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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코삼비에서 노닐면서 코
시타 동산에 계셨다. 
그때 존자 마하 쭌다는 오후에 선정에 든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계시는 곳에 나아
가 예배하고 물러나 한 쪽에 앉아 여쭈었다. 
“세존 이시여, 세간의 복을 마련할 수 있습니
까?”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할 수 있느니라. 
쭌다여, 일곱 가지 세간복이 있으니 그것
은 큰 복을 얻고 큰 과보를 얻으며 큰 명예
를 얻고 큰 공덕을 얻는다. 어떤 것이 일곱인
가? 
쭌다여, 신심이 있는 같은 겨레의 남자와 여
자가 비구들에게 거처하는 방과 집을 보시
한다. 쭌다여, 이것을 첫째의 세간복이라 하
며 그것으로 큰 복을 얻고 큰 과보를 얻으며 
큰 명예를 얻고 큰 공덕을 얻느니라.
쭌다여, 신심이 있는 같은 겨레의 남자와 여
자가 집안에서 쓰는 평상과 여러 가지 털로 

된 자리와 또 침구를 베풀어준다.
쭌다여, 이것을 둘째의 세간복이라 하며 그
것으로 큰 복을 얻고 큰 과보를 얻으며 큰 
명예를 얻고 큰 공덕을 얻느니라.
쭌다여, 신심이 있는 같은 겨레의 남자와 모
든 여자가 집안에서 쓰는 모든 새롭고 깨끗
하며 묘한 의복을 베풀어준다. 이것을 셋째
의 세간복이라 하며 그것으로 큰 복을 얻고 
큰 과보를 얻으며 큰 명예를 얻고 큰 공덕을 
얻느니라.
쭌다여, 신심이 있는 같은 겨레의 남자와 여
자가 집안에서 항상 비구들에게 아침 죽과 
점심을 베풀고 또 동산을 가꾸는 이를 주어 
부리게 하며 여래나 여래의 제자가 거기서 
이리로 왔다는 말을 듣고 못내 기뻐하여 뛰
놀면서 청정한 마음으로 몸소 가서 뵙고 애
경하고 공양한다. 공양을 마치고는 부처님과 
법과 비구들, 이러한 세 가지에 귀의하는 법
을 받고 금계를 받는다.
쭌다여, 이것을 일곱째의 세간을 뛰어난 복

이라 하며 그것을 큰 복을 얻고 큰 과보를 
얻으며 큰 명예를 얻고 큰 공덕을 얻느니라.
쭌다여, 신심이 있는 같은 겨레의 남자와 여
자가 만약 이 일곱 가지 세간복을 얻고 다시 
이 일곱 가지 세간을 뛰어난 복이 있으면 그 
복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그 복과 그 복
의 열매와 그 복의 갚음이 있어 그 큰 복의 
수는 한정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으며 
알 수도 없는 것이다.
쭌다여, 비유하면, 염부주로부터 흘러나오
는 ‘오하’가 있다. 그 하나를 항아라 하고 둘
을 야무나라 하며 셋을 사라부라 하고 넷을 
아치라바티라 하며 다섯을 마히라 한다.
그것들이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갈 때 그 중간
의 물을 헤아릴 수가 없다. 그것을 말이나 섬
으로 헤아린다면 그저 그 큰 물의 수량은 한
정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으며 알 수도 
없는 것과 같다.
쭌다여, 이와 같이 신심이 있는 같은 겨레의 
남자와 여자가 만약 이 일곱 가지 세간복을 

얻고 다시 이 일곱 가지 세간을 뛰어난 복이 
있으면 그 복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그 
복과 그 복의 열매와 그 복의 갚음이 있어 
그 복의 수는 그저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
도 없으며 알 수도 없는 것이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게송으로써 말씀하셨다.
‘강가의 강물이야말로 청정하고 건너기 쉽
구나. 바다에는 보배가 많고 모든 물 가운데 
왕이네. 마치 저 강물과 같이 세상 사람이 공
경하여 받들고 모든 시냇물이 돌아가는 곳 
그것을 끌어 바다로 가는구나. 
이러한 사람은 의복과 음식과 상탑과 침구
와 모든 좌구를 베풀면 무량한 복을 받아 지
니고 신묘한 곳으로 이르니 마치 저 강물이 
모든 물을 끌어 큰 바다로 들어가는 것과 같
으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존자 마하 
쭌다와 여러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
고 기뻐하여 받들어 행하였다.

                           <중아함 세간복경1-7>

이것은 곧 너희들이 큰 스승이니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 있더라도

이것과 다를 바가 없느니라.

깨끗한 계율을 가지는 사람은

물건을 사고팔거나 무역을 하지 말고

집이나 논밭을 마련하지 말며

권속이나 종이나 짐승을 기르지 말며

씨를 뿌리고 식물을 심지도 말고

모든 재물을 멀리하기를

불구덩이를 피하듯 하고

또 초목을 베거나 토지를 개간하지 말며

약을 만들거나 사람의 길흉을 점치거나

하늘의 별을 점치거나

세상의 흥망을 점치거나

수를 놓아 맞히는 일들을 하지 말고

몸가짐을 바로 하고 때를 맞추어 먹으며

깨끗이 스스로 힘써 살아가고

세상일에 참여하여 천한 일을 함부로 하거나

주술을 부리거나 선약을 구하지 말며

귀인을 사귀어 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며

마땅히 자기 마음을 단정히 하고

바른 생각으로 남을 구제하고

또 자기의 허물을 숨기거나

이상한 행동으로 남을 의혹시키지 말며

네 가지 공양, 곧 음식, 의복, 침구, 의약에 있어

분량을 알고 만족할 줄 알며

받는 공양은 쌓아두지 말지니라.

이상은 계율을 지니는 모양을 대강 말한 것이다.

계는 곧 바른 도리에 이르는 해탈의 근본이니

그러므로 바라제목차라고 부른 것이다.

이 계를 의지하면

모든 선정과 고통을 없애는

지혜를 드러낼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비구는 마땅히 깨끗한 계를 지녀

어기지 않게 하라.

만약 사람이 깨끗한 계를 가지면 

좋은 계를 가질 수 있으나

만약 깨끗한 계가 없으면

모든 좋은 공덕이 생겨날 수 없느니라.

불교조계종 종정
혜인 스님

부처님 유언으로 살자.

대표전화 02)511-2026~7    팩스 02)511-2028

,법안 

[부처님 말씀] 세간의 복과 덕 구족을 얻으려면

[열반부 유교경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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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의 공덕’‘가사의 공덕’

‘스님께 가사불사 보시하면 십선(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재팔난을 소멸합니다.’

가
사
불
사

· 본 사업은 불교조계종 가사원에서 직접 운영하며 종단스님들의 노후연금조성을 목적으로 쓰여집니다.

가사불사의 공덕은 다음생을 상품상생으로 태어나게 하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더라도 복이 많은 부자집에 태어나 일찍부터 청법(淸法)을 만나며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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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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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조계종은 청정계율을 지향하는 종
단으로 교계에 알려졌다. 불교조계종은 
“입종 스님들의 성향을 살펴보면 해가 

갈수록 고학력의 수행자와 젊은 스님들
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며 “이는 스님들
이 기존 종단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앞

으로 희망차게 뻗어 
나갈 수 있는 비전 있
는 종단을 선택한다
는 결론”이라고 전
했다. 또한 불교조계
종에서는 교계 최초
로 65세 이상 승려에
게 9급 공무원에 따
르는 연금을 지급하
고 있다. 혜인스님은 
“수행자가 청정계율
을 지향하고 실천하
며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금 지급이다. 이를 
불교조계종이 실천하
고 있으며 제도화하
고 있다”며 “종단이 
앞서 가는 비전을 제
시하고 실행하는 종
단이 진정한 비전 있
는 종단이라 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조계종 혜인스님
은 "스님들이 계율청
정과 포교를 향해 정
진하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불국토다. 스
스로 끊임없는 자성
과 성찰을 통해 부처
님 정법에 따르자"라
고 전했다. 불교조계
종은 입종을 원하는 

스님들의 우편, 총무원 방문접수 등을 통
하여 스님들의 귀종신청 서류를 접수받고
있다.

입  종  안 내
입종 및 사찰 등록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총무부 비치)
·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 사찰 전경, 내·외부 사진 각 1부씩
· 반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 불교조계종 총무원 02)511-2026~7 / FAX 02)511-2028

☎ 불교조계종 대학림 02)511-1080

계율청정종단 불교조계종 입종안내

공주 갑사 대웅전과 의성 대곡사 범종
루, 순천 팔마비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로 지정됐다고 문화재청은 3월 23일 보
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공주 갑사 대웅전은 정유재란 이후 갑
사에서 가장 먼저 재건된 건축물 중 하
나로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오면서 대체로 원형을 잘 유지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17세기 건축으로서 갑사 대웅전은 전환
기 건축의 특징을 지닌다, 정면이 5칸 옆
면 3칸의 맞배집 구성으로 돼 있다. 또한 
연혁과 유래를 알 수 있는 각종 기록과 
유물이 잘 남아 있고, 평면구성과 공포의 
구성수법, 상부 가구와 닫집 등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는 등 17세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의성 대곡사 범종루는 임진왜란과 정유
재란의 병화로 전소돼 17세기 중 후반인 
1644년에서 1683년 사이에 중창되었다
고 전해진다. 범종루는 정면 3칸, 옆면 3
칸의 2층 누각 건물이다. 17세기 특징을 
갖고 있으며, 특히 의성지역의 불교사찰
이 부흥하기 시작한 17세기의 양식적 변
화를 잘 간직하고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누각 건축의 변천과정을 잘 살필 수 있
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순천 팔마비는 1281년 이후에 승평부사 
최석(崔碩)의 청렴함을 기리기 위해 승
평부(지금의 순천)에 건립한 비석이다. 
비석은 고려말 처음 건립된 이후 1,300

년대 초반 쓰러졌으나, 이후 정유년 병
란으로 완전히 훼손됐었다. 1617년 부사 
이수광에 의해 다시 건립돼 오늘날까지 
온전하게 전해지고 있다. ‘팔마비’의 유
래는 승평부에선 수령이 교체되면 말 8
필을 기증하는 관례가 있었고, 자신이 기
증받은 말과 자신의 말이 낳은 망아지까
지 돌려보냈다. 이후로 승평부에선 임기
를 마치고 떠나는 수령에게 말을 바치는 
폐단이 사라졌고, 주민들은 최석의 청렴
한 공덕을 기려 팔마비를 세웠다고 한다.
문화재청은 국보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은 ‘영천 거조사 영산전’으로 명
칭을 바꿔 부르기로 했다. ‘거조암’이란 
명칭은 1912년 은해사의 말사가 되면서 
바뀐 이름으로 원래 명칭은 거조사였다. 

공주 갑사 대웅전, 의성 대곡사 범종루, 
순천 팔마비 보물 지정

국보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은 ‘거조사 영산전’으로 명칭 변경

전주 한지전이 3월17일부터 26일까지 
전북도청 1층 기획 전시실에서 열렸다. 
이곳에서 지화장 김완섭 도홍스님의 꽃
길판 전주 한지가 지화꽃을 만났다. 태
고종 전북교구에 무형문화재 제18호 전
라북도 영산작법보존회(회장 혜정)가 있
다. 이곳에는 범패와 작법, 그리고 지화 
3위 일체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지
화란 불단에 부처님 전에 한지로 종이를 

찍어 만들어 화공양을 올린다. 이처럼 수
천 년 동안 전통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영산작법 보존회가 4천여 송이 지화꽃
을 선보였다.지화장 도홍 김완섭의 지화
전은 전주의 한지로 만든 종이꽃을 50년 
넘게 전통 방식으로 그 맥을 이어오고 
있어 더욱 눈길이 간다. 
지화꽃을 만드는데는 수많은 정성이 들
어간다. 먼저 한지에 자연 색 재료를 이

용해 자연채색을 하고 망치로 꽃 칼을 
때려 종이를 두들겨 꽃 모양을 만들어 
내는 전통 수작업이다. 한 송이 꽃을 만
들기 위해 산에서 원료를 가져와 49일
간 말리고 건조 시켜 적절한 온도로 6시
간 이상 끓여서 7가지 색상을 만들어 내
어 종이에 자연채색을 한다. 또한 한 송
이 꽃을 만들기 위해 (국화꽃) 10가지 크
기 27가지 모양을 27번의 망치로 두들겨 
꽃 모양을 만드는 10가지이니 270번을 
망치로 두드리는 것이다. 대나무 살에 식
자 칼로 잘라 20㎝ 되는 대나무를 칼로 
자르기 하여 젓가락의 3분의 1 두께로 
만들어 내는데 100번의 칼질해서 만든
다. 즉 국화꽃 한 송이를 만들기 위해서 
천 번의 망치질과 칼질로 정성을 쏟아야 
한 송이 지화 꽃이 만들어지는 것이다.한
편 지화명인 김완섭 도홍스님은 1977년 
지화장 청암화상 은사로 유발득도 후 지
화장엄 공부를 하였다. 1980년 삼보정사
에서 삭발염의 수계은사 청암 문하에서 
전통 방식의 지화장엄을전수 받아 43년
동안 전통의 한지로 지화 전수받았으며, 
1999년 김제 만경강 인근 부설거사의 탄
생터에서(성덕사) 오로지 전주한지로 전
통채색하여 지화의 맥을 이어 왔다.

전주 한지전 개막식,

환상적인 지화꽃 4천구백송이 꽃 길에서 만나요



천태종 산하 나누며하나되기 (이사장 
도웅스님, 천태종 사회부장)가 소이프, 
라이더유니온, 안나의집, 사무금융 우분
투, 한사회성장연구원, 터무늬 제작소, 
전국여성노동조합, 상록재가노인지원센

터, 용산구 외국인센터, 한국종교연대등
을 대상으로 3월 17일 코로나19 예방물
품인 덴탈 마스크, 손 소독제, 고급 물티
슈 등을 전달했다.
3월 봄맞이와 신학기를 맞이하여 코로

나19 방역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시
설, 단체와 아직도 코로나19 예방물품에 
대한 도움이 손길이 절실히 요구되는 취
약계층에 상생과 포용정신을 기반으로 
11차 행복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코로나19 예방물품은 소이프 (보
호종료청소년 직업훈련 지원) · 라이더 
유니온 (배달노동자 권리구제 및 상담지
원) · 사무금융 우분투 비정규지원센터 
(비정규노동자 권리구제 및 상담지원) 
· 한사회성장연구원 (장애인 성폭력피
해자지원) 터무늬 있는 제작소 (청년주
택지원 및 공동체생활 지원) · 안나의집 
(아동청소년 및 노숙인 지원) · 전국여성
노동조합 (특수고용노동자, 초등학교 돌
봄지원), 용산구 외국인센터. 한국종교
연대등을 통해 덴탈 마스크 8만장, 손 소
독제 3,5000개 , 물티슈 1,000개을 전달
됐다. 김진명 용산구청 국제협력팀장은 
“관내에 다양한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
는데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
며 관내 여러 외국인 센터와 함께 코로
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
다. 고대현 소이프 대표는 “보육시설 청
소년들의 자립을 돕는 디자인 기업으로 
사회로 나올 보육시설 청소년들이 스스
로 일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어 자
립할수 있도록 교육과 인적 연결, 인식변
화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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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의 일부는 불교조계종 종단스님들의 노후연금조성을 목적으로 쓰여집니다.

김하리 작가가 또 다시 서툰 작품들을 
세상에 내 놓았다. 김작가의 생활은 평
범하다. 어차피 인생은 서툴며 연습이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림을 그리고 詩
를 쓰고,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사경을 하는 것 등 사는 일 
자체가 연습이며 서툴다. 
이번 “길에서 붓다를 만나다” 작품들은 
서툴지만 참 착하다고 김작가는 말한다. 
수 백 장의 해바라기를 그려서 주위 사
람들에 나누어 주었고, 받는 이들이 좀 
더 행복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의 발로가 
이번 전시회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김작가는 “그리는 행위를 통해 작가 스
스로 치유가 되었고 수행의 길이 되었
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 길에서 달마
와 포대화상을 만났고, 연꽃, 해바라기, 
꽃들도 만났고, 위대한 붓다를 만났습니
다.”라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죄다 부처
인 것을 알게 해준 것에 대한 커다란 감
사함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
다고 한다. 
이번 “길에서 붓다를 만나다" 전시회는 
연꽃, 달마, 포대화상, 해바라기, 항아리 
등 다양한 그림들로 구성되었다. 

김하리 작가는 서울예술대학 극작과를 
졸업후 1991년 <버스 꽁무니에 매달려 
휘파람을 불며> 시집 출간을 시작으로 
다수 시집 및 단편소설(2016년 달팽이), 
수필집(2008년 푼수가 그리운 시대) 등
을 출간 하였다. 또한 제 2018년 국제종

합예술대전 최우수상(별 이야기/서양화 
10호) 등 다양한 수상을 하였고 지금도 
작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전시기간은 논현역 튜브렉 갤러리
에서 3월 30일 – 4월 4일까지 이다. (문
의 0507-1378-7522)

김하리 작가 "길에서 붓다를 만나다" 展示會
서툴지만 참 착한 작품 들 선보여   

부처님오신날 봉축위 발표

봉축표어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 
스님ㆍ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봉축위)
는 3월 “불기2565(2021)년 부처님오신
날 봉축표어로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
힙니다(Light the Lantern of Hope and 
Healing)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봉축
위는 부처님오신날 표어로 ‘우리도 부처
님 같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봉축
표어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봉
축표어 공모전에는 총 450건이 응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봉축위는 “코로나19
로 어려운 사회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광
명을 담은 등을 밝힘으로, 희망과 치유
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봉축표어를 선
정했다”며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
회를 통해 개개인의 건강과 국난극복을 
발원하는 따뜻한 희망과 치유의 등을 밝
히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 모두의 
안정과 건강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기
도 발원합니다”라며 코로나 19위기 극복

의 당부의 말도 첨부했다. ‘연등회’행사
의 대략적 일정은 봉축점등식을 4월중 
광화문에서 시작하여, 전통등전시회(조
계사, 봉은사, 청계천)는 4-5월중, 5월 
15일(토)에는 어울림마당(동국대학교 대
운동장), 연등행렬(홍인지문-종로-조계
사) 및 회향한마당이 펼쳐진다. 이외 전
통문화마당, 연등놀이, 공연마당이 5월 
16일에 봉축법요식은 5월 19일(수) 조계
사 및 전국의 사찰에서 열릴 예정이다. 

마이산탑사와 쌍봉사 9년째 90가구 백미 후원 

나눔이 필요한 이웃에 9년째 백미 전달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는 23일 시가 
450만원 상당의 백미 20Kg, 90포를마이

산탑사 (주지 진성 스님),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에서 후원받아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여 훈훈함을 더했다. 
마이산탑사 주지 진성 스님과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우리지역에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분들에게 전해져 작은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랑의 백미 나눔을 실천할 것이며 진안
군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하겠다”며 지속
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힘든시기에 나눔을 
9년째 실천하고 계신 진성스님과 보경스
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지역 소외계층에 
잘 전달하여 나눔의 뜻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진성 스님과 보경 스님은 2013년부터 
매년 소원 공양미를 모아 소외되고 외로
운 이웃에게 9년째 전달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날 진안군 사랑의 백미나눔 전달식에 
전춘성 군수와 진성 스님 보경 스님 최
주연 센터장,25개 자원봉사단장 등 이 
참석했다.

천태종 , 나누며하나되기 용산구 외국인센터, 

소이프, 안나의 집, 한사회성장 연구원, 

터무늬있는 제작소등 나눔행사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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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앉고 싶고, 앉
으면 눕고 싶다. 사
람이면 다 그렇다. 
물이 낮은 곳을 찾아
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편
안함을 추구한다.
몸이 편해진다는 말
은 몸을 덜 움직인
다는 말이다. 앉으면 
서 있을 때보다 몸을 

덜 움직이게 되고, 누우면 앉았을 때보다 
또 덜 움직이게 된다. 이 말은 곧 그만큼 

몸이 게을러 졌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게을러졌다고 말
하지 않고 편해졌다고 한다. 그런데 몸이 
편해지면 그만큼 마음도 안정되고 평화
로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몸이 편해질
수록 더 복잡해지고 탐욕스러워지는 게 
마음이다. 몸이 바삐 움직일 때는 미처 
몰랐던 온갖 유혹이 불길처럼 일어나 정
신을 어지럽힌다. 몸과 달리 시공간에 막
힘이 없는 마음은 갖가지 탐욕에 혓바닥
을 디밀고 은밀한 맛을 즐긴다. 
거침없이 앞으로만 내닫는 탐욕은 더 
큰 탐욕을 부르고 그러다 결국엔 빠져나

올 수 없는 수렁으로 미끄러져 들고 만
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방탕의 
수렁에 빠지기 쉬운 이유가 바로 이 때
문이다.
편안함,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기를 
쓰고 얻으려 할 만큼 이로운 가치는 더
더욱 아니다. 
그렇다. 편안함은 항상 탐욕을 불러 실
패를 돕는다. 거침없는 편안함보다는 다
소 불편함이 더 좋다. 그래야 부지런함으
로 탐욕을 이길 수 있으니까. 탐욕만 이
길 수 있다면 성공은 반드시 이룰 수 있
다.

숨과 들숨을 생각하
되 두루 갖추어 자세
히 생각하라. 처음부
터 끝까지 통달하면 
부처님의 말씀처럼 
편안하리라.
그가 이 세상을 비
추는 것이 마치 구
름 걷히고 달이 나타
나듯 하네. 움직이든 

멈추어 있든 늘 배움을 생각하고 앉든 
눕든 늘 폐하여 잊지 말라.
비구가 만일 이런 생각 세우면 먼저도 
이롭고 나중도 훌륭하리. 처음에 얻은 것 
끝까지 훌륭하여 결코 나고 죽음 받지 
않으리.
만약 몸이 머무는 곳을 보려 한다면 육
경(六更)이 제일이니라. 비구가 항상 한
마음이면 문득 저절로 열반을 얻게 되리
라. 이미 이러한 생각을 했다면 제 자신

이 늘 실천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의행(意行)을 얻지 못하리.
이 본행(本行)을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하여 애욕의 번뇌에서 벗어나리라. 만일 
마음과 생각 깨닫고 나면 한마음의 즐거
움 알게 되리라.
때에 맞춰 바르게 법을 행하면 이로써 
노사(老死)의 번뇌 벗어난다. 비구여, 그 
뜻을 깨달아 실행하되 마땅히 이 생각과 
맞추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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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사람의 뜻을 
잃게 하여 방일한 행
동을 하게 하며 나중
엔 나쁜 길에 떨어지
게 하나니 정성됨도 
없고 진실하지도 않
다네.
인(仁)을 실천하고 
자비를 행하여 중생
을 널리 사랑해 구

제하면 열한 가지의 칭찬이 있어서 복이 
늘 몸을 따르리라.
잘 때도 편안하고 깨어서도 편안하며 
나쁜 꿈 꾸지 않고 하늘이 보호하고 사
랑하여 독을 받지 않고 흉기에 상하지 
않으며 물이나 불에도 상하지 않고 있는 
곳마다 이익 얻다가 죽어서는 범천에 오
르리니 이것을 열한 가지 복이라 한다.
만일 인자한 마음을 생각하되 한량없이 
많아 이를 버리지 않으면 나고 죽음이 

차츰 엷어져 이익을 얻고 세상을 제도하
리라.
인자하면 뜻에 혼란이 없나니 자비가 
제일가는 행이라네.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면 그 복은 한량
없으리라.
가령 목숨이 다할 때까지 천하의 신인
(神人)들을 정성껏 섬기고 코끼리와 말 
따위로 하늘에 제사지내도 한 번 자비를 
행하는 것만 못하니라.

욕망보다 더 뜨거
운 불길도 없으며 증
오보다 더 나쁜 악도 
없다. 
육체보다 더한 고통
은 없으며 나르바나 
만한 기쁨도 없다.
굶주림은 가장 큰 
고통이며 육체는 고
통의 근원지다. 이를 

분명히 깨달으면 나르바나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건강은 가장 큰 재산이고 만족은 가장 
귀한 보석이다. 믿음은 가장 좋은 친구며 
또 니르바나는 가장 큰 기쁨이다.
침묵 속의 외로움을 알게 되면 침묵 속
의 기쁨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이 공포
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나르바나 영원한 기쁨을 알게 
된다.

지혜로운 이를 만나는 것은 축복이니 
그의 곁에 살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도록 
하며 어리석은 자를 만나지 않음은 기쁨
이고 영원한 행복이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가지 마라. 거기 원
치 않는 고통이 따르게 된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산다는 것은 원수
와 함께 사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다. 현
명한 사람과 함께하면 기쁨이 강물처럼 
넘친다.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 생각하며 
진실을 진실이 아니
라 생각하는 사람은 
그릇된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 진실
에 이를 수 없다. 그
러나 진실을 진실로 
알고 진실이 아닌 것
을 진실 아닌 것으로 
아는 사람은 마침내 

저 올바른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는 지혜의 빛 속에서 진리로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지붕이 허술하면 비
가 새듯 잘 수련되지 않은 마음에 탐욕
은 걷잡을 수 없이 스며든다. 그러나 지

붕이 튼튼하면 비가 새지 않듯 잘 수련
된 마음에는 탐욕이 결코 스며들지 못한
다. 이 세상에 고통받고 다음 세상에서
도 고통 받는다. 저 악(惡)을 행한 사람
은 이 양쪽에서 모두 고통 받는다. 그는 
그 자신이 행한 악행을 보며 몹시 비탄
해 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해하고 다음 세상에서
도 행복해한다. 저 선(善)을 행한 사람은 
이 양쪽에서 모두 행복해 하고 있다. 그
는 그 자신이 행한 선행을 보며 매우 행
복해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슬퍼하고 다음 세상에서도 
슬퍼한다. 저 악을 행한 사람은 이 양쪽
에서 모두 슬퍼하고 있다. ‘나는 악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비탄해하며 그는 슬픔

의 정글 속을 헤매고 있다.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다음 세상에서도 
기뻐한다. 저 선을 행한 사람은 이 양쪽
에서 모두 기뻐하고 있다. ‘나는 착한 일
을 했다.’ 이렇게 만족해하며 그는 축복
의 꽃밭 길을 가고 있다.
입으로는 성스러운 말을 곧잘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전혀 행동으로 옮기지 않
는다면 이런 무지한 사람은 결코 저 성
스러운 삶을 누릴 수 없다. 
그렇게 많은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자신이 말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탐욕과 미움과 환상에서 깨어난 사람, 지
금 현재와 이후로 그 어떤 것에도 집착
을 두지 않는 사람, 이런 이의 삶이야말
로 성스러운 삶이 아닐 수 없다. 

깨어있는 이에게 밤
은 길고, 지쳐있는 자
에게 지척도 천리다. 
바른 진리를 알지 못
하는 어리석은 사람
에게 윤회(輪廻)는 
길다.
자기보다 훌륭하거
나 비슷한 사람을 만
나서 여행할 수 없거
든, 차라리 혼자서 길

을 가라. 어리석은 자와는 길벗이 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은 ‘이 아이는 내 아
들이다’ 또는 ‘이것은 내 재산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걱정한다. 그 자신조차 그의 
것이 못되는데, 어찌 아들이나 재산이 그
의 것이 되랴.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고 있는 자는 적
어도 그만큼은 현명하다. 그러나 자신을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정말 어리석
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는 한평생 현명한 이와 사

귀더라도 진리를 모른다. 마치 숟가락이 
국 맛을 모르듯이.
그러나 지혜있는 사람은 잠깐동안 현자
와 사귀더라도 그는 곧 진리를 안다. 마
치 혀가 국맛을 알 듯이. 아무것도 모르
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자신의 원수
로 만들고 나쁜 짓을 마음대로 한다. 그
리고 두고두고 쓰디쓴 맛을 본다. 행동한 
뒤에 뉘우치거나, 눈물의 대가를 받게 되
는 행위는 훌륭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어리석은 자

미워하는 사람들 가
운데서 살면서 아무
도 미워하지 말고 행
복하게 살자. 미워하
는 사람들 가운데 미
움에서 벗어나 살자.
병들어 있는 사람 
가운데 살면서 병에
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자. 병들어 있는 사
람 가운데 병에서 벗

어나 살자. 
근심에 지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근
심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자. 근심에 지
친 사람들과 살면서 근심에서 벗어나 살

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우리는 행복
하게 살자. 우리는 광음천(光音天)같이 
행복을 먹으며 살자. 
승리는 원한을 가져오고 패자는 슬픔에 
산다. 승리나 패배를 버린 자는 고요하고 
행복하게 산다. 
애욕보다 더한 불길은 없고, 미움보다 
더한 불행은 없으며, 육체적 존재보다 더
한 고뇌는 없고, 적정(寂靜)보다 더한 행
복은 없다. 탐욕은 가장 나쁜 병이고, 애
착은 가장 큰 슬픔이다. 이것을 참으로 
아는 이에게 열반은 최고의 축복이 된다. 
건강은 가장 큰 은혜이고, 만족은 가장 
큰 재산이다. 믿고 의지함은 가장 귀한 
벗이고 열반은 가장 높은 행복이다. 고독

과 적정의 맛을 본 사람은 그가 진리의 
기쁨을 마시고 있는 한 공포나 죄로부터 
벗어난다. 고귀한 사람을 보는 일은 좋은 
일이다. 그와 함께 사는 것은 언제나 즐
겁다. 
어리석은 자를 보지 않으면 늘 행복하
다.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는 자는 오랫동
안 괴로워한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사는 
것은 원수와 함께 사는 것처럼 언제나 
고통이다. 
현명한 사람과 함께 사는 일은 친척들
의 모임처럼 행복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달이 천체의 궤도를 따르듯이 사람은 현
명하고 지혜 있고 널리 배우고 잘 견디
고 예의 바르고 고상한 이를 따르라.

모든 길 가운데서 
팔정도(八正道)가 제
일이고, 모든 진리 가
운데서 사성제(四聖
諦)가 제일이다. 모
든 자유 가운데서 해
탈이 제일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서 구안
자(具眼者)가 제일이
다. 이것이 길이다. 
지견을 맑게 하는 다

른 길은 없다. 이 길을 따르라. 이것은 악
마를 어지럽히리. 이 길을 가면 그대의 
고통은 끝나리라. 육체의 가시가 제거된 
줄을 알았을 때 나는 이 길을 가리키리
라.
그대는 힘써 노력하여야만 한다. 여래는 
설법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 길에 들어서
고 명상을 실천하는 자는 죽음의 사슬에

서 해방된다. ‘모든 창조된 것은 무상하
다.’ 지혜로 이 이치를 깨달은 이는 슬픔
으로부터 멀어진다. 이것은 청정에 이르
는 길이므로. 
‘모든 창조된 것은 괴롭다.’ 지혜로 이 
이치를 깨달은 이는 슬픔으로부터 멀어
진다. 이것은 청정에 이르는 길이므로.
비록 젊고 힘세더라도 게을러서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지 않고, 의지나 생각이 나
약한 사람은 지혜에 이르는 길을 찾지 
못한다. 말을 조심하고 마음을 자제하고 
몸으로 악행을 짓지 말아야 한다. 이 세 
가지 덕행을 깨끗하게 하는 이는 성자에 
의해 설법된 도리를 완수한다. 
명상에서 지혜는 솟아나고, 명상이 없으
면 지혜도 없다. 향상과 쇠퇴의 두 길을 
안다면 지혜가 느는 방향으로 처신해야 
한다. 
숲(고뇌)을 자르라. 나무는 자르지 말고, 

위험은 숲으로부터 온다. 숲과 애욕을 자
르면 그대는 해탈에 이를 것이다. 
여자에 대한 남자의 애욕은 그것이 아
무리 작더라도 꺼지지 않는 한 그는 윤
회에 매달린다. 송아지가 어미젖에 매달
리듯이. 
가을에 백합을 손으로 꺾듯이, 자애(自
愛)를 끊어라. 부처님이 가르친 평화와 
열반의 길만을 소중히 하라. ‘우기(雨期)
에는 여기서 살고 겨울과 여름에는 겨기
서 살자’고 어리석은 자는 말한다. 그는 
죽음이 오는 줄도 모르고... 
어린이나 가축에만 마음이 쏠려 있는 
자를 죽음은 휩쓸어 간다. 마치 홍수가 
잠든 마을을 휩쓸어 가듯이. 죽음에 사로
잡힌 자에게 아들이나 아버지나 친척이 
방패도 피난처도 되지 못한다. 이 의미를 
깨달은 다음, 현명하고 공정한 자는 해탈
로 인도되는 길을 깨끗이 하라.

게으르지 않음은 영
원한 삶의 집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집
이다. 게으름을 모
르는 사람은 죽음도 
모를 것이고, 게으
른 사람은 이미 죽음
에 이른 거나 마찬가
지다. 이같은 생각을 
분명히 이해한 현자
는 이 생각을 기뻐하

고 성인된 지혜를 즐기리라. 생각이 깊고 
참을성이 있고 항상 힘써 애쓰는 사람은, 
가장 높은 자유와 행복이 있는 열반에 
이른다. 반성할 줄 알고, 조심하여 활동

하면서, 그 행위가 맑고 진리대로 살아가
는 사람에게 영광은 더욱 빛나는 것.
부지런하고 활동하면서, 깊은 생각과 자
제(自制)로써, 현자는 홍수에도 밀려나
지 않는 섬을 쌓는다.
지혜가 부족한 어리석은 자는 게으름에 
빠진다. 그러나 현자는 부지런함을 귀중
한 재산처럼 지켜나간다. 게으름과 쾌락
과 정욕에 몸을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 
진지하고 사려 깊은 사람은 보다 큰 기
쁨에 도달한다. 현자가 힘써 정진하여 게
으름을 내쫓고 지혜의 높은 탑에 올라갔
을 때, 그는 아무런 슬픔도 없이 슬퍼하
는 무리들을 내려다본다. 산봉우리에 있
는 사람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내려

다보듯 현자는 어리석은 무리들을 그렇
게 내려다본다. 게으른 무리 가운데서 부
지런하고 잠자는 무리 가운데서 깨어있
는 현자는, 경주에서 말이 다른 말들을 
앞질러 달리듯이 앞으로 나아간다. 
부지런함으로써 ‘인드라’신은 모든 신 
가운데서 우두머리가 되었다.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음을 찬미하고 게으름을 언
제나 비난한다.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
름을 두려워하는 수행인은 크고 작은 모
든 번뇌를 태워버린다. 불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듯이.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
는 수행인은 물러남이 없이 열반에 다가
선다.

근면의 장

총무원장대행
법광 스님

남의 허물을 꾸짖지 
말고 자기 주변부터 
되살펴 보자. 
사람이 만일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면 그 
때문에 다투는 일은 
사라지게 된다. 남의 
허물보다는 자신을 
더욱 면밀히 살펴서 
작은 허물이라도 준

엄히 꾸짖자. 가만히 놔두면 그것은 점점 
커져서 큰 허물이 될 것이다. 
남의 흉이 한 가지면, 자기 흉은 열 가지
가 되는 법이다.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
락거린다고 하는 꼴이 되지 말자. 겨울 
바람이 봄바람보고 춥다 하는 억지를 부
리지 말자. 허물과 과오 때문에 앞길을 
망치지 말자. 남보다는 자기 쪽을 살펴 
지혜로운 삶을 꾸려 나가자.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의 일하지 않

음을 책하지 말라.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물어볼 일이다.
남의 흉보다는 자기 흠을 찾아라. 남의 
흠은 보기 쉬우나 자기 흠은 보기 어렵
다. 
남의 흠은 쭉정이 골라내듯 찾아내지만, 
자기 흠은 주사위 눈처럼 숨기려 한다. 
자기 흠을 숨기고 남의 흠만 찾아내려 
들면 더욱더 마음이 흐려져 언제나 위해
로운 마음을 품게 된다.

총무부장
법산 스님

가장 높은 행복

포교원장
정산 스님

선(善)을 행한 사람

인천종무원장
혜원 스님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비룡사 주지
지안 스님

자비를 행하는 것

사회국장
법일 스님

편안함은 탐욕을 부르고 탐욕은 실패를 부른다

깨달음

부산종무원장
명원 스님

감찰원장
백산지견 스님

가장 큰 기쁨

원로
법성 스님

지혜에 이르는 길

대덕사 주지
혜정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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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멈추어 쉼이 
없으면 그 참다운 법
을 알지 못한다. 저 
세속 일에 미혹해져 
바른 지혜가 없어지
리라.
생각이 적절하게 멈
추지 않으면 끊어지
지 않아 끝이 없다. 
복을 지어 악을 잘 

막아 깨달은 사람을 현명하다 한다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심법(心法)이란 
비록 미묘한 것이나 진실이 아니라 하시
니 마땅히 방일한 마음을 깨달아 방종
한 마음을 따르지 말라. 법을 알면 가장 
안락할 뿐만 아니라 소원도 또한 이루
게 되나니 지혜로 미묘한 뜻을 단속하여  
괴로움의 인연을 끊어야 한다. 이 몸뚱이
는 오래지 않아 모두 흙으로 돌아가리라. 
몸이 무너지면 정신도 떠나리니 머물다 

가는 길손인데 무얼 탐하랴.
마음이 일찍 이 몸을 만들어 가고 옴에 
끝이 없나니 삿되고 치우친 생각 많으면 
스스로 악을 부르리라.
이 몸은 내 뜻으로 만든 것이요 부모가 
만든 것 아니니 부디 힘써서 바른길로 
나아가 복을 짓되 돌이키지 말라.
여섯 감관을 거북이처럼 감추고 뜻을 
성(城)처럼 막아 지혜로 악마들과 싸워 
이기면 그때 다시는 근심 걱정 없으리라.

도를 어기면 스스로 
순행하는 것이요 도
를 따르면 스스로 역
행하는 것이다. 옳은 
것을 버리고 좋아하
는 것 취하면 그것은 
곧 애욕을 따르는 것
이다.
사랑하는 것을 향해
가지 말고 사랑하지 
않는 것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것 보지 못하면 근심하고 사랑

하지 않는 것 보면 또한 근심한다. 그러
므로 사랑을 만들지 말라. 사랑으로 말미
암아 미움이 생긴다. 이미 그 결박에서 
벗어난 사람 사랑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네. 
사랑하고 기뻐하는 데서 근심 생기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데서 두려움 생긴다. 
사랑하거나 기뻐할 것 없다면 무엇을 근
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랴. 좋아하고 즐
겨하는 데서 근심 생기고 좋아하고 즐겨
하는 데서 두려움 생긴다. 좋아하거나 즐
겨할 것 없으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랴. 탐하는 욕심에서 근심 생기
고 탐하는 욕심에서 두려움 생긴다. 만일 
해탈하여 탐욕 없다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랴.
법을 탐하고 계율을 성취하고 지극히 
진실하여 부끄러움을 알며 몸으로 실천
함이 도에 가까우면 여러 사람들의 사랑
을 받으리라.
탐욕스런 마음을 내지 않고 바르게 생
각한 뒤 비로소 말하라. 마음속에 탐욕과 
애욕이 없으면 반드시 생사를 끊고 건너
가리라.

나쁜 말과 꾸짖는 
말로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기는 이런 짓
을 자꾸 행하면 미움
과 원한이 거기에서 
생긴다.
공손한 말과 순한 
말로 다른 사람을 높
이고 공경하며 원한
을 버리고 악을 참으
면 미움과 원망이 저

절로 없어지리라. 대개 사람이 세상에 나
면 그 입안에 도끼가 있어 그것으로 제 
몸을 베나니 그것은 나쁜 말 때문이라네.
조그만 이익 위해 다투는 것은 잃은 재
물을 가려 숨기는 것 같나니 그것을 따

라 다툼을 일으키면 그 뜻이 악으로 향
해가리라.
악한 이 칭찬하고 악한 이에게 칭찬 받
는 것 그 두 가지 모두 악이 되나니 입으
로 다퉈 싸우기를 좋아하면 이후에 편할 
리 없으리.
도(道)가 없으면 나쁜 길에 떨어져 스스
로 지옥의 고통만 늘리리니 어리석움을 
멀리하고 참는 마음을 닦아 이치를 생각
하면 악을 범하는 일 없으리.
선을 따르면 해탈을 얻고 악을 행하면 
해탈하지 못한다. 잘 깨달은 이를 현명하
다 하나니 악의 괴로움에서 벗어났기 때
문이다.
해칠 마음 가진 것 스스로 풀고 경솔하
지 않는 말 중도(中道)를 얻어 이치대로 

말하고 법답게 말하면 그 말은 부드럽고 
감미롭다네.
그러므로 말하는 이는 자기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해야 하며 또 남을 해롭게 
하지 않아야 하나니 이것이 좋은 말을 
잘하는 것이다.
남의 마음에 맞게 말하고 또 그를 기쁘
게 하여 나쁜 뜻에 이르지 않게 하면 하
는 말마다 모두 좋은 말이다.
극히 정성스러워 감로같은 말은 법다워 
아무런 허물이 없다. 이치가 도리에 맞고 
법다우면 그것을 도에 가까이 서는 것이
라 한다. 그 말이 부처님 말씀과 같은 이 
그는 길하게 열반을 증득한다. 또 능히 
법의 극치(極致)를 이루리니 그것을 말 
가운데 최상이라 한다.

정법과 도를 좋아하
는 사람은 이익을 두
고 다투지 않는다. 이
익이 있거나 이익이 
없거나 욕심이 없으
면 현혹되지 않는다.
배우기 좋아하는 이
를 항상 돌보고 올바
른 마음으로 법답게 
행하며 보배로운 지
혜를 보호해 지닌 이 

그런 사람을 도인이라고 한다. 이른바 지
혜로운 사람이란 꼭 말을 잘해서가 아니
다. 겁 없고 두려움 없는 선을 지키는 사
람이니 그런 이를 지혜로운 사람이라 한
다. 법을 받들어 지니는 사람이란 말 많
은 사람을 말함이 아니고 비록 법 들은 
것 아주 적더라도 법에 의지해 몸을 닦
아 행하고 도를 지켜 잊지 않는 이 그를 
법 받드는 사람이라 하느니라.
이른바 장로(長老)란 꼭 나이 많음을 일
컫는 것 아니니 얼굴에 주름지고 머리가 

희어도 어리석고 용렬할 수 있다네. 
진리의 법 가슴에 간직하고 조순하고 
인자한 마음 가지며 밝게 통달하여 깨끗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장로라 부른다.
이른바 단정(端正)한 사람이란 얼굴이 
꽃처럼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탐냄과 질
투와 허식(虛飾) 있으며 말과 행동에 어
긋남 있는 것이다. 이상의 온갖 악을 능
히 버리되 그 뿌리까지 끊어버리고 지혜
롭고 성냄 없으면 그런 사람을 단정하다 
이르느니라.

법 어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
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
동하면 괴로움이 따
른다. 수레바퀴가 소
의 발자국을 따르듯
이.
물 대는 사람은 물
을 끌어들이고 활 만

드는 사람은 화살을 곧게 한다. 목수는 
재목을 다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룬다.
남을 가르치듯 스스로 행한다면 그 자
신을 잘 다룰 수 있고 남도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자신을 다루기란 참으로 어렵다. 부드러
운 마음으로 성냄을 이기라, 착한 일로 
악을 이기라, 베푸는 일로써 인색함을 이
기라, 진실로써 거짓을 이기라.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아니다. 들은 것이 적더라도 직접 
체험하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음이 도
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크게 즐기며 살
자. 우리는 광음천의 신들처럼 즐거움을 
먹으며 살자.
자스민 꽃이 시든 꽃잎을 떨쳐 버리듯
이 수행자여 탐욕과 성냄을 떨쳐 버려라.
이쪽 기슭도 없고 저쪽 기슭도 없고 두
려움도 없고 속박도 없는 사람을 나는 
진정한 수행자라 부른다.

진정한 수행자

관음사 주지
성덕 스님

참다운 법

비구니부장
혜승 스님

최상의 말

비구니총무
금산 스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비구니교육부장
덕산 스님

지혜로운 사람

대원사 주지
수정 스님

언제나 스스로 방자
하지 말라. 잘 억제
하면 번뇌를 다할 수 
있으나 방자하면 악
마가 그 틈을 엿보나
니 마치 사자가 사슴
을 잡는 것 같다.
능히 스스로 방자하
지 않으면 그를 계율
을 지키는 비구라 한

다. 저 바르고 깨끗한 생각을 하는 이. 항
상 스스로 마음을 단속하네.
비구로서 삼가고 신중하면 즐겁지만 방
일하면 걱정과 근심만 많아진다. 사소한 
아픔이 큰 싸움으로 변하나니 악을 쌓아 
불꽃 속에 들어가리라.
계율은 지키면 좋은 복을 가져오고 계
율을 범하면 두려운 마음 생긴다. 삼계
(三界)의 번뇌 끊어버리면 그는 곧 열반
에 가까워지리라. 만일 먼저는 방일하였

더라도 뒤에 가서 스스로 잘 금하면 그
는 이 세상을 잘 비추리니 그러므로 옳
은 일을 생각해야 하네. 
잘못 실수로 악을 저질렀더라도 뒤따라 
선으로 덮으면 그는 이 세상을 잘 비추
리니 그러므로 옳은 일만을 잘 생각하라.
한창 젊을 때 집을 버리고 부처님의 가
르침을 힘써 닦으면 그는 이 세상을 잘 
비추리니 마치 달빛 가린 구름이 사라지
듯 하리라.

계율을 지키는 비구

보각사 주지
보각 스님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고 마음은 주
인도 되고 심부름꾼
도 되나니 마음속으
로 악을 생각해 그대
로 말하고 그대로 행
하면 죄의 고통 따르
는 것이 수레가 바퀴 
자국 따르는 것 같으
리. 마음은 모든 법

의 근본이고 마음은 주인도 되고 심부름
꾼도 되나니 마음속으로 선을 생각해 그
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면 복의 즐거움 
저절로 따름이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 같으리.
어지러운 뜻을 따라 행하고 어리석음
에 구속되어 어둠으로 들어가 스스로 대
단한 체하며 법도가 없으면 어떻게 선한 
말을 알 수 있으리.
바른 뜻을 따라 행동하고 맑고 밝음을 

깨달아 알며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않으
면 선한 말을 민첩하게 통달하리라.
나를 원망하는 이에게 불만 가지면 원
망이 끝내 쉬지 않는다. 
성내지 않으면 저절로 없어지리니 이 
도(道)야말로 숭상할 만하다. 
남의 허물 꾸짖기를 좋아하지 말고  자
기 몸을 살피는 일에 힘써라. 만일 이렇
게 알고 행하는 이는 근심이 영원히 없
어지리라.

진실을 거짓이라 하
고 거짓을 진실이라 
하면 이것은 그릇된 
견해라서 마침내 참 
이익을 얻지 못하리
라. 
진실을 알아 진실
이라 생각하고 거짓
을 보고 거짓이라 알
면 이것은 바른 견해
이니 그는 반드시 참 

이익을 얻으리라.
지붕을 촘촘히 잇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올 때 새는 것처럼 마음을 단속해 
오롯이 행하지 않으면 음탕한 생각이 계
율을 깨뜨리리. 지붕을 촘촘히 잘 이으면 
비가 와도 새지 않는 것처럼 마음을 단
속해 오롯이 행하면 음탕한 마음이 생기
지 않으리라. 비천한 사람이 남을 물들이
는 것 냄새나는 물건을 가까이하는 것같
아 차츰차츰 미혹하여 허물[非]을 익히
다가 저도 모르게 악한 사람이 된다.

어진 사람이 남을 물들이는 것 향냄새
를 가까이하는 것 같아 나날이 지혜로워
져 선함을 익히다가 아름답고 청결한 행
을 이루리라. 지으면서 걱정하면 나중에
도 걱정하고 악을 행하면 두 곳에서 걱
정한다.  그는 걱정하고 오로지 두려워하
나니 지은 죄를 보고 마음에 두려워한다.
지으면서 기뻐하면 나중에도 기뻐하고 
선을 행하면 두 곳에서 기뻐한다. 
그는 기뻐하고 오로지 즐거워하나니 지
은 복을 보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인자한 마음으로 생
물을 죽이지 않고 항
상 제 몸을 잘 단속
하면 거기는 죽음이 
없는 곳 어디를 가나 
근심 없으리라.
인자하여 생물을 죽
이지 않고 말을 삼가
고 마음을 지키면 거
기는 죽음이 없는 곳 
어디를 가나 근심 없

으리라.
그 산란함을 정리하고 인자함으로써 지
키라. 성나는 일 있어도 잘 참으면 그것
을 범행(梵行)이라 하느니라.

지극히 성실하고 편안하고 고요하며 입
으로는 거칠거나 추한 말 하지 않고 남
에게 성내지 않으면 그것을 범행이라 하
느니라.
팔짱 끼고 할 일 없이 중생들을 해치지 
않고 교란하고 괴롭히지 않으면 그는 범
천이 반드시 되리라.
항상 인자하여 가엾게 여기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청정하며 만족할 줄 알고 그
칠 줄 알면 이로써 나고 죽음 건너게 되
리라.
욕심이 적고 배우기 좋아하며 이익에 
미혹되지 않고 인자하여 남 범하지 않으
면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리라.
인자하여 남의 목숨 범하지 않고 변고

나 원망을 사지 않으며 남에게 다툼이나 
시달림 받아도 지혜롭게 침묵하면 편안
하리라.
어진 벗을 널리 걱정해 주고 중생들을 
돌보아 가엾게 여기며 항상 인자한 마음
을 행하면 어디를 가나 편안하리라.
어진 선비는 삿되지 않아 근심 없이 편
안히 머문다. 위로는 하늘이 보호해 주나
니 지혜로운 사람은 인자함을 좋아한다. 
낮이나 밤이나 인자함을 생각하고 마음
에는 남을 해칠 뜻이 없다. 중생들을 해
치지 않으면 이런 사람에겐 원수가 없다.
인자하지 않으면 생물을 죽이고 계율을 
어겨 거짓말하며 남에게 지나치게 베풀
지 않아 중생들을 돌볼 수 없다네.

계율은 감로(甘露)
의 길이요 방일은 죽
음의 길이다. 탐하지 
않으면 죽지 않고 도
(道)를 잃으면 스스
로 죽게 된다.
지혜로 훌륭한 도를 
지켜 끝내 방일하지 
않으며 탐내지 않고 
기쁨을 성취하면 이
를 좇아 도의 즐거움 

얻게 되리라. 그러므로 항상 도를 생각해 

스스로 굳세게 바른 행을 지키면 용맹스
런 사람은 이 세간을 건너 길상(吉祥)하
기 그지없으리.
언제나 바른 생각 일으키라. 행이 깨끗
하면 악은 쉽게 사라진다. 스스로 억제함
으로써 법이 늘어나고 범하지 않으면 좋
은 이름 불어난다.
행동하되 방일하지 않고 법으로 마음을 
길들이며 지혜로 능히 정(定)을 밝히면 
어두운 연못 속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깊은 뜻 깨닫기 어려
워 혼란을 탐하고 다투기 좋아한다. 지혜

가 으뜸인 사람은 항상 신중하고 그것을 
보호하여 소중한 보물로 삼는다.
탐하지 말고 다툼을 좋아하지 말며 욕
낙(欲樂)을 즐기지 말라. 심사숙고하여 
방일하지 않으면 크게 안락함을 얻을 수 
있으리라.
만일 방일하였더라도 스스로 잘 금지하
고 능히 방일함을 물리치면 현인 되리라. 
그러면 이미 지혜의 누각에 올라 위태로
움 버리고 안락을 얻을 것이요 밝은 지
혜로 어리석음을 보리니 마치 산과 평지 
같으리라.

방일하지 말아라

정토사 주지
도광 스님

인자함

비구니회장
지성 스님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

진실과 거짓

울산종무원장
법철 스님

사회부장
동오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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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불교조계종 신문 
1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이낙

연 국무총리, 문희상 국회의장, 이

주영 국회부의장 등 각 정당 각부

에서 종단을 아껴주심에 감사드립

니다. 또한 불교조계종에 애정을 

가져주신 사부대중, 외국의 인연

들과 한국의 인연들의 은혜에 감

사드립니다.

불교조계종은 대한불교조계종의 

비도덕적 사욕과 낡은 사고방식, 

비승가적 적폐로 부처님의 혜명을 

망각한 승려들과 함께할 수 없어 

부처님 혜명을 이어 출가정신으로 

창종한 종단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청정수행, 유

언과 전법의 사표로 미래불교를 

선도할 것을 맹세하고 시작한지가 

교육 29주년, 창종 16주년이 되었

습니다.

창종당시 21명의 스님들과 사찰

이 함께 시작하여 현재 1250여개

의 불교조계종 사찰, 1500여명의 

비구, 비구니 스님, 260만 신도가 

입종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는 사

부대중과 종도스님들의 애정심으

로 비롯되었습니다.

불교조계종은 세계평화와 자유를 

지향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부처님 

혜명에 따라 전 세계에 포교할 것

을 다짐하고 국제포교에 힘쓸것

입니다. 중국에 남경중의약대학과 

한국분교로 조약을 맺고 서기장으

로부터 1995년도 한국교장 임명

장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년 동

안 한국총장직을 맡고 있으며 일

본동경 관음사 포교원과 고려사가 

입종되기도 하고 중국 남경의 서

화사, 미국 LA의 관음사, 정안사, 

통도사, 법안사, 법륜사 미국 괌에

는 정법사가 불교조계종에 속해있

습니다.

이외에 인도, 캐나다, 독일, 프랑

스, 호주, 동남아 등 세계적인 국제 

불교 지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

다.

또한 세계의 불교 교황청을 설립

하여 세계불교를 아우르는 것이 

불교조계종의 목표입니다.

1992년 8월 24일 서울 신라호텔

에서 중국 불교 회장과 일본대표

스님들이 왕림하여 한, 중 수교 대

회를 열었고 1995년 북경에서 한, 

중, 일 교류 대회를 열었습니다. 당

시 중국 불학원을 위해 한, 일 각

각 5만달러를 지원하였고 중국 불

교는 승려 1500명과 신도 25만에 

불과했으나 2018년 현재 1년 예산

이 2조원이 넘으며 승려 수는 1만 

4천여 명, 불자 1억 5천만 명이 넘

는 등 23년만에 중국불교는 비약

적인 발전을 하였습니다.

세계는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불교신자가 20억 명 이상이 될 가

능성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종단

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희망적으로 지도편달바

랍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정치, 경제, 학

계, 문화계 등 모든 분야에서 아껴

주신 은혜에 사부대중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청정수행 가풍으로 

정진하겠습니다.

-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인 -

불교조계종 교육29주년

창종16주년 감사인사말씀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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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안거 해제 법어

계율(戒律)이 청정(淸靜)하면 부처님(佛)과 같이하고 
일체중생(一切衆生)도 실유불성(悉有佛性)이라 

계율(戒律)이 청정(淸淨)하지 못하면
백년을 선방에 앉아도 불성(佛性)을 알지 못한다 

계율(戒律)을 잘지키면 청정심(淸淨心)이 부처인줄 알게되고 
부처(佛)되겠다고 선방(禪方)에서 백년을 앉아 수행해도
 부처(佛)은 십만리 멀리있다 

참된수행은 사성제(四聖諸) 고.집.멸.도(苦.集.滅.道)에
있고 삼법인(三法印)으로 수행해야 한다 

부처(佛)님 말씀대로 살면 온 세계인이 기쁘하고 
부처(佛)되겠다고 좌선(坐禪) 수행하면
다음생에도 중생을 면치 못한다

일체수행자는 중생과 행자부터 종정에 이르기까지 
계율을 청정히 할것이다 

청정심을 유지하면 자유자재하여 대자유를 얻어 
생사가 자유로울 것이며 부처되겠다고 이 "뭐고"하고 
수행하면 삼세를 지나도 얻지 못한다 

일체수행자는 앉아 수행 하지말고 일하면서 청정심으로
수행하라 일체우주가 청정심으로 한 물건이 만들어 졌으니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부처(佛)님이 함께 한다 

자나깨나 청정심을 지키면 부처(佛)와 함께하고 
청정심을 멀이하면 중생과 같이한다 
중생과 부처(佛)가 한몸이지만 부처(佛)님은
언제나 청정심으로 살아간다 

남산소나무 푸르고 한강물 자유롭다

법성

법안

지호

금산       , 무연

해인

보림,

인산

나윤하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83-2)

황산

태산

율조

호산

동오

무공

법광

동안 ,

영암

법철 현조

명원

포교부장: 도명

경기총림

경북총림 대국사

전국신도회장:홍창석

고문:설주성

수석부회장:윤근

여신도회장:김준자

서울신도회장:서우연

부산신도회장:허민

강원신도회장:김현재강원신도회장:김현재

광주종무원장: 지각

전남종무원장: 도명

베트남종무원장: 청목

회      장: 손정일

홍보처장: 이근진

기획대리: 나윤하

기획실장: 홍의현

국제포교원장: 천산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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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산, 태산, 덕산, 현조, 혜승

불교조계종 4차 5개년을 맞이하

는 2019년에는 불교조계종의 비

전을 세계적인 국제적 포교에 앞

장서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의 평

화 통일정책을 함께하고자 한국 

국민의 희망인 남북통일, 전쟁종

식을 위해 세계전도사(포교사)를 

100여개 나라에 파송할 계획입니

다. 2019년 불교조계종은 국제화 

전도시대(포교)를 맞이할 것입니

다.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인스님

은 국내사찰을 관리하는 총무원장

과 국외 국제사찰 포교원을 관리

하는 총무원장을 정하고, 종단사

업을 관리하여 국내 외 사찰구입, 

소나무 수목장 사업, 위패를 모셔 

사찰에서 제사를 모시는 전문화된 

포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처

님의 말씀인 생, 노, 병, 사, 중 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병 문

제를 불교음식 음식치료사를 배출

하여 전 세계에 새로운 건강문화

를 만들어낼 것을 희망하고 있습

니다. 스님과 포교사 법사는 음식

치료사 과정을 졸업하여 자유치유 

병원을 각 사찰에 건립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제불교 포

교를 위하여 보다 좋은 국제교육

을 실시하고 음식치료문화를 보급

하여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입니다. 수행과 사회 환경, 경제 

환경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새

로운 불교문화를 전 세계에 선보

인다는 대원력을 피력합니다.

모든 사찰에서는 수행과 계율을 

청정히 하는 것으로 제 1을 삼습

니다. 모든 재정은 수행자가 관리

하지 않고 수행과 공부 포교에 전

념하고 경제와 교육의 뒷바라지

는 세속의 포교자 법사들이 재정

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종단 발전

에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불교조계종 종단 설립자인 혜인

스님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종단의 면모를 한국불교의 제 1종

단으로 수행청정종단, 경제적 안

정종단, 국내외 포교에 안정된 종

단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

습니다. 불교조계종에서는 석, 박

사과정 졸업생들이 제일 많은 종

단으로 입종을 계속 이어가고 있

으며 특히 비구, 비구니 스님들이 

석, 박사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

은 종단의 미래를 더욱 희망적으

로 밝히고 있습니다.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인스님의 수행력과 지

도력으로 한층 더 발전된 불교조

계종은 4차 5개년 계획 수립에 한

국종교계에서 처음으로 승려연금 

지급종단으로 10여 년간 이끌어왔

고 불교계 가장 좋은 이미지를 만

들어왔습니다. 사회복지 측면에서

는 불교조계종의 자랑이라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수행과 공부를 

통한 스님들과 신도님들의 피나는 

노력이 함께한 결실에 있습니다.

불교조계종 미래비전 제시

1

제네바에 본부를 둔 '종교와 영성

발전을 위한 국제 연합'(ICARUS)

은 ‘세계 최고의 종교’로 ‘불교’를 

선정하였다. 이 상은 200명이 넘

는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국제 원탁회의에서 투표로 결정되

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ICARUS 회원중

에 불교 지도자들은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종교보다 불교를 선호했다

는 점이다. 이 중 투표에 참여한 4

명의 소감을 인용해본다. 

ICARUS 연구소장이 조나헐트씨

는 “불교가 세계 최고 종교로 뽑힌

것은 더 이상 놀랄일이 아니다. 왜

냐하면 다른 여타 종교들이 소위 

‘신’이 무슨 실수를 할 경우를 대

비해서 옷장속에 총을 감추고 있

는듯 보이는 와중에서도 불교는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전쟁을 일

으킨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군대에 자발적으로 들어간 불교신

자를 찾아내는 것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군대’는 모병제

가 아닌 지원병 제도를 말하는 것

으로 보임; 역자 주) 불자들은 다

른 종교에서는 그 선례를 찾기 힘

들 정도로 그들이 가르치는 바대

로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

했다. 벨페스트 출신 천주교측 인

사인 테드 오쇼니시 신부는 “우리

가 소위 ‘신의 뜻’으로 누군가를 

죽여야만하는 상황이라면, 성경에 

나온 ‘사랑’과 그같은 ‘신의 뜻’ 사

이에서 우리는 항상 혼돈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때문에 나는 (그

러한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불교

쪽으로 투표할 수 밖에 없었다.” 

라고 말했다. 파키스탄 출신 무슬

림 지도자인 탈 빈 와사드는 “나는 

신심깊은 무슬림이지만, 분노와 

폭력이 개인 차원에서 해결되기보

다는 종교의 이름으로 표현되어진 

수많은 경우를 보아왔다. 불교도

들은 분노를 해결하는 법을 알고

있다. ” 파키스탄의 무슬림을 대표

해서 ICARUS에서 투표한 빈 와사

드는 “사실 내 친한 친구중에는 불

교도들이 많다” 라고 말했다. 

예루살렘에서 온 랍비 슈무엘 와

서스타인은 “물론 나는 유대교를 

사랑하고 그것이 세계 최고의 종

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솔

직히 말해서 지난 93년부터 나

는 민얀(유대교의 일일기도)을 하

기전에 매일 위파사나 명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불교를)선택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ICARUS 측은 이 상을 수여할 대

상을 찾을 수가 없었다. 불자들은 

하나같이 그 상을 원하지 않는다

고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얀마 불교단체 역시 

수상을 거절했는데, 이 단체의 반

뜨 구라타한타 스님은 “불교를 선

정해주신 여러분의 결정이 고맙

습니다만, 우리는 이 상을 이 세상

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성은 모든 

존재에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다. 

ICARUS측은 말한다. “우리들은 

이 상을 받을 불교단체나 불자를 

계속 찾아볼 겁니다. 찾게되면 알

려드리지요” 

불기 2563년 (단기4352년) 음력2019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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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생활은 계율(Vinaya)에 의지해라

이 세상 모든 것은 사라지는 것이다

열반을 향하여 방일하지 말고 정진해라

항상 무량심(자비심)을 내어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연기하는 것이니

농부가 자기 영토를 표시하고 

그 영토를 방위하듯이

자비의원을 점차 다른 사람에게로 넓혀가서

자기 가족과 이웃, 마을, 국가, 

마침내 동서남북 상, 하 

여섯 방위의 모든 피조물들과 일체되게 하라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자비의 행위를 생각하고

선의의 배양은 편파성과 선입견으로부터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항상 부처님과 함께 하라

언제나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고 

계율을 청정히 하라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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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종律宗은 계율의 연구와 실천에 의해 성
립된 종파이다.
율장律藏을 근본 종지宗旨로 하는 율종律
宗은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출가한 승려가 
불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계율을 자세히 
기록한 <사분율四分律>에 의거하기 때문에 
사분율종이라고도 한다. 
다섯 가지의 율전(律典) 중에서 사분율(四
分律)을 근본으로 삼고 있으며, 계를 지지
계(止持戒)와 작지계(作持戒)로 나누고, 교
리를 계법(戒法)·계체(戒體)·계행(戒行)·
계상(戒相)의 네 과목으로 나누고 있다. 
<사분율>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
는데, 초분에는 비구의 250계율이 들어 있
고, 2분에는 비구니의 348계율과 교단에 입
단하는 절차를 규정한 수계건도 등이 들어
있다. 그리고 3분에는 가죽으로 만든 물건을 

사용하는 규정을 밝힌 피혁건도 등이 들어 
있고, 4분에는 건물을 사용하는 질서를 서술
한 방사건도 등이 나온다. 율종은 계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상부율종相部律宗, 동탑종東
塔宗, 남산종南山宗으로 분립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백제시대의 겸익이 인도에 
가서 율을 연구하고 돌아왔으나 개종한 일
은 없었고, 신라의 자장율사가 당나라 종남
산 운제사에 가서 남산종을 배우고 돌아와 
통도사에서 금강계단을 세우고 계를 설하여 
개조되었다. 남산종은 당나라의 남산도선이 
오부율五部律 가운데 사분율四分律에 따라 
계율을 홍통弘通한 계율 삼장삼학三藏三學
의 하나이다. 사분율은 불멸 후 100년에 담
무덕曇無德이 별부別部를 이루어 중국에 전
했으며, 당나라 남산에 이르러 대성했다.
남산 율종의 특징은<사분율>이 본래 소승

부파의 계율이란 점에서 대승의 불교도가 
그 계율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를 중시한 데 
있다. 도선은 유식唯識의 교의를 좇아, 부처
님이 정한 계율을 지킴으로써 악을 물리치
고, 더욱 나아가서 선을 행하고, 중생을 교화
하여 그 이익을 위해 진력하는 세 가지 입장
을 근본으로 삼아 율종의 교리를 정립했다. 
이 교리는 널리 환영받고 오래 유행하여 율
종의 다른 파들을 압도했다. 따라서 다른 율
종들은 쇠퇴하고 오직 남산 율종만이 번영
하여 송나라 때까지 면면히 전해졌으며, 흔
히 율종이라 하면 이 남산 율종을 뜻하게 되
었다.
계戒를 소극적으로 지키는 지지계止持戒와 
적극적으로 선한일을하여 지키는 작지계作
持戒로 구분하고 그 교리를 계법戒法, 계체
戒體, 계행戒行, 계상戒相이라는 네가지 측

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계법이란 부처님
이 정한 계율을 의미하며 계체란 계율의 본
질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수계자가 계를 받
아들임으로써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계행은계율의 실천을 뜻하며 계상이
란 5계, 10계, 2백50계등 하나하나의 조문을  
가리킨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계체인데 
이것이 없으면 결코 완전하게 계율을 받아
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계체는 계율을 받을 때 확실하게 각인되는 
느낌으로 끊임없이 활동하는 의식의 힘이다. 
이것은 엄숙한 수계 시에 마음 기저로부터 
우러나오는 맹세의 결과물로 생각, 말, 행동 
등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계자는 계율에 부합 하도록 적절
하게 작용하는 도덕적 마음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율종은 강조하고 있다.

율종[律宗] : 율장을 근본 종지로 하는 종단

계율(戒律)이 청정(淸靜)하면 부처님(佛)과 
같이하고 일체중생(一切衆生)도 

실유불성(悉有佛性)이라 

  
계율(戒律)이 청정(淸淨)하지 못하면

백년을 선방에 앉아도 불성(佛性)을 알지 못한다 

 
계율(戒律)을 잘지키면 청정심(淸淨心)이 

부처인줄 알게되고 
부처(佛)되겠다고 선방(禪方)에서 백년을 

앉아 수행해도 부처(佛)는 십만리 멀리있다 
 

참된수행은 사성제(四聖諸) 
고.집.멸.도(苦.集.滅.道)에 있고 

삼법인(三法印)으로 수행해야 한다 

 
부처(佛)님 말씀대로 살면 온 세계인이 기뻐하고 

부처(佛)되겠다고 좌선(坐禪)수행하면 
다음생에도 중생을 면치 못한다

일체수행자는 중생과 행자부터 종정에 이르기까지 
계율을 청정히 할 것 이다 

  
청정심을 유지하면 자유자재하여 대자유를 얻어 

생사가 자유로울 것이며 
부처되겠다고 이 "뭐고"하고 수행하면 

삼세를 지나도 얻지 못한다 

일체수행자는 앉아 수행 하지말고 
일하면서 청정심으로 수행하라 

일체우주가 청정심으로 한 물건이 만들어 졌으니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부처(佛)님이 함께 한다 

  
자나 깨나 청정심을 지키면 부처(佛)와 함께하고 

청정심을 멀리하면 중생과 같이 한다 
중생과 부처(佛)가 한 몸이지만 부처(佛)님은 언

제나 청정심으로 살아간다.

불교조계종 종정
혜인 스님

남산 소나무 푸르고 한강물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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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조계종은 총무원회의에서 총무원 63억 
5360만원, 교육원 27억 9840만원, 문화부 9
억 5370만원, 율원연구비 11억 5300만원, 포
교부 19억 5910만원, 국제포교 10억원, 사
찰 13억 5960만원, 복지13억 5960만원, 지
방종무원 5억 6650만원, 불교조계종신문 9
억 640만원, 국제과학포교 6억 3990만원, 
TV방송 및 불교관련신문 16억 9950만원, 포
지티브비용 3억 399만원, 네거티브비용 1억 
1330만원, 기타 1억 3090만원, 종단발전기
금 101억, 포교원개설 10억 총 324억 3400
만원이다.
불교조계종은 2021년 포교원 개설과 국제
포교원 국제총무원이 새롭게 생김으로 인해 
새해 예산안에 국제 과학포교비 10억 원이 
추가되었으며 나머지 일반예산은 전년도 예
산과 동결하였다.
불교조계종 종회에서는 일반예산과 신도
이사들의 성금, 전국신도회장단 성금, 특별
회계를 합친 2021년 불교조계종 총 예산을 
342억 3400만원으로 확정 결의했다. 

존경하는 세계 10억 불자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새해에는 부처님과 함께 하시어 

세상(世上)의 가장 큰 행복(幸福)을 

누리시길 희망(希望)합니다.

인간사(人間事)는 고통(苦痛)과 

갈등(葛藤)과 불화(不和)의 연속입니다.

이 모든 고통은 불교의 부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알게 되면 세상(世上)의 

가장 큰 행복(幸福)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율(戒律)이 청정(淸淨)하면 

자유(自由)와 평화(平和) 영원(永遠)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70억 세계인 여러분. 

여러분은 이 우주의 주인입니다.

개인 개인이 신(神)이며 부처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찾는 길은 

불교의 부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2021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 

사성제(四聖諦) 고(苦), 집(集), 멸(滅), 도(道) 와 

팔정도(八正道)로 

함께 하시어 자유(自由)와 평화(平和),

영원(永遠)한 행복을 

구현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불교조계종 종정
혜인 스님

부처님 말씀으로 살자.

대표전화 02)511-2026~7    팩스 02)511-2028

,법안 

총무원- \6,353,600,000

교육원- \2,798,400,000

문화부- 
\953,700,000

율원연구비- 
\1,150,600,000

포교부- 
\1,959,100,000

사찰- 
\1,359,600,000

복지- 
\1,359,600,000

지방종무원- 
\566,500,000

불교조계종신문 
\906,400,000

국제과학포교 
\639,900,000TV, 언론기사 

\1,699,500,000

포교원개설
\1,000,000,000

네거티브비용 
\113,300,000

기타 
\130,900,000

포지티브비용 
\339,900,000

특별회계
\11,900,000,000

국제과학포교비
\1,000,000,000

2021년도

불교조계종 예산

총 342억 3400만원

1. 대한불교조계종

 일반회계 243억 4200만원

 특별회계 643억 4800만원

 예산합계 886억 9000만원

2. 불교조계종

 일반회계 213억 3400만원

 특별회계 129억 

 예산합계 342억 3400만원

3. 대한불교천태종

 예산합계 295억

4. 대한불교진각종

 예산합계  222억 2000만원

2021 신축년 각 불교종단 새해 예산안

[신년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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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10-3747-8692                  계좌번호 : 농협 302-1016-960801 이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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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어릴 적 유가경전을 배운 소년이 출가수행자가 되어

서도 중용을 바랑에 넣고 다니며 참구한 결과, 유가와 불가의 

공통점과 회통성을 일상의 언어로 술술 풀어낸 책이다.

오늘날 동양고전의 전통적 지혜는 날이 갈수록 주목받는 대상

이 되고 있다. 이는 동양사상의 오랜 역사성과 심오한 깊이에

서 기인한다. 그런데 동양사상의 두 근간이라 할, 하지만 각자 

다른 사상체계를 지닌 유교와 불교는 과연 아무런 충돌 없이 

상통할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것이 나의 구체적인 의식과 삶 속

에서. 물론 이 문제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논쟁되

어 온 사안이다. 때론 서로 비판하고 충돌하기도 하다가, 어느 

땐 유불합일儒佛合一이란 이름으로 융합되기도 해 왔다. 이러

한 유불의 상호관계의 역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

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 

이 책은 오랫동안 불교경전뿐 아니라 유교경전을 아울러 천착

해온, 그리하여 유교와 불교라는 두 위대한 사상이 결국 서로 

다르지 않음을 절감한 출가수행자가, 유가의 핵심사상이 담겨 

있는『중용』에서 그 정수를 제대로 뽑아 우리네 일상에서 일

어나는 삶의 여러 이야기들, 그 문제들과 해결책을 삶의 언어

로 쉽게 풀어낸 책이다.

공자孔子의 손자인 자사子思의 저작이라 알려진『중용中庸』

은 사서四書의 하나로서 동양철학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다. 

『중용中庸』의 사전적 의미는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하

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아니함, 또는 떳떳하며 변함이 없는 

상태나 정도”라고 했다. 여기서 ‘중中’이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

치지 않는다는 것, ‘용庸’이란 평상平常을 뜻한다. 또한 중은 공

간적으로 양쪽 끝 어느 곳에도 편향하지 않는 것인 데 비해, 용

은 시간적으로 언제나 변하지도 바뀌지도 않는 것을 뜻한다. 

저자는 이러한 중용의 의미가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中道의 의

미와도 상통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보고,『중용』을 통해 불교

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 설명 방식은 생소하고 

어려운 철학적 개념이나 용어를 동원한 현학적인 방식이 아니

라,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이하며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이 점

이 눈이 띄는 특징이다. 

『붓다와 청년의 대화』에서 왠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을 찾을 수 있을 듯하다. 부제는 ‘벗어남의 희열’인데, 무엇

에서 벗어나면 기쁨이 있을까? 이 책은 ‘붓다와 바라문 청년 

수바와의 대화’로 이루어진 『맛지마 니까야』의「수바경(M 

99)」 전문을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간혹 보완이 필요한 부

분은 다른 경전의 내용을 인용하여 매우 친절하게 독자의 이해

를 돕고 있다.

저자 감비라냐나(인묵) 스님은 “현대사회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계층 간의 갈등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

어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토로한다. 

이 책의 1장과 2장에는 바라문의 실천에 대한 수바의 질문에 

대한 붓다의 답변이 담겨 있다. 인도의 최상위 계층이었던 바

라문 청년 수바는 바라문의 삶이 더 우월하다 뽐내면서 “재

가자(바라문)는 바른 방법을 얻지만 출가자는 바른 방법을 얻

지 못한다고 말한다고 한다. 고따마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

냐?”는 수바의 도발적인 질문에, 붓다께서는 재가자나 출가자

의 문제가 아니라 바른 실천을 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에 있다

고 답변해 준다. 붓다께서는 바른 실천과 높은 마음의 계발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설하시는데, 3장에서는 감각적 욕망으로부

터의 벗어남, 4장에서는 선정, 5장에서는 보시와 자애에 대해 

설명해 준다.

이 책의 저자 감비라냐나 스님은 선(禪)과 위빳사나를 수행하

였고, 스리랑카 빼라데니아 국립대학교 대학원에서 빨리어를 

수학, 수행과 교학을 두루 섭렵한 스님은 가장 먼저 교학과 수

행 간의 연결을 강조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학과 수행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비록 경전 해설서이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수행과 연결하

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출가의 삶과 재가의 삶을 연결하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 출가자와 재가자는 별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져 있지만 붓다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출가자인가 재가자인

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른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다. 감비라냐나 스님은 “이런 관점만으로도 출가자와 재가자의 

연결과 통합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2     불교성전
3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4     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
5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 구슬
6     딱돌 해설서 : 바르도에서 닦지 않고 해탈하는 법
7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 내려놓고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 법

8     초기 불교 입문 : 초기 불교 그 핵심을 담다
9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 출간 원고 68편 수록
10   염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 (권수염불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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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베스트 (2021.03.19~03.25)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불자가 읽어야 할
          봄의 양서

『중용을 펼쳐 

수행을 읽다』

중용을 통해 세상과 

인간을 성찰하다

『달라이라마, 

수행을 말하다』

깨달음으로 이끄는 

영원한 고전<수행의 

단계>

『불교와 양자역학』

양자역학 지식은 어

떻게 지혜로 완성되

는가?

달라이 라마 지음 

이종복 외 옮김

담앤북스 펴냄

양장 328쪽 / 값 17,000원

빅 맨스필드 지음

이중표 옮김

불광출판사 펴냄

312쪽 / 값 20,000원

아천 성민 지음

150×205(신국판 변형)

운주사 펴냄

256쪽 / 값 15,000원

비구 감비라냐나 역해

민족사  펴냄

184쪽 / 값 10,800원

『붓다와 청년의 

대화』

벗어남의 희열에 

대하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마음이 일체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성취할 수 있게 하려면 올

바른 단계를 따라 마음을 닦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책은 

수행자의 바른 수행을 돕는 실용적인 지침서 이다.《달라이 라

마, 수행을 말하다》는 대승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일체지를 

성취’하는 것으로 보고 일체지의 깨달음으로 이끄는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마음이란 무엇인지, 괴로움의 본성이란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해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

들로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혀 연민과 자애, 평등심을 기르는 

방법, 청정한 환경을 갖추고 고요한 곳에서 바른 자세로 호흡

하는 등 수행의 전제 조건과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법을 구체

적으로 제시한다. 여기에 어려울 수 있는 8세기의 가르침을 해

석한 달라이 라마의 깊은 통찰과 해박한 설명은 초보 수행자나 

일반인이라도 ‘수행의 단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책은 총 세 편으로 구성된 까말라쉴라의 《수행의 단계》 

중 중편을 강의한 기록이다. 달라이 라마는 수행의 기초와 방

법, 핵심의 요체를 담은 이 책을 수행에 대해 설법할 때 종종 

교재로 삼았다. 이 짧은 가르침 안에 무엇이 담겨 있기에 달라

이 라마는 몇 번이고 이 책을 대중에게 가르쳤던 것일까? 까말

라쉴라는 “만일 일체지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그대는 연민, 보

리심, 그리고 방편 이 세 가지를 수행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이에 달라이 라마는 “연민의 마음이 붓다의 가르침의 뿌리이

며, 대승과 소승에 담겨 있는 붓다의 모든 가르침은 연민을 기

초로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민’은 이

타심인 ‘보리심’에서 나온다.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여기고 모든 중생이 괴로움으로부터 자

유로워지기를 바라는 자비로운 이 마음. 얼마의 시간이 지났더

라도 결코 퇴색되지 않는 가치가 담겨 있기에 달라이 라마는 

여러 차례 이 책을 강의했던 것이다. 이제 《달라이 라마, 수행

을 말하다》는 수행을 시작했거나 시작하려는 한국의 우리에

게 이 중요한 마음을 일깨우고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울 것이

다. 

물리학 역사상 최고의 이론인 양자역학과  불교 핵심인 공

(空) 사상은 ‘무아(無我)’로 일치한다! 이 책은 양자역학과 불

교가 만나  과학과 종교가 어떻게 삶의 지혜로 바뀌어야 하는

지 논리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초월적 신념의 세계를 다루는 종교. 논리적 사고로 실험을 거

듭하여 세상의 현상을 증명하는 과학. 이처럼 종교와 과학은 

밑바탕을 이루는 사유 방식만 보아도 대립,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저자는 절대 양립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종교

와 과학에서 놀라운 공통점을 끌어냈다. 그것은 현대과학의 최

첨단이라고 불리는 양자역학의 세계관과 불교 중과사상의 공

(空)이 말하는 세계관의 일치점이다. 이 둘은 독자적인 자기동

일성이나 자성(自性)을 지닌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세상 모든 

것은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

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이처럼 놀라운 공통점을 과학적 근거와 세밀한 

불교 교리로 녹여내어 하나로 융합시킨다. 이를 통해 과학과 

종교의 지식이 지혜로 변화하고, 그 지혜는 자비와 사랑으로 

귀결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준다. 

“양자역학은 정밀도, 수학적 정확성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물
리학 역사상 최고의 이론이다. 놀랍게도 불교의 공 이론은 이
러한 양자역학의 대체적인 윤곽뿐만 아니라, 세세한 항목에서
도  너무나 흡사하다.” -빅 맨스필드

여기 물이 한잔 있다. 이 물은 여기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

까? 우리는 물을 실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양자역학과 불교

에서 보면 이 물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들이 있

을 때만 이 모습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조건이 없어지면 사라

진다. 즉 모든 것을 관계로써 이해하는 것이 불교와 양자역학

의 결론이다. 양자역학을 안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지식이 지혜로 바뀔 때 삶이 달라지고 세상은 변화한

다. 이 책에서는 과학과 종교가 어떻게 삶의 지혜로 바뀌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은혜를 베풀라, 부드럽게 말을 건네라, 이롭게 행동하라, 행동을 함께 하라, 그러면 대중들은 그대의 편이 되리라."

                                                                                                                                                      <중아함경>

구매문의  010-9110-7371

김상률 대표

[법당용 카페트] [카페트] [패딩점퍼] [양말]

환경을 생각하는 홍원섬유
‘귀의 삼보하옵고
홍원섬유는 항상 환경을 생각합니다. 
인체에 적합한 소재를 사용하여 부드럽고, 착용감이 탁월합니다.
항상 좋은 제품을 드리고자 연구하고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부대중께 이번 두가지 제품을 소개해 드리며 많은 애용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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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담석 염주‧합장 주‧지키미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 ·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림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불 자   정 보
부처님 말씀 읽기 -《수행본기경 유관품 》에서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내 한 세상만이 아닌 것인데 어리석어서 

영원함을 사랑하나니 이로부터 괴로움과 

즐거움을 받으며 몸은 죽어도 정신만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전원주택&토굴 안내

010-5458-2258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멋진토굴(급)안내

010-3007-5611

● 위치 : 경북 김천시내 인근
● 대지 : 약 717평방(약 217평)
● 멋진 2층건물 1층 방5개 기도처(2층 방3개, 거실, 주방, 
 밖 휴게공간), 마당, 잔디, 조경좋음 주차공간 확보
● 가액 : 3억에서 5천 빼드림(조정가능)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사찰(급)안내

010-9647-0723

● 위치: 전주시내 정중앙(한옥마을 5분거리) ● 전주시 전경 한눈

에, 이성계 기도처 ● 대지 : 400평(국유지 1만평 사용, 년세 10만

원) ● 법당(요사체 최신형), 극락전(목조신축) ● 가액 : 4억5천만

(대출 2억5천만, 추가대출 가능) ● 조건 : 양도시 모든석불, 석탑 

포함(석불 1억5천 조성) ● 납골당 설치됨, 시내중심, 대나무 울창, 

편백나무 3천그루 ● 1억5천만원 계약시 등기부 넘겨드림 ● 잔금 

5천만원 3년간 분할납부 ● 용왕전 약수터 2억 토목공사중

사 찰 안 내

주인직접 010-4225-0012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백병길 171) 대웅사 
● 토지 : 5,830평(종교용지 1,730평, 산168-2번지 4,130평)
● 건물 : 대웅전1동, 요사체(1,2층)1동, 기도방(연가 및 납골용)
● 특징 : 전설속의 백병산 남한강을 바라보는 전망좋은 기도사찰
● 입주조건 : 매수(조건부 장기임대로 분활상환 가능)
● 가액 : 21억(계약과 동시 입주 사용등 협의절충가)

포 교 원 할 분

010-5381-1419

● 서울 강서 화곡동 시장 
 옆 20평
● 보 300, 월 45 코너 남향
● 공양주, 부전 일할분, 
 쓸분
● 법당 철거, 폐기물 처리 
 전문

포 교 원 안 내

010-5818-7488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1083-1번지 2층  
● 실평수 40평, 큰방 1개, 공양간 

 1개, 베란다 1개, 화장실 1개 
● 권리금은 보시고 결정하세요.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50십만원

광 진 불 사

광진불사 010-4586-4525

◎ 위치 : 서울시
◎ 대지 : 300평
◎ 건평 : 100평,외
◎ 시내중심,공원옆,주차가
◎ 매가 : 40억 

◎ 위치 : 경기도

◎ 대지 : 200평  

◎ 건평 : 90평

◎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9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사 찰 안 내

010-7637-1250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사 찰 (급) 안 내

010-5427-3699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채.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포 교 원 안 내

010-7337-5956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 보증금 500만, 월 45만
● 시설비 1300 

토 지 안 내

010-3618-6200

● 위치 :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 절터적합, 남향, 긴동굴
 있음, 계곡접함   
● 총17,470평, 전900평,
 산16,570평
● 가액 5억5천만원
● 상담환영

사 찰 안 내

010-4813-2381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사 찰 안 내

010-3128-2399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600평             
● 가액 : 5억 5천(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사 찰 안 내

010-2678-3499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대지:100평 ● 건물:법당25평.요사채
30평(방3개.큰다락방.다용도실.공양
간.화장실2개)  ● 해수 관세음보살 입
불상(7m) ● 부처님 진신사리3과(매
매시 기증) ● 가액:3억(대출6천만원 
포함) ● 전.월세가능(1억50만원)
● 시내지만 조용하고 즉시 법회가능

사 찰 안 내

010-5140-5680

● 위치 : 부산시 구서동
● 전체 면적 181평, 법당, 지장전, 
 요사채, 별채, 산신각, 종무소 외  
 넓은마당-사찰 외 넉넉한 주차장
● 가액 : 6억 5천만원, 은행대출 2.5억
 ~3억가능(신용에 따라)
● 도심에서 멀지 않으면서 아늑하고 
 조용한 사찰, 스님 노환으로 매각

사찰안내 (부동산 절대사절)

010-5460-6503

● 위치 : 김해, 건물 : 60여평 
● 가액 : 37억
● 토지 : 임야(98,100평), (2차선 물고 
 산속 1km까지 폭 3~4m 포장도로)
● 용도 : 현재사찰, 청소년수련장, 주간
 요양보호센터, 요양원, 산림욕장, 
 버섯 약초재배, 수목장등

특기 : 김해 물건 매입시, 경주 물건은 기부함(단, 법인체에 한함)

● 위치 : 경주, 대지 250여평
● 가액 : 3억 1천
● 건물 : 법당 30여평 1동, 요사채 2동
 (2층및 1층), 종무소 1동
● 편의 : 버스정거장 도보 3분, 동대병
 원 차로 10분, 2차선에서 200m, 
 민가 4채 끝자락의 산 밑, 정남향, 
 마르지않는 1급 청정수, 수도 有

사 찰 안 내

010-8643-5235

● 위치 : 경남 고성 
● 대지 220평, 법당, 산
 신각, 요사채 방3개, 
 현재 운영중 즉시 법
 회가능(몸만오시면됨)
● 가액 : 대출 5천 5백 
 안고 2억 5천만원

사 찰 안 내

010-9015-4040
010-2077-7820

● 위치 :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 
 190 (안심타운 맞은편) 4층 
● 법당 70평 외 (방 3개, 공양간 
 1개, 화장실 2개)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가격절충)

사 찰 안 내

010-4547-0023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55평   ● 요사: 75평
● 대지: 500평 ● 임야: 4천평

※ 지하150m 석수 1일  
    200톤이상 생산가능
● 가액 : 11억(대출 2억5천 포함)

사 찰 안 내

010-3206-6622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
  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지리산 작은암자

010-6770-8163

● 위치 : 경남 하동 적량면  

 작은암자

● 인법당, 별채 두동 

 황토방 하나

● 가액 : 2억 5천

포 교 원 안 내

010-8567-3667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 2층 4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50만원
● 시설금 2천만원
● 시설완비

사 찰  안 내

010-5718-0073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4억 8천만원

전원주택 및 토굴용지 안내

010-7369-5788

● 위치 : 전남 영암군 
 미암면 소재
● 땅 200평(답) 현황도로접
산아래 남서향 계곡이 흐
르고 일명 매물샘(마르지 
않고 졸졸졸)
● 가액 :  2000만원

포 교 원 안 내

010-3714-1018

◈ ◈ ◈

동대문구 왕산로

60평 11년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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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중국 의사자격
(양의 및 중의)을 취득한 외국인
에 대해 중국 내 의료활동을 허용
함에 따라 중국에서 의사자격증
을 취득하였거나 하게 되는 우리 
국민이 중국 내에서 개업·취업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정부
는 중국 내 외국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기존 등록 갱신 및 신규 등
록을 금지해 외국인은 중국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고시에 합
격하더라도 중국 내에서 의료행
위를 할 수 없었으나, 최근 관련
법·규정의 개정 없이 자격 있는 
외국인의 의사 등록도 가능하다
는 안내 서한을 각 지방정부에 발
송하는 방식으로 의사 자격을 취
득한 외국인의 중국내 의료행위

를 허가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외교부는 중국 주재 
각 총영사관을 통해 관할지역 중
국 지방정부의 제도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 시행
이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중국 내 의대 재학 중이거나 졸업
한 우리 유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등 주요 도시 및 하북성, 산동성,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
성), 하남지역(복건성·해남성·광
동성·광시자치구), 섬서성, 감숙
성에서는 동 제도를 실시하기 시
작했으며, 사천성의 경우 현재 파
악 중이다.
한편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중국 내 의과대학에 재학중이거
나 졸업 후 의사고시에 합격한 우
리나라 유학생(2011년 기준 약 
2200명 추정)들이 혜택을 볼 것으
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조치가 중국 중앙정부
의 안내 서한을 각 성(省)·시(市) 
정부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시행 
중에 있으므로 관심 지역에서의 
시행 여부는 관할 우리나라 총영
사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외교부는 '11년부터 여러 계기에 
중국측에 동 문제를 제기한 바 있
으며, 향후에도 중국 지역 공관을 
통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 전
파함으로써 중국 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
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세계3대명문대 
남경대학

남경대학은 국가교육부에 직속
되어 있는 중점 종합성대학이다. 
지금 남경대학은 두 개 캠퍼스를 
갖고 있고 교학 및 과학연구시설
이 완비되어 종합실력이 전국대
학들 앞장에 선 일류대학으로 성
장하였다. 지금 남경대학에는 17
개 학원에 45개 학부와 70개 본과
전업이 있다. 이밖에 석사학위 수
여부문 169개, 전문석사학위 수여
부문 5개, 일급학과 박사학위 수
여부문 16개, 박사 후 유동소 18
개, 국가중점학과 28개, 국가중점
실험실 7개, 국가기초학과연구와 
응용인재양성기지 11개, 교육부 
인문사회과학 중점연구기지 3개
가 있다.
건교 백년이래 남경대학에서는 
많은 걸출한 인재들을 양성하였
다. 남경대학에는 약 3만7천명의 
학생들이 있으며 그중 박사·석사
는 8600여명이 된다. 국제학술계
에서 7명의 남경대학 학생이 미국 
대통령상을 수여받았다.
남경대학은 중국에서 국제학술 
교류활동이 가장 활발한 대학중
에 하나이다. 1979년 이래 남경대
학은 24여개 나라의 188개 대학

과 과학연구기구와 학술교류 및 
연구 협조 관계를 맺었다. 지금까
지 남경대학은 120여차례의 국제
회의를 주최하였고 연 2500여명
의 교사가 출국하여 유학하거나 
연수하며 연 1800여명의 외국전

문가를 초청하고 연 5400여명의 
외국 유학생들이 남경대학에서 
연수 학습한다.
남경대학의 개혁과 사업발전은 
중국정부의 커다란 중시를 받아
왔으며 사회 각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1999년 7월 중국
교육부와 강소성 인민정부는 공
동으로 남경대학을 중점적으로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부터 
남경대학은 나라에서 중점적으로 
건설하는 높은 수준의 대학 대열

에 들어섰다.
새로운 세기 남경대학은 종합적
이고 연구적이고 국제화 목표를 
실현하고 하루빨리 세계일류대학
의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 개혁을 
심화하고 부단히 탐색하고 있다.

세계적인
명문의대

남경중의약대
남경중의약대학은 WHO(세계보
건기구)가 공식 지정한 전통 의학 
연구센터이자, 중국 보건복지부가 
공식 지정한 국제 침구 교육센터
이다. 또한, 중국 교육부가 최초로 
공식 지정한 외국유학생에 대한 
전문 중의약 고등교육기관의 하
나로 지금까지 96개 국가의 7천
여명이 넘는 전문 의학인재를 양
성했다. 본교는 현대중의약 고등
교육의 중요 기지로써 다양한 전
공과정의 2만 8천 여명의 학생들
이 재학중이다. 또한, 중국전역에
서 우수한 인재가 끊임없이 모여
드는 중국 중의약 연구의 중점허
브 연구기간 중 하나이기도 하다.
남경중의약대학 국제 교육대학
은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이 있고, 
현재 세계 각국의 유학생이 약 
500여명 본과 연구생 등 정규 교
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중이다. 
남경중의약대학은 한중문과 환경
이 좋은 선림대학성 내에 위치하
고 있다.

2021년 (불기2565년) 04월 10일 토요일 제204호전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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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은 중국 장쑤성의 성도, 양쯔강 하류

에 발달한 도시로 '영(寧)'이라고 약칭한다. 지명
은 '남쪽의 수도'라는 뜻이다. 전국 시대의 초(楚)
나라가 금릉읍(金陵邑)을 설치했고 진(秦)나라는 
말릉(枺陵), 오(吳)나라는 건업(建業)이라 했으며 
그 후 백하(白下), 상원(上元), 집경(集慶) 등의 명
칭이 있었고 명(明)나라 때 난징이 되었다. 중국 
7대 도시의 하나로 태평 천국 운동 때 천경(天京)
이라고 불렀다. 신해혁명(辛亥革命) 이후 중화 민
국의 수도였고, 1949년 인민 해방군의 수중에 들

어간 후 장쑤 성의 행정 중심지가 되었다. 온천이 
있으며 명(明)나라 고궁 등의 유적이 있다. 난징 
대학을 비롯하여 유명한 교육 기관과 연구 기관
이 많이 있다. 교통의 중심지로 현재 3개의 철도
가 지나는 분기점이며 국내 주요 항공로가 이 곳
을 통과한다.
1842년에는 아편전쟁 후의 난징조약[南京條約]
이 이곳에서 체결되고, 1858년 톈진조약[天津條
約]에 의해 개항장(開港場)이 되었다. 신해혁명
(辛亥革命)의 결과 1912년에 중화민국(中華民國) 
임시정부가 여기에 수립되고, 1927년 수도가 되
어, 특별시제(特別市制)가 시행되었다.

중일전쟁(中日戰爭) 중에는 일본군에게 점령되
어, 왕자오밍[汪兆銘] 정권이 수립되었다가, 전후 
국민정부(國民政府)가 복귀하였으나, 1949년에 
중국공산군에 의해 점령되고, 중공정권 수립 후 
장쑤성의 성도(省都)가 되었다.
시가지는 서쪽과 북쪽이 양쯔강에 면해 있고 북
쪽에 무푸산[幕府山]·우룽산[烏龍山], 동쪽에 쯔
진산[紫金山], 남쪽에 위화타이[雨花臺], 서쪽에 
칭량산[淸凉山]·스쯔산[獅子山] 등이 솟아 군사
상 요지를 이루고, 또 주변에는 후청강[護城河]·
친화이강[秦淮河] 등 하천과 쉬안우호[玄武湖]·
모초우호[莫愁湖] 등 호수가 있어 지형의 변화

가 다양하다. 구시가를 둘러싼 성벽은 높이 13∼
25m, 주위 34km에 달하여 도시를 둘러싼 성벽으
로는 세계 최대로 알려져 있다.

난징은 원래 소비도시로서의 성격이 강하였으
나, 과거 약 20년간에 전통적인 견직물공업 외에, 
화학·기계·철강·식품 등 공업이 크게 일어나, 장
쑤성 최대의 공업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다.
한편, 난징은 대안(對岸)의 푸커우[浦口]와 더불
어 예로부터 양쯔강 하류의 도하지(渡河地)의 구
실을 담당해 온 하항(河港)으로, 수륙교통의 접
촉지가 되어 왔으며, 오늘날 진푸[津浦:天津∼浦
口]·후닝(上海∼南京)·닝우[寧蕪:南京∼蕪湖] 3
철도의 분기점이고, 또 후닝(상하이∼닝하이), 닝
항(닝하이∼항저우), 닝우(닝하이∼우후) 등 주요 
공로(公路)의 기점으로, 육상교통과 양쯔강의 수
상교통이 여기서 연결된다. 북쪽 성외(城外)의 샤
관[下關]에서의 양쯔강의 수심은 10m 전후로, 

연중 기선이 정박할 수 있으며, 그곳에 철도역·선
착장(船着場)을 중심으로 창고가 밀집해 있다.
한편, 1968년에 대안(對岸)의 푸커우와의 사이
에 철교와 도로교로 된 2층 구조의 창장대교[長
江大橋:6,700m]가 개통되어, 종래의 철도 및 도
로 교통의 장애를 해소하게 되었다.
난징은 화중(華中) 지방의 학술·문화의 중심지
로서, 난징대학[南京大學]을 비롯한 고등교육기
관 외에 과학원분원(科學院分院) 등 연구기관과 
쯔진산천문대·난징박물관·도서관 등이 있다. 또 
난징은 그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명승고적이 
풍부하기로도 유명하다. 쯔진산 남쪽에는 쑨원
[孫文]의 묘소인 중산릉(中山陵)이 있고, 그 서쪽
에 명나라 홍무제(洪武帝)의 효릉(孝陵)이 있다. 
그밖에 위화타이[雨花臺]는 쉬안우호·칭량산[淸
凉山]·지밍사[鷄鳴寺] 등과 더불어 명승지를 이
룬다.학술·문화의 중심지 남경

부자묘 (夫子廟)

부자묘(夫子廟)는 공자를 모신 사당으로 
일반적으로는 공묘(孔廟)라고도 한다.  이
는 남경(南京)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공자 
사당으로, 공자를 존경하는 의미의 '공부
자(孔夫子) '에서 이름이 유래 됐다.  간단히
는 문묘나 문선왕묘라고도 불리는 부자묘
는 중국의 4대 문묘중 하나이며 남경에서 
어머니의 강이라고 불리는 진회하(秦淮河)
의 내진회의 중심이다. 중국 전역의 공자
묘 중에서는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하지만 
강남(江南)을 대표하는 건축물이며 오늘날
에는 남경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손꼽힌다. 

남경 부자묘는 고대 강남의 지도리이며, 
금릉역사문인의 주축이다. 지금도 부자묘
가 위치한 곳은 남경의 번화가이지만 특히
나 내진회의 왼쪽인 십리진회는 육조시대
와 명,청 시대에 극도의 화려함을 이루었
던 곳이다. 남경이 무려 11번에 걸쳐 수도
가 되었기 때문에 육조시대에 부자묘 지역
은 상당히 번화가였다. 처음 부자묘는 송 
대 1034년으로 동진궁 옛터에 세워졌다. 
부자묘는 명,청 시대 남경의 뮨교(文桥)중
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동남쪽의 각 성
의 중심에 해당하는 문교 건축군이기도 하
다.  사당 앞의 진회하에 맞대어 조벽을 조
성했는데 부자묘의 조벽은 중국 조벽 중 

최고로 일컬어 진다.  예전에 공묘는 배치
형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벽-영성문-
동서패방'으로 사당앞의 광장을 이루는 요
소들이 존재헀고, 영성문 앞에는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부자묘의 반지와이다. 
반지(泮沚)는 명대 1575년에 건축되었으
며 기원을 주례(周禮)에 둔다.  옛날에는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자를 받들
어야했기에 각지에 공묘가 있었으며 국가 
사전 중 하나에 속하였다. 그렇기에 공묘
의 특징은 사당에 학교가 존재한다는 것이
다. 부자묘는 1034년에 처음 세워졌지만 전쟁과 
화재로 몇 차례 소실되어 두 차례 중건되었다. 특
히 1984년에는 고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역
사 전문가들이 재건 작업에 참여하였다. 부자묘 
주변 지역은 모든 건물이 전통 가옥의 모습을 유
지하고 있어 남경에서 가장 운치 있는 곳으로 알
려져 있으며, 그 앞을 흐르는 진회하(秦淮河)와 
야시장이 그 운치를 더한다. 매년 음력 5월 초에
는 보름에 걸쳐 '금릉등회'라는 행사가 열려 거리
가 등불로 장식되고, 시민들은 금릉서화와 무술
기공, 민간공예, 전통 풍속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
에 참여한다. 부자묘 주변은 볼거리와 먹을거리
가 풍부하여 언제든 도시의 활기를 느낄 수 있다. 
현재까지 약 8,000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
했으며, 1991년 중국 40대 여행 성지 중 하나로 
지정된 남경여행의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민주혁명의 아버지로 불리는 쑨원의 묘이
다. 중산(中山)은 그의 호이다. 난징 동쪽 자금산
(孫中山)에 자리해 있다. 자금산은 장쑤성에서 
가장 큰 규모로 꼽히는 삼림공원이다. 자연경관

이 뛰어나기로 이름 높다. 중산릉 주변으로 200
여 곳의 볼거리, 600여 종의 식물이 자생 중이다. 
단순한 묘의 기능을 넘어 장쑤성 내 유명 관광지
로 알려졌다. 공원 입구에 쑨원이 썼다는 '박애(博

愛)'라는 글자가 있다.
중산릉은 1927년부터 1929년까지 약 2년에 걸
쳐 만들어졌다. 너비가 6.6km, 길이가 7km, 총면
적이 약 20km2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황제
의 무덤에만 붙인다는 '릉(陵)'으로 불리는 것만 
봐도 쑨원에 대한 중국인의 존경심이 얼마나 큰
지 짐작할 수 있다. 난징에서 중산릉을 들르지 않
는다면 중국인이 아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쑨
원에 대한 중국인의 애정이 깊다.

중산릉 앞에는 대형 광장과 쑨원의 동상이 서 있
다. 쑨원의 묘를 참배하기 위해서는 긴 참배로와 
392개의 돌계단을 올라가야 한다. 계단이 392개
인 이유는 쑨원이 사망했을 당시 중국의 인구인 
3억 9천 2백만 명을 상징한다고 한다. 금빛 단지 
장식이 되어 있다. 계단을 올라 화강암으로 지어
진 제당에 도착하면 하얀 벽과 푸른색 기와로 된 
건물을 볼 수 있다. 이는 국민당의 깃발 청천백일
기를 상징한다고 한다. 쑨원이 제창한 삼민주의
(三民主義), 즉 민족, 민권, 민생이라는 글자가 함
께 쓰여 있다. 묘실에는 쑨원의 와상이 있으며 유
해는 제당의 가장 안쪽에 있는 동상 아래에 묻혀 
있다. 국민 정권이 대만으로 이동하며 대만에도 
중산릉을 만들었으나, 쑨원의 유해는 이곳 난징
에 있다.

중산릉(中山陵)

남경 성벽은 중국 명(明)대에 세워졌으며, 현재 
6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명성벽의 설계는 
독특하며 그 건축 기술 또한 우수하다. 성벽의 규
모가 넓고 웅대한데, 현재는 25.1킬로미터의 성벽
이 보존되어 있으며 중국에서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길이가 길고 가장 큰 규모의, 원래의 모습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도시 성벽이다.

남경 성벽 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지점인 
대성(台城, 명성벽의 한 부분) 구간의 동쪽에는 
자금산(紫金山)이 있으며, 북쪽으로는 현무호(玄
武湖)가 있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대성(台
城)위에는 남경시 명성벽 역사 박물관이 있으며, 
이 곳에서 남경 성벽의 발전 역사를 볼 수 있다. 

도시를 둘러싼 성벽은 중국 문화의 중요한 일부
분이며, 난징의 성벽은 가장 훌륭한 예이다.

남경성벽
명나라 성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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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되면 춘곤증, 이른바 '봄을 타는' 
사람들이 많다. 몸이 나른해지고 입맛
이 없으며, 일할 의욕을 상실한다. 그래
서 쇠약하거나 피로가 쌓여 있는 사람
은 봄에 심한 몸살을 앓기 쉽다. 
한의학에서는 춘곤증은 사람의 인체에
서 간장과 심장의 기운이 약해져서 생
기는 증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약해진 
간의 기능을 보강하는 데는 신맛 나는 
음식이 좋고 심장을 강화하는 데는 쓴
맛 나는 음식이 좋다.
다행히 봄철에는 산과 들에서 시거나 
쓴맛이 나는 냉이, 달래, 씀바귀 등 봄
나물을 캘 수 있다. 직접 캐지 않더라도 
시장에 가면 입맛을 돋우는 나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밥이 최고의 보약이라는 말처럼 제철
에 땅에서 소출되는 먹거리를 잘 골라
서 먹는 식보(食補)가 건강 유지의 으뜸
이다. 봄을 대표하는 봄나물 몇 가지를 
소개한다.

◆ 씀바귀
쓴맛을 내는 대표적인 나물이다. 대개 
쓴 식물은 염증을 내려주고 열을 풀어
주며 식욕을 돋워준다. 위장을 튼튼하
게 해 소화 기능을 좋게 하고 더위에도 
강하게 한다. <본초강목>과, <동의보감
>에 “오장의 나쁜 기운을 제거하여 심
신을 편하게 하고 염증을 다스린다.”고 
하였다.

◆ 민들레
나물로도 먹지만 샐러드로 먹어도 좋
다. 큰 민들레 잎은 상추처럼 쌈을 싸
서 먹기도 한다. 만성 위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생잎을 씹어먹으면 효과가 있
고, 종기가 났을 때는 민들레를 찧어 붙
이면 좋다. 꽃피기 전의 민들레는 통째
로 말려서 포공영(浦公英)이라는 약재
로 쓴다. 포공영은 피를 맑게 하고 종기
를 삭히며 멍울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
어 출산 여성의 젖몸살과 종기 치료에 
쓰인다.

◆ 쑥
<본초강목>에 "쑥은 속을 덥게 하고 냉
한 기운을 쫓아내고 습을 없애준다."고 
했다. 쑥에는 칼슘, 섬유소, 비타민A, B, 
C와 다량의 엽록소가 들어 있다. 쑥 특
유의 향기에 있는 치네올 성분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 
감기 치료와 냉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
가 있다. 과거 약품이 모자라던 시절에
는 지혈제, 상처치료제, 복통 치료제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인 가정상비약이었다.

◆ 질경이
질경이는 땅에 잎이 붙어서 자라는 특
성이 있다. 나물로도 좋지만, 열매는 차
전자(車前子)라 하여 가래를 없애주고, 
눈을 밝게 하며, 열을 내려주는 등 여러 
가지 약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
재 제약회사에서 변비치료제로 널리 이
용되고 있다.

◆ 냉이
<동의보감>에 "냉이로 국을 끓여 먹으
면 피를 끌어다 간에 들어가게 하고, 눈
을 맑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피곤
하면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주위에 통
증이 생기는데 이는 간장에 열이 쌓여 
생기는 현상이라고 한다. 이뇨작용이 
있으며, 냉이에 든 콜린 성분은 간장 활
동을 촉진하고 내장 운동을 보조해 간
장 쇠약, 간염, 간경화 등 간장질환에 효

과가 있다. 

◆ 달래
모양이 마늘과 비슷하여 '작은 마늘'이
라고 불린다. 성질이 따뜻하고 매운맛
을 가지고 있다. 비장과 신장의 기능을 
돕고, 가슴이 답답하고 아플 때 뭉친 기
운을 내려준다. 또 양기를 보강하여 남
성에게 좋은 나물이다. 몸의 저항력을 
키워주고, 빈혈과 동맥경화 예방에 특
별한 효과가 있다.

봄을 대표하는 봄나물의 효능

건 강

꽃가루 알레르기에 좋은
자연 요법 5가지

많은 사람들이 봄이되면 꽃가루 알레르
기로 고통받는다. 
꽃가루와 같은 입자를 흡입하게 되면 
신체가 화학 물질을 방출하여 알레르기
를 일으키는 것이다. 만약 이 문제로 고
통받고 있고, 꽃가루 알레르기에 좋은 자
연 요법을 찾고 있다면 이 글을 꼭 참고
하길 바란다.
아래 소개하는 꽃가루 알레르기에 효과
적인 5가지 자연 요법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의학적 
치료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프로바이오틱스
세계보건기구(WHO)는 프로바이오틱스
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살아 있는 
미생물은 장내 세균총을 개선하고, 면역
계에 영향을 주는 장내 세균총을 복구하
는 데 도움을 준다. 적절하게 섭취할 경
우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한다.
먼저 과학적 발견은 이 프로바이오틱스
가 꽃가루 또는 다른 물질로 인해 유발
되는 알레르기 치료에 유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박테
리아의 유형, 용량 및 영양 성분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알레르기 예방과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프로바이오틱 계
통이 무엇인지 계속 조사하고 있다. 하지
만 이미 입증된 연구에 따르면 프로바이
오틱스는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있어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방법으로
는 보충제도 있지만 프로바이오틱스 성
분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하나
의 방법이다. 이러한 음식에는 케피어, 
사우어크라우트(독일식 김치), 콤부차, 

그리고 자연 발효된 기타 식품들이 포함
된다.
◆ 퀘르세틴
폴리페놀의 한 유형인 퀘르세틴은 항산
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 물질은 면
역계를 자극하고 히스타민 방출을 억제
하며 염증을 줄이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
응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꽃가루 알레르
기에 도움이 되는 자연 요법일 뿐만 아
니라 천식같은 질병에도 도움이 된다. 실
제로 여러 알레르기 완화 의약품 및 보
충제에는 퀘르세틴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다. 퀘르세틴이 함유된 음식으로는 양
파, 브로콜리, 사과, 배, 녹차, 와인 등이 
있다.
◆ 감초
감초에는 항염증, 항바이러스, 항종양, 
항산화 성분, 그리고 간을 보호하는 활
성 성분인 글리시리진이 함유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아주 최근의 연구를 통해 
감초에 함유된 글리시진은 알레르기를 
완화할 수 있는 면역 제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
감초를 섭취하면 재채기나 코막힘과 같
은 전형적인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을 완
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성분은 동맥 압
력을 높일 수 있어서 고혈압을 앓고 있
다면 주의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의사와 상의한 후 섭취하는 것이다. 
요즘에는 사탕, 정제, 차, 추출물 등과 
같이 감초를 섭취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이 있다. 아니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감초 
조각을 씹어 먹음으로써 그 성분을 더 
간단한 방법으로 섭취하는 방법도 있다.
◆ 쐐기풀
약용 식물인 쐐기풀의 잎에는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및 히스타민이 들어 있다. 그

런데 이중 그런데 이중 히스타민은 특히 
우리를 놀라게 하고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이 화합물을 기초로 한 
다른 기술들은 이미 다른 질병에 대한 
정맥 주사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알
레르기 반응은 혈장 안의 낮은 히스타민 
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
에 이 화합물은 꽃가루 알레르기를 완화
하는 자연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쐐기풀을 섭취하는 방법으로는 쐐기풀 
추출물, 캡슐, 정제, 동종용법약제 등으
로 섭취할 수 있다. 이외에 수프, 주스, 
스무디 등에 넣어 먹는 방법도 있다.
단, 쐐기풀을 직접 수확할 경우 반드시 
적절한 예방 조처가 선행되어야 한다.
◆ 스피룰리나
스피룰리라는 조류류로 분말이나 정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반응
으로 인한 일반적인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완전하고 다양한 성분
을 함유하고 있어서 영양 보충제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 성분은 몇몇 흔
한 문제 중 일부를 예방할 수 있는 훌륭
한 자연 요법이다.
더욱이 스피룰리라는 면역계를 조절하
고 꽃가루 알레르기의 전형적인 증상인 
콧물, 울혈, 가려움, 재채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과정에 관여하는 히스타민과 면역 글로
불린 수치를 감소시킨다.
스피룰리나 섭취 방법으로는 분말뿐만 
아니라 정제 형태로도 시중에서 많이 찾
아볼 수 있다. 
보통 권장 복용량은 3~5g이다. 하지만 
이 성분 또한 의사의 감독하에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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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00위안 (1년)

33,800위안 (1년)

41,800위안 (1년)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내과학, 외과학, 소아과, 중약학, 침구학,
상한론 온병론, 중의문헌

방제학, 외과학, 내과학, 산부인과, 침구학, 소아과,
진단학, 안과학, 골상학

한의학, 외과학, 약학, 제약학, 침구학, 추나학, 간호학,
중약약리학, 한의미용학

한국총장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2021년도

제204호 2021년 04월 10일 토요일

불기 2565년 (단기4354년) 음력2021년 02월 29일

자세한 모집요강 및 입학원서는 남경중의약대학 홈페이지www.njutcm.co.kr), 02-511-2027 참고

www.njutc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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