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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사태가 좀처럼 해결
되지 않고 있다. 군부가 권력 장악 욕심을 드
러내는 사이 시민들은 ‘경제 패닉’에 빠지는 
등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큰 우려를 자
아내고 있다
24일 미얀마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가 언론에 군사정권을 뜻하는 단어인 
‘Junta’, ‘Regime’을 쓰지 말라고 경고했다. 
군부의 본격적인 언론 통제가 시작되고 있
는 것이다.
아울러 쿠데타와 관련해서도 군부는 “비상
사태 규정에 따라 국가를 수호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구데타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미얀마 정보부는 “헌법에 따라 
군에 의해 설립된 정부이기에 군사정권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된다”면서 미얀마 언론협의
회에 “잘못된 사실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군부의 경고에 
미얀마 언론인과 국민들은 오히려 더욱 분
노를 표출하고 있다.
쿠데타 이후 공무원들의 업무 거부와 이
를 요구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미얀마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결국 군부가 
정부의 권력을 장악하면서 미얀마 국민들
의 고충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군부의 쿠데
타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전국적으로 파업
을 선언하면서 민영은행이 대부분 문을 닫
고, 현재는 일부 국영은행들만 영업하고 있
다. 국영은행에 돈을 맡긴 시민들이 출금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고 있는 등 일반 
서민들의 경제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미얀마 경제는 군부의 쿠데타 이전부터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
믹 여파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상황
에 발생한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불교조계종에서는 미얀마 구데타 사태가 조
속하고 평화롭게 해결 되기를 기원하며 성
명서를 밝혔다.  

존경하는 세계 10억 불자 여러분, 전세계 대
통령님. 미얀마는 불교국가로 미얀마의 헌법
대로 민주 헌정 확립과 평화적 정권 이양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현재 미얀마는 국민적 저항으로 정국의 혼
잡과 국가안보의 기틀마저 흔들릴 것이라는 
위험을 경고합니다. 
군부의 무고한 정권탈환을 위하여 미얀마 
국민들을 무참히 살해한 것은 미얀마의 국
민적 저항이 국민 모두가 자유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불교조계종 종정은 미얀마의 국태민안을 위
하여 기도드리며 세계국가를 넘어 미얀마의 
국민이 자유와 평화를 위하고 비상계엄 철
폐를 즉각 수용하고 미얀마 국민의 사회안
정과 정의로운 국가 인간의 존엄성이 위배
되는 일을 즉각 중지해주길 바라며 군부에 
의한 언론탄압과 국민을 억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고하건대 부처님 법만이 자유와 행복한 
자유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고 자유
와 정의로운 미얀마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국민에게 고합니다
1. 자유 민주주의를 위하여 어떠한 군부와 

경찰은 무력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군부는 미얀마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위
대한 군인으로 돌아가라.
3. 미얀마 국민들은 반민주적 쿠데타를 중
단하고 자유와 평화적인 민주국가의 질서를 
확립하길 바란다.
4. 우리는 미얀마의 세계 속에 자유 민주주
의가 되어 국민들의 자유와 평화 정의로운 
경제사회가 되길 희망한다.
5.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중단하고 8888
항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22222총파업을 
복원해야 할 것이며 비민주적 폭력의 쿠데
타를 중지하고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군
은 미얀마 군으로서 위대한 군인이 되길 희
망한다.
6. 미얀마 국민들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정
의로운 경제사회가 세계 속에서 질서 있는 
미얀마가 되길 희망한다.
7. 미얀마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희망하
고, 미얀마의 국태민안이 하루속히 이루어지
길 희망한다.
                         -불교조계종 종정 혜인-

제악막작(諸惡莫作) 하고 중선봉행(衆善奉行) 하여
자정기의(自淨其意) 하니 시제불교(是諸佛敎) 니라 

세상의 모든 명예나 재물을 탐하기보다 
계율을 청정히 하면 
생사의 괴로운 윤회에서 벗어난다
그 값은 백천만겁 난조우다
무익한 천마디의 말보다 
들어서 마음이 안정되는 한마디가 더 유익하다.

모든 중생은 애정과 탐심, 음욕 때문에 
생사에 윤회한다
음욕은 애정을 일으키고 
애정은 생사를 일으킨다
음욕 때문에 마음에 맞거나 거스름이 생기고 
그 대상이 사랑하는 마음을 거스르면 
미움과 질투를 일으켜 온갖 악업을 짓는다.
중생이 생사의 괴로운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탐욕을 끊고애정의 갈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늙음과 죽음은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든 것도 아니며 
자기와 남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인 없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다만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늙음과 죽음이 있을 뿐이다

철없는 아이가 수면에 비친 달을 
건지려 하는 것을 보고 어른은 웃는다
무지한 사람은 달을 건지려는 어린아이와 같다
과거에 게을렀어도 이제 게으르지 않는 사람
그는 마치 구름사이를 뚫고 나온 달처럼 
세상을 비출 것이다.

불교조계종 종정
혜인 스님

부처님 말씀으로 살자.

대표전화 02)511-2026~7    팩스 02)511-2028

,법안 

[2021년 동안거 해제법어 ]

불교조계종, 미얀마 군부 평화적 정권 이양 조속히 시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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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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불기2565년) 03월 10일 수요일 제203호불교뉴스

동안거 해제를 맞이하여 종단의 발전적 
운영을 위하여 국제불교 총무원과 비구, 
비구니 총무원이 활성화되어 세계 제일
가는 종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021년도는 종단 전국 주지 스님들과 
합의체를 구성하여 조직을 강화하고 계
율을 청정히 하여 불교조계종이 세계속
의 교황청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한국 내 조직강화를 정비하고 세계속의 
불교조계종이 유엔과 함께 성장하는 해
로 거듭날 것을 희망합니다. 전국 주지스
님, 사부대중께서는 함께 힘을 보태어 주
시기 바랍니다.
동안거 해제와 함께 불교조계종 전국 
스님 신도의 법체청안과,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총무원장대행 법광 합장

국제적인 계율청정한 종단

불교조계종 법산스님은 코로나19를 극
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충주시 발전을 위
해 헌신을 아끼지 않는 조길형 충주시장
을 만나 앞으로의 시 발전 방향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 2020년은 유난히도 힘들었던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충주시의 한 
해를 되돌아본다면?
전례가 찾아볼 수 없는 힘든 시간을 보
냈음에도 의연하게 자리를 지켜주신 시
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린다. 지난 
한 해 과수화상병과 기록적인 호우 피해
로 심각한 피해와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
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 고통이 가중된 시기였다. 그런데도 
우리 충주는 지역의 발전을 체감하게 해 
줄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바이오
헬스 국가산업단지가 예비타당성 평가
를 통과해 사실상 확정됐으며, 현대엘리
베이터 착공과 우량기업 유치 및 증설로 
총 40여 개 기업체와 2천 개의 일자리, 1
조1천3백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문화공
간 조성을 위해 예술의 전당과 국립박물
관 건립을 단계에 맞춰 진행 중이며, 대
림산 봉수대 복원사업도 완료해 유적정
비의 첫발을 뗐다. 우주 최초 수달공무
원 충주씨와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
직을 필두로 농가 소득증대에 매진해 충
주씨 온라인샵 출범 3개월 만에 1억 매
출을 달성했고 조공법인 전년 대비 20억 
이상의 매출액 증가도 이뤄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0년 우리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 대
한민국 명품특산물 페스티벌 올해의 마
케팅 대상, 국민행복민원실 기관포상 국
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분야에서 46건의 
기관 표창을 획득했다. 시정의 발전을 위
해 뜻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
다.

2. 2020년을 지나며 ‘안전’의 가치
가 더없이 중요해졌는데 충주시에서
도 관련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충주시는 감염병 대응을 전담하는 감염
병관리과를 신설해, 한층 신속하고 정밀
한 방역체계를 확립했다. 덕분에 열방센
터 관련 다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대
대적인 전수 검사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감염 고리를 차단할 수 있었지만, 
최근 닭가공 공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
하는 등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많은 어
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
한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지역경
제를 살리고 방역단계를 완화하는 유일

한 방법인 코로나 차단에 더욱 힘쓰겠다. 
호우피해와 관련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
로 최초 지정되며 확보한 1,965억 원의 
복구비를 신속하게 집행해 피해지역의 
회복은 물론 다시 많은 비가 내리더라도 
불안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올해 농가에 큰 피해를 줬던 과수화상
병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행정명령을 
시행해 인력 장비의 상시 소독과 이동금
지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과수화상병 종
합상황실을 꾸려서 단계별 구체적인 방
제 대책을 수립, 추진 중이며 대체 작물 
연구도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 2024년 건국대학교 의전원의 의과
대학 전환에 따라,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이 명실상부한 대학병원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의 구체적인 투자계획
을 확인하고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
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 지
역의 의료 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겠다.

3. 충주의 경제적 정체성으로서 목
표로 삼아 온 중부내륙 신산업도시
가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 활로를 이어가기 위한 새
해 계획은?
시민의 염원을 담아 현대모비스의 제3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시정역량을 집중
할 방침이다. 수소차 핵심부품인 스택을 
생산하는 현대모비스 제3공장을 유치하
면 충주는 명실상부한 수소경제의 전진
기지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획기적
인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본다. 수소 교통 
복합단지, 수송기계 부품 전자파센터 등
과 함께 수소 중심도시의 랜드마크가 되
도록 하겠다. 조성단계에서 3,300명, 운
영단계에서 8,000명에 달하는 취업 유발
효과가 예측되는 바이오헬스 국가산업
단지도 빈틈없이 추진해 지역경제는 물
론 미래세대에게도 궁극적인 혜택이 돌
아가도록 할 것이다. 
예비타당성 통과를 계기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해 충북 바이오헬스 혁신·융
합벨트의 거점이자 바이오헬스 관련 우
량기업의 보금자리로 만들겠다. 동충주
산업단지와 드림파크 산업단지 등 추가
적인 신산업단지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
해 양질의 기업을 유치할 용지를 확충하
고 자동차부품, 승강기, 이차전지 등 신
산업동력산업 지원을 위한 중점육성산
업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기적인 지역 발
전의 탄탄한 뿌리가 내리게 할 것이다.

4.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도시를 
민선7기 후반기 목표로 제시했던 것
이 기억난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

는지?
자식 세대가 취직·경제활동을 할 수 있
는 경제적으로 강한 도시 만들기, 시민들
이 외지에 나갈 필요 없도록 삶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 구축, 인구 유입 하기위
한 포용력 있는 공정문화의 정착 등 시
정 운영의 3대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왔
다. 올해에는 경제적으로 강한 도시의 기
반 마련에 이어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에 비중을 싣고, 시민들이 외지에 나가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는 도시를 완성해 가
고자 한다. 
예술의 전당, 국립충주박물관과 함께 새
해에는 시립 미술관도 본격적으로 추진
한다. 엄정면 북부생활체육공원, 수안보 
다목적 실내체육관, 서충주 국민체육센
터, 유소년 축구장 등 지역 곳곳에 체육
시설을 마련해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있다. 시민의 심신을 달래줄 녹색휴식공
간 조성을 위해 푸른도시과를 신설했다. 
호암동 시민의 숲을 시작으로, 종댕이숲
길·비내섬 정비, 동량 감성길 조성, 관문
도로 및 우륵대교 경관조명 설치 등 걷
기 좋은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겠다. 충주
천과 교현천의 단절구간을 연결하고 횡
단 시설을 조성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깨끗하고 낭만적인 환경
을 조성하겠다. 젊은 청년들이 도전해 보
고 싶은 일자리를 찾아 방문하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생활을 체험하면서 머
물고 싶어지는 마음이 절로 생겨나는 세
련되고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

5. 마지막으로 충주시의 2021년 비
전을 시민들에게 소개해 주신다면?
민선 7기 후반기는 지금까지 성장한 도
시의 기반 위에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
가가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전력을 다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1년 ‘더 가까
이, 충주’를 도시의 새로운 비전을 나타
내는 브랜드로 결정했다. 중부내륙 신산
업도시로서 양질의 일자리와 가까운 충
주, 천혜의 환경이 선사하는 낭만과 함께 
하는 충주, 일상의 변화를 체감하는 품격
있는 삶이 곁에 있는 충주 등 우리의 미
래가치와 성장 방향을 함축적으로 담고
자 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사업도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것이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지역의 미
래에 기대를 하고 시정의 앞날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우리도 일상 속의 의
미 있는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
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
길 바란다.

충주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전력

불교조계종 2021년 비젼
5G AI전자국가시대 도래 

[‘새미야(Sammy)’ 라고 부르면 세계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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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길형 충주시장 불교조계종 총무부장 법산스님 



천태종 산하 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도
웅스님, 천태종 사회부장)가 서울시 한
부모가족지원센터· 한국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탈북 청소년학교등을 대상으
로  2월 17일 코로나19 예방물품인 덴탈 
마스크, 손 소독제, 고급 물티슈 등을 전
달했다. 이번 코로나19 예방물품은 서울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한국외국인노
동자지원센터 · 탈북청소년 학교 (8개학
교)을 통해  덴탈 마스크 7만장, 손 소독
제 500ml 5,000개 , 물티슈 3,000개을 전
달됐다 
 이영호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인식개
선, 사회환경 조성, 자립역량 강화를 위
해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서울시 위탁 
운영기관으로 한부모와 두리모, 미혼부 
가족이 상당수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데 어려운 시기에 귀중한 선물을 주셔서 
한부모가족분들께 따뜻함을 잘 전달하
겠다”고 말했다.
박선영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대
리는 중국,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우즈
벡, 미얀마, 캄보디아, 파키스탄의 외국
인 노동자들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위

험에 노출되었는데 생활방역에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따뜻한 이웃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
했다.
한편 나누며하나되기는 코로나19가 안

정화 되면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탈북 청소년학교와 함께 힘내라, 으랏차
자 정서지원 프로그램과 DMZ 평화통일 
탐방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선물”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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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총장 윤성이)가 22일(월) ‘줌’과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입학식을 개최
했다. 지난 22일(월) 10시30분 동국대 본
관 중강당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된 2021
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은 ▲축하 LED퍼
포먼스 ▲총장 환영사, 이사장 치사, 총
동창회장 축사 ▲동문 축하 영상메시지 
▲총장과 신입생들의 화상대화 ▲오리
엔테이션 등으로 이뤄졌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누
구나 평생 한 번 뿐인, 소중한 입학식인
데 올해 입학식은 우리대학 최초로, 이렇
게 비대면 원격화상으로 진행하게 됐다”

며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했지만 이 또
한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문화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내 첫 온라인 입학식인 만큼 예년 입
학식과는 다르게 진행했다. 사전 신청
한 1천 여 명의 학생 중 100명의 학생들
이 Zoom을 통해 무대 위 대형스크린에
서 화상으로 대면하고, 3천여 명의 학생
들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 댓글
로 활발하게 참여했다. 축하 LED퍼포먼
스는 창의적인 공연을 통해 그동안 교육
혁신에 대한 학교의 의지를 보여주고, 윤
성이 총장이 신입생들과 정겨운 덕담을 

나눴다. Zoom을 통해 ‘총장님과 신입생
들의 대화’에 참여한 사회학과 한 신입생
은 “우연히 ‘나는 태어나자마자 속기 시
작했다’라는 책을 읽고 사회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제가 미력하나마 사회의 불
합리한 부분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
었다”며 “사회적 약자를 돕고 싶다는 생
각에 이렇게 동국대 사회학과에 입학하
게 되었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경규, 
이재용, 김정근, 진지희, 채정안, 김인권, 
이미자 동문 등이 후배들을 위한 진심어
린 조언과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동국대, 신입생 입학식 온라인으로 개최
신입생들, Zoom·유튜브 라이브로 입학식 참여

나누며하나되기, 한부모가족, 외국인노동자,

탈북청소년 학교등에 코로나19 예방품 전달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신축년 새해를 
맞아 온라인 기자간담회서 노인복지사
업의 뉴노멀을 강조했다.  종로노인종
합복지관(관장 정관스님)은 2월 16일
(화) 복지관 4층 종로마루홀에서 2021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기
자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참
여자 전원은 줌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
했다.
 복지관은 2018년에서 2022년까
지 △ 인권가치 중심, 민주주의 복지관 
실현 △ 소통, 지역중심 참여기반 신노
인문화 확산 △ 공존, 더불어 성장하는 
복지공동체 구축 △ 미래예측, 변화주도 
복지 프로세스 확립을 5개년 운영목표
로 삼고 있다.  
운영목표에 따른 올해의 추진과업과 전
략은 작년보다 심화, 강화, 정착, 내재화
될 것이며, 새롭게 강조되는 것은 ‘넥스
트 뉴노멀, 노인복지사업 재편’이라는 신
(新)과업이다. 복지관은 코로나19에 대
응하여 비대면이나 온오프믹스 등을 노
인복지사업에 접목시켰다. 
유튜브나 카카오톡 채널, 반응형 웹사이
트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통한 언택
트 서비스 활성화와 온오프믹스를 통한 
교육권 보장과 지역문화 축제의 장을 마
련할 예정이다. 또한 비대면 안부확인과 

응급대응시스템이 가능한 돌봄(반려)로
봇, AI인공지능스피커, 태블릿PC를 활용
한 인지재활서비스 제공, 비대면 헬스케
어 등으로 ICT기반의 스마트 돌봄체계
를 구축하는데도 집중할 예정이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스님은 “비
대면, 온라인, 디지털, 커뮤니티케어, 스
마트케어, 뉴노멀 등 키워드들이 작년
에 이어 올 한해에도 노인복지에서 강조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종로노인종
합복지관은 With 코로나(사회적 거리두
기 1단계~3단계)와  Post 코로나로 구분
하여 단계별 운영방침을 마련했고, 사업 
준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라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되
는 상황 속에서도 복지사각지대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 강조했다.

수익의 일부는 불교조계종 종단스님들의 노후연금조성을 목적으로 쓰여집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
목)는 문화재 사진작가 1세대인 고(故) 
한석홍씨가 기증한 경주 석굴암 석굴(국
보 제24호) 사진 69점을 국민 누구나 활
용 할 수 있게 공개하고, 17일부터 연구
소 누리집(nrich.go.kr, 자료마당-기증
자료)에서 자유롭게 내려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고(故)한석홍씨
가 촬영한 '경주 석굴암' 사진, 필름 등 
1,172점을 2019년부터 2020년에 걸쳐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았다. 이 자료들은 
1981년, 1986년, 2000년 세 차례 걸쳐 
촬영된 석굴암 사진으로, 해외 유명 전시
와 각종 도록에 수록된 사진 등도 포함
되어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기증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에「석굴암 그 사
진」사진집을 발간한 바 있으며, 이번에 
공개하는 사진은 사진집에 수록된 것들 
중 대표적인 사진 69점을 고화질로 디지
털화한 것이다. 원본파일은 공공누리 1
유형(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
준)으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에 
따라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누구든 내려 
받아 활용 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기증기록물 공개가 민간에서 기증
된 기록물의 국민 접근성과 관심도를 높
이고,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자료로 활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故 한석홍 기증「경주 석굴암」사진 69건 

자유롭게 내려받기 가능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에 공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온라인 기자간담회서

 ‘노인복지사업의 뉴노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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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을 들고 때리고 
돌을 들어서 던지고 
칼을 잡고 목을 베려
고 쳐들어오는 사람
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성내는 마음
을 일으키지 아니할 
것이다.
양쪽에 톱날이 달린 
톱으로 너의 육체를 
켜서 끊더라도 만일 

마음이 흐리게 된다면 불법을 지키지 못

하는 자라고 이런 엄숙한 말을 생각하고 
마음을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조롱해 오
너라 비방해 오너라 주먹을 쥐고 오너라. 
몽둥이를 가지고 오너라. 칼을 가지고 오
너라. 그리하여 나를 때리고 치고 짓밟고 
베어서 미진(微塵)가루가 되도록 치고 
덤비라, 그러나 나의 마음은 그것 때문에 
어지러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에 의
하여 도리어 불법을 배우고 닦아서 도가 
차게 하리라. 도를 구하는 자는 이와 같
이 확고하게 각오하고 있어야 한다. 도
를 위해서는 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참

기 어려운 일을 참고 베풀기 어려운 일
을 베푸는 것이다. 하루 한 알의 쌀을 먹
고 타오르는 불속에 들어가서 목숨까지
라도 내놓으면 반드시 도를 얻으리라고 
이르는 자가 있거든 그와 같이 할 것을 
조금도 사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
나 보시를 할지라도 보시한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 어머니는 한 벌밖에 없는 
옷을 사랑하는 자식에게 줄지라도 주었
다는 생각이 없고 병든 자식을 간호할지
라도 간호하였다는 생각이 없나니 도를 
구하는 사람도 이와 같이 하여야 한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보는 것
들을 흔히 으뜸가는 
것이라 하고, 그 밖
에 다른 것들은 여러 
가지 견해에 붙들려 
모두 뒤떨어졌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
는 논쟁을 극복할 수 
없다. 그는 본 것, 배
운 것, 계율이나 도

덕, 사색한 것에 대해서 자신 안에서 어
떤 결론을 내리고서 그것만을 집착한 나
머지 그 밖의 다른 것은 모두 뒤떨어진 
것으로 안다. 사람이 어떤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 밖의 다른 것은 모두 하잘 것 
없다고 본다면, 그것은 대단한 장애라고 

진리에 도달한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기 때문에 수행자는 본 것, 배운 것, 
사색한 것, 또는 계율이나 도덕에 구애를 
받아서는 안 된다. 지헤에 대해서나 계율
이나 도덕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자기를 남과 동등하다거나 남보
다 못하다거나 또는 뛰어났다고 생각해
선 안 된다. 
진리에 도달한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
던 견해를 버리고 집착하지 않으며 지헤
에 대해서도 특별히 의존하지 않는다. 그
는 여러 가지 다른 견해로 분열된 사람
들 틈에 있으면서 당파에 맹종하지 않고 
어떤 견해일지라도 그대로 믿는 일이 없
다. 
그는 양극단에 대해서 여러 생존에 대
해서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원하는 

바가 없다. 
모든 사물에 대한 단정할 만한 고집이 
그에게는 조금도 없다. 그는 이 세상에
서 본 것, 배운 것 또는 사색한 것에 대해
서 티끌만한 망상도 가지 않는다. 어떠한 
견해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이 
세상에서 망상 분별하겠는가. 그는 망령
된 생각으로 분별하지 않고, 그 어느 한 
가지 견해만을 유달리 존중하지도 않는
다. 그는 모든 가르침을 원하지도 않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보는 것
들은 흔히 으뜸가는 것이라 하고 그 밖
에 다른 것들은 여러 가지 견해에 붙들
려 모두 뒤떨어졌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
는 논쟁을 극복할 수 없다. 
그는 본 것 배운 것, 계율이나 도덕에 구
애를 받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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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깊은 곳으로부
터 화를 내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
다. 또한 마음이 진
실한 사람이라도 남
을 비방하는 일이 있
다. 그러나 성인은 
비방하는 말을 들을
지라도 그것에 동하
지 않는다. 성인은 
무슨 일에나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는다. 
욕심에 끌리고 소망에 붙들린 사람이 
어떻게 자기 견해를 초월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며 그대
로 행한다. 그는 또한 아는 대로 떠들어

댈 것이다. 
누가 묻지도 않는데 남에게 자기의 계
율과 도덕을 선전하는 사람, 스스로 자기 
일을 떠들고 다니는 사람, 진리에 도달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거룩한 진리를 갖
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편안히 마음
이 안정된 수행자가 계율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노라 하면서 뽐내지 않고, 
이 세상 어디에 있더라도 번뇌로 불타지 
않는다면 그는 거룩한 진리를 지니고 있
는 사람이라고 진리에 도달한 사람들은 
말한다. 
때묻은 소견을 미리 만들고 고치며 치
우쳐 자기 안에서만 훌륭한 열매를 보
는 사람은 흔들리는 평안에 의존하고 있
는 것이다.  모든 사물에 대한 집착을 확

실히 알고 자기 견해에 대한 집착을 초
월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좁은 소견의 울타리 안에 
갇혀 그것을 집착하고 진리를 등진다. 사
악(邪惡)을 쓸어 없애버린 사람은 이 세
상 어디를 가든 모든 생존에 대해 편견
이 없다. 사악을 물리친 사람은 허위와 
교만을 버렸는데 어찌 윤회에 떨어질 것
인가. 그에게는 이미 의지하고 가까이할 
아무것도 없다. 
모든 일에 기대고 의지하는 사람은 비
난을 받는다. 그러나 기대고 의지함이 없
는 사람을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는가. 
그는 집착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그는 이 세상에서 모든 편견을 쓸어버린 
것이다.

부처님의 마음이라
는 것은 대자대비한 
마음이니 여러 방면
으로 손에 걸리는 데
로 모든 사람을 구제
하는 것이 대자의 마
음이요.
사람과 같이 병을 
앓고 사람과 더불어 
괴로움을 같이 나눠
서 괴로워 하는 것이 

크게 슬퍼하는 대비의 마음이니라.
마치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와 같이 
잠깐이라도 떼어 버리지 않고 지키고 길
러서 구원하여 건져주는 것이 부처의 마
음이다,
그러므로 [너의 고뇌(苦惱)는 나의 고뇌
요 너의 안락이 나의 안락이라]고 하여 
한 생각 사이나 한 찰라 사이라도 버리
지 않는다.
부처의 대비심은 사람에 의지해서 일어
나고 이 대비심에 의지해서 믿는 마음인 

신심이 일어나고 이 신심에 의지해서 깨
달음을 얻게 되나니 마치 자식에 의지해
서 어머니가 되고 어머니 정에 의지해서 
자식의 마음이 편안함을 얻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과 사람은 부처를 
알지 못하고 그 어리석은 마음으로 부터 
애착을 일으켜 가지고 고통을 받으며 번
뇌의 업을 일으켜서 번뇌로워 한다.
그리하여 죄업의 큰짐을 지고 헐떡 헐
떡 하며 미(迷)한 산으로 들어가서 또 산
을 넘고 헤매게 된다.

참선하는 이는 항상 
이와 같이 돌이켜 보
아야 한다. 네 가지 
은혜가 깊고 높은 것
을 알고 있는가?
네 가지 요소로 이
루어진 더러운 이 육
신이 순간순간 썩어 
가는 것을 알고 있는
가?
사람의 목숨이 숨 

한 번에 달린 것을 알고 있는가?

일찍이 부처님이나 조사를 만나고서도 
그대로 지나치지 않았는가? 높고 거룩한 
법을 듣고 기쁘고 다행한 생각을 잠시라
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공부하는 곳을 떠나지 않고 도인다운 
절개를 지키고 있는가? 
곁에 있는 사람들과 쓸데없는 잡담이
나 하며 지내지 않는가? 분주히 시비를 
일삼고 있지나 않은가? 화두가 어느 때
나 똑똑히 들리고 있는가? 남과 이야기
하고 있을 때에도 화두가 끊임없이 되는
가? 보고 듣고 알아차릴 때에도 한 생각

을 이루고 있는가? 제 공부를 돌아볼 때 
부처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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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때때로 점검되어야 할 도리이다. 
옛 어른이 말하기를 ‘이 몸 이때 못 건지
면 다시 언제 건지랴.’ 하지 않았는가.

죄가 있거든 곧 참
회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데에 대장부
의 기상이 있다. 그
리고 허물을 고쳐 스
스로 새롭게 되면 그 
죄업도 마음을 따라 
없어질 것이다. 참회
란 먼저 지은 허물을 
뉘우쳐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일이다. 부끄러워한
다는 것은 안으로 자신을 꾸짖고 밖으로 
허물을 드러내는 일이다. 마음이란 본래 
비어 고요한 것이므로 죄업(罪業)이 붙
어 있을 곳이 없다. 수행인은 마땅히 마
음을 단정히 하여 검소하고 진실한 것으
로써 근본을 삼아야 한다. 표주박 한 개
와 누더기 한 벌이면 어디를 가나 걸릴 
것이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
음이 똑바른 줄과 같아야 한다.’고 했으
며, ‘바른 마음[直心]이 곧 도량(道場)이

다.’고 하셨다. 이 몸에 탐착하지 않는다
면 어디를 가나 거리낌 없을 것이다. 범
부들은 눈앞 현실에만 따르고, 수행인은 
마음만을 붙잡으려 한다. 그러나 마음과 
바깥 현실 두 가지를 다 내버리는 이것
이 참된 법이다. 현실만 따르는 것은 목
마른 사슴이 아지랑이를 물인 줄 알고 
찾아가는 것 같고, 마음만을 붙잡으려는 
것은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바깥 현실과 마음이 비록 다
르다 할지라도 병통이기는 마찬가지다.

대장부의 기상

참선하는 데 있어서
는 간절함이라는 한
마디가 가장 요긴하
다. 간절함은 무엇보
다도 힘이 있는 말이
니 간절하지 않으면 
게으름이 생기고, 게
으름이 생기게 되면 
편한 곳으로 내쳐 마
음대로 놀게 되며 못
할 짓이 없게 된다. 

만일 공부에 마음이 간절하면 방일할 겨
를이 있겠는가. 간절하다는 이 한마디만 

알면 옛 스님들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생사문제를 해결
하지 못한다고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간절하다는 말을 버리고 따로 불법
을 구한다면 모두 어리석고 미친 사람들
로서 형편없이 빗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
러니 이런 엉터리와 참선하는 사람을 어
떻게 동일시할 수 있겠는가. 
간절하다는 이 한마디가 어찌 허물만 
멀리 할 뿐이겠는가? 당장 선과 악과 무
기의 삼성을 뛰어넘을 수 있다. 무슨 뜻
인가? 화두 하나에 온통 간절하게 마음
을 쏟으면 선도 생각하지 않게 되고 악

도 생각하지 않게 도며, 또한 간절한 마
음 때문에 무기(無記)에 떨어지지도 않
는다.
화두를 간절히 참구하면 마음이 들뜨는 
상태와 어둡게 가라앉는 상태가 없어지
고, 화두가 눈앞에 나타나면 무기(감각이 
없는 상태)에 떨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간절하다는 이 한마디가 가장 
친절한 말이다. 
마음씀이 매우 간절하면 마가 들어올 
틈이 없다. 또한 있다 없다를 놓고 분별
심을 내지 않아서 외도에 떨어지지도 않
는다.

미혹에 대응하여 깨
달음을 말하니 본래 
미혹이 없다면 깨달
음 또한 있을 수 없
다. 
일체의 중생은 애초
부터 법성삼매를 벗
어난 적이 없다. 
늘 법성삼매 속에서 
옷 입고 밥먹고 말하

고 응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육근의 작용과 모든 행위와 
동작이 전부 법성이다. 근원으로 돌아갈 
줄 모르고 이름을 따르고 모습을 좇으면 
미혹한 생각이 망령되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업을 짓게 되지만, 만약 한순간 돌
이켜 비추어 볼 수 있다면 모두가 성인
의 마음이다. 
그대들은 모두 각자 자기의 마음에 통
달하고, 내 말은 기억하지 말라.

강바닥의 모래알만큼 많은 도리를 말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 마음은 늘어나지도 
않으며, 비록 말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그 
마음은 줄어들지 않는다. 
말할 수 있는 것도 그대의 마음이고, 말
하지 못하는 것도 그대의 마음이다. 나아
가 몸을 나누어 나타내고 빛을 낸다거나 
18가지로 신통한 변화를 나타낸다고 하
여도 나에게는 불 꺼진 재를 되돌려 주
는 것이 더 낫다.  

이 세상에는 이미 
말해온 바와 같이 모
든 일은 근본이 다 
마음으로부터 일어
나는 것이기 때문
에 마음의 사량(思
量) 분별(分別)을 없
애는 도를 닦아 얻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무슨 일이든지 바
깥 환경에 미혹이 있

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자기 마음의 미
혹으로부터 일이 나오는 것이다. 또 마음

의 욕심을 근본으로 하여 이 욕심의 불
에 태워져서 괴로움과 외로움이 생기고 
마음의 무명을 근본으로 하여 미혹의 어
두운 장막에 싸여서 근심하고 슬퍼한다.
미혹의 집을 지은 것이 이 마음밖에 없
다는 것을 알고 도를 구하는 사람은 이 
마음과 싸워서 나아가지 않으면 아니 된
다. 나의 마음이여 너는 나를 왕자로서 
태어나게 한 일도 있지만, 또한 빈한한 
자로서 태어나게 해서 이곳저곳에 걸식
을 시킨 일도 있다. 때로는 나를 천신이 
사는 천국에 나게 하여 영화스러운 꿈에 
취하게 한 일도 있지만, 또는 무쇠가 녹

는 지옥 불에 타게 한 일도 있다.
어리석은 마음이여 너는 이렇게 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도하여 왔다.
나는 지금까지 너를 따라서 어겨 본 일
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다행하게도 부처
를 믿고 불법을 듣게 되었다. 원컨대 이 
위에 더 나를 외롭게 하던지 장애를 만
들지 말아다오. 원컨대 어떻게든지 모든 
고통을 여의고 속히 대각을 이루도록 노
력하여다오. 도를 구하는 사람은 이와 같
이 마음과 더불어 싸우기도 하고 애원도 
해보고 결정도 지어보고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이다.

어리석은 마음

교육부원장
덕산 스님

관자재보살이 지혜
의 완성을 실천할 때 
존재의 다섯 가지 구
성요소에 실체가 없
음을 보고 중생의 모
든 괴로움과 재난을 
건졌다. 
사리풋타, 물질적 현
상은 공과 다르지 않
고 공은 물질적 현상
과 다르지 않다. 그러

므로 물질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
며, 느낌과 생각과 의지작용과 의식도 그

와 같이 실체가 없다. 사리풋타, 이 모든 
존재의 실체가 없음은 나지도 않고 없어
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
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공
에는 물질도 없고 느낌과 생각과 의지작
용과 의식도 없다.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의식도 없으며, 형체와 소리와 냄
새와 맛과 감촉과 의식의 대상도 없으며, 
눈의 영역도 없고 의식의 영역까지도 없
다.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으며, 
늙음과 죽음도 없고 늙음과 죽음이 다함
까지도 없으며,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과 괴로움을 없앰과 괴로움을 없애는 길

도 없으며, 지혜도 없고 얻음도 없다. 얻
을 길이 없으므로 보살은 지혜의 완성에 
의지하며 마음에 걸림이 없다. 걸림이 없
으므로 두려움이 없고 뒤바뀐 생각을 버
리고 영원한 열반에 들어간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이 지혜의 
완성에 의지하여 초상의 깨달음을 얻는
다 그러므로 지혜의 완성은 가장 신비한 
진언이며 가장 밝고 가장 높고 무엇에도 
견줄 수 없는 진언이다. 그것은 온갖 괴
로움을 없애고 거짓이 없으므로 진실한 
것임을 알아라. 진언은 지혜의 완성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진다. 

경북종무원장
덕운 스님

간절하게 참구하라

부산종무원장
명원 스님

일상의 점검

전남광주종무원장
도명 스님

지혜의 완성

교육국장
진산 스님

흔들리는 평안

염불암 주지
보림 스님

도를 구하는 방법

무엇이 최고인가

감찰원장
백산지견 스님

울산종무원장
법철 스님

자비와 본원

부원장
법안 스님

법성삼매를 벗어난 적이 없다. 

전북종무원장
정호법성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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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의 활동은 한 
없이 이 세상을 구원
하여 주시고 있으나 
부처는 부처로서만 
나타날뿐 아니라 어
떤 때는 악마로 나타
나고 여자의 몸으로
도 보여주고 귀신의 
형상으로도 나타나
고 국왕과 국사로도 
나타나고 또는 매춘

부인 창부의 집과 노름하고 도박하는 곳
에도 나타나 주신다.
역병이 있는 때는 의사가 되어서 약을 
베풀어 주고 교리를 설하고 재난을 여의
게 하여주시고 또 모든 것이 상주한것이
라는 생각에 집착되어 있는 자에게는 무
상의 도리를 말해주고 나(我)라는 집착
에 걸려서 번뇌로워 하는 자에게는 무아
의 도리를 설하여 주고 세상이 즐겁다
고 집착하는 자에게는 세상의 고통스러
운 상태를 밝혀준다. 그런고로 부처의 활

동은 이와 같이 세상의 사사물물(事事物
物)위에 나타나 있으나 그것은 모두 법
신의 근본으로 부터 흘러나온 것이다.
이 세상은 불타는 집(火宅)과 같아서 편
안한 일이 없다. 사람과 사람들은 어리석
은 흑암에 쌓여서 원망하고 성내고 질투
하여 모든 번뇌에 미쳐가고 있다. 
그러므로 어린애가 어머니를 찾아서 의
지하듯이 중생들은 다 이 부처의 자비에 
의지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깨달음의 도에 있어
서 사람은 눈으로서 
부처를 보기도 하고 
마음으로서 부처를 
믿고 받들기도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
람으로 하여금 생사
의 구렁에 오늘날까
지 굴러오게 한것도 
또한 이 눈과 마음이
라 하겠다.

국왕이 도적에게 침략을 당하여서 이것
을 물리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 적굴

을 탐지하여 알 필요가 있는거와 같이 
이제 번뇌를 없애려고 함에도 먼저 그 
눈과 마음의 있는 바를 알아서 다져 놓
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다.
눈을 뜨면 먼저 집 가운데 물건을 보고 
영창을 통하여 창 밖에 숲을 본다.
방가운데 물건을 보지 못하고 밖에 물
건만을 보는 눈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 몸가운데 마음이 있다
면 무엇보다도 먼저 몸가운데 일을 알지 
않으면 않될 이치인데 사람들은 몸밖에 
있는 일을 잘 알면서도 몸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이렇다고 보면 마음이 몸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만일 마음이 몸 밖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몸과 마음이 서로 여의어서 마음
이 아는 바를 몸이 알지 못하고 몸이 아
는 바를 마음이 알지 못하여야 이치가 
맞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마음이 아는 것을 몸이 
느끼고 몸이 느끼는 바를 마음도 잘 알
고 있으니 마음이 몸 밖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본즉 도대체 마음의 본체가 어
느 곳에 있는 것인가.

부처가 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이든
지 또는 이 세상으로
부터 또 떠나가시는 
것이든지 모두가 인
연을 내 놓고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중생들을 구제 할 
때가 오면 이 세상에 
출현 하시고 그 인연
이 다하면 이 세상으

로부터 떠나가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에게는 육체로서의 생멸
현상은 있을지라도 참된 법신은 생멸함
이 없는 것이다.
이 이치를 알고서 부처가 보여주는 생
멸과 일체 무상의 변역에 놀라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진실한 대도를 깨쳐서 이 
위없는 무상(無上)의 지혜를 얻지 않으
면 아니되는 것이다.
부처도 육신이 아니요.
깨달음의 법신이라고 함은 저 앞에서 
말 하였거니와 육신은 참된 법신의 용기 
즉 담는 그릇으로서 그 가운데 깨달음의 

법신을 담으면 곧 부처라고 이른다.
그러나 육신에 집착하여 부처의 화신이 
입멸함을 슬퍼하는 자는 참된 부처를 보
지 못하는 자 라고 하겠다.
본래부터 모든 일체 만법 가운데 가장 
진실한 법상(法相)은 생멸거래(生滅去
來)와 선악차별(善惡差別)을 여의고 공
(空)하고도 평등(平等)한 것이다.
이 가운데 모든 차별을 보는 것은 보는 
자의 분별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부처의 진실한 법신상(法身相)은 출현
함도 없고 입멸함도 없는 것이다.

사람은 언제든지 물
건의 생과 멸을 보고 
왔으나 물건에는 본
래부터 생멸상(生滅
相)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물건의 참
된상을 보는 눈을 얻
어서 사람의 생사의 
두가지가 없음을 알
고 둘이 아닌 불이
(不二)의 도리로 들

어간다.
사람은 나라는 아(我)가 있는 줄로 생각
하기 때문에 나의 물건이라는 아소유(我
所有)를 집착한다.
그러나 본래부터 나라는 아(我)가 없기 
때문에 나의 것이라는 아소유가 없는 것
이니 그러므로 아(我)와 아소유(我所有)

가 없음을 알아서 둘이아닌 불이(不二)
의 도리에 들어간다.
사람은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 두가지에 걸려있다.
그러나 물건에는 본래부터 조촐함도 없
고 더러운 것도 없는 것이요 정(淨)과 예
(穢)가 한가지 마음의 분별 망상 에서 일
어난것에 불과한 것인고로 정과 예가 없
는 줄로 알아서 불이(不二)의 도리에 들
어간다.
사람은 선과 악이 본래부터 별다른것이 
아닌줄로 알고 둘이 아닌 불이의 도리에 
들어간다.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고 복을 희망한다.
그러나 참된 지혜로서 이 두가지를 보
면 죄성이 본래 공하여 죄가 그대로 복
이 됨을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복이 됨을 

깨닫고 계박(繫縛)과 해탈이 별다르게 
없음을 알아서 죄와 복이 둘이 아닌 불
이의 도리에 들어간다.
사람은 미한것과 깨달음이 전혀 별다른 
것으로 보고 있으나 미한 것을 여의고 
깨달음이 없고 계박을 여의고 해탈이 없
음을 깨달아서 미와 오가 둘이아닌 불이
의 도리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유와 무를 말하고 번뇌와 보
리(菩提)를 말하고 실(實)과 불실(不實)
을 말하고 정(正)과 사(邪)를 두가지씩 
나누어서 말하고 있으나 실상을 따져보
면 이상에 든것이 둘이면서 둘이 아닌지
라 그 진실상에 있어서는 말할수도 없고 
보일수도 없고 알수도 없는지라 모든 말
과 모든 헤아리는 분별과 사량을 여의는 
것이 둘이 아닌 불이의 도리가 되는 것
이다.

법 어

사람의 성질은 마치 
들어갈 구멍을 알수 
없는 덤불과 같이 알
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이에 비하여 
보면 중생의 성질은 
도리어 알기가 쉽다.
이렇게 알기 어려운 
성질의 사람을 나누
어서 다음의 네가지 

종류로 볼수가 있다.
첫째는 스스로 괴로워하는 사람이니 잘
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고행(苦行)을 하
는 사람이요
둘째는 다른 이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니 생물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기타 
여러 가지의 참혹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다.
셋째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동시에 남
도 괴롭게 하는 사람이니 남의 윗자리에 

앉은 사람으로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고행을 하여 자신을 괴롭게 하는 동시에 
자기 밑에 있는 사람까지도 괴롭게 하는 
사람이요.
넷째는 자신도 들볶아 괴롭게 굴지 아
니하고 또 남도 괴롭게 아니하는 사람이
니 물욕을 여의고 편안히 생활하고 부처
의 가르침을 지켜서 살생도 아니하고 도
둑질도 아니하고 청정자거(淸淨自居)하
여 착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사람의 성질

해안사 주지
무연 스님

부처님의 덕성

비구니회장
지성 스님

부처의 출현

비구니부장
혜승 스님

깨달음의 도 

비구니총무
금산 스님

물건의 생과 멸

비구니재무부장
도은 스님

이 인간의 세계가 
고통이 충만하여 있
음은 확실한 일이다.
나는(生) 것도 고통
이면 늙고(老) 병들
고(病) 죽는(死) 것
도 고통이다. 원진(怨
瞋)이 낀 사람과 만
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라던가 애모하
는 사람들이 서로 이

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라든가 또는 
구하는대로 되지 않는 것이 고통이다. 인
생은 모든 것이 고통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고제(苦諦)라고 이르
는 것이다. 그러면 이 인생의 고통은 어

째서 일어나는 것인가 하면 그것은 사람
의 마음의 번뇌로부터 일어나는 것은 의
심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번뇌의 근본을 들어보면 날때부터 
사람이 가진 강열한 집착을 근본으로 하
여 보는것과 듣는 것이 모두 하고 싶은 
욕망이 되고 또는 이것이 일전(一轉)하
여 죽음도 헤아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진실한 사
실이다. 이 것을 가리켜 집제(集諦)라고 
하는 것이다. 이 번뇌의 근본을 남김없이 
없애버리고 모든 집착을 부수어 없애버
리면 우리 인간의 고통이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진실한 사실인고로 
이것을 가리켜서 멸제(滅諦)라고 이르는 
것이다. 이 고통을 없이하여 다한 경계에 

들어가려면 여덟가지의 올바른 길을 닦
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이 여덟가지의 길
이라 함은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실과 올바른 생활
과 올바른 노력과 올바른 기억과 올바른 
마음의 통일이다.
이 여덟가지에 의하여 고통을 없애게 
하는 것도 진실한 사연인고로 이 것을 
가리켜 도제(道諦)라고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고통이 충만하여 있는 것
을 알지 못하면 아니된다. 따라서 고통의 
근본인 번뇌를 끊지 않으면 아니된다. 번
뇌와 고통을 없애는 경계는 깨달음이 아
니면 아니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덟가
지 정도를 닦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다.

여덟가지의 올바른 길

비구니재무
정해 스님

미한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다 마음으로 
부터 지어지는 것이
다. 마치 요술쟁이가 
여러가지 물건을 환
술로서 자유자재하
게 만들어 나타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다. 사람의 마음의 변
화는 한(限)이 없는 
것이라 그 행동에도 

한이 없다. 그래서 그 행동은 모든 경계

를 나타내는 것이니 더러운 마음으로 부
터는 더러운 경계가 나타나고 청정한 마
음으로 부터는 청정한 경계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계의 변화에도 한이 없는 
것이다. 그림은 그림을 그리는 화공에 의
하여 그려내어지듯이 경계는 마음에 의
하여 지어진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생각 
가운데서 한량없는 경계가 나타난다.
부처가 지은 번뇌는 번뇌를 여의고서 
깨끗한 것이 되고 중생의 지은 경계는 
번뇌에 의하여 더럽혀지고 있다.

마음은 공고한 화공과 같아서 이 세상
의 물건은 무엇이나 만들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 마음과 같아서 부처도 그러하다.
또 부처와 같아서 중생도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건을 그려 내는
데 있어서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과 이 
세가지에 차별이 없는 것이다. 모든 물건
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고 부처
는 똑 바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는 사람은 
진실한 부처를 친견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사람가운데는 
세가지의 틀린 견해
가 있다. 만약 이러한 
등의 견해를 옳다고 
하여 따라 간다면 이 
세상의 일은 무엇이
나 다 부정할 수 밖
에 없는 것이다.
세가지의 틀린 견해
란 것은 첫째, 어떤사
람은 주장하되 인간

이 이 세상에 있어서 경험하는 일이 어
떤 것이든지 모두 숙명적인 운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둘째, 어떤 사람은 말하되 모든 것이 신

이 지은 노름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셋째, 다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모든 것
이 자연으로 된 것이라 인(因)도 연(緣)
도 없는 것이라고 이르고 있는 것이다.
만약 모든 일이 운명에 의하여 정해 놓
은 것이라면 이 세상에 있어서 착한 일
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하거나 모두 운명
이요. 다행함과 불행함도 다 운명이라 운
명밖에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게 된
다. 따라서 이 일은 하지 않으면 아니되
고 이 일은 해서는 아니된다는 희망과 
노력도 없어지고 따라서 세상일의 진보
와 개량도 없게 되고 만다. 다음에 신이 
지어서 시킨다는 말이나 최후에 인없고 
연도 없다고 말하는 말이나 한가지로 비

난을 받게 된다.
만일 그렇다면 악을 여의고 선을 지으
려는 의지와 노력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
고 만다.
그러므로 이 세가지 견해와 주장은 다 
틀린 견해요 주장이다.
무슨 일이든지 연(緣)에 의하여 나고 연
에 의하여 멸해서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고로 무슨 법이 연으로 인하여 나
고 모든 법이 연으로 인하여 멸해서 없
어지는 것이니 마음이 나는 고로 가지가
진의 법이 나고 마음이 멸하는 고로 가
지가지의 법이 멸한다.
따라서 연에 의하여 마음이 나는것도 
그러하다.

많은 사람이 부처님 
법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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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있구나. 
항상 악업을 지어 삼

악도에 떨어지고 착한 일은 하지 않으니 
생사의 바다에 빠진 것이 아닌가. 몸은 
여섯 도둑을 따라 악도(惡道)에 떨어지
니 고통이 극심하고, 마음은 일승법(一
乘法)을 등지니 사람으로 태어나도 부처
님 나시기 전이거나 그 후일 수밖에 없
다.
이제 다행히 인간으로 태어나기는 했지
만, 부처님이 안 계신 말세인 슬프다. 이
것이 누구의 허물인가. 그러나 그대가 이
제라도 반성하여 애욕을 끊고 출가하여 

티끌 세상에서 벗어나는 진리를 배운다
면 마치 용이 물을 만난 듯, 범이 산에 의
지한 듯하여 그 뛰어난 도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다. 사람에게는 과거와 현재가 
있으나 법은 멀고 가까움이 없고, 삶은 
어리석고 지혜로움이 있으나 도는 성하
고 쇠함이 없다. 설사 부처님 생존 시에 
태어났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
지 않으면 무엇이 이로우며, 말세를 만났
더라도 부처님의 교법을 받들어 행한다
면 무엇을 걱정할 것인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의사와 같아 병에 따라 약을 주지
만 먹고 안 먹는 것은 의사의 허물이 아
니다. 나는 또 길잡이와 같아 바른길로 
인도하지만 듣고도 가지 않는 것은 길잡
이의 허물이 아니다. 자기를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방법이 모두 갖추어졌
으니, 가령 내가 오래 살더라도 별다른 
이익이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 내 제자들
이 차례차례로 받들어 행하면 여래의 법
신은 항상 머물러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치를 안다면 자신이 도를 닦지 
않는 것을 한탄할지언정 어찌 말세라고 
걱정할 것인가.
간절히 바라노니, 그대는 모름지기 굳은 
뜻을 세워 활짝 열린 마음으로 여러 가
지 반연을 쉬고 뒤바뀐 생각을 버려라. 
참으로 죽고 사는 이 큰일을 위해 조사
(祖師)의 화두를 자세히 탐구하라. 그래
서 철저하게 깨닫는 것으로 근본을 삼아
야 한다.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하여 물러서서는 안 된다.'
이 말세에 부처님이 떠나신 지가 오래
되니 마군은 강하고 불법은 약하며 옳지 
않은 사람이 많아, 남을 이롭게 하는 이
는 적고 잘못되게 하는 이가 많으며 지
혜로운 이는 드물고 어리석은 이가 많다.
스스로 도를 닦지 않으면서 남까지 시
끄럽게 하니, 수행을 방해하는 일을 말로
는 다할 수 없다. 그대가 길을 잘못 들까 
하여, 내 조그만 소견으로 열 가지를 마
련하여 경책하니, 반드시 믿고 그대로 행
하여 한 가지도 어기지 말라.

사람과 사람은 고통
을 받음에도 인(因)
이 있고 사람과 사
람은 깨달음에도 도
(道)가 있는 것과 같
이 모든 것은 다 연
(緣)에 의하여 나고 
연에 의하여 멸(滅)
한다. 비가 내리고 바
람이 불고 꽃이 피고 
잎사귀가 떨어지는 

이 모든 자연 현상이 다 연에 의하여 나
고 연에 의하여 없어진다.
모든 법이 인연을 쫒아나고 모든 법이 
인연으로 쫒아 없어진다고 함은 이것을 
가르친 것이다.
이 육체는 부모를 연으로 하여 나고 식
물에 의하여 보존되고 또 이 마음도 경
험과 지식에 의하여 길러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과 이 마음도 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연에 의하여 변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물의 

눈이 서로 연결하여 합해서 그물을 이루
는 것과 같이 모든 물건은 다 연결이 있
어 가지고 성립하여 진다.
연결이 없는 물건은 하나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하나의 거물의 눈이 그것만으로서 
그물의 눈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
다. 다른 그물의 눈과 관계가 있기 때문
에 한개 그물의 눈이라고 이르고 한개 
그물의 눈은 다른 그물눈의 성립 때문에 
필요하게 존재한 것이다.

인연

교무국장
율조 스님

그대 어째서 아직도.

부원장
서봉금산 스님

마음으로부터 지어지는 것

세가지의 틀린 견해

교육부장
태산 스님

창원 종무원장
지원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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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불교조계종

거제 봉곡사 몽돌해수욕장 새해맞이 

코로나사태 관련 불교조계종 종무회의. 2021년도 불교조계종 종무회의.

불교조계종 국제화 포교를 위한 교육.

불교조계종 종단간부스님 종무회의

계율청정종단 불교조계종 바루공양

동안거를 마친 뒤 수료증 수여.

거제갤러리 이다정 작가 <자연을 품다> 초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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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기증사찰] 가평 덕혜암

[종단기증사찰] 봉화 길상사 [종단기증사찰] 경남 봉은사

[종단기증사찰] 강원도 영월 광덕사

[종단기증사찰] 거제 봉곡사 [종단기증사찰] 충주 천운사

사진으로 보는 불교조계종

거제 보련사 주지스님 임명.

[종단기증사찰] 안성 복천사

2021년 (불기2565년) 03월 10일 수요일제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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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불교조계종

불교조계종 동안거 해제법회

거제 봉국사 몽돌해수욕장에서 자유와 평화, 소원성취 기원

불교조계종 금강계단 수계식.

경주 성덕사에서 신라 원효 의상 스님을 생각하며.

불교조계종 경남 종무원 개원식

코로나 예방을위한 포교당 건강체험방 간담회

종단 출가자들에게 바루공양과 수계에 대한 교육.

서울 해인사 종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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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께 참회

불교조계종 백화사 신도법회 불교조계종 종단발전 종무회의

불교조계종 혜인스님 연세대학교 강의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교수진들과 조찬 미국 페블비치 초청방문

사진으로 보는 불교조계종

불교조계종 종단 포교활동

거제 봉곡사 사리참배

2021년 (불기2565년) 03월 10일 수요일제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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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중국불교의 영도자 원영 굉오 대사의 『염볼, 모든 것

을 이루는 힘』근세 중국의 혼란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참선과 

염불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중국불교의 맥을 되살려낸 중국 임

제종의 제40대 조사가 저술한, 염불수행의 지침서이자 안내서

다. 또한 염불수행할 때에 지녀야 할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염불수행의 요체와 참뜻도 배울 

수 있다. 특히 '아티마경'에 근거한 지명염불법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부록으로 근ㆍ현대 중국의 염불영험기를 수록하고 있

다.  

나는 일찍이 꿈속에서 극락세계와 아미타 부처님을 뵈었고, 
설법도 들었다. 그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에게 스스로 수행하
여 다른 이를 교화하고 염불의 바른 법을 수지하라고 말씀하셨
다. 그래서 나는 36세부터 선과 염불을 함께 닦았고, 삼귀의계
를 줄 때나 경전을 가르치는 법회에서 대중에게 발심염불하여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원하라고 권하여 왔다. 수행 가운데 염불
수행이 가장 온당하다. 그러니 마땅히 지명염불(持名念佛)로 
정행(正行)을 삼고, 여러 가지 선업을 닦는 것은 조행(助行)으
로 삼아야 한다. 정행과 조행을 함께 행하면 순풍을 만난 배에 
노를 젓는 힘이 더해지는 것이니, 극락정토에 왕생할 뿐만 아
니라 그 품계도 높을 것이다. 
- 원영 굉오 대사  
염불수행법은 크게 실상(實相), 관상(觀想), 관상(觀像), 지명

(持名)의 네 가지로 나뉜다. 그 가운데 지명염불법은 『아미타

경』에 근거한 염불법으로, 아미타불의 명호 여섯 자를 굳게 

지녀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으면 된다(執持名號 

一心不亂). 가장 간단하고 익히기 쉬운 수행법이기 때문에 역

설적으로 지명염불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법과 우수성 그리고 

공능과 영험이 높이 평가받지 못한 면이 있다. 원영 대사는 지

명염불의 올바른 수행법과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세 가지 자량

을 찬찬히 설명하면서 지명염불이 뛰어난 수행법임을 교학적 

근거를 들어서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을 옮긴 각산(覺山) 정원규(鄭源奎) 선생은 “원영 법사의 

진실한 법문과 염불수행으로 감응을 받은 사례를 읽고 이처럼 

믿기 어려운 염불법문에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일으켜 발심수

행하기를 염원한다”고 발원한다. 

『윤회』의 내용은 심오하지만 간결하다. 말하자면 “영혼은 

영원하고, 윤회와 카르마는 현실이며, 인생은 학교”라는 것이

다. 즉, 전생의 업보가 현생에서 발현되며, 현생의 업보가 내생

을 규정하며, 인간의 의지가 운명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자연

계의 생명체가 그렇듯이, 영혼도 연속적인 환생과 카르마의 법

칙을 거쳐 진화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버찌를 꿈꾸며 추운 겨

울날 벚나무 줄기를 기어오르기 시작하는 달팽이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신을 갖고 현재를 믿고 미래를 꿈꾸어야 한다는 것이

다. 또한 윤회를 이해하고 그 순환고리를 마음으로부터 받아들

이면 생과 사의 문제에서 성격과 가족관계, 결혼과 이혼, 불륜, 

직업선택의 문제 등 인생사의 수많은 고난에 대해 명쾌한 답이 

제시된다. 

우리가 현생에서 겪는 일들은 대개의 경우 전생, 또는 전전생 

등이 겹겹이 쌓인 ‘업보’ 즉 카르마에서 비롯되며 그것에서 벗

어나기 위해서는 현생, 말하자면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런 면에서 『윤회』

는 ‘모든 것이 팔자다’라는 식의 숙명론을 설파하는 책이 아니

다. 또한 윤회론자들이 흔히 오해받듯이, ‘그것이 팔자라면 내

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윤회』는 본문 곳곳에서 현생에서 자아가 얼마나 열심히 자

신을 가꾸느냐에 따라 내생의 자신이 얼마나 충만해질 수 있는

지가 결정된다고 말하며 현생에 대한 성실과 충실의 가치를 거

듭 강조한다. 

과학의 시대인 21세기에 『윤회』는 오히려 더욱 빛을 발한

다. 지금까지는 단지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없다’, 또는 ‘불가

능하다’고 치부해버릴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이러니

컬하게도 과학의 발달을 통해 입증되어가고 있다. 정신과학의 

발달로 인해 오히려 영혼의 존재, 윤회와 인과율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이 “독자들의 심리학적· 철학적 식견을 새롭게 가꾸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생명· 의식 및 인간의 운명에 관한 모

든 중요한 면들을 보다 드높이는 데 작은 자극제가 되기를 기

원”한 지은이의 바람대로『윤회』는 ‘고치를 뚫고 아름다운 날

갯짓을 하는 나비’를 꿈꾸는 이들의 영혼 수련에 든든한 영적 

토대를 제공해주고, 믿음직한 철학적 바탕이 되어줄 것이다

1     요가디피카 (아헹가요가1) 육체의 한계를 넘어                                         
2     생각이 길이다 : 행복하도록 생각하기
3     염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 (권수염불법문)
4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 내려놓고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법

5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6     연기와 공 그리고 무상과 무아
7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 구슬
8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9     초기 불교 이해
10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아헹가 / 현천스님
용타스님
원영굉오 / 정원규
법륜스님
김원수
홍창성
김성철
법정스님
각묵스님
천시아

선요가
민족사
불광출판사
정토
바른법연구원
운주사
오타쿠
불교신문사
초기불전연구원
젠북

주간베스트 (2021.02.05~02.18)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불자가 읽어야 할
          겨울의 양서

『염불 모든 것을 이루

는 힘』

염불 수행을 권하는 

법문

『신이 부르는 노래 : 

바가바드기타』

인도 고전을 새롭게 

풀어 엮어낸 영혼의 

울림

『욱하는 마음 

다스리기』

욱하는 순간을 넘기

면 인생이 달라진다!

배해수 (편역) 지음 

지혜의나무 펴냄

272쪽 / 값 15,000원

알루보물레 스마나사라 지음

김성욱 옮김

밀라그로 펴냄

253쪽 / 값 13,000원

원영 굉오 지음

정원규 옮김

불광출판사 펴냄

248쪽 / 값 13,500원

지나 서미나라 지음

강태헌 옮김

파피에  펴냄

400쪽 / 값 22,000원

『윤회:행복한 삶을 

위한 마음공부』

영혼과 윤회의 위

대한 비밀!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바가바드기타를 읽기 전에 편역자는 인도의 종교, 사상과 신 

그리고, 고전 마하바라타와 바가바드기타의 배경과 내용 등의 

소개로 인도문화의 이해를 돕고 바가바드기타를 안내해 준다. 

바가바드기타의 성립 시기는 기원전·후 긴 시간에 걸쳐 첨삭

되어 독자적 경전으로는 AD 2세기경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

다. 바가바드기타는 형식에 있어 마하바라타의 맨 마지막에 삽

입된 부록처럼 되어 있지만, 힌두이즘의 다양한 종교적 사유들

과 우주관이 녹아 하나의 줄거리로 관통되어 있다. 이 책에 등

장하는 용어들은 인도 정신세계에 도도하게 흐르는 철학과 사

상 그리고 당시의 생활관습과 인식들이 각각의 이름들로 새겨

진 명패처럼 외부로 드러난다. 

이 책은 바가바드기타의 배경이 되는 인도의 고전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와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그 관계성을 이

해할 수 있다. 바가바드기타의 본문을 읽기 전에 인도의 종교, 

사상과 힌두 신화의 변화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인도문화를 이

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 또한 고대 인도에서 불교의 이론

적 논의와 함께 전개된 다양한 철학 사조(思潮)들의 중심이 되

었던 6파 철학의 핵심적 사상을 소개한다. 이 책은 익숙하지 

않은 인도 고전(古典) 용어들과 반복되는 경어체의 답답함을 

지우고자 독자들이 읽기 쉬운 표현으로 기술되었다. 아울러 경

전 문구에 대한 독자적인 해설보다는 용어의 명확한 이해를 돕

기 위하여 주석 형태로 따로 설명하고 있다. 편저자는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한 경전의 문구들에 대한 이론적 논쟁은 본의

(本意)에서 벗어난 채 공허함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계

한다. 이 책에서는 요가 수행의 목적을 명확히 제시한 요가 교

전(敎典)으로서의 시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저자는 말한다. 이 책에서 문장의 해석이나 주석을 하지 않은 

이유는 역자의 한계를 자각하고, 또한 글을 읽는 이들의 이해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언어는 그 

의미를 해독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 특히 범

어(梵語)는 전문적으로 깊게 공부하지 않는 한, 정확한 어원을 

알기까지 오역과 오의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또 

다른 기타를 바라보는 시각과 내밀한 해석을 기대하는 저자의 

시각을 살표볼 수 있다.

화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평소에 화를 내는 건 

정상적인 행동이라는 말들을 자주 듣는다. 실제로 화를 내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다. 우리 주위에도 욕을 하거나, 사람을 비

방하거나, 비하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요즈음은 화를 내

는 건 당당한 태도라는 풍조도 있다. 

하지만 ‘화’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다면 ‘화’라는 말을 쉽사

리 입에 담을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화’라는 말을 너

무 자주 듣게 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화를 내는 것은 쉽지만, 화만 내는 인

생은 어둡고 괴로울 따름이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인생이 화에 찌들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원한, 경시, 경쟁, 질투, 인색함, 반항적, 후회, 

격노 등 일상생활 모두 화에 찌들어 있는 것이다. 

‘화를 내고 싶지 않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정말로 화를 내

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자제하며 주의 깊게 

생활하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는 화를 내지 않으며, 일단 화를 

내버린 후에는 부끄러워서 잠자코 있기 마련이다. 화를 능숙하

게 자제하는 방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 인생은 너무

나 짧기 때문이다. 

만약 진정으로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인생이 술술 풀리고 행복

해지기를 바란다면 먼저 ‘나는 화를 내고 싶어 한다. 변변치 못

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한 다음, ‘화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화를 내는가?’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문제의 해결은 

문제의 이해에서부터 시작되며 이 책은 여러분이 행복의 길을 

가는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화는 자신의 속에서 생기는 것이어서 

해결 방법은 ‘독 그 자체’를 빼내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따라

서 화가 생기면 ‘아, 화다. 화다. 이것은 화의 감정이다.’라고 곧 

자신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면 화는 생긴 그 순간에 사라져버

리고 마음은 다음 순간을 느끼려고 할 것이다. 

화가 사라지면 곧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해질 것이며 바로 행

복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바로 자신

의 마음을 보는 것이다. 마음을 보는 것으로 화는 바로 사라지

고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선정만이 번뇌를 끊고 많이 들은 지혜로는 번뇌를 끊지 못하네. 만약 고통의 바다에서 해탈하고 싶으면 마땅히 부지런히 선정을 닦아야 한다." 

                                                                                                                                               <대방광십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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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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종 안 내 ◐

 

  

불교조계종(총무원)

 

희담석 염주    합장주   지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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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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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은 밤낮으로 다하려 하므로 

시기에 이르러서 부지런히 힘쓸지니 

세간의 진리는 무상한지라 

휘말려서 어둠 속에 떨어지지 말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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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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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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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4547-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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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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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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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4813-2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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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찰 (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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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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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원(가격절충)

사 찰 안 내

010-4492-3479

● 위치 : 경남 양산시 서창
● 대지 200평, 자연녹지 약 
 930평, 건평 120평 3층, 
 부속건물 약 20평
● 용왕당, 산신각, 넓은주
 차장
● 경전철 역세권
● 가액 : 22억중 대출 9억

사 찰 안 내

010-3524-0038

● 경주시 인근 전망최상 명당 사찰앞 
 연못 ● 대지 : 400평(법당 40여평, 
 요사체2동 약70평), 주차장 200평, 
 전·답·임 합계 약 1250평
● 통일신라시대불상으로 간주에는 좌
 우면에 합장한 공양불이 부각, 높이 
 2.6m, 무릎폭 1.6m, 어깨폭 1.1m
● 가액 : 5억

010-4752-0459
010-4492-3479

◈ ◈ ◈

최고의 명당
백두대간 끝자락
호수전망 최고

버스 마당까지 진입
산청군 단성면

◈ ◈ ◈

사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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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찰 안 내

010-7295-1259

● 위치: 김천시 구성소재, 
 황금동 10분대(교통편)
● 법당 약20평, 주방·거실1, 방2, 
 세면장, 화장실, 벽돌조 32평 독
 채, 등기필(사찰등록필)
● 대지(도지료 1년 35만원)약100평
● 남향, 교통좋은 포교지(2차선 남김
 천대로변) ● 가액 : 4천 5백만원

전원주택·사찰·요양원

010-3848-2452

● 위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수암로 1669
● 지방도로변 계획관리지역
● 대지 329평,전 421평, 임 385평
● 주택 34평, 황토방 1, 창고 50평
● 자연암반수 우물있음
● 가액 : 3억5천만원

토 굴 안 내

010-8567-3667

●위치 : 파주시 문산읍
●대지 : 104평
●건물 : 30평(법당, 요사채, 

 9층탑)
●전세금 : 3천만원
●시설금 : 4천만원

지리산 청정 사찰 안내

010-7104-1679

●위치 : 지리산 산청군 중산리 청정지역
●1200평 마당전체에 미륵부처님 약사여래부처

 님있음, 건물3동, 마당에 폭포, 방안에 편백나

 무 부착 되어있음, 주차장넓음
●가액 : 7억(3억대출있음)

도심 최고의 포교사찰

010-9759-7152

●위치 : 서울도심
●대지 : 2필지 200평  ●건물 : 법당 50평
●제일요사체 100평, 제이요사체 50평
●사찰운영 양호
●대출 10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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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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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교 당  안 내

010-3715-2696

●위치 : 경남 양산시

● 2층 65평

●법당, 방3, 공양실

●보증금 500, 월 35

●권리금 2천만원

포교원(급)안내

010-3714-1018

◈ ◈ ◈

동대문구 왕산로

60평 11년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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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자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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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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월 10일 수요일 제203호전면광고



132021년 (불기2565년) 03월 10일 수요일제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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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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
은 출소자 취업 지원 사업이 출소자 재
범 방지 및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형사정책연
구원, 2010)’에 따르면 범죄에 따른 사
회적 비용은 연간 158조에 이르는 것으
로 추산된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
기 위해서는 출소자의 재범을 막고 안정
적인 사회 복귀 지원이 절실하다. 공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소자들에
게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을 해주는 취
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2015년부터 자체 실시한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상담
가와 함께 출소자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직업 훈련, 취업 클리닉, 사후 관리까지 
실시하는 통합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
공하고 있다.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는 

2015년 5014명에서 2019년 6117명으
로 증가했다. 수료자 취업률은 2015년 
60.5%에서 2019년 75.7%로 늘어났다. 
공단은 출소자의 구직 장벽을 낮추기 위
해 지역 중소기업, 유망 기업, 강소기업 
및 공단 자원봉사자인 법무보호위원의 
운영 기업 등 다양한 기업과 업무 협약
을 맺고 출소자 고용 협력 기업 인프라
를 구축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9년
까지 총 2905개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
결해 3472명을 취업시켰다.
2020년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 출소
자 2만7917명 가운데 3년 이내 재복역
한 사람은 7039명(25.2%)에 이른다. 하
지만 2019년 공단 허그 일자리 지원 프
로그램에 참여한 출소자(6117명) 가운
데 재범 인원은 52명(0.9%)으로 나타나 
재범률 감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재범률 감소는 매년 범죄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출
소자의 경제 활동에 따른 부가적인 사회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공단은 취업 지원 사업의 범죄 예방 효
과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키우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
할 계획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출소자 취업 지원 사업"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에 효과

시 사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로 국가대표 

스포츠기업 육성한다
2. 23. 문체부 장관, 스포츠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 약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
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이하 공단)과 함께 2월 23일(화) 오후 2
시, 국가대표 스포츠기업을 육성하기 위
한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규모로 진행한 개관식에는 문체부 
황희 장관, 공단 조현재 이사장, 박성수 
송파구청장과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는 스포츠기업

을 위한 법률·노무, 사무·전시 공간, 코
로나19 지원 상담 등 종합 서비스를 제
공하는 곳으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에 ‘기업지원관’과 ‘전시체험관’으로 
나뉘어 조성됐다. 지상 3층 약 443평 규
모로 건립된 기업지원관은 스포츠기업 
20여 개사에 최대 2년 동안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스포츠자금(펀드) 투
자 유치 지원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을 통해 스포츠기업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시체험관은 지상 1층 약 316평 규모
로 스포츠산업대상, 우수스포츠기업 등
에 선정된 30여 개 스포츠기업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는 기존 
지원기관인 스포츠창업지원센터(7개소),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3개소), 
스포츠산업지원센터(1개소)와 연계해 
스포츠산업 육성의 총괄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공간 제약 없는 비대면 국악 교육으
로 교육 격차 해소 기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정성숙)

은 2월 22일(월) 국악 이론 교육 격차 해
소를 위한 자기주도 교육 콘텐츠 ‘덩기
덕덩TV’ 시즌2를 전통공연예술진흥재
단 유튜브와 네이버TV, ‘우리앙상블’ 앱
을 통해 공개했다. ‘덩기덕덩TV’는 전통
공연예술 지역 인재 육성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전통예술 고교 전공생 균형
성장 사업’의 하나로 제작된 교육 영상이
다. 지난해 4월 ‘덩기덕덩TV’ 시즌1 영상
을 공개해 예술계 고교 전공생과 교사뿐 
아니라 국악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
도 호평을 받았다. 
‘덩기덕덩TV’ 시즌2는 국악의 악전, 악
곡, 악기, 역사라는 주제를 30개로 세분
화해 국악의 12율부터 종묘제례악 이
야기까지 다양한 강의 영상으로 제작했
다. MBC ‘트로트의 민족’에서 정가 천재
로 출연한 장명서를 비롯해 이소정, 김승
란이 강사로 참여해 전공자도 생소할 수 
있는 우리 음악의 근본과 뿌리를 자세하

고 알기 쉽게 알려 준다.
국악방송 ‘연구의 현장’ 진행자 송지원
에게 듣는 제례악 악기와 조계사 정묵 
스님의 범패 및 불교 의식 악기, 대한황
실문화원 이원 총재의 종묘대제 소개 등 
전문가 인터뷰도 담았다. 또 10대 청소
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영상인 만큼 영상
툰을 활용한 콘텐츠도 선보여 국악 이론
을 더욱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덩기덕덩TV’는 유튜브와 네이버TV 외
에 ‘우리앙상블’ 앱에서도 공개된다. ‘우
리앙상블’은 지역 전통예술 전공생의 교
육 기회 확대를 위해 개발된 자기주도 
학습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다. 국악 
교육 영상과 함께 국립국악원 연주단원
이 참여한 고품질 음원으로 합주가 어려
운 상황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국악 합주 
연습이 가능하다. 관련 상세 정보는 전
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내 손안에 국악 이야기 

'덩기덕덩TV' 시즌2 공개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활성
화를 도모하기 위한 ‘이북5도 민관협력 
정책 네트워크 포럼’이 발족했다. 행정
안전부 이북5도위원회는 2월 2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구기동 이북5도청 2
층 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영찬 이북5도위
원장과 네트워크 포럼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정책 네트워크 포럼을 개
최했다.
네트워크 포럼 위원은 행정·통일·북한

학 등 석박사 출신의 내·외부 7명의 위
원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은 최승범 한
경대 행정학 교수, 윤태웅 대한민국시도
지사협의회 자치행정 연구부장,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김희정 민
주평통 상임위원이며 내부위원은 노경
달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 최건수 이
북도민지원과장, 김영규 황해도 비서실
장이다.
오영찬 위원장은 포럼에 앞서 외부위

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제 전
국의 이북도민과 3만4000여 명의 북한
이탈주민도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서 피할 수만은 없게 됐다. 올해 이북5도
위원회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이북
도민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며 
“오늘 주제발표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
시하는 제언들을 적극 정책에 반영해 혁
신의 내부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북5도 
16개 시·도사무소가 활동하고 있는 각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
하고 상호교류를 통해 공동의 발전을 모
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이북5도위원회는 이북도민과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가장 실질적이고 미래지향
적인 행정을 실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첫 정책포럼에서 5명의 위원
은 △지방자치단체 기반 이북도민과 북
한이탈주민의 상호교류 증진 방안(최승
범 위원) △지방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
착지원 강화 방안(윤태웅 위원) △이북5
도 정책 포럼 역할(김희정 위원) △이북
5도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김영
규 위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
을 위한 방향모색(김홍환 위원) 등의 주
제발표를 했다.

이북5도위원회, '이북5도 민관협력 

정책 네트워크 포럼' 발족
지방정부 간 탈북민 지원사업 등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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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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3호 2021년 03월 10일 수요일

불기 2565년 (단기4354년) 음력2021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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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