공주, 그리

고 여러 대신들과 전국의 절에서 온 명망 높

은 고승들에게 원효는 『금강삼매경』의 강해

(講解)를 시작하였다. 그의 강설은 흐르는 물

처럼 도도하고 질서정연하여, 오만하게 앉아 

있던 고승들의 입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저절

로 흘러나왔다.

『금강삼매경』의 강설을 끝내고 원효는 “지

난 날 나라에서 100개의 서까래를 구할 때에

는 그 속에 끼일 수도 없더니, 오늘 아침 단 

한 개의 대들보를 가로지르는 마당에서는 나 

혼자 그 일을 하는구나.” 하였다. 이 말을 들

은 고승들은 부끄러워하면서 깊이 뉘우쳤다

고 한다. 그 뒤 조용한 곳을 찾아 수도와 저

술에만 전념하였다.

현존하는 그의 저술은 20부 22권이 있으

며, 현재 전해지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100

여 부 240권이나 된다. 특히, 그의 『대승기신

론소』는 중국 고승들이 해동소(海東疏)라 하

여 즐겨 인용하였고, 『금강삼매경론』은 인도

의 마명(馬鳴)·용수 등과 같은 고승이 아니고

는 얻기 힘든 논(論)이라는 명칭을 받은 저작

으로서 그의 세계관을 알 수 있는 대저술이

다.

그는 학승(學僧)으로서 높이 평가될 뿐만 

아니라, 민중교화승으로서 당시 왕실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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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화된 불교를 민중불교로 바꾸는 데 크

게 공헌하였다. 또, 종파주의적인 방향으로 

달리던 불교이론을 고차원적인 입장에서 회

통(會通)시키려 하였는데 그것을 오늘날 원효

의 화쟁사상(和諍思想)이라 부른다.

이것은 그의 일심사상(一心思想)·무애사상

(無&#14197;思想)과 함께 원효사상을 가장 특

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의 사상은 너무나 다양하여 헤아리기 어려우

나 항상 ‘하나’라는 구심점을 향하였고, 화

쟁과 자유를 제창하였다.

원효처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도 드물

다. 그의 생애 자체가 갖는 매력, 요석공주와

의 파계를 기점으로 하여 뚜렷하게 구분되는 

그의 두 삶의 모습은 하나의 삶의 모습도 제

대로 꾸려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신선한 충

격으로 와 닿는다. 그리고 그 각각의 삶은 나

름대로 큰 의미를 갖는 위대한 성취를 이루

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하나의 삶의 모습은 위

대한 학승으로서 중국과 일본에까지 그 명성

을 떨치고 인도에까지 그 저술이 전해진 자취

가 있는 대 저작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다른 

하나의 모습은 대중 속에 들어가 대중과 함

께 하며 그들을 아미타불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무애의 춤을 덩실거리는 무애도인의 모

습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원효에게 주어진 평가도 또한 다양

하다. 그의 어떤 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화

쟁(和諍)’, ‘정토 사상’, ‘여래장 사상’, ‘화

엄 사상’, ‘일심 사상’ 등이 그의 핵심적 사

상으로 이야기된다. 물론 그것들은 그 가운

데 어느 하나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더라도 결

국 모두와 연결되는 긴밀한 연관관계 속에 놓

여 있는 것들이다.

원효의 넓었던 관심영역의 결과물인 수많

은 저작들은 일부분만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있다. 이를 비롯한 이러 저러한 한계성 때문

에 아직은 원효의 사상을 일관되게 전체적으

로 설명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그렇다 하더라

도 화쟁의 기치를 높이든 대 학자로서의 원효

와 무애박을 두드리며 ‘아미타불’ 부르는 것

을 권하고 천촌만락을 떠돌던 소성거사의 모

습이 각각 다른 사상을 대변하는 것으로 남

아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원효 자신의 삶이 

어떤 일관된 원리에 의해 전체적 통일성을 이

루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면, 그 삶 자체가 

‘화쟁’의 대상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그토록 다양한 모

습을 보이는 원효의 폭넓은 사상과 삶을 ‘화

쟁’시키는 일이다. 원효의 삶 그 자체에서야 

갈등과 모순이 있었을까마는, 지금 원효를 보

는 갖가지의 관점들은 분명 또 하나의 화쟁의 

대상이다. 물론 원효의 삶이 조화되지 않은 

다양한 요소들을 그 안에 지니고 있었다고 

하면 그뿐이지만, 그 삶을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상이 있고 그것의 연속적인,그리고 

발전적인 실현이 있다면 그것을 충실히 드러

내 주는 것이 원효의 삶에서 보다 많은 의미

를 찾는 길이 될 것이다.

<계속>



보경사는 서기 602년(신라 진평왕 24년) 진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대덕 지명법사가 603

년(진평왕 25년)에 창건한 천년고찰이다. 지명법사는 진나라(중국 낙양)에서 유학하면서 백마

사에서 모셔온 8면경에 대한 이야기를 왕에게 자세히 고하고 큰 불사원력을 밝혔다. 왕은 지

명법사가 10만리 만경창파를 헤치고 보경을 모셔온 호법인연으로 대작불사 의지를 삼보전에 

아뢰고 신하들은 대동해 해맞이(영일) 고을로 출발하였다. 일행이 명당을 찾고 있을 때 지명

법사가 하늘을 쳐다보니 5색 구름이 있었는데 이 구름을 따라 동해안을 거슬러 내연산에 도

착했다. 1만2천봉에 12폭포가 절경을 이루고 넓은 연못이 있었다. 일제히 이곳에서 걸음을 멈

추고 8면보경을 봉안한 후 대가람을 완성했는데 이 절이 바로 보경사이다.

동해안의 천년고찰
포항 내연산 보경사(寶鏡寺)

명찰순례 / 보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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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경사 전경



보경사 금당탑기의 창건연기 설화

마등, 섭마당, 가섭마 등과 법란이 제자인 일

조스님에게 8면원경을 주며, “동국 조선의 해 

뜨는 지방에 있는 종남산 아래의 100척 깊이

의 연못이 있는데 그곳이 동국제일의 명당이

다. 그 못을 메우고 보경을 묻고서 법당을 창

건하면 만세천추토록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 가르침대로 한 까닭에 ‘보경

금당(寶鏡金堂)'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옥룡자산수비기의 창건연기 설화

진평왕 25년에 왕이 신하들과 지명법사를 거

느리고 동해안을 순행하다가 해아현에 이르러 

산정에 오색구름이 덮여 있는 것을 보고 이상

하게 여겨 산 아래 이르자 큰 못이 있었다.

지명법사가 그 못이 불법이 불멸할 명당라

고 아뢰자 왕은 그 못을 메우고 지명법사가 

진나라에서 구해온 팔면보경을 그 못 가운데

에 묻고 금당을 세웠는데 이를 보경사라 이름 

하였다. 그 뒤 고려 고종 때 원진국사를 비롯

하여 오암대사 등 많은 호국 승장과 고승들이 

중창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존 당우로는 일주문 '천왕문' '산신각' '명

부전' '필상전' '영산전' '대적광전' '대웅전' 등이 

있으며, 중요 문화재로는 원진국사비, 원진국

사부도, 동종, 괘불, 오충석탑등이 있다.

보경사 괘불탱(보물 제1609호)

보경사 괘불탱은 1708년(숙종 34년)에 조성되

었지만, 17년 뒤인 1725년(영조 원년)에 중수하

있다. 화원은 의균, 석민, 성익, 지붕, 체환, 쾌

민, 삼학인데, 모두 대구 팔공산 동학사와 파계

사의 불화 조성에 참여한 화사로 주로 경상도

에서 활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괘불탱은 10m에 이르는 대형의 화면에 

연꽃줄기를 든 보살형의 여래만을 단독으로 

그렸는데, 의균의 작품 중에서 최대의 역작이

18 세계최대 불교종합복지관 건립도량 법왕사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19

보경사 괘불탱(보물 제16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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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봉암사(경북 문경시 가은읍 소재)의 동

순에게서 삭발하고 이듬해 금산사에서 구족

계를 받았다. 명종의 후애를 받으며 전국 명산

을 유력하고 희종 4년(1208년) 금강산 유점사

에 머물다가 강종 3년에 삼중대사가 되고 고

종 3년(1206년)에 대선사가 되어 보경사 주지

가 되었다.

경진년 봄에 의종은 그의 넷째 아들을 삭

발하여 대사에게 친속하게 하는 등 왕실의 신

임을 받았고, 고종 8년에 필공산 염불사에 이

거한 후 10월 10일 51세로 입적하니 왕이 국사

로 추증하고 시호를 원진이라 하였다.

이 비석은 1224년(고종 11년)에 세워졌는데 

갓이 없고 신석양각을 귀접이한 독특한 형식

으로 귀부와 대석은 단일석이고 비좌는 폭이 

배면과 같은 정도의 넓이로 주위에 단변 44연

변을 조각하였고 귀갑(龜甲)은 6각형의 갑문 

내에 왕(王)자를 질서 있게 새겼으며, 귀두는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머리처럼 조각하였으

다. 괘불의 본지는 삼베 16폭을 옆으로 잇대

어 한 화폭을 이루고 있으며, 화면 가장자리 

상단과 좌우 변에는 범자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고 그 외곽에 보상당초연속문을 그렀

다. 본지 대형의 회폭에 단독의 존상만을 그린 

구성은 매우 단순하지만 홍색과 녹색, 청색 계

열의 색만을 이용해 조화와 대비를 훌륭하게 

처리하였고, 여래가 입고 있는 가사의 조(條)

에 금 바탕에 문양을 내는 장식이나 끝단의 

세부 문양 등 세부장식에도 소홀함이 없다.

보경사 괘불탱 같이 5여래가 표현된 화려한 

보관과 연꽃을 들고 있는 괘불도상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 경상도 지역에서 유행

한 괘불형식으로 괘불 도상의 계승을 연구하

는 데 의미 있는 작품으로 생각된다.

원진국사비(보물 제252호)

원진국사(1171~1221)의 속성은 신씨(申氏), 호는 

승형, 자(字)는 영회이며, 13세인 1200년에 희

원진국사비(보물 제252호)



며 신식(身石) 둘레에는 7.4cm의 당초문양을 

장식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고려 중기의 특색

이라 할 수 있다. 귀부는 화강암, 비신은 시암

(砂岩)으로 되어 있다. 비문의 서체는 큰 글자

는 전서체(篆書體)로 옆으로 적었고 직은 글자

는 해서체로 아래로 적었다. 글자 크기는 큰 

글자는 7.6cm, 작은 글자는 2.0cm이다. 비문

에는 원진국사의 생애와 행적이 기록되어 있

으며, 비문에 의하면 비가 완성된 것은 고종 11

년(1224년)으로 원진이 입적한지 3년 후의 일

이다.

적광전(보물 제1868호)

보경사 적광전은 사명대사가 1588년에 지은 

‘내연산 보경사 금당탑기’에 의하면 603년(신

라 진평왕 25년)에 창건된 뒤 1214년(고려 고종 

원년)에 원진국사가 중창하고, 1677년(숙종 3

년)에 삼창한 불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한반

도의 불교전래 역사를 볼 때 맞지 않다는 의

견도 있다.

적광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평면에 

다포 맞배지붕이며,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모

신 전각이다. 주초는 주좌와 고맥이가 뚜렷한 

통일신라 기초석이고 고맥이도 돌로 만든 전

형적 통일신라기 건축에서 볼 수 있는 기법들

이며, 전면에 심방석 부재도 남아 있어 신라시

대 고부재(古部材)를 사용하여 중창하였을 것

으로 추정된다. 전면 중심칸에는 사자를 조각

한 신방목이 결구되어 있는데 보통 둥글게 만

들어 태극문양 등을 새기는데 비해 사자상의 

조각이 정교하고 국내의 사례가 적어 문화재

적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공포는 다포계열로 정면과 배면은 주간포

를 2구씩, 양 측면은 1구씩 설치하였다. 일반적

으로 맞배지붕 다포 건축물에서 측면에 포작

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나 적광전은 다

소 예외적이다. 내외 출목 수가 같은 특징이 

있으며 공포의 세부 형식에서 17세기 말 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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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광전(보물 제1868호)



계 공포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다포계인데도 

우물반자를 설치하지 않고 가구를 그대로 노

출시킨 연등천장으로 처리한 것도 또한 특징

적이다.

위 내용으로 살펴볼 때 적광전은 구조적으

로나 의장적으로 매우 독특할 뿐만 아니라 조

선 중기의 특징적인 건축기법을 잘 보여준다. 

보경사 경내 현존하는 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

된 것이며 특히 주출돌형이 정옥으로 만들어

져 있다.

동종(범종) 보물 제11-1호

보경사 동종(범종)은 조선 숙종 때 경기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한 승려인 주종장 사인

이 1667년(현종 8년)에 만든 종이다.

사인 비구는 18세기 뛰어난 승려이자 장인

으로 전통적인 신라 종의 제조기법에 독창성

을 합친 종을 만들었다. 현재 그의 작품 8구가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며 전해지고 있다. 사인 

비구가 주성한 종 가운데 조성연대가 가장 앞

선 것으로 비록 종의 규모가 작지만 사인 비

구의 종 연구에 사료적인 가치가 있다.

종을 매달기 위한 종뉴는 둥근 고리 모양이

며, 입상석에 이어 마련된 상대를 비롯, 미모꼴 

유곽과 하대가 잘 남아있다. 상대는 인화보상

화문을 정교하게 동(鋼)을 새김 하였으며, 하

대는 다소 간략한 형태의 당초문을 장식하였

다. 입상대는 모두 40개의 세운 연꽃잎 모양으

로 각 잎마다 인물상을 안치하였으며, 유곽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9개의 돌기 대신 5개의 

돌기를 설치하였다. 유곽 사이의 각 여백에도 

보살상이나 위패 모양이 아닌 팔자대명왕진언

을 배치함으로써 다른 종들과는 달리 진언을 

문양화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2006년 동종 

보존처리를 하여 기존에 동종에 붙어 있는 녹

을 제거하여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올 되찾았

다.

보경사 부도(보경사 승탑) 보물 제430호

고려 고종 11년(1224년) 제작된 보경사 승탑은 

보경사 뒷산의 중턱에 서 있는 묘탑으로 원진

국사의 사리를 모셔두고 있다. 원진국사 신승

형은 고려 중기의 승려로, 51세에 입적하자 고

종이 그를 국사로 추증하고 '원진‘이라는 시호

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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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단부의 아래, 중간, 윗 받침돌 가운데 3단

으로 이루어진 8각 아래받침돌은 맨 윗 단에

만 연꽃조각이 둘러져 있다. 중간 받침돌은 8

각의 모서리마다 기둥 모양의 조각을 새겨두

었다.

윗 받침돌에는 솟은 연꽃무늬를 새겼는데 

꽃잎의 끝이 뾰족하고 중앙의 세로선이 볼록

하게 돌출되어 당시로서는 드문 모습이다.

탑신은 몸돌이 매우 높아 마치 돌기둥처럼 

보이며, 한 면에만 자물쇠 모양을 새겨 놓았

다. 지붕돌은 낙수면의 경사가 느리고, 모서리

에서 뻗어나가는 곡선의 끝마다 꽃 장식이 조

그맣게 솟아있다. 처마의 곡선은 양쪽 끝에서 

가볍게 들려있고, 추녀는 두터워 보인다.

지붕돌 위의 머리장식으로는 활짝 핀 연꽃

받침 위에 복발(엎어놓은 그릇 모양의 장식)을 

올리고, 연꽃조각이 새겨진 들을 놓은 다음, 

보주(연꽃 봉오리 모양의 장식)를 얹어서 마무

리하였는데 완전한 형태의 부도이며, 보존이 

잘 되어 원래의 모습을 잘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8각형을 기본으로 삼고 있으

나, 몸돌이 지나치게 길어 전체가 길쭉해 보이

며 너비도 좁아 안정감이 적다. 각 부분의 조

각에도 생략이 많아 단순한 감이 들고 밋밋하

다.

오층석탑 (경상북도 시도유형문화재 제203호)

보경사경 내에 있는 5m 높이 석탑으로 1층 기

단 위에 5층의 답신(塔身)을 올린 석탑으로 일

명 금당탑이라고도 한다. 보경사 금탑기에 의

하면 도인, 각인, 문원이 고러 현종 14년(1023

년) 3월에 이 탑을 세웠다고 적고 있다.

오층 석탑은 전체적으로 높고 날렵한 느낌

을 주며, 통일신라의 석탑 양식을 따르고 있지

만, 지붕돌 받침이 3단으로 줄어드는 등 고려

시대 석탑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수 매의 장대석으로 지대석(地臺石)을 구축

한 후 단충 기단을 놓았는데, 각 면에는 양 우

주(모서리 기둥)와 하나의 탱주(받침기둥)가 

새겨졌다. 상면에는 1매의 판석으로 구성된 기

단갑석을 놓았는데, 상면을 경사지게 처리하

였다. 갑석의 하면에는 각형 1단의 부연이 있

고 상면에는 호각형 3단의 초층 탑신 받침을 

조출하였다. 

기단 면석의 일부가 결실되어 1972년에 보

수했다고 한다. 탑신석과 옥개석은 각각 하나

의 석재로 구성되었으며, 탑신석에는 양 우주

가 정연히 새겨졌는데, 초층 탑신에는 내부에 

자물통과 2개의 문고리가 양각된 문비형이 조

각되었다. 옥개석의 하면에는 매 층 각형 3단

의 옥개받침을 조출하였고, 상면에는 각형 2단

의 탑신과 임대를 각출하고 있다.

낙수면의 경사는 비교적 완만한데, 추녀는 

수평을 이루다가 전각에 이르러 낮게 반전되

고 있다. 탑신과 옥개석의 체감비가 적절하여 

전체적으로 오충석탑에 걸맞는 고준함을 주

고 있다. 정상에는 각형 1단의 부연이 있는 노

반석(머리장식 받침)과 복발(覆鉢. 엎어놓은 그

릇 모양의 장식)이 놓여 있다.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23



해오름 요양원 - 함께 알면 좋아요

여름철 건강관리

온열질환과

식중독 예방으로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자

1. 온열질환 예방ㆍ치료하는 한방 음료

지난주부터 한낮 기온이 34~5도를 육박하

는 뜨거운 여름이 지속되고 전국이 폭염 특

보가 발령되는 등 연일 뜨거운 날씨가 이어

지고 있다. 일기 예보에 의하면 짧게는 일주

일에서 한 달까지도 이런 찜통 더위가 지속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로부터 무더위로 인해 발생하는 서병

은 온열질환(溫熱疾患)을 일컫는 것으로 열

사병, 열경련, 열실신, 열피로ㆍ열탈진, 열부

종 등이 있다. 주로 햇볕이 뜨거운 낮 시간

에 야외에서 발생하며 열로 인해 호흡이 빨

라지는 등 전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

며 대부분은 몸이 흡수한 열을 배출하지 

못해 체온이 상승하면서 나타난다. 일사병 

즉 열피로는 무더운 환경에서 심한 운동이

나 활동 후 수분이나 염분의 결핍에 의해 

나타난다. 증상은 토할 것 같은 느낌과 어

지러움, 두통, 경련, 일시적으로 쓰러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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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루 중 기온이 제일 높은 오후 2~3

시 활동량이 많은 경우 주의해야 한다. 체

온이 상승(보통 41도 이하)하면 땀 배출이 

지속되면서 탈수 증상이 나타난다. 무력감, 

식욕부진,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적절한 치

료 및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열사병으

로 진행되기도 한다. 다른 온열질환과 비슷

한 원인으로 발행하지만 인체의 체온조절

중추가 능력을 상실해 체온이 비정상적으

로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열사병이라 한다. 

증상은 두통, 어지러움, 구역질, 경련, 시

력 장애 등이 있으며, 의식이 저하되고 몸

은 40도 이상으로 건조하며 붉게 보인다. 

호흡이 얕고 느리며 혈압이 떨어지기도 

하며 피부가 뜨겁고 건조해 땀이 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일사병은 일반인들이 통상

적으로 쓰는 비교적 가벼운 열증상이며 열

사병은 체온조절중추 기능 상실로 나타나

는 증상 및 상태가 위중한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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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름철 무더위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극복했을까? 

예로부터 땀과 같은 몸 안 체액의 과도한 

배출, 더위와 갈증 등을 극복하는 여러 방

법이 있지만 그중 생맥산이라는 한방 음료

가 있다. 생맥산은 원래 더위와 갈증, 많은 

땀을 흘리는 증상, 해수(기침) 등을 치료하

는 데 사용하는 한약 처방으로 인삼, 맥문

동, 오미자 이 세가지 약재로 구성돼 있다. 

맥문동과 오미자는 포도당과 점액질을 

다량 함유해 자양강장하고 체액을 보충하

며 강심ㆍ혈압상승작용을 한다. 

인삼은 다량의 사포닌 성분이 항노화작

용을 하며 체내의 수분을 보호ㆍ유지 하며 

소화흡수를 촉진시켜 대사 기능을 활발하

게 한다. 인삼 맥문동 오미자를 1 : 2 : 1 비

율로 적당량(가령 총 60g 약재에 약 2L)의 

물을 붓고 끓여 충분히 우러나오게 한 후 

여기에 꿀을 타서 시원하게 마시면 좋다. 인

삼의 쌉사름한 맛과 오미자의 신맛이 어우

러져 깔끔하면서도 청량감을 느끼게 해 여

름에 물 대신 매우 좋다. 

더위 먹어 힘이 없고 몸에서 열이 나며 

땀을 많이 흘려 몸의 기력과 체액을 소진한 

경우, 식욕이 유난히 떨어지거나 무기력, 일

시적 어지럼증이 있는 사람에게 좋다.

2. 여름철의 불청객 식중독 

여름철이 되고 기온이 올라가면 주변의 한

두 사람쯤은 식중독으로 고생을 하고 심하

면 입원까지 한다. 식중독은 흔히 오염된 물

이나 음식을 섭취해 발생한다. 특히 여름철

에는 여행이나 외식이 늘고 음식이 쉽게 상

하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리기 쉽다. 

식중독의 종류, 감염경로, 증상,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식중독에도 종류가 있다

식중독은 크게 자연독 식중독, 화학성 식중

독, 세균성(감염성) 식중독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자연독 식중독은 체내에 자연적으로 생

성된 독소를 가지고 있는 동식물을 섭취했

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복어알과 내장, 모

시조개, 섭조개, 독버섯 등을 먹고 많이 발

생한다. 구토, 설사, 경련, 마비 증세가 나타

나며 심할 때에는 사망할 수도 있다. 

화학성 식중독은 식품 첨가물이나 농약 

등의 화학 물질에 의한 것으로 주로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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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서 발생하며 복통, 구토, 전신쇠약, 

신경 장애 등을 일으킨다. 세균성 식중독은 

말 그대로 상한 음식 등에 있는 박테리아균

을 먹고 발생하는 것으로 음식이 상하기 쉬

운 여름철에 주로 발생한다. 흔히 여름만 되

면 뉴스에 나오는 식중독은 주로 세균성 식

중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

펴보도록 하자. 

세균성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들로는 

살모넬라균, 포도상구균, 장염 비브리오균, 

O-157균, 캠필로박터균 등이 있다. 살모넬라

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 

상한 우유, 달걀,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등을 먹고 발생한다. 특히 최근에는 집에서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면서 개, 고양이, 녹색

거북이 등으로부터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

에 어린이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

다. 배가 심하게 아프면서 설사, 구토, 발열, 

오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할 때에는 변

에 피나 점액이 묻어나올 수도 있다. 포도

상구균 식중독은 크림, 샐러드, 햄 등을 먹

고 많이 발생하며, 주로 설사만 일으키고 대

부분은 하루정도 지나면 회복된다. 

장염 비브리오균 식중독은 회 등 해산물

을 날것으로 먹고 발생하며 복통, 발열, 설

사를 일으키지만 이 균은 열에 약하기 때문

에 익혀서 먹기만 하면 예방할 수 있다. 하

지만 생선을 회로 먹는 경우에는 가열할 수 

없으므로 구입한 즉시 5도 이하의 냉장고

에 보관해야 한다.

O-157균 식중독은 주로 오염된 햄버거나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우유를 먹고 발생하

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이 

주로 걸린다. 이 균으로 인한 식중독은 설

사 뿐만 아니라 용혈성 빈혈, 혈소판 감소

증, 급성신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도 일으켜

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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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필로박터균 식중독은 주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애완동

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식중독의 증상이 나타나면

위와 같은 원인들로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

고 특히 설사를 할 때, 대부분 건강한 성인

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들에서는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는 것

이 좋겠다.

•복통 및 심한 구토증과 열이 동반될 때

•대변에 혈액이나 점액이 묻어나올 때

• 입이 마르고, 소변 횟수가 줄고, 피부가 탄력

이 없어지고 건조해질 때

• 힘이 없고 어지러우며 맥박이 빨라질 때

특히 어린이나 노인은 설사 양이 적어도 

위와 같은 증상들이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설사가 날 때는 우유, 유제품, 요구르트, 

신 과일, 과일 주스, 익히지 않은 음식, 찬 

음식, 기름기가 많은 음식, 맵고 자극적인 

음식, 술, 커피 등을 피하고 미음이나 쌀 죽 

등 주로 소화되기 쉬운 것으로 먹고, 반찬

은 담백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충분한 수분 공급도 해줘야 하는데 

끓인 보리차 물 1리터에 설탕 2티스푼, 소금 

1/2티스푼을 넣어서 마시면 전해질 보충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설사가 계속되거

나 복통이 지속될 시에는 항생제나 수액요

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

식중독은 예방만 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

는 질환이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3대 

요령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손씻기 : 손은 비누를 사용하여 손가락 사이

사이, 손 등까지 골고루 흐르는 물로 20초 이

상 씻자.

2.  익혀먹기 : 음식물은 중심부 온도가 74℃를 

넘도록 하고, 1분 이상 조리하여 속까지 충분

히 익혀 먹자.

3. 끓여먹기 : 물은 끓여서 마시자.

이 외에도 나들이, 학교 현장 체험 학습, 

야유회 등을 갈 경우 이동 중 준비해 간 김

밥, 도시락 등의 보관 온도가 높아지거나 보

관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아이스박스를 

사용하는 등 음식물 섭취 및 관리에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육류나 어패류 

등을 취급한 칼, 도마와 교차 오염이 발생하

지 않도록 구분해 사용해야 하며, 만약 별

도의 칼, 도마가 없을 경우에는 과일 및 채

소류에 먼저 사용한 후 육류나 어패류에 

사용해 교차 오염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음식은 남기지 않을 만큼 적당량을 준비

하고 남기는 경우에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찌개나 국의 경우에는 한 번 더 끓여 놓아

야 한다.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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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백고좌법회가 지난 3월 30일 입재하여 오는 7

월 18일까지 100일 동안의 대장정 끝에 회항하였습니

다. 이번 백고좌법회에서는 입재 법회에 자광큰스님이 

법문하셨습니다. 백고좌법회는 법왕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기 법회로 대한민국 

불교계의 법회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고 있습니다.

제38회 백고좌법회 회향

법왕사에서는 오는 7월 13일 제38회 백고좌법회 회향 

기념 삼사순례법회를 전남의 명찰인 강진 백련사, 해

남 대흥사, 미황사에서 봉행합니다. 남도의 유서 깊은 

고찰인 이 도량은 거리가 멀어 참배하기 힘든 곳으로 

이번 이동법회는 매우 뜻깊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 불

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백고좌법회 회향 삼사순례법회 봉행

가창에 조성중인 해오름마을 농장에 각종 작물들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다. 5천여평 드넓은 부지 위에서 무럭무

럭 자라는 각종 농작물은 해오름요양원의 식재료로 활용되어 친환경, 유기농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주지스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작물들을 보살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가창 해오름마을 농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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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백고좌법회 백일기도 회향

법왕사에서 지난 3월 30일에 입재한 제38회 백고좌

법회 백일기도가 7월 7일 회향하였습니다. 이번 기도

는 백고좌법회에 맞춰 100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매일 

50~1백여 불자들이 동참하였습니다.

법왕사에서는 지난 7월 6일 제38회 백고좌법회 49재

를 회향하였습니다.

제38회 백고좌법회 49재 회향

법왕사에서는 지난 6월 3일 모연중인 창건연기 비문 3

점에 대한 제막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이 비문은 법

왕사 입구에 새로 설치하여 법왕사의 정체성을 알리

는 역할과 함께 도량을 장엄하는 역할을 하는데 표지

석 건립불사에 동참하실 가족은 1백만원이며 개인은 1

인 5만원의 동참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석물에 

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비문불사 제막법회 봉행

2019 July Vol. 295호

법왕사에서는 지난 6월 3일 대적광전에 봉안하는 오

백나한상 점안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나한은 아라한

의 줄임말이며 이는 범어 아라하트(arahat)의 음역입니

다. 아라한을 한자(漢字)로 응공(應供)이라고 하는데, 

이는 공양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존경 받을 만한 사

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 부

처님의 제자가 도달하는 최고 깨달음의 경지를 의미하

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통상 16나한과 500나한을 자주 말하는데 

16나한은 부처의 경지에 오른 16명의 나한들을 말하

는 것이고, 500나한 역시 부처의 경지에 오른 수행자

를 말합니다.

대구 운불련 정기법회가 지난 6월 18일, 19일 이틀 동

안 회원 2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법왕사 주지 실상스

님의 집전으로 열렸습니다. 운불련 회원들은 매월 정

기적으로 법왕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오백나한 점안법회 봉행

대구 운불련 정기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지난 6월 28일 백중(우란분절) 영가천

도 49재를 입재하여 8월 15일 회향합니다. 우란분절

은 부처님의 제자인 목련존자가 지옥도에 떨어진 어머

니를 천도하기 위해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고 부

처님과 스님들을 공양하여 어머니를 구했다는 유래를 

가진 불교의 중요한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가천도에 참여하는 불자들은 기도 기간 중 선망부

모와 조상 및 수자령가들을 천도, 극락왕생을 기원합

니다. 불자들께서는 수희 동참하시어 선망부모의 왕생

극락을 기원하시고 크나큰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백중 합동 영가천도재 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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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왕사에서는 부설 어린이집인 해오름어린이집 원아

들을 위한 체험학습 공간을 경내에 만들었습니다. 체

험학습장은 닭과 토끼를 기르는 사육장으로 어린이들

이 생명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또한 경내 코끼리 석상 부근의 잔디밭 일정 구역을 별

도로 구획하여 어린이들이 각종 체험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해오름유치원 체험학습장 조성

법왕사 불교종합복지관 앞에 불교용품 판매점이 새롭

게 단장하여 문을 열었습니다. 복지관 입구 오른편 빈 

공간을 담장을 두르고 실내장식을 곁들여 아담한 불

교용품 판매점으로꾸몄습니다. 판매점에는 갖가지 염

주와 단주, 목각제품, 방울등 불교용품과 생활소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복지관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도 마

련하였으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불교용품 판매점 문열어

법왕사 복지관 앞마당에 있던 연못을 메워 잔디밭으

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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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당 연못을 잔디밭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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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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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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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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은행 505-10-203686-3 자비회로 하셔도 됩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법왕사에서는 매주 화요일 오후에 열리는 난타 수업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강사는 김진규 선생님으로 수

준 높은 강의를 진행하십니다. 연락은 법왕사 종무소

(053-766-3747)이나 김진규 선생님(010-3217-3675

로 하시기 바랍니다. 수강료는 3만원입니다.

무료급식 동참 및 후원 모집

문화강좌 난타 수업 신입생 모집

법왕사에서 지난 2016년 10월 15일 입재한 제2차 천

일기도가 2019년 7월 11일 회향하였습니다. 장장 3년

여에 걸쳐 하루도 빠짐없이 봉행한 이번 천일기도에

는 2백여 불자들이 동참하였으며 이들은 불법을 따르

고 불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

습니다.

제2차 천일기도 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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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천일기도 봉행, 7월 17일 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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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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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오신 법우님

    정우순

사보 도움 주신 분

    여석구  김경희 (300부)

공양 올리신 분 

◎ 과일공양 올리신 분

    박세민  최영곤  김광록  신명균  임유나  양봉률

    조정운  성재윤  김근태  양영갑  양문갑  이해승

    이종랑  백영만  진윤아  김의환  박진원   양봉훈

     양봉률  세광하이테크  이정상  초하루  과일공양 

일체

◎ 떡공양 올리신 분

    이동택   안화출  김수란 (백고좌3재,4재)

    이종랑  김근태  천지화  류윤만  양혜진  한금복

    이상봉  신명균  이영석  천지화  김선희  김봉원

    김선희  양영갑  양문갑  유유남  이효섭  박종옥

    전대곤  박다혜  이현자  이광진  권중훈  옥영규

    김영웅  이종랑  이종랑  안준영  구실상화

    백대행심  사공순옥  

◎ 공양미 올리신 분

    김선민  이혜경   신명균  이영철   김주현   이현정

    서기원  이영석   김찬우  심보현   성재윤   권중훈

    김경찬  정민수   문지수  박수진   김정남   나영연

    최남구  백순도  김순자   김근태   이희동   최남구

    신용흥  최말순  심재용   이재복   김두성  성재윤  

    정민수  심보현   김기수   박기윤   우연희

◎ 백증공양미 올리신 분

    이승재

◎ 물품보시 올리신 분

    신현수   신용술   성재윤   김천엽   백월순

    구실상화 

불사 올리신 분
◎ 저금통 회향 올리신 분

    이수정

◎ 불전보시 올리신 분

    김근태

◎ 108통장 회향하신분

    양봉훈

◎ 범종불사 올리신 분

    심규민   심규웅   김수종   亡이계철   서기원

    정현석   이난희   정원재   정서윤  성재윤  김이자

◎ 오백나한 불사 올리신 분

    166 유유남(난승존자)   154 전미연(직의존자) 

    164 박종진(혜망존자)   168  문규담(보애존자)

    169 권서현(관신존자)   170 정우순(화왕존자)

◎ 33관음불상 올리신 분

    이일진행   亡박상화   박남희

◎ 원불 올리신 분

    3614 이원만심    3615 이정자

◎ 비문불사 올리신 분

    이태정  정 음  홍희숙

◎ 담장불사 올리신 분

    김필남  한경석  신구자  박지홍  백대행심 

32 세계최대 불교종합복지관 건립도량 법왕사

◎ 대중공양 올리신 분

    김호연  김윤옥  전재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33

◎ 승복보시 올리신 분

    이재복   우연희   조광호   박서빈   관음회일동

    지장회일동

◎ 법사스님 반상기 올리신 분

    신장회

연등 올리신 분
◎ 산신인등 올리신 분

    218 조기현   211 황용호   248 조영채

◎ 본당인등 올리신 분

    420 박영화 

◎ 만불전 인등 올리신 분

    312 이영철    313 안복문   314 박학이   315 이복순

    316 안화출   317 손태근   318 이동우   319 안순금

    320 안병해  321 윤숙좌   322 김종기   323 안순자   

    324 유억근  325 안화선   326 장병국   327 안은영

    328 우점배  329 안하동  330 박용흠   331 서영금

    332 우병수  334 남연려  335 유세묘

◎ 대적광전 인등 올리신 분

    176 장옥연   204 박지훈  175 강미경  85 박미영

    190 하은지  189  하정무  507 조철희  359 조성혁 

    360 조원일  392 조준한  269 오상양  270오은경  

    271  오정훈  359 조성혁  360 조원일  392 조준한

    269 오상양  270 오은경  271  오정훈  438 조성혁

    437 조예성  392 조춘권

◎ 영가등 올리신 분

    157 장서우   158 김정숙

◎ CMS 올리신분

    백승연 3,000    김이규 6,000   김수남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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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이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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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공순옥 30,000

왕생극락하옵소서
• 亡이취근 영가의 초재가 6월2일에 있었습니다

• 亡서영금 영가 초재가 6월15일에 있었습니다

• 亡조을선 영가 초재가 6월15일에  있었습니다

• 亡곽광영 영가 초재가 6월16일에 있었습니다

• 亡손성조 영가 초재가 6월18일에 있었습니다

• 亡노춘자 영가 초재가 6월 23일에 있었습니다.

• 亡이유임 영가 초재가 6월25일에 있었습니다.

• 亡유세묘 영가 막재가 6월27일에 있었습니다.

• 최재훈 복위 천도재가 6월29일에 있었습니다.

• 亡박삼봉 영가 기제사가 6월3일에 있었습니다.

• 亡도부영 영가 기제사가 6월10일에 있었습니다.

• 亡최철회 복위 천도재가 6월12일에 있었습니다.

• 亡천수업 영가 기제사가 6월17일에 있었습니다.

• 김영애 복위 천도재가 6월18일에 있었습니다.

• 亡류정보 영가 기제사가 6월20일에 있었습니다.

• 亡최순이 영가 기제사가 6월20일에 있었습니다.

• 亡김순애 영가 기제사가 6월25일에 있었습니다.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법왕사 게시판 2019 July  Vol. 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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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름 요양원 소식

2019 July Vol. 295호

생신을 축하 합니다
6월에 생신을 맞이하신 정갑순, 권순주,   손영숙, 김창복, 하영

자, 여석구 어르신의 생신잔치가 열렸습니다. 여러 어르신들과 

선생님들께서 생신을 축하해 드리고 케이크와 다과를 나누어 

드셨습니다.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시고 만수무강 하시기를 기

원합니다.

수성시니어 공연
수성시니어공연단이 한국무용, 국악, 노래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쳐 주셨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직접 노래를 부르시고 박수

도 치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을 즐

겁고 행복하게 이끌어 주신 달성아리랑보존회 봉사단께 감사

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곱빛깔하모힐링
일곱빛깔하모힐링의 아름다운 하모니커 연주소리가 해오름요

양원에서 울려 퍼집니다. 어르신들의 노래와 박수가 서로 어울

리며 얼굴 표정은 어느새 소녀가 되었습니다. 하모니커의 아름

다운 선율처럼 어르신들의 마음도 항상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책하기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햇살 그리고 깨끗한 공기 속으로 어르

신들께서 산책을 나오셨습니다. 요양원의 넓은 잔디밭과 시원

한 바람이 어르신들의 답답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만 같았

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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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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득

김명옥

김순덕

김양순

김옥경

김옥희

김진숙

김필남

김희영

박정숙

박창모

서동남

석금옥

신귀화

양희숙

윤윤근

이명숙

전효원

이윤정

이정자

정숙희

진윤아

최영희

홍애분

황영희

강병철

강소남

고연숙

고재욱

구정대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30,000

20,000

20,000

20,000

10,000

13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60,000

20,000

10,000

20,000

10,000

5,000

10,000

20,000

20,000

10,000

10,000

10,000

5,000

20,000

10,000

20,000

30,000

5,000

10,000

10,000

20,000

20,000

20,000

5,000

5,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

5,000

10,000

10,000

10,000

5,000

5,000

10,000

10,000

30,000

5,000

5,000

30,000

5,000

10,000

10,000

10,000

20,000

10,000

5,000

10,000

10,000

5,000

30,000

5,000

5,000

5,000

5,000

10,000

5,000

15,000

10,000

10,000

10,000

5,000

10,000

20,000

10,000

2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

20,000

5,000

10,000

5,000

10,000

5,000

10,000

10,000

10,000

5,000

10,000

5,000

10,000

5,000

5,000

30,000

2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5,000

5,000

10,000

10,000

20,000

5,000

20,000

5,000

5,000

5,000

10,000

10,000

5,000

30,000

5,000

10,000

10,000

5,000

10,000

5,000

10,000

10,000

5,000

20,000

20,000

10,000

20,000

10,000

20,000

5,000

10,000

5,000

20,000

5,000

5,000

5,000

5,000

10,000

10,000

10,000

5,000

10,000

5,000

10,000

5,000

10,000

10,000

10,000

5,000

10,000

5,000

10,000

10,000

5,000

10,000

10,000

20,000

권순미

권순영

권순칠

권영철

권오관

권오국

권지현

권춘자

금명섭

김경자

김경호

김경희

김기덕

김기수

김대현

김만기

김명숙

김미자

김미정

김민주

김봉숙

김수곤

김수라

김수자

김숙희

김순연

김옥희

김외환

김용태

김원형

김정규

김정숙

김정순

김정자

김진성

남기웅

남길호

노수정

류윤만

류혼자(지일)

문성섭

박경란

박경자

박남희

박대희

박동규

박성숙

박성은

박수진

박순영

박원태

박인철

박종규

박종환

박희조

반룡사

배수현

배하수

사공관

서준석(성인자)

서찬수

성기옥

손수연

송정숙

시명숙

신구자

신돈식

신충호

신화식

심규암

안경순

안명희

안희선

양나영

양혜진

엄희섭

여병문

여택동

오난옥

용마관음사

유경희(차목원)

유명옥

이경자

이남희

이병희

이복희

이성건

이성환

이승환

이옥자

이용욱

이윤정

이인순

이임숙

이재봉

이전희

이정연

이정옥

이정화

이정희

이정희

이준우

이창수

이현옥

이호동

장민석

장성규

장시원

장우성

장재혁

전효원

정경석

정경숙

정명선

정민경

정숙희

정순옥

정시영

정연이

정영주

정옥수

정인순

정태교

정혜련

정혜숙

정희수

조규인

조성자

조영석

조인성

진봉희

채옥연

최금부

최분규

최영희

최윤희

최지희

최창숙

한규매

한희록

허유미

호산반점
(박남숙)

홍기학

황내환

황미선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 수입내역

CMS(자동이체) 후원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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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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결제원요금

SMS수수료

케이크 구입비

우편발송비

물품구입비

간식비

경로잔치

총지출 : 769,1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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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의 신규 후원 신청자

    김혜주, 김진현

◎ 해오름요양원 신규 입소어르신

    박봉순 어르신,  권숙향 어르신,  정우순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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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접수 법왕사 1층 요양원 사무실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후원업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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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000원

: 44,000원

: 500원 

: 76,000원

: 15,080원

: 296,600원

: 293,000원

: 500,000원



법왕사에서는 오는 7월 13일 제38회 백고좌법회 회향 

기념 삼사순례법회를 전남의 명찰인 강진 백련사, 해남 

대흥사, 미황사에서 봉행합니다. 남도의 유서 깊은 고찰

인 이 도량은 거리가 멀어 참배하기 힘든 곳으로 이번 

이동법회는 매우 뜻깊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백고좌법회 회향 삼사순례법회 봉행

일   시  7월 13일(토)

출   발  당일 오전 8시 법왕사 주차장에서 출발

동참금  4만원

점   심  사중에서 준비

코   스  백련사 -대흥사 - 미황사

문   의  법왕사 종무소(☎053-766-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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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으며 신행생활의 체험담이나 수필, 기행문, 시 등 문학작품은 물론 사보를 보시고 

난 후의 느낌이나 제언 등 무엇이든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사보에 게재하고 채택

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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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구독료는 2만원입니다. 구독 신청은 전화나 팩스, 직접 방문 등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여러

분들이 내시는 구독료는 사보 제작은 물론 불자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법보시에 활용되는 등 큰 공덕을 

쌓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법왕사 종무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법왕사에서는 내년 2019년 초파일 직후 중국의 불교성지를 두루 탐방하

는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이번에 참배할 성지는 중국 관음성지인 절강성 

보타 낙가산, 지장성지인 안휘성 구화산, 문수성지인 산서성 오대산과 

최근 새로운 성지로 각광받고 있는 난징의 우수산 불정궁입니다. 

이미 20여명이 신청하였으며 선착순 15명을 추가 모집합니다.

2019년 
중국 불교성지 순례단 모집

일정  2019년 6월 12일 ~ 6월 20일(8박9일)

성지  보타 낙가산, 구화산, 오대산, 불정궁

회비  150만원 정도

인원  15명 선착순

(상단부터)  보타 낙가산 | 구화산 | 오대산 | 불정궁

법왕불교대학에서는 불자님들의 신심을 돈독

히 하고 깊이 있는 불교 공부를 위해 ‘부처님

의 생애’와 ‘아함경’ 특강을 개설했습니다. 

아함반은 30년 동안 아함경을 연구하신 제주

도 연담스님을 초청, 2년에 걸쳐 아함경 전반

에 대해 강의를 진행합니다. 또 부처님의 생애 

강좌는 스리랑카에서 10년간 유학하면서 남방

불교를 깊이 연구하고 귀국한 영일스님께서 강

의를 하십니다. 관심 있는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법왕불교대학 특강

아함경 
연담스님 | 제주 천제사 주지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2시

‘부처님의 생애’ 
영일스님 | 법왕사 법사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불교기초강좌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법왕사 문화 강좌 개설

서각
- 강사 : 신임선 선생님
- 약력 : 대구광역시 서예대전 초대작가

 죽농서단 이사

 남부도서관·북부도서관 문화강좌

-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난타
- 강사 : 김진규 선생님
- 약력 : 대구 타악연구원 대표

 국악 모듬 북 최고 지도자

-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 회비 : 3만원

색소폰
- 강사 : 박성권 선생님
- 약력 : 참사랑 색소폰 클럽 원장(현)

 참사랑 문화예술 봉사단 단장(현) 

 달서구 찾아가는 문화마당 출연

 청송군민 위한 음악회 출연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회비 : 3만원



법왕사에서는 2019년 기해년을 맞이하여 천일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7일(음력 

6월 15일) 입재하여 2022년 4월 12일(음력 3월 12일) 회향하는 이번 천일기도는 기도를 통해 

소원을 성취하는 대기도법회로 1천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올립니다.

◉ 천일기도의 발원문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신 부처님 감사합니다.

모든 중생과 더불어 공덕 나누며 지혜와 용기와 원만성취를 함께 하겠나이다. 

촛불을 켜고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의식적인 행동의 중요함보다는 두 손 합장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시인하는 이 마음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하신 공덕으로 벗겨지고 씻겨진 참 모습을 원하오니 

태우시고 씻기시어 육신이 거하는 또 다른 내가 지워지고 벗겨져 

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하사 모래알 같은 중생들이 팔만사천 부처님 법문 속에 몸과 

정신을 맡기고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기억하시고 불러주셔서 제 마음밭을 고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오니 이 기도의 방을 통해 안정된 마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과정을 돕게 하소서. 자비의 손길과 빛으로 그 마음을 쪼이시고 

지극한 법향으로 지난 과오의 업을 지워 주소서. 신심으로 이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고 동참하신 모든 이웃에게 부처님의 

자비하신 은공이 들게 하시고 운행하는 행로 행로마다 부처님 

함께 하시어 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답게 본이 되는 

방정한 자세 갖추게 하시고 진정한 빛과 법향을 풍기는 

참된 불자로 거듭나게 하소서.

여기, 백고좌 법회도량 법왕사 불자님들이 천일기도의 

념을 세웠습니다. 기도동참 불자님들의  중 소구 소원이 

자비하신 부처님의 가피지 묘력으로 원만성취될 수 있기를 

합장발원 올립니다.

천일기도 안내
■ 입    재 : 2019년 7월 17일 수요일 (음 6월 15일)

■ 회    향 :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음 3월 12일)
   천일법회 : 합동재일은 매월  하루, 보름 오후 2시 본당 2층에서 약찬게 49독 후 축원

■ 천일염주 : 천일법회시 천주를 제작할 30알의 염주와 염주 주머니를 드립니다.

■ 기 도 비 : 입재시 10만원, 매월  하루 3만원(30개월)

■  하루, 보름 특별축원 오후 2시부터 2시간 30분간 주지스님 집전(대중스님 전체 동참)

■ 10차 기도시 합동천도재 봉행, 영가 1위당 10만원
※ 1000일기도 회향 때까지 천주를 완성하신 불자님께는 1000일기도 회향 기념 수계를 드립니다.

※ 입재시 100알의 염주와 1000주 염주를 만들 염주 줄을 드립니다.

제3차 화엄신중 천일기도 봉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