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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육조단경》 〈반야품〉에 있는 게송으로, 어리석은 중생들이 조용한 곳만 찾
아다니며 앉아만 있는 것으로 깨달음을 구하는 것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쳐부수
는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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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느끼는 행복감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쾌락

적 행복이고 다른 하나는 목적성 행복이다.

일시적 쾌락이나 쾌감을 추구하는 어떤 행동으로 순간적으로 

느께게 되는 행복을 쾌락적 행복이라 하고, 목적이 뚜렷한 사회

적 활동이나 움직임에 의한 성취감과 행복감은 목적성 행복이라

고 한다. 

이 두 행복감은 어느 순간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건 같지만 하

나는 스트레스를 남겨 몸을 해롭게 하고, 하나는 오히려 스트레

스를 제거하여 몸을 이롭게 한다.

몸을 이롭게 하는 행복은 당연히 목적성의 행동에 의한 행복감

이며, 몸에 해로운 행복감은 당연히 일시적 쾌락의 행복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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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 행복 

       해로운 행복

운성스님 / 대광사 회주 



일시적 행복감(순간적 쾌락)이 어째서 스트레스를 만들어 몸을 

해롭게 하는가? 

일시적 행복은 대부분이 욕망이나 욕구에 의한 것이라서 타락

이 수반되기도 하고 과식, 과음 등 자기도 남도 해롭게 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히 걱정 꺼리가 남을 수 밖에 없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만들어질 수 밖에 없다.

목적성 행복감은 어떤 일의 성취를 통한 행복감이기에 오랜 시

간 행복감이 지속되기도 하고 주변과 기쁨을 공유할 수 있어서 

몸 속 스트레스를 제거하여 당연히 몸에 이로운 행복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바버라 프레드릭슨 심리학과 교수와 그

의 연구진이 80명을 대상으로 음식과 놀이 등 단순 쾌락을 통한 

행복감과, 사회적 활동과 노력을 통한 성취의 행복감이 몸에 주

는 차이를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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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쾌락적 행복은 세포에 스트레스를 주어 염증을 유발하

고 면역력을 약화 시키는 반면, 목적성 행복감은 면역력을 증대 

시키고 세포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몸을 이롭게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순간의 쾌락보다는 목적 지향적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몸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이다.」

경에서 이르시기를 

「일순간의 쾌락은 긴 고통을 안기나니 어찌 탐욕을 버리고 수

행하지 않는가?」 하셨다. 

한 순간의 기쁨을 위해 많은 날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짓은 참

으로 바보스러운 짓이다. 진실로 몸에 이로운 행복이 어떤 것인

지 늘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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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회의례

다음에는 법회(法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의 법회

에는 ①기도법회 ②정기법회 ③천도(薦度)법회 ④방생법회 ⑤화

혼(花婚) 특별법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도법회는 정초(正初)기도, 초하루 보름기도를 비롯하여 칠

석, 동지, 관음재일, 약사재일, 지장재일에 올려지는 기도법회가 

있습니다.

기도의 예법을 자세히 지적하자면 많은 내용을 언급해야 하겠

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합장(合掌), 삼배(三拜)입니다.

부처님께 정중히 합장하고 3배하는 것은 불교의 모든 예법의 

기초가 됩니다. 합장을 하는 것은 흩어진 마음을 한데 모은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3배를 올리는 것은 불교에서 

불.법.승 삼보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합장하는 태도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합장이 너무 밑으

로 내려간다든지 너무 올라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합장을 할 때 바로 가슴 가까이 모으지 않고 한 

바퀴를 밑으로 빙돌려서 모으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교의례

불교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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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장은 흩어진 마음을 합하는데 의

미가 있는 것이지 크게 원을 크려서 합장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

니다.

다음에는 정기법회를 들수가 있습니다. 월요법회라든지, 일요

법회라든지 정기법회를 들수가 있습니다.

이 정기법회에 있어서 기본적인 예식은 맨 처음에 삼귀의(三歸

依)를 하고 마지막으로 사홍서원(四弘誓願)을 하는 것이 기본입

니다. 이 삼귀의와 사홍서원을 항상 정기법회에서 빼놓지 않는 

것은 부처님의 기본법에 의지해서 무엇이든지 진행되는 것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큰 원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

에 사홍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천도법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사를 지낸다든지 49재를 하는 경우에서 천도법회가 이루어

집니다. 천도의식, 제사의식에는 중요한 불교의 사상, 중요한  불

교의 교의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도의식은 염불과 음식을 중심으로 합니다. 염불을 한다든지 

또는 음식을 차린다든지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바로 의

식, 여러 가지 법식(法食)을 통해서 돌아기신 영가(靈駕)가 바로 

극락세계에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이리하여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법회를 하는 것은 천도법회이

고 살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법회는 정기법회인 것입니

다.

천도법회의 염불 내용을 본다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으로 다 이

루어져 있습니다. 그 염불 가운데에는 이러한 염불로서 진행되는 

것이 천도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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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受我此法食 수아차법식

 何異阿難饌 하이아란찬

 飢腸咸飽滿 기장함포만

 業火頓淸凉 업화돈청량

 頓捨貪眞癡 돈사탐진치

 常歸佛法僧 상귀불법승

 念念菩提心 염염보리심

 處處安樂國 처처안락국

나의 이 법식을 받으면

어찌 해탈식과 다르리요

주린 배가 다 부르며,

엽의 불길은 일시에 청량하리다.

탐진치를 한꺼번에 버리고

항상 불법승에 귀의하여

생각생각이 보리심이면

곳곳이 극락세계이니라.

다음은 방생법회에 대해서 언급해 보겠습니다.

요즘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말들을 많이 하는 법회 중의 하

나가 방생법회(放生法會)라 할 것입니다. 방생법회를 보통 보면 

물고기를 사가지고 저 멀리 자동차에 싣고 가서 연못이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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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바다에다가 살려주고 오는 것입니다.

이 방생법회가 오늘날에 과연 적합하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옛날부터 역사적 기원이 있던 것으로서 방생법

회에 담겨진 정신은 자비를 실천하는 자비정신이 의식화한 것입

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중생과 생명에 미쳐지는 것이기 때

문에 고통 받는 생명에게는 항상 자비심을 버리지 않는 것이 보

살의 마음입니다.

이리하여 자비정신을 생활화하고, 의식화하는 것이 방생법회입

니다.

그 출처를 본다면 금광명경(金光明經)이라는 경에 유수장자(遊

水長子)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유수장자가 옛날에 죽어 가는 물고기를 살려주었는데 그 물고

기들이 모두 해탈을 얻었다는데서 방생의 출처를 찾습니다.

그리고 보살계에서도 방생을 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데 정신은 참 좋고 해야 하는 일이나, 방생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반성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생하는 장소에 가 봤는데 그때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의식을 거기서 봉행

하는데 되도록 물고기가 지치고 중간에서 죽지않도록 시원한 물

로 갈아주며 의식도 간단히 하고 빨리 물에다가 살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지체하고 오래 끌면서 늦게

서야 물고기를 물에 넣어주는 일은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

생을 하는 가운데도 여러 가지 무질서한 형태가 나오는 것은 마

땅히 시정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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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개인 생각으로 보면 방생을 할 때 물고기를 사도 조금

만 간단하게 사서 의식도 간단하게 하고 빨리 살려주는 데 목적

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번잡한 진행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불교에서는 화혼(花婚)의식이 있습니

다.

화혼의식은 불교의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은 불교식으로 올릴때는 꽃을 부처님께 올리면서 예식

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옛날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기전에 과거의 부처님께 꽃을 올리고 그 꽃으로 말미암

아 전생에 야수다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야수다라와 

현생에서도 내외가 되었습니다.

꽃을 부처님께서 올림으로 말미암아 부부 인연을 맺는 예식을 

시작하는 것이 불교의 화혼예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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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설화 백유경- 백 가지의 비유

  아흔 일곱 번째 이야기

비단옷과 순금을 모두 빼앗긴 사람

어느 날 두사람이 짝이 되어 넓은 들판을 함께 가다가 한 사람은 도중

에서 한 벌의 비단옷을 도적에게 빼앗기고, 또 한사람은  풀 속을 들어

갔다.

옷을 빼앗긴 사람은 일찍이 그 옷 끝에 금전 한 푼을 싸 두었었다.

그래서 그는 도적에게 말하였다.

“이옷은 금전 한 푼값에 해당한다. 지금 금전 한푼을 줄것이니 이 옷

과 바꾸자.”

도적은 말하였다.

‘그 돈이 지금 어디 있는가.“

그는 그 옷 끝을 풀어 금을 내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 순금이다. 만일 내말이 믿어지지 않거든 지금 이 풀

속에 훌륭한 금사(金師)가 있으니 가서 물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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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음 금과 옷을 모두 가져 갔다. 그리하여 어리석은 사람은 옷과 금

을 모두 잃었다. 그리고 제이익만 잃은 것이 아니라, 또 남도 잃게 하

였다.

 

범부도 그와같다.

도를 닦아 행하고 온갖 공덕을 지었다가, 번뇌라는 도적에게 겁탈당하

여 그 선법도 잃고 온갖  공덕도 잃고 만다. 그리고 또 제 이익만 잃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익도 잃게 한다.

그리하여 몸이 허물어지고 목숨이 끝난뒤에는 세갈래 나쁜 길에 떨어

지나니, 마치 저 어리석은 사람이 이것 저것을 모두 잃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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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흔 여덟 번째 이야기

어린아이가 큰 거북을 얻은 비유

옛날 어떤 아이가 육지에서 놀다가 큰 거북이 한 마리를 얻었다. 

그것을 죽이고 싶었으나 그 방법을 알지 못하여 어떤 사람에게 

물었다.

“어떻게 죽입니까?”

그 사람은 말하였다.

“그것을 물속에 던져 두어라. 그러면 곧 죽을 것이다.”

아이는 그 말을 믿고 그것을 물속에 던졌다. 그러나 거북이는 물

을 얻어 곧 달아났다.

범부들도 그와 같다.

여섯가지 감관을 지켜 갖가지 공덕을 닦으려 하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하여 어떤 사람에게 묻는다.

“어떻게 해야만 해탈을 얻을 수 있느냐”

삿된 소견을 가진 외도와 악마와 나쁜 벗은 그에게 말한다.

“너는 그저 여섯 가지 경계를 뜻대로 받아들이고 다섯 가지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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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마음대로 즐겨라. 내 말대로 하면 반드시 해탈을 얻을 것이

다.

그리하여 그 사람은 깊이 생가하지도 않고 곧 그 말을 따르다가, 

몸이 허물어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세갈래 나쁜길에 떨어지나

니, 마치 저 어린애가 거북이를  물 속에 던지는 것과 같다.

내가 이제 이 논(論)을 짓노니

우화같은 말이 한 데 뒤섞여

진실하고 바른 말을 손상시킨 것 같지만

읽는 이는 잘 관찰하라.

마치 쓰고 독한 약물(藥物)을

달콤한 꿀에 섞으면

그 약은 온갖 병을 낫게 하는 것처럼

이 논도 또한 그와 같다.

바른 법 가운데 우스개 이야기는

비유하면 마치 저 미친 약과 같다.

부처님의 바른 법은 극히 고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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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사을 밝게 비추어 주나니

마치 소화제를 먹은 것 같아서

우유처럼 몸 속을 부드럽게 한다.

나는 지금 이런 이치로

마음을 파헤쳐 극히 고요하게 한다.

그것은 마치 저 아가다 약을

나뭇잎에다 싼 것 같아서

약으로 상처를 치료한 뒤에는

그 나뭇잎은 버려야 한다.

우스개 말은 겉에 싼 잎과 같고

진실한 이치는 그 속에 있나니

지혜로운 사람은 바른 이치를 취하고

우스개 말은 버려야 한다.

존자(尊者) 상가세나(僧伽斯那)는 어리석은 꽃목걸이를 지어 마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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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광사 9월 법회 및 행사 

태백동 급식소 후원금 현황입니다.

서경스님50,000 황진석 쌀 20kg 공양미 외    유봉악 20,000

구영근 40,000 불대8기(2개월) 100,000    정점남 50,000

노영수 30,000 정진이 10,000 김인복 10,000 김영호 10,000

홍승운 20,000 포교사단 20,000 ㈜카텍 300,000 이선남 30,000

원광한의원 100,000 박미애 10,000 박덕선 200,000 허재동 10,000

공상섭 40,000 최진환 10,000 원지심 50,000 

화성스텐 남응식 100,000    대광산악회 30,000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급식소 후원 계좌 :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7월 11일~8월 10일)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  

◈ 8월 19일 : 성태금 영가         ◈ 8월 20일 : 윤태훈 영가

◈ 9월 01일 : 초하루기도 입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9월 03일 : 초하루기도 회향

◈ 9월 05일 : 노스님 다례재

◈ 9월 15일 : 추석합동재  오전 7시  설법전

◈ 9월 20일 : 천일기도 200일 기도회향

◈ 9월 21일 : 천일기도 300일 입재

◈ 9월 24일 : 관음재일 다라니기도  오후 1시 대웅전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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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중기도 공양  

진해경찰서 쌀 10kg 50포   유동선(영) 600,000   전용섭 50,000

이헌실 100,000   김태연 300,000   박보람 100,000   김기만 50,000

강현준 300,000   정봉기 200,000   하형규 350,000   구동채 50,000

김귀애 50,000   최경순·김주영 100,000   박종호 50,000

서강은 30,000   구대법화 100,000   김성문 50,000   변동일 100,000

구동채 50,000   김미혜(불대8기) 500,000

   ♥ 백중기도 회향 꽃공양  

불대15기 100,000   익명 100,000   변정자 50,000   금강지 30,000

진성화 20,000   혜연심 20,000   변금자 20,000   삼덕화 20,000  

안락심 30,000   수연화 20,000   성선심 20,000   대명화 10,000

홍방옥 30,000   수심경 30,000   이정임 30,000   홍둘순 20,000

박정희 20,000   길상화 20,000   법안성 30,000   천수심 20,000

법계화 20,000   정불화 30,000   만법수 20,000   불음성 10,000

이재숙 20,000   수안문 20,000   대도행 50,000   월정심 20,000

혜광화 10,000   청정심 30,000   자성화 20,000   선정지 20,000

진실행 20,000   자성심 20,000   박미옥 20,000   김지원 10,000

김수안 10,000   김규나 10,000   김귀애 10,000   신재관 50,000

정광심 20,000   자비행 20,000   김규상 50,000   공덕화 30,000

정범행 50,000   강상호·강상희 50,000

   ♥ 여름불교 학교  

불대15기 100,000   ※ 봉사해주신 신행단체 및 신도님들 감사합니다.

   ♥ 지혜의 말씀  

주정수 50,000   (영)청량심 20,000   오현우 30,000   김석출 30,000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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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09일(금) - 추석맞이 전래놀이 한마당

○ 9월 26일(월) - 9월 생일잔치

○ 9월 3일(토) - 2학기 어린이 법회 개학

 9월 유치원 행사

 대광사 어린이 법회

   ♥ 선원대중공양  

후원회 2,000,000   대명화 500,000   ㈜카텍 500,000   시라회 200,000

경전반 100,000   안종권 100,000   원지심 100,000   덕성심 100,000

공덕화 떡 2되(아침식사 대용)

※ 동참해주신 모든 불자님들 감사드립니다.

  

 추석 합동차례  

제사 접수받습니다

1. 일   시 : 2016년 9월 15일 오전 7시

2. 장   소 : 설법전

3. 동참금 : 가구당 5만원(1위패 추가 2만원)



 천일기도 회향 및 입재 안내문  

 천일기도 200일 회향일

- 일 시 : 2016년 9월 20일(화) 오전 10시30분 

- 장 소 : 대웅전

 천일기도 300일 입재일

- 일 시 : 2016년 9월 21일(수) 오전 10시30분

- 장 소 : 대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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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