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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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전화 02)511-2026~7    팩스 02)511-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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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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袈

裟

佛

事

문의 02)511-2026~7 계좌 우리은행 010-2171-2775 (불교조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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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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종단을 선택한다는 결론”이라고 전
했다. 또한 불교조계종에서는 교계 최초
로 65세 이상 승려에게 9급 공무원에 따
르는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혜인스님은 
“수행자가 청정계율을 지향하고 실천하
며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연금 지급이다. 이를 불교조계종이 실
천하고 있으며 제도화하고 있다”며 “종
단이 앞서 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하
는 종단이 진정한 비전 있는 종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조계
종 혜인스님은 "스님들이 계율청정과 포
교를 향해 정진하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불국토다. 스스로 끊임없는 자성과 성찰
을 통해 부처님 정법에 따르자"라고 전
했다. 불교조계종은 입종을 원하는 스님
들의 우편, 총무원 방문접수 등을 통하여 
스님들의 귀종신청 서류를 접수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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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정, 혜(戒定慧) 삼학은 해탈의 깨달
음으로 가는 길이다.
계(戒)는 우리의 근본적인 어리석음으

로 인해 그 동안 무반성적으로 저질러 
왔던 몸과 마음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
음으로써 정과 혜의 기초가 된다. 현생

의 모든 행위는 전생의 행위로 인한 업
이 드러나는 것이며, 동시에 내생에서의 
우리의 삶을 조건 지어주는 새로운 업이 
된다.
정(定)은 평소의 산란한 마음을 일정한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고요한 가운데 진
리를 관찰하게 하는 수행을 말한다. 평상
시의 우리의 삶은 전생에서의 그릇된 행
위들로 인한 업으로 인해 잠시도 멈춤이 
없는 번뇌의 침범을 받게 된다. 그러한 
번뇌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물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또한 끊임없이 그릇된 행위를 계속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윤회의 질곡에서 벗
어나지 못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번뇌의 
침입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정이다.
혜(慧)는 이와 같은 무명과 미혹을 깨뜨
리고 세계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깨닫
는 것이다. 혜는 역사상의 붓다가 깨달았
던 이 세계의 진실한 모습이자, 앞서 두 
단계의 수행과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지
혜·통찰을 말한다. 즉 그것은 이 세상에
서 연기법의 이치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등을 발견하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기도 한 것이다.
보시를 하지 않는 자는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 대승불
교의 육바라밀 십바라밀이 있지만 깨달
음의 원천은 계율을 지키는 것이 보시이
며 고요한 수행, 선의 종유도 보시이다.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보시이며 
모든 수행은 보시되어야 해탈에 이룰 수 
있다.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을 때에 수행이 아뢰야식을 떠날때의 
수행 모든 일을 하고 있지만 한다는 생
각이 없는 수행이 보시바라밀의 깨달음
의 수행인 것이다.

깨달음의 수행 2020서울국제불교박람회 온라인으로 개최

달라이라마 메시지 비롯한 타라 브랙, 파욱사야도, 밍규르 린포체 등 

세계 유명 명상지도자 강연, 집에서 듣는다

계율청정종단 불교조계종 입종안내

한국불교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을 꾀하
는 축제 2020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유

례없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온라인 박
람회로 변신을 꾀한 서울국제불교박람
회는 오는 11월 5일부터 15일까지 ‘마인
드풀 웰니스(MINDFUL WELLNESS), 
마음챙김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기’를 주
제로 열린다. 박람회는 공식 홈페이지
(www.bexpo.kr)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올해 불교박람회를 구성하는 여러 프로
그램 가운데 11월 5일부터 8일까지 단 
나흘간만 펼쳐지는 웹컨퍼런스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예년까지 대면으로 진행
됐던 명상컨퍼런스가 온라인 웹컨퍼런
스로 전환된 것으로, 인터넷이 연결된 곳
이라면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세계적 명
사의 강연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여러 가
지 이유로 아직 한국을 직접 방문하지 
못한 강연자를 온라인으로 초청하여 강
사진의 폭도 한층 넓혔다. 웹컨퍼런스를 
관통하는 주제는 ‘끌어안음’이다. 팬데믹 
시대에서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세계의 주요 명
상지도자 12인의 시각으로 제시한다. 한

국불교의 선수행은 물론 남방불교의 위
빠사나 수행, 서구의 마음챙김 수행, 티
벳 불교 수행을 대표하는 연사들의 강
연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자정력
을 회복하는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웹컨퍼런스에서 다루는 ‘끌어안음’
은 마음챙김으로 건강하게 행복할 수 있
는 방법을 모색하는 이번 불교박람회의 
전체 주제 ‘마인드풀 웰니스’와도 맞닿
아 있다.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건강
한 삶의 방식을 이들 강연을 통해 길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2020서울국제불교
박람회 명상 웹컨퍼런스는 비디오 컨퍼
런스 플랫폼인 줌(zoom)을 통해 온라인
으로 진행된다. 특히 5일 한국불교수행
의 명법스님과 8일 티벳불교수행의 남카
스님 강연은 라이브로 이루어져 실시간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웹컨퍼런스 참가
비는 1일 3만 원, 4일 통합권 10만 원이
다. 참가신청 및 보다 자세한 강연 정보
는 공식 홈페이지(www.bexpo.kr)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온 생명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일
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있
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정부의 반생명
적이고 안일하고 무책임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규탄한다.'

일본 정부가 오는 10월 27일 후쿠시
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
양에 방류하는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
라고 한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
를 일으킨 원자로 내의 용융된 핵연료
를 식히는 순환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
수가 유입돼 섞이면서 오염수가 하루 
160~170t씩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전체 오염
수는 123만t이다. 일본 정부가 해양 방
류를 서두르는 배경은 오염수를 보관
하는 저장탱크가 2022년 10월 포화상
태(137만톤)에 이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류 방침이 확정
되면 도쿄전력에서 방류 설비 설계에 
착수하고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안정
성 심사를 거쳐 설비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 2022년 하반기부터 하루 
160~170t 씩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방
침이다. 오염수를 20~30년에 걸쳐 태
평양으로 흘려보내 후쿠시마 원전 1~4
호기 폐로 완료 시점인 2041~2051년
에 맞춰 방류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
표를 세워 놓고 있다

문제는 방출되는 오염수의 방대하고
도 심각한 위험성이다. 일본 정부 측은 
오염수를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
해 기준치 이내로 낮춰 방류하겠다고 
하면서도 삼중수소는 기술적으로 제거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염수 해양 방
류 시 우리나라도 제거 되지 않은 삼중
수소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량 109만
톤 중 기준치 초과 물량은 78만톤으로 
72% 수준이다. 10~100배인 것이 15%, 
5~10배 19%, 1~5배 34%이다. 방사능
의 위험은 누구나 알고 있는 중대한 문
제이다. 우리는 지난 79년 스리마일, 
86년 체르노빌, 2011년 후쿠시마 사건
에서 방사능의 엄청난 위험을 체감했
다. 그동안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말로 
온 국민들을 안심 시켰지만 사실은 매
우 위험한 물질이었다. 이런 위험한 물
질을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인 태평양 
바다에 방류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
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 뿐 아니라 온 
생명과 세계 시민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즉각 오염수를 정화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서 경제적인 부
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방류해서
는 안되며, 저장탱크를 더 짓고 오염
수가 충분히 안전한 상태가 될 때까지 
잘 보관해야할 책임이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전 세계 국가들과 공조해서 일

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침을 올바르
게 세울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
다. 태평양 앞바다에 방류하면 1차적으
로 일본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
이며, 결국 전 세계를 돌며 온 생명과 
세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일
본 정부는 지금 즉시 이런 무지몽매하
고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온 생명과 
세계시민의 안전을 진중하게 생각하길 
바란다. 
불교계 시민사회는 온 생명, 전 세계 
시민, 국내의 시민들과 함께 일본 정부
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고 
오염수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일에 끝
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0년 10월 21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경인지역조계
종포교사회, 대한불교청년회, 동국명상
원, 상불사, 시적암, 신대승네트워크, 실
천불교전국승가회, 미추홀공덕회, 불교
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울산불교환
경연대, 인천조계종사암연합회. 대한불
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전북불교네트
워크, 조계종 민주노조, 참여불교재가연
대, (사)청소년교화연합회, 청교련 어린
이집연합회, 청정사, 하남시불교사암연
합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대학
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한국불교태고
종 전국비구니회, (사)한국사찰림연구소 
(26개 단체))

불교환경연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규탄 성명서 발표

불교환경연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오는 27일 방류하는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힌데 대하여 강력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다. 아래는 규탄 성명서 전문이다.
불교조계종 원장대행 법광스님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스님)은 
어르신들이 함께 즐기며 세대가 어우러
지는 지역축제의 장 ‘2020 시니어 슈퍼
스타 종로’ 노래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종로구가 주최하고 종로노인종합복지
관이 주관하는 본 행사는 코로나19 거
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온택트
(Ontect) 방식으로 진행되고, 11월 10일

(화) 14시, 복지관 
유튜브 채널에서 
본선 무대가 실시
간으로 스트리밍 
된다.
본 선 은  예 선 을 
거쳐 진출한 10팀
이 공연을 선보이
고, 예선 에피소
드를 담은 메이킹 
영상, 기념식, 축
하공연, 시상식이 
준비되어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

품권 최대 40만원이 주어진다. 특히, 보
이스트롯에서 반전 노래실력과 열정으
로 국민들의 마음을 울린 배우 정동남씨
가 사회를 보고, ‘타타타, 아빠와 함께 뚜
비뚜바, 바람같은 사람, 숙향아’를 부른 
가수 김국환씨가 코로나19로 답답하고 
우울한 나날을 집에서 보내시는 어르신
들을 위해 신나고 흥겨운 축하공연을 선

보일 예정이다.
관장 정관스님은 “올해로 제21회를 맞
는 시니어 슈퍼스타 종로는 지금까지 참
가자와 관람객이 한 데 모여 현장의 뜨
거운 열기와 응원 속에서 진행되었습니
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어르신들께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라 쉽
게 다가갈 수 있도록 예선 접수방법, 본
선 시청방법을 복지관 카카오채널 카드
뉴스와 유튜브 홍보영상,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즐거운 행사에 함께 하여 우
울한 코로나19 시기를 극복하는데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라며 
“작년 KBS 전국노래자랑에 나가 우리나
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할담비 지병수어
르신도 2018년 시니어 슈퍼스타 종로에 
출전하여 발굴되었습니다. 
종로의 트롯신이 될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다분한 끼와 가창력을 갖
고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시청자분들
의 관심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2020년 (불기2564년) 11월 06일 금요일제201호
불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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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모악산 금선암(주지 덕산 스님)은 
10월18일 금선암 극락보전에서 전라북
도 무형문화재 제270호 '불설대보부모은
중경언해'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날 고불식에는 제17교구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을 비롯해 여래향사 성찬 스님, 
완주 대각사 혜공 스님, 제천 대각사 주
지 백운 스님, 여래향사 주지 지현 스님 

등 스님들과 전주시 김현덕, 김동현 시의
원 등 다수 관계자 들이 참석하였다. 먼
저 1부에서는 여래향사 소파카 성찬 스
님이 강사로 나와 이번에 문화재로 지정
된 부모은중경의 특징과 중요성을 설명
했다. 성찬 스님은 "오늘 고불식을 하는 '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는 판각 연대가 
중국 명나라 신종 1년인 만년 원년 계유

년 계추에 판각되었다고 책에 인쇄되어 
있다"며 "선조 6년(1573년)으로 제작 연
대가 분명하고 한글번역으로 당시 전라
도 지방 언어를 알 수 있는 국문학과 미
술사, 불교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
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2부 고불식에서는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이 법문을 통해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부모님의 은
혜를 갚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부
모에 의해 태어나기전의 나를 참구 하고 
참구하여 공부해 깨달음을 이루자"고 정
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고불식을 
가진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는 1997
년 열반하신 금선암 중창주 금화당 초안 
스님이 소장하던 유품으로 현 주지 덕산 
스님이 금화 스님 탄신 100주년을 기해 
2019년 공개, 2020년 전라북도 유형문
화재 제270호로 지정됐다. 이 책은 내용
에 제작연도가 적혀있어 임진왜란 이전
인 선조 6년인 1573년 인쇄되었으며 한
글 언해본으로 그림도 수록되어있어 불
교 성전뿐만 아니라 조선 중기 전라도 
지방의 한글변천과정, 미술사, 불교학에
도 큰 의미가 있는 문화재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70호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고불식

전주 모악산 금선암 극락보전에서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고불식 봉행

BTN불교TV 유튜브 채널이 21일, 구독
자 3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구독자 20

만 명을 돌파했던 지난 3월에 이어 7개
월 만이다.
이로써 BTN불교TV 유튜브 채널은 개
신교, 가톨릭 등을 포함한 주요 종교방송
사 유튜브 채널(시사 보도 제외)중 구독
자 보유수가 최상위다. 또한 자체 분석 
결과, BTN불교TV 유튜브 채널의 시청
지속시간이 일반적 유튜브 영상 콘텐츠
의 평균보다 세배 이상 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작년 7월 구독자 10만 돌파로 
실버 버튼을 획득한 이후 구독자 증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까지 업로드 된 동영상만 1만 개, 
총 누적 조회 수는 1억2천만 뷰에 달한
다. 기존 인기 있던 광우스님, 혜민스님, 
법륜스님, 자현스님 콘텐츠 외에도 법정
스님 열반 10주기 특집, 혜암스님 탄신 
100주년 특집 등 시기에 맞는 콘텐츠를 

업로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마음이 불
안하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 종교채널의 
역할을 하기 위해 안심법문,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독경과 기도 등을 업로드해 랜
선 신행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반
응이다.
또한 BTN불교TV에서는 구독자 30만 
돌파를 기념하고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을 보내준 불자들과 구독자들에게 ‘구독
자 30만 돌파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 
2주간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BTN불
교TV에서 제작한 최신 독경(새벽예불, 
사시불공, 저녁예불, 천수경, 부모은중
경) MP3 음원파일과 특별한 폰사진 공
모전 수상작이 담긴 핸드폰 배경 이미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TN불교TV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종로의 트롯신을 찾아라!

BTN불교TV 유튜브 채널, 구독자 30만 돌파
종교채널 중 최상위, 구독자 30만 기념 이벤트 진행 

10월 25일 선암사 역대조사들을 추모하
는 추다례가 진영당과 응진당에서 봉행
됐다. 이날 추다례에는 태고총림 선암사 
방장 지암스님, 주지 시각스님, 문도스
님, 45기 합동득도수계산림 행자, 신도등
이 참석했다.
방장 지암스님은 법어에서 “우리 선조
사님들은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우리
에게 이렇게 훌륭한 전각과 정신을 물려
주셨습니다. 오늘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날 청명한 날씨에 여러분들이 선조사스
님의 얼을 받들어서 오늘 이렇게 추다례
를 모시게 되어 정말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는 좀더 열심히 정진하고 또 정진해
서  선조사스님들에게 부끄럼이 없는 그
러한 후손이 되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추다례에 참가한 인연공덕으로 여
러분들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시각 스님(선암사 주지)은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국에 추다례에 참석해주신 
문도와 신도여러분 감사합니다.”며 “선
조사스님들께 다례의식을 갖게 된점을 
기쁘고 그리고 또 고맙습니다.”라고 추
다례에 참석한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말
씀을 전했다. 
선암사는 봄과 가을에 역대조사들을 추
모하는  다례를 모시고 있다. 춘다례는 
음력 3월 3일, 추다례는 음력 9월 9일 열
린다.

(사)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도웅 스
님ㆍ천태종 사회부장)는 통일교육협의
회 후원으로 10월 18일 파주 일대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DMZ 통일 역사기
행’을 끝으로 총 5차례에 걸친 ‘DMZ 통
일 역사기행’을 대단원을 마쳤다.
나누며하나되기는 수원지역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50명을 대상으로 ‘DMZ 통

일 역사기행’을 열고, 남북분단의 아픔
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겼다. 청소년과 학
부모들이 함께 남북 대치 현장인 파주 
DMZ 일대를 둘러보며 우리 민족의 지
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평화 통일을 염원
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경의선 열차 및 독개다리, 망배단, 
호로고루성, 황포돚배, 경순왕릉을 둘러

봤다. 난생처음 타보는 황포돚배에 몸을 
싣은 학생들은 임진강을 따라 고랑포 나
루터와 개성 벽란도까지 가는 옛 뱃길을 
갈수 없어 북녘하늘을 뒤로 한 채 다음
일정을 기약했다. 또한 고구려 유적지인 
연천 호루고루성 잔디밭에서 펼쳐진 통
일 골든벨 시간에는 오랜만에 교실 밖을 
벗어난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볼 수 없었
던 생생한 역사의 현장에 진지한 표정으
로 설명을 듣고 고민속에 문제를 풀기도 
했다. 이번 통일 역사기행한 참가한 김태
경 학생은 “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역
사를 직접 보고 체험해 보니까 더 재미
있고 유익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신
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릉 참배와 임진
각 망배단과 망향의 노래비를 둘러보며 
분단의 아픔 · 이산가족, 실향민의 아픔
을 잠시나마 함께 체감했다. 또 한국전쟁 
당시 포로 1만여 명이 귀환한 것으로 알
려진 ‘자유의 다리’를 다시 한 번 건너며, 
다시한번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을 기
원했다. 

태고종 총본산 선암사 역대조사 추모 추다례 봉행

나누며하나되기, 청소년들과 함께한 
'DMZ 통일 역사기행' 성료

수익의 일부는 불교조계종 종단스님들의 노후연금조성을 목적으로 쓰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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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교(親交)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 
생기고, 가정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러운 
때가 낀다. 친교도 
없고 가정생활도 하
지 않는다는 것이 성
인의 생각이다.
이미 돋아난 번뇌의 
싹을 잘라버리고, 새
로 심지 않고 지금 

생긴 번뇌를 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혼자서 행동하는 성인이라 불린다.
그 위대한 성인은 평안의 경지에 도달
한 것이다. 번뇌가 일어나는 근본을 헤아
려 알고,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기르
지 않는다면, 그는 참으로 생(生)을 멸해 
구경(究竟)을 본 성인이다. 그는 망상 분
별을 초월하여 윤회하는 무리 속에 끼지 
않는다.
모든 집착이 일어나는 곳을 알아 아무
것도 바라지 않고, 탐욕을 떠나 욕심이 

없는 성인은 무엇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
다. 그는 이미 피안(彼岸)에 다다랐기 때
문이다.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온갖 것을 알며, 지
극히 총명하고 여러 가지 사물에 더럽혀
지지 않으며, 모든 것을 버리고 애착을 
끊어 해탈한 사람, 그분이야말로 성인임
을 현자(賢者)들은 안다. 
지혜로운 힘이 있고 계율을 지키며, 마
음이 잘 집중되어 선정을 즐기며, 생각이 
깊고 집착에서 벗어나 거칠지 않고 번뇌
의 때가 묻지 않은 사람, 그분이야말로 
성인임을 현자들은 안다.
성인인은 혼자서 행동하고 게으르지 않
으며, 칭찬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소리를 듣고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자처
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
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남에게 이
끌리지 않고 남을 이끄는 사람, 그분이야
말로 성인임을 현자는 안다. 
남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거나 
욕을 하더라도 멱감는 강가의 기둥처럼 

태연하고 탐욕을 떠나 모든 감관을 잘 
가라앉힌 사람, 그분이야말로 성인임을 
현자는 안다.
성행위를 하지 않고, 젊어서도 여자에게 
집착하지 않으며, 교만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그분이야말
로 성인임을 현자는 안다.
세상 일에 달관하고 최고의 진리를 알
며 거센 흐름을 헤치고 바다를 건넌 사
람, 속박을 끊고 의존하지 않으며 욕정의 
흐름을 아주 끊어버린 사람, 그분이야말
로 성인임을 현자는 안다.
출가자와 재가자는 사는 곳과 생활 양
식이 서로 같지 않다. 재가자는 처를 부
양하지만, 출가자는 계율을 잘 지켜 내 
것이라는 집착이 없다. 재가자는 용서 없
이 남의 목숨을 해칠 때가 있지만, 성인
은 자제하여 산 목숨을 보호한다. 이를테
면, 하늘을 나는 공작새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백조의 흰빛을 따를 수 없듯이, 재
가자는 세속을 떠나 숲속에서 명상하는 
수행승의 그 덕에는 미치지 못한다.

화두는 들어 일으키
는 곳에서 알아맞히
려 하지도 말고, 생
각으로 헤아리지도 
말며, 또한 깨닫기
를 기다리지도 말아
라. 더 생각할 수 없
는 곳에까지 나아가 
생각하면, 마음이 더 
갈 곳이 없어서 마치 
늙은 쥐가 쇠뿔 속으

로 들어가다가 잡히듯 할 것이다. 이런
가, 저런가, 따지고 맞혀 보는 것이 식정
(識情)이며, 생사를 따라 굴러다니는 것
이 식정이며, 무서워하고 갈팡질팡하는 
것도 또한 식정이다. 요즘 사람들은 이 

병통을 알지 못하고 다만 이 속에서 빠
졌다 솟았다 하고 있을 뿐이다. 
화두를 참구하는 데에 열 가지 병이 있
다. 분별로써 헤아리는 것, 눈썹을 오르
내리고 눈을 끔쩍거리기를 그치지 않는 
것, 말 길[語路]에서 살림살이를 짓는 
것, 글에서 끌어다 증거를 삼으려는 것, 
들어 일으키는 곳에서 알아맞히려는 것,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일 없는 곳에 
들어앉아 있는 것, 있다는 것이나 없다는 
것으로 아는 것, 참으로 없다는 것으로 
아는 것, 도리가 그렇거니 하고 알음알이
를 짓는 것, 조급하게 깨치기를 기다리는 
것들이다. 
이 열 가지 병을 떠나 화두에만 정신 차
려 '무슨 뜻일까?' 하고 의심할 일이다.  

이 일은 마치 모기가 무쇠로 된 소에게 
덤벼드는 것과 같아서, 함부로 주둥이를 
댈 수 없는 곳에 목숨을 떼어 놓고 한 번 
뚫어 보면 몸뚱이 째로 들어갈 것이다. 
공부는 거문고 줄을 고르듯 하여 팽팽하
고 느슨함이 알맞아야 한다. 너무 애쓰
면 병나기 쉽고, 잊어버리면 무명(無明)
에 떨어지게 된다. 성성하고 역력하게 하
면서도 차근차근 끊임없이 해야 한다. 거
문고 타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 줄의 느
슨하고 팽팽함이 알맞아야 아름다운 소
리가 제대로 난다고 했다. 공부하는 것도 
이와 같아서 조급히 하면 혈기를 올리게 
될 것이고, 잊어버리면 흐리멍덩하게 된
다.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되면 
오묘한 이치가 그 속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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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선할 때는 죽기를 
두려워 말고 살기도 
바라지 말라. 살기만 
하고 죽지 못할까 걱
정해야 한다. 
진실로 의정(疑情)
과 더불어 한곳에 매
여 있기만 하면 거
친 환경은 쫓지 않아
도 저절로 물러갈 것
이요, 망령된 마음은 

맑히기를 힘쓰지 않아도 스스로 맑아질 
것이다. 
육근(六根)의 문턱이 자연히 텅 비고 넓
어져 손만 들면 곧 잡히고 부르면 즉시 
대답하는데 어찌 살지 못할 것을 걱정할 
것인가. 화두를 들 때는 반드시 화두가 
뚜렷하고 분명해야 한다.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와 같이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 굴에 주저앉아 혼혼침침(昏
昏沈沈)하여 일생을 허송하게 될 것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는 두 눈을 부릅
뜨고 네 다리를 딱 버티고, 어떻게 하면 
쥐를 잡아먹을까만을 생각한다. 
비록 곁에 닭이나 개가 있더라도 눈 한 
번 팔지 않는다. 참선하는 사람도 이와 
같이 분연히 이 도리를 밝히고야 말겠다 
하고, 어떠한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한 생
각도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만약 조금이
라도 딴 생각을 일으키면 쥐만 놓칠 뿐 
아니라 고양이 새끼마저 놓치게 될 것이
다.

일행삼매(一行三昧)
란 가고 멈추고 앉고 
눕고 간에 항상 곧은 
마음을 쓰는 일이다. 
그러므로 유마경(維
摩經)에 말씀하기를 
'곧은 마음이 도량이
며, 곧은 마음이 정토
(淨土)다'라고 한 것
이다. 
마음으로는 아첨하

고 굽은 짓을 하면서 입으로는 일행삼매

를 말하면서 마음은 곧지 않게 하지 마
라. 곧은 마음으로 행하여 모든 것에 걸
리지 마라. 
어리석은 사람은 법상(法相)에 집착하
여 일행삼매를 가리켜 말하기를, 가만히 
앉아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고 한
다. 이는 무정(無情)과 같아서 오히려 도
(道)를 막는 인연이 된다. 도는 반드시 
통하여 흐르게 해야 하는데 어찌 도리어 
막히게 할 것인가. 마음이 무엇에도 걸리
지 않으면 도가 곧 통해 흐를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무엇에 걸린다면 이것은 

스스로 얽히는 일이다.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옳다고 한
다면, 저 사리풋타가 숲속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유마힐에게 꾸중을 들은 일과 같
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앉아서 고요히 
마음을 관해 움직이지 않고 일어나지 않
게 하면 이것이 공(空)이 된다.'고 가르친
다.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집착해 전도된 말이다.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으니, 이와 같은 
상교(相敎)는 크게 그릇된 것임을 알아
야 한다.

참선하는 이는 항상 
이와 같이 돌이켜보
아야 한다. 네 가지 
은혜가 깊고 높은 것
을 알고 있는가? 네 
가지 요소[四大]로 
이루어진 더러운 이 
육신이 순간순간 썩
어가는것을 알고 있
는가? 사람의 목숨이 
숨 한 번에 달린 것

을 알고 있는가? 일찍이 부처님이나 조
사를 만나고서도 그대로 지나치지 않았
는가? 높고 거룩한 법을 듣고 기쁘고 다
행한 생각을 잠시라도 잊어버리지는 않
았는가? 공부하는 곳을 떠나지 않고 도
인다운 절개를 지키고 있는가? 곁에 있
는 사람들과 쓸데없는 잡담이나 하며 지
내지 않는가? 분주히 시비를 일삼고 있
지나 않는가? 화두가 어느 때나 똑똑히 
들리고 있는가? 남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도 화두가 끊임없이 되는가? 

보고 듣고 알아차릴 때에도 한 생각을 
이루고 있는가? 제 공부를 돌아볼 때 부
처님과 조사를 붙잡을 만한가? 금생에 
꼭 부처님의 지혜를 이을 수 있을까? 앉
고 눕고 편할 때에 지옥의 고통을 생각
하는가? 이 육신으로 윤회를 벗어날 자
신이 있는가? 이런 것이 참선하는 이들
의 일상생활 속에서 때때로 점검되어야 
할 도리이다. 옛 어른이 말하기를 '이 몸 
이때 못 건지면 다시 언제 건지랴!' 하지 
않았는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보는 것
들을 흔히 으뜸가는 
것이라 하고, 그 밖에 
다른 것들은 여러 가
지 견해에 붙들려 모
두 뒤떨어졌다고 한
다. 그러므로 그는 논
쟁을 극복할 수 없다. 
그는 본 것, 배운 것, 
계율이나 도덕, 사색

한 것에 대해서 자신 안에서 어떤 결론
을 내리고서 그것만을 집착한 나머지 그 
밖의 다른 것은 모두 뒤떨어진 것으로 
안다. 사람이 어떤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 밖의 다른 것은 모두 하잘것없다고 
본다면, 그것은 대단한 장애라고 진리에 
도달한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기 때문에 
수행자는 본 것, 배운 것, 사색한 것, 또
는 계율이나 도덕에 구애를 받아서는 안 
된다. 지혜에 대해서나 계율이나 도덕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자기를 남과 동등하다거나 남보다 못하
다거나 또는 뛰어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진리에 도달한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던 견해를 버리고 집착하지 않으며 지
혜에 대해서도 특별히 의존하지 않는다. 
그는 여러 가지 다른 견해로 분열된 사
람들 틈에 있으면서 당파에 맹종하지 않
고 어떤 견해일지라도 그대로 믿는 일이 

없다. 그는 양극단에 대해서 여러 생존에 
대해서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원하는 
바가 없다. 모든 사물에 대해 단정할 만
한 고집이 그에게는 조금도 없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본 것, 배운 것 또는 사색한 
것에 대해서 티끌만한 망상도 가지 않는
다. 어떠한 견해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
이 어찌 이 세상에서 망상 분별하겠는가. 
그는 망령된 생각으로 분별하지 않고, 그 
어느 한 가지 현해만을 유달리 존중하지
도 않는다. 
그는 모든 가르침을 원하지도 않고 계
율이나 도덕에 매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람은 피안(彼岸)에 이르러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다.

무엇이 최고인가 

죽기전에 애착을 떠
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대해서
도 이것저것 생각하
지 않는다면, 그는 미
래에 대해서도 별로 
걱정할 것이 없다. 그
런 성인은 화내거나 
두려워 떨지 않고 우
쭐거리지 않으며, 후
회하지 않고 주문을 

외거나 허둥거리지 않으며 말을 삼간다. 
미래를 원하지도 않고 과거를 추억하며 
울적해하지도 않는다. 감관에 닿는 모든 
대상에서 멀리 떨어질 것을 생각하며, 여
러 가지 견해에 이끌리는 일이 없다. 
탐욕에 멀리 떠나 거짓 없고 욕심내지 

않으며, 인색하거나 거만하지 않고 미움
받지 않으며 두말을 하지 않는다.
유쾌한 일에 빠지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으며, 부드럽고 상냥하게 말하며 잘못 
믿는 일도 없고 버릴 욕심도 없다. 이익
을 바라고 배우지 않는다. 이익이 없을
지라도 성내지 않는다. 애착 때문에 남
을 거역하지 않으며, 맛있는 음식을 탐내
지 않으며, 항상 평온해 바른 생각을 가
지고 있으며, 남을 자기 처지에서 생각하
지 않는다. 자기가 뛰어났다거나 못하다
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번뇌의 
불이 타오르지 않는다. 걸림없는 사람은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걸림이 없는 것이
다. 그에게는 생존을 위한 애착도 생존을 
끊어 없애려는 욕망도 없다. 모든 욕망
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평안한 

사람이라고 나는 말한다. 그에게는 얽매
임의 매듭이 없고 이미 모든 집착을 뛰
어넘었다. 그에게는 자식도 가축도 논밭
도 주택도 없다. 이미 얻은 것도 얻지 못
한 것도 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 범
부와 사문 또는 바라문들이 그를 비난
하여 탐욕이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는 
욕심 같은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
문에 여러 가지 힐난을 받아도 동요하지 
않는다. 그 성인은 탐욕을 떠나 인색하지 
않으며, 자기가 잘났다던가 못났다고 말
하지 않는다. 그는 분별을 두지 않으므로 
망상 분별에 따르지도 않는다. 그는 세상
에서 가진 것이 없다. 또 없는 것을 걱정
하지도 않는다. 그는 어떤 사물에도 이끌
리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참
으로 평안한 사람이라 할 만하다. 

그대들이 만약 미리 
칠통(漆桶)을 철저히 
깨뜨리지 않으면 섣
달 그믐날을 당해 정
신 차리지 못할 것이
다. 어떤 사람들은 남
이 참선(參禪)하는 
것을 보고 '아직도 저
러고 있나?' 하고 비
웃는다. 그러나 내 그
런 사람에게 물으리

라. '문득 죽음이 닥치면 그대는 어떻게 
생사를 대적 하겠는가?' 
평상시에 힘을 얻어 놓아야 급할 때 다
소 힘을 덜 수 있는데, 목마르기를 기다
려 샘을 파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죽음이 박두하면 이미 손발을 쓸 수가 

없으니, 앞길이 망망하여 어지러이 갈팡
질팡할 뿐이다. 평시에 구두선(口頭禪)
만 익혀 선(禪)을 말하고, 도(道)를 말하
며, 부처를 꾸짖고 조사(祖師)를 욕해 제
법 다해 마친 듯 하다가 여기에 이르러
서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 평시에 남
들은 속여 왔지만 이때를 당해 어찌 자
기마저 속일 수 있으랴. 
권하노니, 육신이 건강할 동안에 이 일
을 분명히 판단해 두라. 이 일은 풀기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닌데, 힘써 정진하려
고는 하지 않고 어렵다고만 하니, 진정한 
대장부라면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화두(話頭)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한
다. 어떤 스님이 조주(趙州)스님에게 묻
기를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하자 답하
기를 '무(없다)'라고 했다. 어째서 없다

고 했는지 없다는 그 뜻을 참구(參究)해
야 한다. 밤이나 낮이나 가나오나 앉으나 
서나 생각생각 끊이지 않고 정신을 차
려 참구하라. 날이 가고 해가 지나 정진
이 여물어지면 마음 빛이 활짝 열려 불
조(佛祖)의 기틀을 깨달아, 문득 천하 노
화상(老和尙)의 혀끝에 속지 않고 스스
로 큰소리치게 될 것이다. 알고 보면 달
마(達摩)가 서쪽에서 왔다는 것도 바람
이 없는데 파도를 일으킨 것이요, 부처님
이 꽃을 들어 보이신 것도 오히려 허물
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일천 
성인도 오히려 열지 못하는데 어찌 염라
대왕을 말할 것인가. 여기에 신기한 도
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하지 
말라. 일이란 마음 있는 사람을 두려워한
다.

많은 사람이 부처님 
법 안에서 도를 이루
었는데, 그대는 어째
서 아직도 고해에서 
헤매고 있는가. 그대
는 시작 없는 옛적부
터 이생에 이르도록 
깨달음을 등지고 티
끌에 묻혀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구나. 
항상 악업을 지어 삼

악도에 떨어지고 착한 일은 하지 않으니 
생사의 바다에 빠진 것이 아닌가. 
몸은 여섯 도둑을 따라 악도(惡道)에 떨
어지니 고통이 극심하고, 마음은 일승법
(一乘法)을 등지니 사람으로 태어나도 
부처님 나시기 전이거나 그 후일 수밖에 
없다. 이제 다행히 인간으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부처님이 안 계신 말세이니 슬프
다, 이것이 누구의 허물인가. 그러나 그
대가 이제라도 반성하여 애욕을 끊고 출
가하여 티끌세상에서 벗어나는 진리를 
배운다면 마치 용이 물을 만난 듯, 범이 
산에 의지한 듯 하여 그 뛰어난 도리는 

말로 다할 수 없다. 사람에게는 과거와 
현재가 있으나 법은 멀고 가까움이 없고, 
사람은 어리석고 지혜로움이 있으나 도
(道)는 성하고 쇠함이 없다. 설사 부처님 
생존 시에 태어났더라도 부처님의 가르
침을 따르지 않으면 무엇이 이로우며, 말
세를 만났더라도 부처님의 교법을 받들
어 행한다면 무엇을 걱정할 것인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의
사와 같아 병에 따라 약을 주지만 먹고 
안 먹는 것은 의사의 허물이 아니다. 나
는 또 길잡이와 같아 바른 길로 인도하
지만 듣고도 가지 않는 것은 길잡이의 
허물이 아니다. 자기를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방법이 모두 갖추어 졌으니, 
가령 내가 오래 살더라도 별다른 이익
이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 내 제자들이 
차례차례로 받들어 행하면, 여래의 법신
은 항상 머물러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치를 안다면 자신이 도를 닦지 
않는 것을 한탄할지언정 어찌 말세라고 
걱정할 것인가. 간절히 바라노니, 그대
는 모름지기 굳은 뜻을 세워 활짝 열린 
마음으로 여러 가지 반연을 쉬고 뒤바뀐 

생각을 버려라. 참으로 죽고 사는 이 큰
일을 위해 조사(祖師)의 화두를 자세히 
탐구하라. 그래서 철저하게 깨닫는 것으
로 근본을 삼아야 한다.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하여 물
러서서는 안 된다. 이 말세에 부처님이 
떠나신 지가 오래 되니 마군은 강하고 
불법은 약하며 옳지 않은 사람이 많아, 
남을 이롭게 하는 이는 적고 잘못되게 
하는 이가 많으며, 지혜로운 이는 드물고 
어리석은 이가 많다. 스스로 도를 닦지 
않으면서 남까지 시끄럽게 하니, 수행을 
방해하는 일을 말로는 다할 수 없다. 그
대가 길을 잘못 들까 하여, 내 조그만 소
견으로 열 가지를 마련하여 경책하니, 반
드시 믿고 그대로 행하여 한 가지도 어
기지 말라. 어리석어 안 배우면 교만만 
늘고 어두운 마음 닦지 않으니 <너>와 <
나>만 크네. 빈속에 뜻만 크니 굶은 범 
같고 지식 없이 방탕함은 미친 원숭이와 
같다. 삿된 말 나쁜 소리는 곧잘 들으면
서 성현들의 가르침은 모른 체하니 착한 
일에 인연 없어 누가 건지랴 나쁜 세상 
헤매면서 고생할 밖에.

그대 어째서 아직도

교육부원장
덕산 스님

세상 사람들은 모양
을 보면 그 모양에서 
뛰어나지 못하고, 소
리를 들으면 그 소리
에서 뛰어나지 못한
다. 어떻게 하면 모양
과 소리에서 뛰어날 
수 있을까? 이미 모
양과 소리에서 뛰어
났으면 반드시 공부
를 시작해야 한다. 어

떻게 바른 공부를 시작할 것인가? 이미 
공부를 시작했으면 그 공부를 익혀야 하

는데 공부가 익은 때는 어떤가? 공부가 
익었으면 다시 거친 콧김을 없애야 한
다.거친 콧김을 없앤 때는 어떤가? 콧김
이 없어지면 냉담하고 재미가 없으며, 기
력이 없고 의식이 분명치 않으며 마음도 
활동하지 않는다. 또 그때에는 그 허망한 
몸이 인간에 있는 줄을 모른다. 
그런 경지에 이르면 그때는 어떤 시절
인가? 공부가 지극해지면 움직이고 조용
함에 틈이 없고, 자고 깸이 한결같아 부
딪쳐도 흩어지지 않고 움직여도 잃지 않
는다. 
마치 개가 기름이 끓는 솥을 보고 핥으

려 해도 핥을 수 없고, 버리려 해도 버릴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때에는 어떻게 해
야 하는가? 갑자기 백이십 근이나 되는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단박 꺾이고 단
박 끊긴다. 그때에는 어떤 것이 그대의 
자성(自性)인가? 이미 자성을 깨쳤으면 
자성의 작용은 인연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럼 어떤 것이 작용
에 따름인가? 이미 자성의 작용을 알았
으면 생사를 초월해야 하는데, 눈빛이 땅
에 떨어질 때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
미 생사를 벗어났으면 그 가는 곳을 알
아야 한다. 

부원장
서봉금산 스님

평안한 사람.

감찰원장
백산지견 스님

일상의 점검

전남광주종무원장
도명 스님

공부 열 가지

교육국장
진산 스님

고양이 쥐 잡듯이

교무국장
율조 스님

성인의 길

화두의 열 가지 병

부산종무원장
명원 스님

울산종무원장
법철 스님

일행삼매 (一行三昧)

부원장
도불 스님

목마르기 전에 샘을 파라

부원장
법안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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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세계의 모든 부
처님께 공양(供養)하
는 것보다는 한 사람
의 무심도인(無心道
人)에게 공양하는 것
이 더 낫다. 왜냐하면 
무심이란 분별 망상 
없는 마음이기 때문
이다. 있는 그대로의 
본체가 안으로는 목
석과 같아 동요함이 

없고, 밖으로는 허공과 같아 막힘이 없
으며, 주체와 객체도 없고 방향과 위치도 
없고 모양도 없으며, 얻을 것도 잃을 것
도 없다. 수행인이 이 법에 들어오지 못
하는 것은 공(空)에 떨어져 머물 곳이 없

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멀리서 강 건너 기슭만 바라
보고는 스스로 물러서서 아는 것을 구하
니, 아는 것을 구하는 이는 쇠털과 같이 
많고 도를 깨닫는 이는 쇠뿔과 같이 드
물다. 
오늘날 수행인들이 자기 마음 가운데서 
깨닫고자 하지 않고 마음 밖으로 상에 
집착하여 대상을 취하니 모두 도(道)와
는 어긋난다. 이 마음은 곧 무심(無心)인 
마음이며 모든 상(相)을 떠난 것이다. 
중생과 부처가 다시 차별이 없으니 무
심하기만 하면 이것이 곧 구경(究竟)이
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무심하지 않으
면 몇 겁을 수행해도 끝내 도는 이루지 
못할 것이다. 삼승(三乘)의 수행에 얽혀 

해탈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마
음을 깨닫는 데는 더디고 빠름이 있다. 
이 법을 듣고 한 생각에 무심한 이도 있
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무심한 이도 있
으니, 어느 것이든 마침내는 무심해야만 
도를 얻는 법이다. 이 법은 다시 닦거나 
증(證)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실로 얻을 
것이 없는 것이지만 진실하여 허황하지
도 않다. 한 생각에 얻은 이나 여러 과정
을 거쳐 얻은 이나 그 결과는 같으며 깊
고 얕은 차이가 없다. 무심을 모르는 선
행이나 악행은 모두 상에 집착한 것이다. 
그러므로 악을 행해 괴로운 윤회를 받고 
선을 행해 부질없이 수고하니, 모두가 자
기의 무심한 마음을 보는 것만 같지 못
하다.

"경(金剛經)에 말씀
하기를 '무릇 상(相)
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또 형상
으로 나를 보거나 음
성으로 나를 찾는다
면 이 사람은 그릇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여래를 보지 못한다.'
고 하지 않았던가. 
이와 같이 사물이나 

형체는 진실이 아님을 알 것이다. 그러므
로 예부터 모든 성인들이 닦으신 공덕을 
말씀하실 때는 한결같이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마음을 강조했다. 
마음은 모든 성인의 근원이며 일만 가지 

악의 주인이다. 열반의 즐거움도 자기 마
음에서 오는 것이요, 삼계 윤회의 고통도 
또한 마음에서 일어난다. 마음은 곧 세간
을 뛰어나는 문이고 해탈로 나아가는 나
루터이다. 문을 알면 나아가지 못할까 걱
정할 것이 없고, 나루터를 알면 저 기슭
에 이르지 못할 것을 어찌 근심하겠는가. 
가만히 살피건대, 요즘 사람들은 아는 것
이 얕아 겉모양만으로 공덕을 삼으려 한
다. 힘써 공을 들여 자기도 손해보고 남
도 또한 미혹하게 하며, 이러고서도 부끄
러운 줄 알지 못하니 어느 때에나 깨칠 
것인가. 세간의 덧없는 유위법(有爲法)
을 보고는 애써 애착하고, 상(相)이 없는 
천진면목을 말하면 아득하여 알지 못한
다. 그러면서 세간의 조그마한 즐거움을 

탐착하고 다가올 큰 괴로움은 깨닫지 못
하니, 이와 같이 공부해서는 헛되이 스스
로를 피로하게 할 뿐 도무지 이익이 없
을 것이다. 다만 마음을 잘 거두어 안으
로 돌이켜 깨치면 보는 것이 항상 맑아, 
삼독심은 끊어져 사라지고 육적이 드나
들 문은 닫혀 침범하지 못하게 될 것이
다. 이때 비로소 한량없는 공덕의 갖가지 
장엄과 무량 법문을 낱낱이 다 성취하여 
순식간에 범부를 벗어나 성인의 경지에 
오르게 될 것이다. 깨침은 잠깐 사이에 
있는 것인데 어찌 머리가 희기를 기다리
랴. 참된 법문의 심오한 뜻을 어찌 갖추
어 말할 수 있으랴. 여기서는 마음 관하
는 것만을 말하여 나머지 세밀한 일을 
짐작케 하려는 것이다."

2020년 (불기2564년) 11월 06일 금요일제201호

어느 때 부처님은 
천 이백 오십 명의 
많은 비구들과 함께 
사밧티[舍衛城]의 
기원정사(祇園精舍)
에 계셨다. 이른 아
침 걸식을 마치고 발
을 씻은 뒤 좌선을 
하고 있는데, 많은 대
중이 부처님 곁에 모
여들었다. 그때 장로

(長老)비구인 수부티도 자리를 같이 했
었다. 그는 부처님께 합장하고 다음과 같
이 여쭈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보
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그들에게 부촉
(付囑)하십니다. 구도의 길에 나선 선남
자 선여인은 어떻게 행동하며, 그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착하다, 수부티. 
잘 들어라. 보살이 깨달으려는 마음을 낸 
다음에는 이와 같이 그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 
즉 '알에서 난 것', '태에서 난 것', '습기에
서 난 것', '저절로 난 것'[化生], '형체 있
는 것', '형체 없는 것', '생각 있는 것', '생
각 없는 것', '생각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것', 이와 같은 온갖 중생들을 모두 
열반에 들도록 제도(濟度)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렇듯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한 중생도 제
도를 얻은 이가 없는 것이 된다. 왜냐하
면, 보살에게 '나' 라든가 '남' 이라든가 '
중생' 이라든가 '목숨' 이라는 생각이 있
으면 그는 벌써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살은 또 무엇에 집착하여 보시(布施)
해서는 안 된다. 즉 형상에 집착함이 없

이 보시해야 하며,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생각의 대상에 집착함이 없이 
보시해야 한다.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
되 아무런 생각의 자취도 없이 해야 한
다. 왜냐하면, 보살이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이 보시하면 그 공덕은 생각으로 헤아
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부티, 너
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허공의 크기
를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남쪽과 서쪽과 북쪽과 위아래에 있는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수부티, 그와 같다. 보살이 어디에 집
착하지 않고 보시한 공덕도 그와 같아서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보살은 마땅히 
위에 말한 바와 같이 행동해야 할 것이
다."

“이미 계에 머물게 
되었으면 오관을 잘 
거두어 오욕에 들어
가지 말게 하라. 이를
테면, 소치는 사람이 
회초리를 쥐고 단속
함으로써 소가 남의 
논밭에 들어가지 못
하도록 하는 것과 같
다. 만약 오관을 제
멋대로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것은 사나운 말과 같아서 

단단히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수레에 
태운 사람을 구렁에 내동댕이칠 것이다. 
도둑의 침해를 받으면 그 침해가 한 생
에 그치지만, 오관의 화는 여러 생에 미
치어 그 해독은 매우 무겁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자제하여 오관
에 따르지 말고, 도둑을 붙들 듯 하여 함
부로 날뛰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오관
도 그 주체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은 마땅히 그 마음을 다스려라. 흐트러진 
마음은 두렵기가 독사나 맹수보다 더해
서 큰 불길이 치솟아 일어나는 것도 그

것에 비길 바가 못 된다. 그것은 마치 꿀 
그릇을 든 사람이 꿀만 보고 좋아서 이
리저리 날뛰기만 하고 깊은 구렁을 보
지 못하는 것과 같다. 또 그것은 고삐 없
는 미친 코끼리나 나무를 만난 원숭이와
도 같아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붙들기 어
려우니 빨리 꺾어 방일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 마음을 놓아 버리면 모든 
착한 일을 잊어버리게 되지만 그것을 한
곳에 모아 두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은 부지런히 정
진하여 자기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의 본체는 한 마
음일 뿐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마음은 시
작 없는 옛적부터 나
고 죽는 것이 아니고, 
푸르거나 누른 것도 
아니며 어떤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다. 모
든 이름과 말과 자취
와 관계를 초월한 본

체가 곧 마음이다. 여기서는 자칫 생각만 
움직여도 벌써 어긋나는 것이니, 마치 허
공과 같아 끝이 없으며 짐작이나 생각으
로 헤아릴 수도 없는 것이다. 이 한 마음
이 곧 부처다. 부처와 중생이 결코 다를 
것이 없지만, 중생들이 상(相)에 집착하
여 밖을 향해 부처를 찾으니 찾으면 찾
을수록 더욱 잃게 된다. 스스로 부처이면
서 다시 부처를 찾고, 마음을 가지고 다
시 마음을 잡으려 한다면, 아무리 오랜 
세월을 두고 몸이 다하도록 애써도 이루
지 못할 것이다. 오직 생각만 쉬면 부처

가 스스로 앞에 나타나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이 마음이 곧 부처이며 부처는 곧 
중생이니, 이 마음은 중생이 되었을 때도 
줄지 않고 부처가 되었을 때도 늘지 않
으며, 육도만행(六度萬行)과 항하의 모
래만큼 많은 공덕이 모두 갖추어져 다시 
더 닦거나 보탤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인연을 만나면 곧 따르고 인연이 없어
지면 곧 고요하다. 이 부처를 믿지 않고 
상(相)에 집착하여 수행하며 그것으로 
공덕을 삼는다면, 이런 것은 모두가 망상
이요, 도(道)와는 크게 어긋난다. 이 마음
이 곧 부처요 다시 다른 마음이 없다. 이 
마음은 허공처럼 맑고 깨끗하여 한 점의 
모양도 없다. 만약 한 생각이라도 움직인
다면 곧 법체(法體)와는 어긋나며 상에 
집착하는 것이니, 일찍이 이와 같은 상에 
집착한 부처는 없었다. 또한 육도만행을 
닦아 성불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곧 점차
로 부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니 점차로 
된 부처도 없다. 다만 한 마음만 깨달으
면 다시 더 얻을 아무 법도 없으니 이것
이 곧 참 부처이다. 부처와 중생은 이 한 

마음뿐이요 조금도 다르지 않다. 마치 허
공과 같아서 때 묻힐 수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으며, 해가 온 세상을 비춰 밝음
이 천하에 퍼지더라도 허공은 일찍이 밝
은 일이 없고, 해가 저물어 어둠이 천하
를 덮더라도 어둡지 않다. 밝고 어둠이 
뒤바뀌더라도 허공의 성질은 조금도 변
함이 없으니, 부처와 중생의 마음도 또한 
이와 같다. 부처를 생각할 때 청정한 광
명과 자재 해탈의 거룩한 모양으로 보고, 
중생 보기를 때 묻고 어둑하고 생사에 
시달리는 혼탁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무
량겁을 지내도록 수행해도 끝내 도(道)
는 이루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에 
집착해 있기 때문이다. 이 마음에는 다시 
털끝만한 것이라도 얻을 것이 없으니 마
음이 곧 부처인 까닭이다.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본체는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서 생각을 
일으켜 밖을 향해 부처를 구하며 상에 
집착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런 것은 모
두가 그릇된 방법이요 보리도(菩提道)는 
아니다.

좌선(坐禪)은 원래 
마음에 집착함도 아
니고 청정에 집착함
도 아니며 또한 움직
이지 않음도 아니다. 
만약 마음에 집착하
는 것이라면 마음이 
본래 망령된 것이므
로 알고 보면 환(幻)
과 같아 잡을 데가 
없다. 청정에 집착하

는 것이라면 사람의 성품이 본래 청정한 
것인데 망념(妄念) 때문에 진여가 파묻
힌 것이니, 망념만 없으면 성품이 저절로 
청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일으켜 청정하게 한다 
함은 도리어 청정한 망념을 내는 것이 
된다. 망념이란 처소가 없으니 집착하는 

것이 곧 망념이며, 청정은 형상이 없으니 
조촐한 티를 내어 공부한다 함은 도리어 
조촐한 데 얽매어 제 본성을 막는 일이 
된다. 
만약 움직이지 않음을 닦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남의 시비와 선
악과 허물을 보지 말 것이니, 이것이 곧 
자성의 움직이지 않음이다. 어리석은 사
람들은, 몸은 비록 움직이지 않으나 입
을 열면 곧 남의 시비 장단과 좋고 나쁨
을 말하게 되니 이것은 도를 등지는 짓
이다. 마음을 고집하거나 청정을 고집하
면 곧 도에 막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
떤 것을 좌선이라 하는가. 이 법문 중에 
걸리고 막힘이 없어서 밖으로 일체 선악
의 환경에 마음과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좌(坐)라 하고, 안으로 자성을 보아 
움직이지 않는 것을 선(禪)이라 한다. 무

엇을 선정(禪定)이라 하는가. 밖으로 상
(相)을 떠남이 선이며, 안으로 어지럽지 
않음이 정(定)이다. 만약 밖으로 상에 걸
리면 안으로 마음이 어지럽고, 밖으로 상
을 떠나면 마음도 따라서 어지럽지 않다. 
본 성품은 저절로 청정하며 스스로 안정
한 것이지만, 대상만을 보고서 대상을 생
각하므로 곧 어지럽게 된다. 만약 모든 
대상을 보되 마음이 어지러워지지 않는
다면 이것이 참된 정(定)이다. 밖으로 상
을 떠나면 곧 선(禪)이며, 안으로 어지럽
지 않으면 곧 정(定)이니, 외선(外禪)과 
내정(內定) 이것이 선정이다. 
보살계경(菩薩戒經)에 이르기를 '내 본 
성품이 본래 청정하다'하였으니, 생각생
각에 본성의 청정함을 보아, 스스로 닦고 
행하여 스스로 불도를 이루도록 해야 한
다. 

부처님께서는 말씀
하셨다. “사람이 애
욕에 얽매이면 마음
이 흐리고 어지러워 
도를 볼 수 없다. 깨
끗이 가라앉은 물을 
휘저어 놓으면 아무
리 들여다보아도 그
림자를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너희들 사문은 반드

시 애욕을 버려야 한다. 애욕의 때가 씻
기면 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도를 보는 
사람은 마치 햇불을 가지고 어두운 방안

에 들어갔을 때 어두움이 사라지고 환히 
밝아지는 것과 같다. 
도를 배워 진리를 보면 무명은 없어지
고 지혜만 남을 것이다. 내 법은 생각함
이 없이 생각하고, 행함이 없이 행하며, 
말함이 없이 말하고, 닦음이 없이 닦는
다. 그러므로 아는 사람에게는 가깝지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갈수록 아득할 뿐
이다. 무어라 말할 길이 끊어졌으며, 사
물에 걸릴 것이 없으니, 털끝만치라도 어
긋나면 잃기도 잠깐이다. 
천지를 볼 때 덧없이 생각하고, 세계를 
볼 때도 덧없음을 생각하며, 마음을 볼 
때는 그대로가 보리(菩提)라고 생각하

라. 
이와 같이 도를 알면 얻기가 빠를 것이
다. 몸 안에 있는 사대(四大)가 제각기 
이름을 가졌지만 어디에도 ‘나’가 없다고 
생각하라. 내가 있지 않다면 그것은 허
깨비와 다를 게 무엇인가. 사람이 감정
과 욕망에 이끌려 명예를 구하지만 명예
가 드러날 만하면 몸은 이미 죽고 만다. 
하잘것없는 세상의 명예를 탐하느라 도
를 배우지 않고 헛수고만 하니, 마치 향
을 사루어 그 향기를 맡기는 했지만 향
은 이미 재가 되고 만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몸을 해치는 불이 명예 뒤에 
숨어 있는 것이다.”

이 법은 곧 마음이
므로 마음 밖에 법이 
없으며, 이 마음은 곧 
법이므로 법 밖에 마
음이 없다. 마음은 스
스로 무심하여 다시 
무심한 것도 없으니, 
만약 마음으로 무심
코자 한다면 도리어 
유심(有心)이 될 것
이다. 이 도리는 모든 

생각과 헤아림이 끊어졌으므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며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 이 마음이 본래 청정한 부처이므로 
사람마다 다 있는 것이다. 고물거리는 미
물 중생으로부터 불보살에 이르기 까지 

본래 한 몸이요 다를 것이 없는데, 망상
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가지가지로 업을 
짓고 과보를 받게 된다. 비록 업을 짓고 
과보를 받으나 본불(本佛)밖에는 한 물
건도 없으니, 텅 비어 일체에 통하여 또 
고요하여 밝고 미묘하고 안락할 뿐이다. 
스스로 깊이 깨달아 들어가면 바로 그 
자리이니 다시 더 한 물건이라도 보태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이르러 이제까지 지내온 여러 
겁 동안의 많은 수행을 돌이켜 보면 모
두 꿈속의 헛된 장난임을 알 것이다. 그
러므로 여래께서는 '내가 무상정각(無上
正覺)에서 실로 얻은 것이 없으니 만약 
얻은 것이 있었다면 연등불께서 내게 수
기(授記)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셨으

며, 또 말씀하시기를 '이 법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며 이것을 이름 하여 
무상정각이라 한다.'고 하셨다. 
이와 같이 보면 이 본원 청정심(本源淸
淨心)이 중생이나 부처님이나 두루 평등
하여 너와 내가 없이 항상 스스로 밝아 
널리 비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마에 구슬이 박힌 힘센 장사가 자기
에게 구슬이 박힌 것은 모르고 밖으로만 
찾아 두루 다녀도 얻지 못하다가, 지혜 
있는 사람이 이마에 구슬이 박힌 것을 
가르쳐 주면 당장에 구슬을 찾는다. 수행
인이 자기 본심이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밖을 향해 찾아다니면서 갖가지 공을 닦
아 점차로 깨닫고자 하지만, 만겁을 지내
어도 영영 도는 이루지 못할 것이다.

본원 청정심

포교원장
정산 스님

법 어

팔만 사천 법문은 
팔만사천 번뇌를 치
료하는 것으로서, 다
만 대중을 교화 인도
하는 방편일 뿐 일체 
법이란 본래 없다. 그
러므로 여의는 것이 
곧 법이요, 여의줄 아
는 이가 곧 부처이다. 
일체 법을 여의기만 

하면 얻을 만한 법이 없으니, 도를 배우
는 사람이 깨닫는 비결을 터득하고자 한
다면, 마음에 어느 것이라도 집착하지 말
아야 한다.
'부처님의 참된 법신은 마치 허공과 같
다'고 한 비유가 바로 이것이다. 법신이 
곧 허공이며 허공이 곧 법신인데도 '법신
이 허공계에 두루하고 있다'고 하면, 사
람들은 허공 가운데에 법신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법신 그대로가 허공이

며 허공 그대로가 법신임을 모른다. 만약 
결정코 허공이 있다고 한다면 법신은 허
공이 아니다. 그렇다고 결정코 법신이 있
다고 한다면 법신이 허공이 아니다. 다만 
허공의 알음알이를 내지 말라, 허공이 곧 
법신이니라. 법신의 알음알이를 내지 말
라, 법신이 곧 허공이니라. 허공과 법신
은 전혀 다른 모양이 없으며, 번뇌와 보
리도 다른 모양이 없는 것이니, 일체의 
모양을 여윔이 곧 부처이니라.

좌선과 선정

전북종무원장
법성정오 스님

무심(無心)

해탈의 나루터 

총무부장
법산 스님

사회부장
동오 스님

허공이 곧 법신

도림사주지
탄공 스님

집착 없는 보시

비구니회장
지성 스님

부처란 마음이다

비구니부장
혜승 스님

마음의 임자가 되라

비구니총무
금산 스님

도를 배워 진리를 보라

비구니교육
성담 스님

부처님은 다시 여러 
비구들을 모이게 한 
다음 여섯 가지 화합
(和合)하는 법을 말
씀하셨다. 
"여기 기억하고 사
랑하고 존중해야 할 
여섯 가지 화합하는 
법이 있다. 이 법에 
의지하여 화합하고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첫째, 같은 계율을 같이 지키라. 
둘째, 의견을 같이 맞추라. 셋째, 받은 공
양을 똑같이 수용하라. 넷째, 한 장소에 
같이 모여 살아라. 다섯째, 항상 서로 자
비롭게 말하라. 여섯째, 남의 뜻을 존중
하라." 
부처님은 이튿날 아침 코삼비에 들어

가 걸식을 마치고 비구들을 불러 말씀하
셨다.  "대중이 화합하지 못할 때에는 저
마다의 행동을 더욱 삼가야 한다. 법답
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에는 참고 견디며, 자비스런 마음으로 법
답고 친절한 일이 행해지도록 힘써야 한
다. 물과 젖이 합한 것처럼 한 자리에 화
합해서 한 스승의 법을 배우면서 안락하
게 지내야 할 것이다. 
여러 비구들, 그대들은 여래의 계율을 
따라 머리를 깎고 출가한 사문이 아닌가. 
아무쪼록 잘 참고 견디며 자비에 의해 
밝게 화합해야 한다. 부디 다투지 말라. 
이 이상 화합을 깨뜨리지 말라." 
부처님의 이와 같은 간곡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구는 말했다. "부처님, 
걱정 마시고 그저 가만히 계십시오. 부처
님은 법의 왕이십니다. 저희들의 다툼은 

저희들끼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니다, 그런 소리 말아라. 서로 싸우고 
욕하고 비방하면서 시비를 가리지 마라. 
물과 젖이 합한 것처럼 화합하여 살면
서 한 스승에게 같이 배우면 여래의 법 
안에서 이익을 얻고 안락하게 될 것이
다." 부처님은 이와 같이 몇 번이고 거듭 
말씀하셨으나 코삼비 비구들은  끝내 싸
움을 그치지 않았다. 
부처님은 '이같이 어리석은 겉모양에만 
마음을 팔고 있으니 어쩔 수 없구나.' 하
시고, 가르치던 대중이나 공양 올리던 신
도들에게도 아무 말씀 없이 훌쩍 코삼비
를 떠나셨다. 그리고 사밧티에 돌아와 어
느 조용한 숲속에서 홀로 고요함을 즐기
셨다. 마치 큰 코끼리가 많은 코끼리 새
끼들을 떠나 번거로움 없이 즐기듯 하셨
다.

여섯 가지 화합

성진사주지
지산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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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불교조계종

전 행자부장관 김두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출가스님 수계법회 금강계단에서 불교조게종 종단 종무회의 바루공양 모습

불교조계종 백화사 하안거 해제법회에서 종정 혜인스님 법어

불교조계종 송년 대법회

거제 봉곡사 탑돌이 

종단의 비전을 제시하는 혜인스님 법어

경남 지도자회의에서 전 행자부장관 김두관 국회의원과 불교조계종 종정 혜인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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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혜인스님,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북한 핵문제와 안보문제를 제시 

강소성 제일사찰 서하사에서 방장스님과 혜인스님 일행 불교조계종 경남종무원 봉은사 초청법회

불교조계종의 비전과 국제적인 불교포교 제시

정세균 국무총리와 혜인스님 러시아 푸틴 대통령 상임의원, 불교조계종 종정 혜인스님,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으로 보는 불교조계종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유와, 평화, 전쟁종식을 기원하는 미국전역 포교활동

중국 신라 현장사에서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찾아 

2020년 (불기2564년) 11월 06일 금요일제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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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불교조계종

불교조계종 종정 혜인스님과 현대 정몽준회장,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

2020년 백화사 하안거 해제법회시 종정 혜인스님 법어 불교조계종 총무원 법당에서 종무회의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불교조계종 종정 혜인스님

BTN불교방송기념법회 불교조계종 혜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태고종 총무원장, 전 국회의장 강창희

법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불교조계종 10월 종무회의 바루공양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혜인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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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조계종 금강사에서 금강사 주지 법안스님과 함께

불교조계종 전국 사찰 주지스님들과 종단발전에 대한 회의 제1기 대통령국가리더십 CEO 수료식에서 남경중의약대학 한국총장 혜인스님과 수료생

불교 최초 불교조계종 일간지 동국일보 발행축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와 혜인스님, 한국을 이끈 지도자들. 불교조계종 종정 혜인스님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사진으로 보는 불교조계종

불교계 최초 일간지발행 불교조계종 동국일보 축하법회

경기매일 우정자 사장 17주년 축하메세지를 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불교조계종 종정 혜인스님

2020년 (불기2564년) 11월 06일 금요일제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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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책은 불교A부터 Z까지, 절집에서 늘 대하고 보지만 그 의

미를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놓았다. 사찰을 

방문하거나 혹은 불교 신행을 하면서 접하고 부딪히는 유, 무

형의 다양한 존재들에 대해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설명을 담

고 있는, 불교 신행의 입문서이자 불교 이해의 길라잡이 이다. 

사찰의 구조, 불교의례, 불, 보살, 화엄성중, 나한, 십대제자, 불

교교리, 불교경전, 불교사, 중국불교, 한국불교, 불교문화와 법

구, 수행 등의 큰 주제로 구성되어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주고 있으며, 필요한 곳마다 다양한 사진과 일러스트를 통해 

이해를 돕고 있다. 

출가자인 저자가 오랜 시간 절에서 생활하고 수행하면서 이해

하고 느낀 ‘현장성’과 ‘불교 통찰’이라는 두 날개를 겸비한 책으

로, 읽기 쉬우면서도 깊이 있는 설명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절에 들어서면 맨 처음 접하게 되는 여러 종류의 건축물부터 

시작하여 기본적인 불교교리, 그리고 참선이나 염불 등 수행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이해에 필요한 핵심 코드들을 평이하면서

도 통찰력 있게 서술하였다. 일주문, 불이문, 탑, 대웅전, 수미

단, 닫집, 사물, 불상, 보살상, 탱화, 벽화, 단청, 당간지주, 괘불, 

부도, 석등 … 불공, 조석예불, 사시마지, 축원, 절 … 석가모니

불, 아미타불, 약사여래, 미륵불 … 문수, 보현, 관세음, 대세지, 

지장 … 사리불, 목건련, 가섭, 아난다 … 만법귀일, 삼독 삼학 

삼장, 사성제 사념처, 오온, 육바라밀 육도윤회 육근, 칠각지, 

팔정도 … 천수경,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 중국불

교, 한국불교 … 범패, 복식, 목탁, 요령, 염주, 발우 … 염불, 참

선 … 등등 “절에 가면 왜 제일 먼저 일주문을 보게 되는가? 왜 

사찰에 가서는 절을 하는가?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불보

살들이 있는 법당과 탱화에는 왜 곳곳에 꽃구름 장식들이 많은

가? 예불을 할 때마다 왜 신중단에 반야심경을 하는가? 스님들

은 왜 붉은 가사를 걸치고 또 회색 승복을 입는가? 등등 일반

인과 불자들이 절에서 늘 대하고 보지만 의외로 잘 모르는 부

분에 대한 현장중심의 실제적인 해답과 풀이를 담았고, 사찰에 

들어가면서부터 처음 보게 되는 일주문부터 시작하여 차례대

로 적어 이해를 도왔다.” 

국내에는 350여종의 도덕경(道德經) 해설서가 출간되어 있지

만 이책은 기존의 도덕경(道德經)과 비교하여 크게 다른 면이 

있다. 

이책이 종전의 해설서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별성은 첫째로는 

수련자(修煉者)의 입장에서 수련서로서의 도덕경(道德經)을 

해설하였다는 점이고, 둘째로는 저자(著者) 본인이 도가(道家)

의 수련자(修煉者)로서 체험과 깨달음을 근거로 도덕경(道德

經)에 대한 이해를 기술하였다는 점이며, 셋째로는 전진도 용

문파의 18대 계승자 겸 장문 왕역평 선생의 가르침이 십분 반

영된 도덕경(道德經) 해설을 기술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저자(著者)는 도(道)의 근본성과 초연성을 강조하면서 도(道)

와 가도(可道)를 구별하고 무위(無爲)와 유위(有爲), 현(玄), 무

극(無極)과 태극(太極), 선천(先天)과 후천(後天), 원신(原神)과 

식신(識神) 등의 개념을 통하여 독자들이 도(道)의 속성을 정

확히 이해하고 독자들의 사유(思惟)가도(道)의 영역에 이를 수 

있도록 안배하고 있다. 또한 수련자(修煉者)로서 20년 동안 체

험하고 습득한 유익한 정보를 관련성 있는 도덕경(道德經) 항

목에 인용하거나 소개하였다. 저자(著者)는 왕력평 장문으로부

터 전수받은 말씀과 공법을 꾸준히 연마하는 과정에서 도덕경

(道德經)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진 듯하다. 

  자칫 철학적 교훈, 사유(思惟)와 생활의 지침으로만 머물 수

도 있었던 노자와 도가(道家)의 가르침 속에서 수련의 테마와 

지침을 발견한 것이다. 81장에 달하는 본서의 본문도 다채롭고 

풍성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著者)는 여동빈 조사의 

저술인 순양진인석의 도덕경(道德經)에 수록된 본문을 본서의 

본문으로 싣고 시어체로 해석한 후 저자(著者)의 관점에서 경

전의 내용을 해설하고 있다. 

이 책은 수련자는 물론이고 학문이나 철학의 관점에서 도가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의 보고(寶庫)가 될 것

이다. 그만큼 도가의 사유, 사상. 수련 원리에 대한 저자의 성

찰이 깊고 풍부하기 때문이다. 이것만으로도 선(禪)을 공부하

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     적명을 말하다 (선사들이 들려주는 수좌 적명의 삶)                                           
2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3     요가디피카 (아헹가요가1) 육체의 한계를 넘어
4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5     회집본 무량수경 : 유쾌하고 풍성한 정토세상
6     우리말로 읽는 부처님 말씀 능엄경
7     데즈카 오사무의 붓다 : 깨달음 이야기
8     티베트 사자의 서 (개정완역)
9     명상수행의 바다 (맛지마니까야 엔솔로지)
10   지금 이대로 좋다

유철주
김원수
아헹가 / 현천스님
천시아
도암스님
각성스님 / 용하스님
데즈카오사무 / 정상교
빠드마쌈바와 / 중암스님
전재성
법륜스님

사유수
바른법연구원
선요가
젠북
맑은소리맑은나라
비움과소통
바다
불광출판사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정토

주간베스트 (2020.10.16~10.22)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불자가 읽어야 할

          가을의 양서

『불교의 이해』

한권으로 

일목요연하게 보는 

불교의 세계!

『부처님의

감정수업』

분노, 자존감, 우울로 

힘든 사람들을 위한 

불교심리학 강의 

『텅 빈 가득함』

마음을 내지 않고 

마음쓰는 법

도후스 지음

운주사 펴냄

296쪽 / 값 15,000원

김정호, 서광, 전현수 지음 

불광출판사 펴냄

240쪽 / 값 14,800원

서해명 지음

올리브나무 펴냄

304쪽 / 값 15,0 00원

『도덕경 (道德經)』

노자는 최고의 

수련가이고 

도덕경은 최고의 

수련서이다!

이승훈 역자 

지혜의나무 펴냄

592쪽 / 값 38,000원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현대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세 가지 감정, 분노·자존감·우울 

감정의 작동 원리를 알면 괴로움은 바로 사라진다. 직지인심

(直指人心),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리킨다는 뜻이다. 즉 눈을 

밖으로 돌리지 말고 자기 마음을 곧바로 잡을 것, 제대로 바라

보고 파악하라는 불교의 가르침이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작건 크건 마음의 병 하나쯤 갖고 있다. 크

게 3가지, ‘분노·자존감·우울감’에서 비롯한다. 불교 의 목적은 

인간의 고통을 없애는 데 있다. 그 시작은 ‘있는 그대로 똑바로 

보라’는 것, 이를 위해 수많은 경전과 논서들이 마음(감정)의 

작동 원리를 세세히 밝히고 있다. 불교의 이러한 가르침은 오

늘날 과학적 연구와 더불어 심리학, 정신치료 분야에서 활발하

게 응용되고 있다.

 이 책은 2016년 시작되어 12회에 이르고 있는 <붓다 빅 퀘스

천> 강연 중 역대 가장 인기 있었던 ‘부처님의 감정수업’을 토

대로 만들어졌다. 심리학계에서 불교를 접목한 연구로 주목받

는 심리학자 김정호 교수, 서광 스님,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

사가 각각 ‘분노’, ‘자존감’, ‘우울’을 주제로 감정의 작동 원리와 

감정 다루는 법을 제시했다. 화 내가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

다. 자존감은 나를 향한 사랑의 크기만큼 자란다. 우울은 해로

운 마음이 쌓이 결과이다. 

당시 강연에서 못다 한 이야기와 몇 년 사이 더욱 깊어진 세 

강사의 연구 성과가 풍부하게 더해졌다. 불교심리학의 핵심을 

모은 이 책은 일회적인 위로와 힐링, 치유가 아닌 마음의 고통

을 없애기 위한 확실하고 분명한 해결책을 담고 있다

 살다 보면 아플 일은 수없이 많고,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현실에서 도망치거나, 눈앞에 닥친 상황을 

외면하거나, 아픔에 무감각해지는 대신 건강하고 성숙한 태도

로 다친 마음을 돌볼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덜 아플 수 있다. 

아프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 책 

《부처님의 감정수업》은 그런 길을 안내한다. 불교와 심리학

의 전문가가 말하는, 내 안의 부정적인 감정을 대하는 건강하

고 바른 태도에 관한 강의다. 

진리의 달을 본 사람들은 ‘달’을 이야기하고 ‘달’을 가리켜 보

이지 않을 수 없다. ‘달을 본’ 그 일이 존재 전체를 흔들어 놓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놓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각자(覺者)들은, 진정한 각자일수록, ‘달을 가리

키는 손가락’ 노릇을 기꺼이 자처한다. 허공의 달은 초승달에

서 보름달로, 보름달에서 그믐달로 변화를 거듭하지만, 그것은 

단지 겉모습일 뿐이다. 지구와 태양과 달의 삼각관계에 따라 

모습이 달라 보일 뿐, 달은 언제나 스스로 보름달이다. 우리의 

성품 또한 마찬가지다. 언제나 보름달이다. 

<텅 빈 가득함>은 서해명이 본 ‘보름달’ 이야기이다. 진정한 

자아찾기에 골몰하던 저자는, 에고의 속성이 텅 비어 있음을 

자각함과 동시에 허공이 무너지는 체험을 하였으나 그것으로

는 여전히 갈증 상태가 계속됨에 정진을 계속, 에고와 참나를 

구별할 필요가 없이 ‘나의 부재’만이 진리임을 깨닫는 순간 모

든 이원적인 상대성이 사라지고 오직 거룩함만이 물결치는 황

홀함을 경험하게 된다. 

그는 “나도 남도 없는 전체로, 하나로 있는 그 세계는 친밀하

기 그지없는 황홀함이었고, 모든 걸 그대로 받아주는 사랑이 

전부였다.”고 고백한다. 

● 무념無念이란 생각 없음이 아니라, 이것저것 비교하는 마

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있다 없다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좋고 싫음도 없고, 모두가 하나이어서 비교할 것이 없다 보니 

‘생각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나도 있고 생각도 있지만 나라

는 마음을 떠나 ‘나 없음’에 있으라는 뜻이고, 그것이 더불어 

사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 갓난아기의 순수한 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있다’

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해석하고 판단할 아무것도 없

어서 절대 평등, ‘있는 그대로’이며, ‘온전한 있음’입니다. 좋거

나 나쁜 것이 있을 수 없음에도 기어이 ‘있다’고 믿는 데서 갈

등과 괴로움은 시작되고, 내가 바라는 걸 애써 추구하면 오히

려 분리만 더욱 강화되어 평등은 멀어집니다. 

                                                                - 본문에서 -

"보살은 어리석음과 어둠을 비추어 밝히고 중생을 제도하여 저 열반의 언덕에 이르게 하나니, 이와 같은 

 정진의 바퀴로 중생들의 번뇌의 결박을 끊어 없애네."                                             <대방광십륜경> 

주문문의 : 010-9110-7371

김상률 대표

[법당용 카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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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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희담석 염주‧합장주‧지키미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게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

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

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

타 은양 과질 의선외적원 는되출방 ,며하익유 게에체명생 큼만 를부 라이】돌 의명생【 은석담희 .다니입】석담희【 로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이란?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팔목이 늘 뻐근한 분 ▪피로가 누적된 불자

입것 될 이움도 큰 에무업 과행수 의들자불 한족부 이동운 는있 아앉 에상책 일종온�▪
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
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
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 입 종 안 내 ◐

 

  

불교조계종(총무원)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불 자   정 보
부처님 말씀 읽기 -《 별역잡아함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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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수명은 짧고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늙음과 쇠함이 침범하면 구할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해서 빨리 

불법에 들어가야 한다.

사 찰 안 내

010-4225-0012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백병길 171) 대웅사 
● 토지 : 5,830평(종교용지 1,700평, 산168-2번지 4,130평)
● 건물 : 대웅전1동, 요사채(1,2층)1동, 기도방1동(납골당용)
● 특징 : 백병산 중턱의 남한강을 바라보는 전망좋은 기도사찰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매수조건부 장기임대(매수대금 분활상환가능)
● 가액 : 현장답사 후 협의결정.

5층코너 상가주택 포교원 안내

010-9011-7230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내 최고요지, 아파트 앞
● 평수 : 대지 80평, 건평 약230평, 대리석건물, 점포6칸임, 지하1층부터 3층까지 상가임
● 4층 : 주인세대 47평, 방4칸, 화장실2, 넓은거실, 모두 수리완료
   3층 포교원 : 47평 최신설비 불단조성, 종무소 스님방, 남녀화장실, 주방, 세면장, 도시가스
                       단, 부처님, 탱화, 기타 법기물 일체는 매매에서 제외함
● 참고사항 : 포교원 경영하면서 상가수입 득함, 주차장있음, 도시가스, 일조권, 
                    조망권 최고, 생활편리 주변 문화시설 대형마트
● 급매가격 : 7억 5천만원(스님 노환관계로)   금융융자 : 3억 5천만원, 상가보증금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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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천 사 찰 안 내

010-8360-8259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만수소방소 
건너편) ● 평수 : 단독건물, 지하1층, 지상3
층, 건평 110여평 ● 건물 : 지하1층 : 창고형, 
1층 : 공양간(방3개, 화장실), 2층 : 방3, 화장
실, 3층 : 법당, 3존불, 지장불상, 칠성, 산신 ●

가액 : 3억3천5백(사정상 급양도함, 사찰연
력 : 40여년)  ● 답사하실분만 사전전화 요망

사 찰 안 내

010-4001-8476
010-5550-9725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IC 3분거리)
● 대지 100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3억1천만원(절충가능)

포 교 원 안 내

010-9150-2284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역
 (2,4호선)
● 먹자골목, 교통최요지
● 2층 평수 30평, 시설 완비, 
 즉시 강좌, 법회 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 125만원
● 시설비 3천 5백만원 

부산 포교당 안내

010-2618-7676

● 위치 : 서구 충무동 
 골목시장
● 시설완벽, 법당43평, 
 요사체43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66만원
● 시설비 2천만원
● 6년간 운영한 곳

사 찰 안 내

010- 4137- 1328

● 위치 : 최신식 임법당.  경남.
아주 위치좋음.  선전최고위치 궁궐 
꽃도량.  신도많음.  스님.  무속인 환
영.  최고 위치좋음.

● 건평 52평.  대지  200평 정도.
● 앉아만 있어도 돈 들어오는 최고 요지.
● 가액 삼억 팔천 절충 가능. 

광 진 불 사

광진불사 010-4586-4525

◎ 위치 : 서울시
◎ 부지 : 500평
◎ 건물3동
◎ 북한산차량진입
◎ 매가 : 8억1천5백 

◎ 위치 : 경기

◎ 부지 : 210평  

◎ 건물 : 대웅전,요사

◎ 신도시중심

◎ 매가 : 7억5천만원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채권 채무상담 받습니다.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사찰순례,채권

상담,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사 찰 안 내

010-3128-2399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5억5천(절충가능)  ● 조건: 양
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
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
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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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찰  안 내

010-7584-8338
010-5718-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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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당, 요사채)
● 가액 : 답사후 결정  

사 찰 안 내

010-3162-3376

●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 무허가 건물   ● 종무소.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 1층 화장실(해우소) / 2층 공양간 
 / 3 층 법당(큰법당)

대형사찰 급매

010-9647-0723

● 위치 : 창원역15분, 마금산온천 5분거리 
● 총면적 : 20,496m 2 
● 가액 : 15억(대출금5억포함), 사찰투자가치 : 35억상당 
 (창원의창, 내곡지구 경계 땅값상승, 땅값만 20억 상당) 
● 5억주시면 등기부등본 이전해드림 (분할납부) 
● 10,000m 2 : 대형 대웅전 최신 단청완료
                      문화재급 단청 원목시공
● 사찰불상 최고급, 탑, 모든 종교시설 일체
● 10,496m 2 : 납골당및 전원주택 일부 개발
● 사회복지원및 타 용도 일부 가능함
● 사찰앞 토지까지 신도시 개발로 4차선 공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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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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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교 원 안 내

010-2074-6825

● 위치 : 울산 북구 호계동

 유황사우나 부근3층
● 약 50평, 방3개, 옥상사용
● 보증금 1천만원
● 월 80만원
● 시설금 약간

사 찰 안 내

010-5421-1536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가능)

사 찰 안 내

010-5804-5100

● 위치: 경북 영천 청통 부근
●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465평, 현대식건물2동
● 1층 요사 30평, 14평    
● 2층 30평 법당
● 주차장 확보
● 가액 : 3억 9천만원

사 찰 안 내

010-4547-4990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 50평   ● 요사 : 65평
● 대지 : 5백평 ● 임야 : 4천평
● 가액 : 11억

사찰· 기도(터) 안내

010-9906-3631

● 위치 : 김해 선안다리 5분거리
● 물건 : 260여평, 법당, 요사, 종각
● 주변이천세대, 시세 평당 350만
● 가액 : 7억5천만원(은) 2억3천 포함
● 부산 장림역1km 토지 5천여평
● 신촌초 옆 주거지 1천여평 포함
● 가액 : 7억5천(은)3억3천 포함

포 교 원 안 내

010-3657-9590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5분거리
● 관악산, 까치산 청정도량 
● 재래시장 인근, 이동인구 많음
 4층건물 중 2층 3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120만원
● 시설 권리금 없음

사찰 (급) 안내

010-5399-1225

● 위치 : 서울시 정릉, 국민대학 건너편
● 171번지 버스종점 옆
● 스님의 50년된 암자
● 약10평정도 텃밭 있음
● 성북구청에서 무허가 대장이 등록된 
 집이라 명의 이전됩니다.
● 스님이 호주 이민관계로 양도함
● 매매 5천만원, 권리금 2천만원

포 교 원 안 내

010-2042-4245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지하철 
 역세권 (도로인접 2층)
● 평수 : 50평, 도시가스 
 (접근성 양호)
● 재래시장 인근, 몸만 오시면 
●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포 교 당 ( 급 ) 안 내

010-2857- 2811

● 위치:경북 포항시 오천
● 2층(60평)전체
● 삼존불, 탱화, 소불
● 완전 현대식 수리 
●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 가액 : 1억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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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찰 안 내

010-8969-5014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 부지 : 500평(대지250평)
●  법당(16평),종무소(6평),창고
(4평),종무소2(18평 콘크리트 
건물 신축),요사채+휴게실+
창고(30평),산신각

● 가액 : 4억 5천 만원
● (북원주IC 5분거리 서울 이동시간 적절)

아주 오래된 전통암자 안내

010-3535-7906

● 충북 괴산, 뒤는 산, 앞은 면사무소, 
 시장, 학교
● 종교용지, 등기 900평(1천평 사용)
● 대웅전, 지장전, 삼성각, 요사채, 목조단청
● 신도있고 공원같이 아름다운 암자
● 스님이 연로하시어 양도합니다.
● 1억 5천 안고 3억 3천 
● 합 4억 8천(절충가능)

사 찰 안 내

010-9459-9477

● 위치 : 경남 양산시 동면
● 평수 :  35평
● 전월세 : 1,000만원
● 월 60만원
● 시설비 : 2,500만원

  (가격절충)

사 찰  안 내

010-2720-1580

● 위치 : 부산 연제구
● 대지 : 123평, 건평 : 60평
● 법당외, 삼성각, 용왕, 
 호신불당, 마당6층 옥탑, 
 차고, 자연수(사철)
● 상수도, 뒤는산, 전면 좌우 
 주택지
● 가액 : 3억 5천

절터·산소안내

010-7628-9997

● 위치 : 경북 김천 구성면
● 용호리 835번지 / 836번지
 836번지 : 약 300평, 
 835번지 : 임야 약 130평, 총 430평
● 암자 지어서 수행하실 분
 (깨끗한 약수샘물 나옴)
● 사정상 급양도 3,700만원

좋 은 사 찰 안 내

02-992-0032

● 위치 : 서울도심
● 대지 200평, 법당 50평, 요사채 100평, 

 별채 50평
● 가액 : 25억 (대출가능) 
● 별채빼고 양도가능
● 신도다수    ● 건강문제로 양도코저 함

토 굴 안 내

010-9203-1165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
길 68-81 ● 대지 660평. 남향. 
요사채 포함 ● 11동. 무건물. 법
당 25평. 2017년 건축 ● 현재사
용 : 천평(약수물. 각종 유실수 
다량) ● 사륜구동차량 진입가능
(주차장) ● 가액 : 3억 5천

제201호 2020년 (불기2564년) 11월 06일 금요일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희담석 염주‧합장주‧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 입 종 안 내 ◐

 

  

불교조계종(총무원)

불 자   정 보
부처님 말씀 읽기 -《지장십륜경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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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있는 사람은 먼저 온갖 중생의 마음을 

살피고 나서 가르침을 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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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천  사 찰 안 내

010-8360-8259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만수소방소 건너편)
● 평수 : 단독건물,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 건물 : 지하1층 창고형, 1층 공양간(방3개,화장실)
 1층 방3개, 화장실, 3층 법당, 3존불, 지장 불상, 
 칠성, 산신
● 가액 : 3억3천5백(사정상 급양도함, 
 사찰연력 : 40여년)
● 답사하실분만 사전전화 요망

사 찰 안 내

010-5804-5100

● 위치: 경북 영천 청통 부근
●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465평, 현대식건물2동
● 1층 요사 30평, 14평    
● 2층 30평 법당
● 주차장 확보
● 가액 : 3억 9천만원

토굴(급)안내

010-4270-3397

● 부산금정구 지하철2분, 버스2분 거리
● 법당, 요사, 주방, 산신각 등 합해서 
 건물50평
● 대형마트,은행,병원,시장 전부다 있음
● 오르막 없는 평지에 주차 공간 넉넉함
● 전월세 가능 (보3천/월35만, 시설비無)
● 인연 닿는 스님께서 먼저 전월세로
    살아 보신 후 양도도 가능 합니다.

포 교 원 안 내

010-2949-3688

● 위치 : 울산시 구영로 신도시 역세지역
● 평수 : 120평, 4층, 전관(4층건물)
● 방3개, 해우소 3개, 공양간 10평, 주차장 완비, 
 도시가스 설치가능, 엘레베이터(4층), 법당완
 비, 즉시 법회가능, 칠성, 산신, 법당연등 고급
 설치, 에어컨 천장사각 6개, 대형(냉난방됨)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105만원, 관리비 11만원
● 꼭 하실분 연락요망

포 교 당 급 매

010-8809-9979
010-2804-8440

● 위치 : 서울 3호선, 6호선, 
 연신내 역에서5분거리
● 평수 : 38평,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15만원
● 방1, 주방1, 화장실2, 시설비
 8백만원, 주차가능, 즉시법회
 가능, 몸만오시면됨

사 찰  안 내

010-2720-1580

● 위치 : 부산 연제구
● 대지 : 123평, 건평 : 60평
● 법당외, 삼성각, 용왕, 
 호신불당, 마당6층 옥탑, 
 차고, 자연수(사철)
● 상수도, 뒤는산, 전면 좌우 
 주택지
● 가액 : 3억 5천

사 찰  안 내

010-9504-7259 

● 위치 : 경북 청송 진보면 
 소재지
● 부지 : 총607평(4필지 
 종교부지포함)
● 법당25평, 요사30평(판넬
 조립식)
● 가액 : 1억 3천만원 
● 법회즉시 가능 주차시설완비

사 찰 안 내

010-4547-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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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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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암자안내

010-3535-7906

● 위치 : 충북 괴산 종교용지 912평, 뒤는 
 산, 앞은 면사무소, 시장, 학교
● 대웅전, 지장전, 삼성각, 요사채, 목조건
 물, 단청, 공원같은 암자, 둘레에 60년된 
 큰소나무 많음, 신도있고 스님이 연로하
 시어 양도함, 동서울에서 1시간 가량
● 1억5천 안고 3억 합 4억5천

명 당 안 내

010-5758-7608

● 위치 : 강원도 영월읍
● 누워서 들어왔다가 걸어
 서 나가는 암치유 명당
● 십승지(해발650미터)
● 전 1만평 / 주택(55평) / 
 옛집(25평)
● 평당 13만원

광 진 불 사

광진불사 010-4586-4525

◎ 위치 : 서울시
◎ 대지 : 120평
◎ 건평 : 50평
◎ 시내중심, 토굴 및 암자
◎ 매가 : 15억 

◎ 위치 : 부산시

◎ 주상복합상가  

◎ 건평 : 90평

◎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7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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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4813-2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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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7637-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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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 작은암자

010-6770-8163

● 위치 : 경남 하동 적량면  

 작은암자

● 인법당, 별채 두동 

 황토방 하나

● 가액 : 2억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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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교 원 안 내

010-3714-1018

◈◈◈◈

서    울
포교원

양도합니다
◈◈◈◈

사 찰 안 내

010-5421-1536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1억

포 교 원 안 내

010-2857-2811

● 위치 : 포항시 오천
● 완벽한 법당시설
● 2층 단독 60평
●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20만원
● 시설비 없음

도 심 사 찰 안 내

010-6372-8968

● 위치 : 경북 구미시 근교 도심 
 사찰, 부지 540평, 건물 180평
● 1층: 81평 (종무실, 요사채)
  2층: 61평 (대웅전, 사무실)
● 산신각, 공양간, 탕비세탁실, 수각, 
 전통목재 단청건물, 전기 심야보일러
● 가액 : 12억 5천만원

포 교 원 안 내

010-6355-6468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흥천이포IC 5Km
 (이천 여주 광주 시내 25분거리)
● 대지299평, 건물 2채 주차시
 설, 목조 한옥집(24평), 법당 
 사무실 방 주방 화장실, 요사
 채(18평), 방2개 화장실2 주방
● 가액 5억5천만원

010-4492-3479

◈ ◈ ◈

서울· 부산
사찰양도 전문

명진도사
◈ ◈ ◈

정말 좋은 사찰안내

02-992-0032

● 위치 : 서울도심
● 대지 200평, 법당 50평, 요사채 100평, 

 별채 50평
● 가액 : 25억 (대출가능) 
● 별채빼고 양도가능
● 신도관리 잘되어있음   ● 건강문제로 양도코저 함

사 찰  안 내

010-7584-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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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당, 요사채)
● 가액 : 답사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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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교 원 안 내

010-2727-6899, 02-488-0180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전통시장입구 2층
● 지하철 5호선 길동역 3분거리
● 가액 : 보증금 1억(조정가능), 월세 250, 

 시설비 상담후 결정.
● 약 130평, (주방, 법당,사무실, 방사6), 모든 시설 

 구비 (개원 10년차 조계종 정식 포교소 운영중)

사 찰 안 내

010-4001-8476
010-5550-9725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IC 3분거리)
● 대지 100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3억1천만원(절충가능)

사 찰 (급) 안 내

011-371-5567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큰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 1층 요사. 2층 법당.삼성각
 약 20km. 원주시청.충주시청.문막읍
● 가액 : 6억 5천
● 답사 하실분만 전화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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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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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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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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와 독감은 매우 유사하지만, 바이
러스 자체, 진단 및 처방되는 치료법에 
있어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기도에서 불편함이 느껴질 때 우리는 
감기나 독감에 걸린 건 아닌지 생각한
다. 두 상태 모두 바이러스성이므로 관
련 바이러스를 통해 확산된다. 그렇다면 
감기와 독감의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먼저 감기는 200개 이상의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독감의 원
인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다.
WHO는 가장 중요한 바이러스 중 일부
를 계절성 독감으로 분류했다. 이 바이

러스는 주변 환경과 모든 표면에 존재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쉽게 확산하며 24
시간동안 생존할 수 있다. 한편 이미 감
염된 사람들은 기침, 타액 및 재채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바이러스를 옮
긴다. 기존 백신은 일반적으로 A형과 B
형 독감에 처방된다. 
그리고 의사들은 이 질병에 취약한 사
람들에게 1년에 한번 겨울이 오기 전 백
신접종을 받으라고 권장한다. 감기는 코
와 목에 보통 강도의 불편함을 유빌하
는 반면 독감은 일반적으로 기도에 영향
을 주며, 또 피로와 신체통증까지 유발
한다. 날씨의 경우 사람들은 연중 언제
든 감기에 걸릴 수 있지만, 독감은 일반
적으로 계절성이며 겨울에 더 많이 퍼진
다. 감기의 가장 흔한 증상은 코막힘, 콧
물, 재채기, 및 기침이다. 또한 목이 아
프고 열은 아니지만 체온이 조금 상승할 
수 있다. 
독감의 증상으로는 덜한 정도의 코막
힘, 목 통증, 기침, 피로, 근육통, 두통 및 
열 등이 있다. 이러한 증상은 그 심각도 

측면에서 다르다. 전반적으로 독감은 감
기보다 더 힘들다 그러나 두 질병 모두 
심각한 건강상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
다. 두 질병의 치료법으로는 모두 바이
러스에 의해 발생하므로, 치료는 그 증
상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독감은 감
기보다 오래가며 이를 단축시킬 치료법
은 없다. 치료에는 각 경우에 따라 충혈 
완화제, 기침 억제제, 알레르기 치료제, 
거담약, 점액용해제, 진통제 및 감기 치
료약이 포함된다. 병원과 약물치료 외에 
몇가지 자기관리를 통해 상태를 호전시
킬 수 있다.
신체는 질병과 싸우느라 바쁘므로 가능
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때문에 육체
적 휴식을 취해준다. 점액을 액화시키고 
기도가 막히는 걸 완화하기위해 물을 많
이 마신신다. 건조한 환경은 기도에서의 
박테리아 성장을 촉진시키므로 가습기
를 자주 사용한다. 개인 위생과 관련해
서는 바이러스 감염을 줄이기위해 손을 
자주 씻고 전반적인 위생상태를 양호하
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독감과 감기의 큰 차이점 건조하고 갈라진 손을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법

근육 이완 작용 -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근육을 이완 시켜주는 효과

항 바이러스 작용 - 강력한 척력작용으로 인체 내 항바이러스 환경조성

손을 덮는 피부는 뒷면에 모낭이 있고, 
지방 생성이 미미하기 때문에 종종 건조
하고 갈라진다. 
따라서 손등에는 궂은 날씨로부터 자신
을 보호할 요소가 거의 없으며 탈수 현
상이 더 쉽게 일어난다. 
손은 특히 겨울 날씨에 민감하지만, 그
렇다고 항상 장갑을 끼고 있을 수 만은 
없다.
손이 갈라지는 현상은 낮은 기온 때문
만은 아니다. 겨울에는 날씨와 관련이 
없는 일부 환경과 함께 갈라진 피부와 
관련될 수 있는 다른 조건들이 있다.
급격한 기온 변화는 꽤 흔하다. 많은 사
람들이 겨울에 지나치게 가열된 실내 환
경에 살고 있고, 열에서 추위로의 급격
한 변화는 진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 또 손을 자주 씻으면 피부에 수분
을 공급할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반대로, 습기
는 추운 환경에서 역효과가 나서 피부를 
더 건조하게 할 수 있다. 추운 날씨 외에
도 세제, 살충제, 심지어 비누와 로션과 

같은 가정용 화학물질이 피부를 건조하
고 갈라지게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염두
해 두고, 일부 회사들은 피부가 더 나빠
지는 대신 갈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계
면활성제 비누 같은 제품을 개발하고 있
다.
피부 건조, 갈라짐 등에 있어서 기존 피
부과 질환과 자가면역질환도 한 요인이
다. 예를 들어, 건선을 앓는 사람들은 증
상이 매년 악화한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이나 당뇨병과 같은 
다른 호르몬 조건도 피부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손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
는 일은 뭐가 있을까?
먼저 날씨와 상관없이 따뜻한 물로 손
을 자주 씻어주는거 것이 좋으며 추운 
날엔 가능하면 장갑을 항상 착용한다. 
건조해진 피부를 촉촉하게 하기 위해 
보습제를 발라준다. 모든 로션이 겨울 
동안 건조하고 갈라진 손을 예방하는 
데 유용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건조피
부 전용으로 제작된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귀리로부터 추출한 물질을 함유한 
것을 찾을 수 있다면 더욱 좋다. 피부에
만 바르지 말고 손톱까지 빨라준다.
이외에 천연재료를 이용한 몇가지 셀프 
관리법들도 있다. 
첫번째로 밀이 있다. 따뜻한 밀기울은 
손 피부를 위한 훌륭한 제품이다. 물에 
삶아 식힌 뒤 너무 뜨겁지 않도록 손을 
반복해서 담궈준다.
두번째로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은 바
세린을 피부에 매주 발라준다. 바세린은 
피부에 절연 장벽을 형성하여 낮은 기온
에 노출되었을대 피부를 안전하게 보호
해준다.
세번째로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하는 계
란 노른자가 있다. 계란 노른자를 살
짝 두드리며 건조한 부위에 발라준다. 
10~20분 뒤 헹궈준다.
추운 날씨는 손을 건조하고 갈라지게 
만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앞
서 내용처럼 보습제가 될 수 있는 천연
재료를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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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극단(예술감독 이성열)은 10월 30
일부터 11월 22일까지 백성희장민호극
장에서 청소년극 <발가락 육상천재>(김
연주 작, 서충식 연출)를 올린다.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 <실수연발> 
등의 서충식 연출 신작으로, 연출자 특유
의 위트와 리듬감이 12살 소년들의 코드
인 랩과 춤으로 녹여져 유쾌하고 귀여운 
작품이다. 
현재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 중인 <스
카팽>과 함께 발랄한 분위기로 어른들도 
공감할 수 있는 유머 코드가 탄탄하다. <
발가락 육상천재>는 왁자지껄, 장난스러
움, 그리고 약간의 찌질함으로 무장한 바
닷가마을 자갈초등학교 5학년 소년 4명
의 이야기를 담았다. 준수한 외모, 타고

난 피지컬, 스포츠맨 정신까지 갖춘 전학
생 정민의 등장으로 육상부의 ‘고정 1등’
이 바뀌고, 1등 자리를 빼앗긴 호준은 발
가락을 인어에게 잡아먹혔다며 더 이상 
달리려 하지 않는다. 
호준의 열등감을 축으로 펼쳐지는 다크
호스 정민, 2등 상우, 만년 꼴찌 은수 등 
육상부 4명의 이야기는 세상을 경계하며 
때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겉모습을 부
풀려야 했던 어른들에게도 귀여운 공감
을 불러일으킨다. 
티격태격하는 아이들 앞에 진짜로 나타
난 ‘인어’는 머리가 물고기, 몸통이 사람
인 또래 소년으로, 극의 환상성과 유쾌함
을 배가하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숨겨 
왔던 소년들의 속내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린다. 
작품을 쓴 김연주 작가는 “<발가락 육
상천재>는 뭐라도 잡기 위해 한 움큼 쥐
어보는 12살의 꼼지락거림에 대한 이야
기다. 
이 꼼지락거림은 평생 하게 될 사투다. 
그 사투의 첫 시작에 12살 남자 아이들
이 서 있다.”고 작품을 설명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객석제’로 운영하며, 국립극단 홈페이지 
및 인터파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정부
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강화 시 조기
에 종연될 수 있다. 조기 종연 시에도 예
정된 3회분의 온라인 극장 생중계는 변
동 없이 진행한다.(문의 1644-2003/ 전
석 3만원)

국립극단 청소년극  <발가락 육상천재>
10월 30일 ~ 11월 22일, 백성희장민호극장

시 사

환경실천연합회, '폐목재 Blooming 캠페인' 진행

환경실천연합회(회장 이경율, 이하 환
실련)는 환경부와 함께 폐목재를 자원화
하는 ‘폐목재 Blooming 캠페인’을 진행

하고 있다. ‘폐목재 Blooming 캠페인’은 
시민과 함께 폐목재를 다시 활용할 방안
을 모색해 대기 오염원을 차단하고 지구

의 환경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꽃 피우
기를(Blooming: 활짝 꽃 핀, 만발한) 희
망하는 실질적인 대기 환경 개선 캠페
인이다. 이 캠페인은 산업 현장이나 생
활 주변에서 쉽게 버려지고 방치되는 폐
목재, 폐가구 등을 수거해 전처리 과정
을 거친 후 시민이 참여해 제작하는 DIY 
목공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나만의 친환
경 제품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땔감으
로 쓰이거나 쓰레기로 소각되는 폐목재
를 다시 생활용품으로 제작해 사용함으
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가정 내 플라
스틱 용품을 대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활동을 진행하는 환실련 이보라 간사
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새로운 프로
그램에 대한 큰 호응에 감사하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하게 활동
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대기 
환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보다는 개선
할 수 있는 실천에 관심이 조금 더 높아
지길 바라며 더불어 다양한 품목의 재활
용에 대한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
루어지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폐목
재 Blooming 캠페인’의 참여를 희망하
는 개인, 단체는 환경실천연합회로 연락
해 신청하면 된다.

녹색교육센터(센터장 정미경)는 4월부
터 ‘대학로 생물다양성 지도 만들기 프로
젝트 : 우리 마을의 보.물을 찾아서’ 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혜화역 가로수, 낙산
공원과 마로니에공원 등 대학로 일대 곳
곳에 위치한 마을의 생태 자원을 재조명
함으로써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소가 문
화 예술 공간이라는 인식을 넘어 수많은 
생물과 공유하는 생태 서식지임을 알리
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사업명의 핵심 단
어인 ‘보.물’은 도시숲의 생물들이 보물

처럼 귀중한 존재이자 앞으로도 ‘계속 보
고 싶은 생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7월부터 매월 공개 모집을 통해 지역주
민을 포함한 시민들을 모집했으며 7월부
터 10월까지 7차례의 토요 활동을 진행
했다. 토요 활동은 대학로의 녹지 공간을 
직접 조사하며 생물종을 기록하는 ‘우리 
마을 보.물 탐사자’와 대학로의 생물을 
관찰하고 드로잉 활동을 진행하는 ‘우리 
마을 보.물 관찰자’로 이뤄져 있다. 10월 
말에는 마로니에 공원과 낙산 공원의 생
물다양성 지도 제작 준비과정인 ‘우리 마

을 보.물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
이다.
‘우리 마을 보.물 탐사자’와 ‘우리 마을 
보.물 관찰자’를 통해 마련한 자료들은 
추후 ‘우리 마을 보.물 지도’ 프로그램을 
통해 생물다양성 지도로 제작할 계획이
다. 대학로에서 만날 수 있는 생물들을 
주제로 제작한 지도를 대학로 내 서점과 
마을 커뮤니티에 배포하여 시민들의 생
물다양성 인식 증진시키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녹색교육센
터 권유정 활동가에게 문의하면 된다.

녹색교육센터, 대학로 생물다양성 
지도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해광산업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매산리 416-8(이일로 112-8)  |  전화 031-333-0242

해광양초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해광양초는 자연으로 만들어 집니다.  

심지가 곧으며 양초가 처음부터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잘 탑니다.

해광양초는 국내유통 모든 양초를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 양초 보시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제품 기획특가

● 침향 향기나는 <소이왁스 침향초>● 침향 향기나는 <식물성 침향초>

원기둥 침향초

10개 55,000원

돈타레 침향초

20개 55,00 0원

밀대 침향초

20개 32,00 0원

원기둥 침향초원육각 침향초 양초1호 침향초

연꽃칠성 촛대(가족 등 공양)    연꽃촛대(1인 1등 공양)크리스탈 받침·밀납PC컵초(연소시간 약14시간 이상)

향나무향 <장, 단(소바라), 단대바라>     연꽃향 <장, 단(소바라), 단대바라>

일제향 와까바, 영원향 등 다수 제품 판매합니다.연꽃 개완 세트연잎 개완 세트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
의사회는 21일 ‘인류를 위한 공공재, 코
로나19 백신(COVID-19 and People’s 
Vaccine)’이라는 제목으로 웨비나를 개
최했다. 
코로나19 백신이 각 국가와 기업의 이
해관계를 넘어 ‘인류 공공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 기업, 연구자
들이 나아가야 할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된 웨비나로, 각 부문을 
대표한 연설자와 패널이 열띤 토론을 이
어갔다. 국경없는의사회 필수의약품 접
근성 강화 캠페인(Access Campaign)의 
의료혁신 및 접근성 정책 자문인 마누엘 
마틴(Manuel Martin)이 기조연설을 했
으며, 문수리(Suerie Moon) 제네바 국
제개발대학원 국제보건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
수,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IVI) 사무총
장, 임상범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차
석대사, 윤진원 제넥신 연구기획이 참여
한 패널토론이 이어서 진행됐다.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성, 제조 확대, ‘백

신 민족주의’ 극복, 저소득 국가에서의 
적합성, 가격 적정성 등 백신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짚어보
며 해결책을 모색했으며, ‘모두가 안전해
질 때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나지 않
을 것’이라는 인식 아래 각국 정부와 연
구부문의 적극적인 협력과 연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경없는의사
회는 전 세계 70여개국 400여개 프로젝

트를 통해 전 세계 인도적 위기 현장에
서 의료지원을 제공한다. 독립성, 공정
성, 중립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무력 분
쟁, 전염병 창궐, 의료 사각지대, 자연재
해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는 환자를 치료
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1999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후 수상기금으로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캠페인
(Access Campaign)’을 출범했다

국경없는의사회, '인류를 위한 공공재, 

코로나19 백신' 웨비나 개최

코로나19 백신이 ‘인류 공공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 모색

“저중소득국 포용과 지식∙기술 공유 등 협력과 연대의 실질적인 행동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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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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1호 2020년 11월 06일 금요일

불기 2564년 (단기4353년) 음력2020년 09월 21일

자세한 모집요강 및 입학원서는 남경중의약대학 홈페이지지www.njutcm.co.kr), 02-511-1080 참고

www.njutcm.co.kr

대표전화 02)511-2026~7    팩스 02)511-2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