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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육조단경》에서 혜능(慧能:638~713)이 지은 게송이다. 오조 홍인선사 
문하에서 교수사로 있는 신수스님이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오조스님께 보인 
시법(示法)게송에 대하여 반박한 게송으로, 돈오(頓悟)적 수증(修證)을 강조한 남
종선(南宗禪)의 효시가 되는 게송이다. 

菩提는 本無樹요   보리는 본무수요,
明鏡도 亦非臺라      명경도 역무대라.
本來 無一物이어니    본래 무일물이어니 
何處에 惹塵埃리오    하처에 야진애리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음이요,

맑은 거울 또한 대(臺)가 아니니라.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가 있으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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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망단만리산(白頭望斷萬里山)

광겁은파진저건(廣劫恩波盡低乾)

불시흉중장오역(不是胸中藏五逆)

출가단적친보난(出家端的親報難)

허연머리 늙은이의 바람이 만리산에서 끊어졌으니

억겁 은애(은혜와 애정)의 파도가 밑바닥까지 말랐구나.

가슴에 오역죄를 품은 것이 아니라

출가의 뜻을 보답하기 진정코 어렵구나.

마음의 애착 떠난 이가 사문(沙門)

중국 황벽선사에 얽힌 이야기를 시로 읊은 것이라 전해진다. 황벽선

사의 어머니가 아들을 찾아 길을 떠났단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꽁꽁 

얼어붙은 강을 건너 아들이 있는 곳에 닿았단다. 아들을 보고 싶은 마

음에 흘린 눈물로 눈가는 짓물렀고 몇날 며칠인지도 모를 날들을 얼마

나 먼 길을 헤매 다녔기에 몰골은 거지할망구보다 못했다고 한다.

그런 꼴로 찾아왔는데 아들 황벽은 “나 그런 늙은이 모른다”고 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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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의 참뜻

이진두(불교신문 논설위원) 



다. 어머니는 아들의 그 말에 탈진한 몸을 끌고 강을 되돌아오다 강나

루에서 숨졌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읊은 시가 앞에 쓴 글이다. 이 시를 두고 후세 사람들은 

어머니가 아들의 그 뿌리치는 말을 듣는 순간 억겁에 쌓였던 은애의 

정이 송두리째 없어져 그 어머니는 해탈을 얻었다고 한다. 황벽이 자

기 어머니를 그렇게 제도했다고 한다.

 

어떤 이는 그 시는 황벽 자신이 읊은 게 아니라 후대에 황벽의 선기

(禪氣)를 드러내려고 지어 그 강나루에서 비로 세워놓았다고 한다.

필자는 이 시에 얽힌 진위를 가리려 하지 않는다. 또 누가 읊었는지 

어디에 그 전거(典據)가 있는지도 알려하지 않는다. 단지 이 시에서 

‘이것’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이것’이라는 것은 바로 

출가 수행자의 수행정신이다.

 

원효스님은 “마음 가운데의 애착을 떠난 이를 사문이라 이름하고 세

속에 연연하지 않는 것을 출가라 하는도다”라고 했다.(難心中愛 是名

沙門 不戀世俗 是名出家) 성철스님은 “출가 수행자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노릇 잘 하려면 중노릇 못 한다”고 했다.

 

한 사람이 발심하여 출가수행자의 길에 들어설 때 그 수행자는 수계

의식에서 부모님께 마지막 절을 올린다. 그 이후로는 설사 부모라 해

도 자기 자녀에게 삼배의 예를 올려야 한다. 자기 자녀라 해도 이때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니라 일체중생을 위해 제 한 몸 바치겠다고 서원한 

부처님 제자요, 승보(僧寶)이기에 삼보에 절하는 대로 해야 한다. 부처

님 법이 그러하다. 출가한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갚는 길은 공부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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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 성불에 이르는 길 뿐이다.

세속 사람들은 산중에 사는 스님들은 부모형제도 모르고 저 혼자 잘 

살겠다고 그 절에 갔다(출가했다)고 한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에게 황벽선사에 얽힌 이 시를 들려주고 싶다. 

“이래도 스님을 부모형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겠느냐”는 말과 함

께.

 

은혜 갚는 깊은 성불

하안거 결제를 하고 장마철을 아랑곳 않고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

에게도 황벽선사와 원효스님의 말씀을 들려 드리고 싶다.

“너는 재가불자 주제에 네 앞이나 잘 챙겨! 괜히 오지랖 넓게 이러쿵

저러쿵 나부대지 말고”라고 호통치시는 스님 앞에서는 그저 엎드려 

합장하고 절을 올릴 뿐이다.

이제 장마도 그만큼 많은 비를 뿌렸으면 제 놈도 물러갈 때가 됐지 

않은가. 비구름 개면 맑은 하늘이듯 수행도량에도 성불의 향연이 피어

나갈 기원한다.

 [불교신문 2546호/ 8월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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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와같은 사찰, 이러한 사원은 결국 전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입체적

인 만다라(慢茶羅)를 뜻하는 것입니다. 큰 사찰에 가보면 대웅전

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주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크고 작은 법당이 

있고, 요사가 있고, 탑이 있고, 등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이러

한 것이 다 어울려서 입체적으로 하나의 만다라 현상을 나타내

는 것이 사찰입니다.

사찰의 또 하나의 의미는 사찰이 그대로 극락세계를 표현한 장

소입니다. 그리하여 사찰은 입체적인 만다라요, 극락세계의 상

징인 것입니다.

이와같이 사찰이 꾸며지는데 오늘날엘 와서는 여러 가지 문제

가 있습니다. 옛날에 다양하게 많이 지었던 큰절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현대의 입장에서 사찰의 규모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찰은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감안하여 지어져야 할 것

입니다. 그리하여 불교의 기본 정신과 현대사회, 현대문화의 특

성에 맞도록 바람직한 사찰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사찰의 상징성

사찰의 현대적 기능

불교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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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현대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사찰은 현대적인 입

장에서 불교신앙에 알맞은 봉불전(奉佛殿)과 설법전(說法殿)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선당(修禪堂), 염불당(念佛堂), 교육원, 

예식원, 문화원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현대사회. 현대기능에 저갑한 사원을 능률적으로 건

설하면 불교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

원의 건립을 통해서 불교의 신앙면(信仰面), 수행면(修行面), 교

화면(敎化面)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찰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다음은 불교의례(佛敎儀禮)에 대하여 간략히 고찰해 보겠습니

다.

불교의 의례는 아주 다양하고 친절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런 까닭에 불교의례를 간단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 개

괄적인 요소만을 언급해 보면 ①봉불의례(奉佛儀禮) ②법회의례

(法會儀禮) ③수행의례(修行儀禮.) ④일반예절(一般禮節) 이렇게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봉불의례

첫째, 봉불의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의 특징은 불상을 거룩하게 모신다는 데 있습니다. 불상이

불교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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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든지 어떤 형상을 모시는 종교는 인도의 힌두교와 불교가 대

표적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상을 모시는 데는 첫째로 불상을 조성하는 데부터 상

당한 의례와 의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

미하게 공경심과 근엄성을 가지고 하나하나에 기도를 하면서 진

행을 해 나가는 것이 불상조성에 의식입니다.

다음에 부처님을 봉안(奉安)이 되고 한 분을 모실 경우에는 일

위로서 봉안이 되는데 봉안하는 데도 각별하게 조심을 하고 각

별하게 신성한 의식을 봉행합니다.

다음에는 봉불의식과 같은 격식으로 요탑의례(繞塔儀禮)가 있

습니다. 요탑은 탑을 도는 것을 말합니다.

탑을 도는 것은 인도에서부터 있었던 예법입니다. 아주 존경하

는 분에게는 인사를 하고 그 분을 중심으로 세 바퀴를 이상을 돌

면서 지나가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탑에 예배를 드리고 그 탑을 몇 바퀴 돌고가는 것은 

인도의 인사법에서부터 연유가 되었습니다.

탑을 돌 때에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돕니다. 우요삼장(右繞三

場)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탑을 도는데 세 바퀴를 돈다든지, 

아홉 바퀴를 돕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탑 그자체가 바로 

불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탑을 돈다고 하는 것은 항상 불법을 떠나지 않고 불법을 따

르면서 불법 속에서 살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정법을 수

순하다는 뜻으로 탑을 도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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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설화 백유경- 백 가지의 비유

  아흔 다섯 번째 이야기

어리석은 수비둘기

옛날 암. 수 두 마리의 집비둘기가 한 둥우리에 살면서 익은 과

실을 가져다 둥우리에 채워 두었다.

그 뒤 과실이 말라 차츰 줄어들어 반 둥우리밖에 남지 않았다.

수컷은 성을 내며 암컷에게 말하였다.

“과실을 모으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왜 혼자서 먹고 반만 남

았느냐?”

암컷이 대답하였다.

“나는 먹지 않았습니다. 과실이 저절로 줄어들었습니다.”

“네가 혼자 먹지 않았으면 왜 줄어들었겠느냐?” 수컷은 곧 주둥

이로 암컷을 쪼아 죽였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큰 비가 내려, 과실은 차츰 불어나 전과 같

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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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컷은 그것을 보고 비로소 후회하였다.

“실은 그가 먹은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망령되어 그를 죽였다.”고.

수컷은 곧 슬피 울면서 암컷을 불렀다.

“너는 어디로 갔느냐.”

범부들도 그와 같다.

뒤바뀐 생각을 마음에 품고 망령되어 쾌락을 누리면서, 덧없음

을 보지 않고 중한 계율을 범하다가 뒤에 가서 후회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그리하여 슬피 탄식하였느니 그것은 어리석은 비둘

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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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흔 여섯 번째 이야기

제눈을 멀게 한 장인

옛날 어떤 장인(匠人)이 왕을 위해 일을 하다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거짓으로 눈이 멀었다 하여 겨우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다른 장인이 그 말을 듣고, 스스로 제눈을 다치게 하여 괴로운 

노역을 벗어났다.

옆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스스로 눈을 상하게 하여 공연히 고통을 받는가.”

범부들도 그와 같다.

조그만 명예와 이익을 위하여 일부러 거짓말로 깨끗한 계율을 

깨뜨리다가, 목숨을 마친 뒤에는 세 갈래 나쁜 길에 떨어진다.

그것은 마치 저 어리석은 사람이 조그만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제눈을 상하게 한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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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광사 8월 법회 및 행사 

태백동 급식소 후원금 현황입니다.

찬불단 50,000 김영호 10,000 홍승운 20,000 정진이 10,000

정계아 30,000 김인복 10,000 이선남 30,000 포교사단 30,000

㈜카텍 300,000 정연수 30,000 원광한의원 100,000

공상섭 20,000 박미애 10,000 최진환 10,000 서경스님 50,000

유봉악 10,000 허재동 10,000 대광산악회 30,000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급식소 후원 계좌 :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6월 15일~7월 5일)

◈ 8월 03일 : 초하루기도 입재  오전 10시 설법전

               백중5재

◈ 8월 05일 : 초하루기도 회향   오전 10시 설법전

◈ 8월 09일 : 칠석법회            오전 10시 설법전

               수능백일기도 입재

◈ 8월 10일 : 백중6재           오전 10시 설법전

◈ 8월 17일 : 보름법회. 백중기도 회향(우란분절)  

                            오전 10시 설법전

◈ 8월 26일 : 관음재일 다라니기도  오후 1시 대웅전

◈ 8월 30일 : 불교대학 2학기 개강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14│알림마당

1. 3주기 유치원 평가 실시

○ 일시 : 7. 11(월) ) 09:00~12:30

○ 장소 : 각 반 교실

2. 7월 생일잔치 : 7/18(월). 2층 강당

3. 1학기 여름방학식

○ 방 학 식 : 7. 21(목) 정상수업함.

○ 방학기간 : 7. 22(토) ~ 8. 11(목) 

○ 개 학 일 : 8. 12(금) 정상 수업합니다.

○ 방학 중 종일반 운영 : 

              7. 28(목) ~ 8. 11(목) 정상 수업함.

 7·8월 유치원 행사



    알림마당 │15│

1. 세화여고 동아리 활동 안내

○ 일 시 : 7. 19(화) 13:30 ~ 15:30  

○ 내 용 : 천연비누 만들기 

○ 장 소 : 진해 세화여고 어학실   

○ 대 상 : 세화여고 1~3학년. 42명

○ 주 관 : 대광사 포교사팀

1. 어린이회 여름방학 기간 : 7. 23 ~ 8. 20. 

  ○ 개학 법회 : 8. 27(토) 예정

 7·8월 어린이회 행사

 6·7월 청소년 파라미타 법회 안내



 대광사 템플스테이  

[내려놓고 가볼까?]

- 그냥  편하게 쉼을 목적으로 하는 휴식형 프로그램 

- 참가비 : 4만원

[편백과 나]

- 편백 숲 포행, 참선, 소금만다라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 참가비 : 5만원

※ 문의 및 접수

  : 545-9595(템플스테이 팀장 천수안)

온라인 입금 안내

경남은행 : 518-07-0096440  예금주 - 대광사

수    협 : 921-61-000421  예금주 - 대광사

농    협 : 821145-51-042833 예금주 - 대광사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예금주 - 대광사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