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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태어나면 저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 불가에서

는 이것을 업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한다. 인생이라는 커다란 그림을 

각자의 업에 따라서 채워나가게 된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진 명작을 그려가고, 완성을 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똑같은 삶

의 도화지와 붓, 물감, 기타 재료를 가지고도 천차만별을 세계를 그

려간다. 참으로 이상한 경우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그림을 우리네 인

생에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같은 집안, 학교, 지역, 등 여러 가지 동

등한 환경에서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 그림을 그려가는지…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다 자기의 인생이란 그림을 명작으로 

완성하고 싶을 것이다. 단 한 사람도 소중한 자기의 삶을 애환과 고

통으로 점철된 졸작으로 끝내고 싶은 사람을 없다. 다시 말해서 인간

이란 누구나 다 행복하고 근심 걱정 없는 아름다운 인생을 추구한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꽃길로 펼쳐진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살아가

면 되는가? 이와는 정반대로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찬 삶의 길을 걸

어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 것인가? 이러한 

삶들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인가?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

은 이 모든 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온전히 우리네 선택

에 의해서, 각자 개인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그려나가는지에 

따라서 인생의 그림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불교를 신행하고 붓다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앞으로 펼쳐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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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의 삶

서경스님 / 대광사 지주 



우리네 인생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시키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이

다. 그 방법가운데에는 다라니지송, 참선, 염불, 간경 등의 수단이 동

원되고, 각자 자기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신행과 수행을 하는 것이

다. 여기에는 참선이 수승하고 염불은 열등하다든지 하는 방법상의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여러 가지 수행 방법 가운데 본인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실천하면 된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데에도 일정한 형식과 단계가 주어

지는 것처럼, 불교를 신행하는 데에도 간략히 세 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다.

하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

여, 경전이나 책을 읽거나 법문 등을 보고 듣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

연히 경전이나 어록 여러 좋은 책들을 자주 접하고 법회에 적극적으

로 참석하여야 할 것이다.

둘은 경전 등을 탐독하고 법회에 참석하여 법문을 듣거나, 불교방

송에 방영되는 동영상 등을 통하여 습득한 것들에 대하여 곰곰이 생

각해 보는 단계다. 부처님께서도 나의 말이라 하여 무조건 따르지 말

라 하셨다. 이치에 맞는지 나에게 적합한 수행 방법인지 따져본 후에 

나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실천하라는 것이다. 

셋은 가르침을 듣거나 보고, 그 가르침이 이치에 맞는지 생각해본 

다음에 정확한 이론과 실천방법의 선택을 통하여 각자의 인생을 그

려나가는 것이다. 

붓다의 가르침은 인생의 여정을 행복하고 윤택한 길로 가도록 제시

하는 지도나 차량에 설치 되어있는 네비게이션에 비유할 수 있다. 

사람 누구나 다 붓다가 제시한 지도와 네비에 의지하여 인생이란 

길을 간다면, 반드시 장밋빛으로 가득한 행복한 삶이 펼쳐짐은 의심

할 여지가 없다. 

불자가 절에 오거나 재가에서 신행 생활을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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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하게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따른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평가이다. 지금 자기의 마음자리가 깨끗한지 자

기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오염되어 있는지 알아야한다. 만약 이기심이

나 다른 것으로 오염되어 있다면 참회와 반성으로 비워내어야 한다. 

인간은 대부분 타인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지만, 자신

에 대해서는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는 듯하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로 회자되듯 말이다. 불자라면 이러한 잣대

로 자기를 평가하면 절대 안된다.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준엄한 잣대

를 적용시켜야만 한다. 왜냐하면 타인은 속일 수 있을 지라도 자기의 

양심을 속일 수는 없고, 그 업은 온전히 자기의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말로는 절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

신을 포장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참으로 측은하고 안타까웠다. 

그럴싸한 이유를 제시하고 말을 하면 자기의 속마음은 들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 사람도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것

이다.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자신이 무슨 생각을 또는 말

을 하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다. 강물이 깊은 줄 알면 어느 정도 

들어갔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깊이를 모르고 들어가다 보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앞에 넋두리처럼 적은 생각이 

전적으로 나의 의업과 구업으로 남길 바라고, 나의 생각과 추측이 온

전히 틀렸길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란다. 

인생이란 커다란 도화지를 채워 나갈 때 삼독의 마음으로 얼룩진 

바탕에서 출발한다면, 자연히 애환과 고통으로 가득한 삶이 펼져질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참회와 비워진 깨끗한 마음으로 각자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자유롭게 그려나가는 불자가 되길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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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舍利子 色不異空 空不異色 色卽是空 

  空卽是色 受想行識 亦復如是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

습니다. 색이 곧 공이며 공이 곧 색입니다. 수.상.행.식

도 이와 마찬가집니다.

색이란 인간의 육체를 뜻합니다. 색은 바로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색은 인간의 육체를 비롯하여 세상의 모든 물질

입니다. 이것을 인도에서는 사대(四大)라 했습니다. 즉 땅. 

물. 불. 바람(地水火風)입니다. 이것이 어디든지 다 있다하

여 4대라 했습니다. 여기에 허공을 포함해서 5대를 말하

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색이란, 색깔과 부피와 무게를 가

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는 감정의 느낌이며, 상은 상상(想像), 공상(空想), 등

이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행은 행동(行動), 동작(動作)입

니다. 그리고 식은 종합적인 인식(認識)을 말합니다. 이에 

수. 상. 행. 식은 모두 정신작용입니다. 그리하여 색수상행

식의 오온은 육체와 정신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인간을 의

반야심경 강의(般若心經 講義 )

불교 상식

사 리 자  색 불 이 공  공 불 이 색  색 즉 시 공   

공 즉 시 색  수 상 행 식  여 부 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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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니다.

오온은 불교의 인간관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을 5온으

로 본 것입니다. 보통 영혼이니 생각이니 말합니다만 사실

은 다름이 아니라 수상행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수상행

식의 작용은 항상 복잡하고 민활하게 돌아갑니다. 예를 하

나 든다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사고자하는 물건을 

고르다 보면 ‘좋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상상을 합니다. 이것을 사다가 어떻게 쓸 것인가 하고 말

입니다. 그 다음에는 직접 돈을 치르고 물건을 삽니다. 이

것이 행입니다. 이에 식이란 이 물건에 대하여 세밀히 관

찰하고 구상하고 용도에 알맞게 배치하고 하는 등 입니다. 

이 수상행식의 작용은 항상 이렇게 연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사 육체가 잠이 든다 하더라도 행식의 작용은 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몸이 죽는다 하더라도 

행식의 작용은 계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輪廻)입니다.

다음은 공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 합니다. 공(空)이란 범

어의 슈냐타로서 유와 무(有, 無)를 초월한 존재입니다. 대

반야경에서는 20공(空)을 말했습니다.

①내공(內空) ②외공(外空) ③내외공(內外空) ④공공(空

空) ⑤대공(大功) ⑥승의공(勝義空) ⑦유위공(有爲空) ⑧무

위공(無爲空) ⑨필경공(畢竟空) ⑩무제공(無際空) ⑪산공

(散空) ⑫무변이공(無變異空) ⑬본성공(本性空) ⑭자상공

(自相空) ⑮공상공(共相空) ⑯일체법공(一切法空) ⑰불가

득공(不可得空) ⑱무성공(無性空) ⑲자성공(自性空) ⑳무

성자성공(無性自性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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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공의 명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공이란 어떤 

단순한 내용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현상과 없는 현

상을 다 포함했으면서도 이러한 유와 무의 세계를 초월

한 내용이 ‘공’입니다. 공이란 절대로 단순한 허무의 세계

가 아닙니다. 완전한 허무(虛無)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

전한 실존(實存)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무와 실존은 중

생의 수상행식의 착각입니다. 이 세상의 존재는 오직 ‘없

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 무를 초월한 그 공의 실

상(實相)의 존재만이 존재할뿐입니다. 이 점은 반야심경의 

다음 구절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색이 공

이며 공이 색이다. 수상행식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수

상행식과 다르지 않다. 수상행식이 공이며, 공이 수상행식

이다.’

이러한 말씀은 바로 공의 본질(空性)을 천명한 것입니다. 

공의 본질은 바로 5온(색수상행식)이요, 5온의 본질은 공

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색의 본질은 공입니다. 우리 몸의 본질은 공입

니다. 모든 물질의 본질은 공입니다. 감정의 본질은 공입

니다. 상상의 본질, 행동의 본질, 인식의 본질은 공입니다.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본질은 공입니다. 공의 본질은 수상

행식입니다. 공의 본질은 우리의 정신입니다. 공의 본질은 

이 세상의 모든 사상체계입니다.

세상은 그대로 공이요, 공은 그대로 세상입니다. 모든 존

재는 바로 ‘공’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에서 밝

히고 있는 공의 본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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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말씀

여덟 번째 말씀

어느때 부처님은 사왓티의 기원정사에 계셨다. 그때 사리뿟따 존자

는 마가다의 날라까 마을에 있었다. 그는 중병이

들었는데 그때 사미 쭌다가 그이 시자였다. 사리뿟따 존자는 중병

으로 인하여 열반에 들었다. 사미 쭌다는 사리뿟다 존자의 가사와 

발우를 가지고 기원정사로 가서 아난다 존자에게 이 사실을 먼저 

보고하였다.

“존자여, 사리뿟따 존자가 열반하셨습니다. 여기 발우와 가사가 있

습니다.”

“벗 쭌다여, 부처님을 뵙고 이 소식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부처님께 

이 소식을 전하러 갑시다.”

그래서 그들은 부처님께 가서 이 사실을 말씀드렸다. 아난다 존자

가 말하였다.

“부처님, 저는 이소식을 듣고 약에 취한 것처럼 정신이 멍하니 혼

미하고 가르침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리뿟따 존자는 제게 조언

자였과 상담자였고 저를 가르쳐 주었고, 분발케하고, 격려하고 기

쁨을 주었습니다. 그는 담마를 가르치는데 지칠 줄 몰랐습니다. 그

는 함께 청정한 삶을 사는 동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

리는 사리뿟따 존자가 저희들에게 준 담마의 도움, 담의 풍성함, 담

마의 자양물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아난다, 우리는 사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언제가는 헤어져야 한

사라뿟따의 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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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번째 말씀

어느때 부처님은 사왓티에 계셨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

씀하셨다.

“나는 보름 동안 홀로 명상하고자 한다. 나에게 식사를 가져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나에게 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식사를 가져가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부처님을 방해하지 않

았다. 보름의 명상 기간이 끝난 후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

씀하셨다.

“나는 내가 예전에 온전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 느꼈던 그런 깨달

음을 보름 동안 다시 부분적으로 체험했다. 즉, 잘못된 견해의 결과

로 오는 모든 [잘못된] 현상들을 알게 되었고, 잘못된 말, 잘못된 행

동, 잘못된 생활수단, 잘못된 정진, 잘못된 마음챙김, 잘못된 집중

의 결과로 오는 모든 [잘못된] 현상들을 알게 되었다. 

또한 바른 견해의 결과로 오는 모든 [바른] 현상들을 알게 되었다.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수단, 바른 정진, 바른 마

음챙김, 바른 집중의 결과에서 오는 모든 [바른] 현상들을 알게 되

었다.”

 홀로 용맹정진하심(팔정도에 대하여)

다고 내가 이미 가르치지 않았더냐? 생겨나고, 존재하고, 조건지어

진 탄탄한 큰 나무의 가장 큰 가지가 부러진 것처럼, 탄탄한 큰 비

구 승가에서 사리뿟따는 마지막 열반에 들었다. 아난다, 생겨나고 

존재하고 조건지어진 것은 무너지고 만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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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광사 3월 법회 및 행사 

◈ 3월 12일  보름법회

◈ 3월 17일  불대16기 신도기본교육 수련회

◈ 3월 18일  불대16기 신도기본교육 수계식

◈ 3월 19일  용왕재 입재

◈ 3월 21일  용왕재 기도 회향

               관음재일 다라니기도

               제16기 불교대학 개강

◈ 3월 28일  초하루 기도입재

◈ 3월 30일  초하루 기도 회향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  

■3월 2일 배을기 영가   

■3월 4일 김갑영 영가 외 (원창에프론 공업주식회사 천도재)

■3월 11일 이봉남 영가

■3월 25일 감연자 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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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동 급식소 후원금 현황입니다.

㈜카텍 300,000 노영수 50,000 원광한의원 100,000 

박미애 10,000 법안성 30,000 김원규 30,000 유봉악 10,000 

수성화 100,000 진성화 30,000 김지현 100,000   

대광산악회 100,000  박덕선 100,000  장원봉 30,000  김인복 10,000

주지(서경)스님 50,000

◆ 급식소 후원 계좌 :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1월 23일~2월 13일)

   ♥ 지혜의 말씀  

(영)청량심 10,000   문병학 30,000   전진길 50,000

   ♥ 정초기도 공양  

신도회장님 100,000  시라회 회장님 50,000  

불대8기 회장님(여래심) 1,300,000  주정수 50,000  정점남 50,000

조수근 100,000  이광석 30,000  정봉기 100,000  문종명 100,000

고맙습니다

   ♥ 군법당 지원  

김인복 10,000  주지(서경)스님 200,000

   ♥ 삼보사찰 공양  

정법행 100,000  임계주 100,000  덕성심 두유공양  한지민 100,000

※ 추운날씨에도 삼보사찰 순례를 무사히 마친 모든 불자님들 감사드립니다.

※ 같이 동참해주신 모든 봉사자 불자님들과 신도님들께 많은 감사드립니다.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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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紀 2561年 대광사 신도기본교육 및

제16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안내
진흙에서 핀 은은한 연꽃이 세인을 매료시키듯 부처님의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인가를 
가르치시고 이끄셨습니다.

대광사에서는 올해도 훌륭한 스님과 법사님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신도기본교육 및 불교대학을 개강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많이 동참하시어 값진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도기본교육 대광불교대학

대    상 미수계자 및 초심자 누구나 신도오계 수계자

교육기간 2017. 2.14(화) ~ 3. 15(수) 2017. 3월~12월
( 1년 과정 - 2학기제 )수 계 일 2017년 3월 18일

신도기본교육 제16기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교육일시 : 신도기본교육 ⇒ 매주 화·수 오전 10시~12시
                      불교대학 ⇒ 매주 화·수 오전 10시~12시
▶접수기간 : 2016년 12월 1일부터 ~ 2017년 3월까지
▶수 강 료 : 신도기본교육 50,000원 (신도증발급, 수계비, 수련회비 포함)
              불교대학 1학기 150,000원 (교재비, 성지순례비, 수련회비 포함)
▶계좌번호 : 수협 921-61-001749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의    식 예불 및 의식(찬불가)

예    절 사찰예절, 신도오계

교    리 부처님의 생애, 사성제, 팔정도 등

불교문화 법당, 탑, 탱화, 벽화, 문학, 성지순례

신    행 참회와 기도, 사경 보시와 자비실천, 수련회

불교역사 인도·중국·한국 불교사, 동남아 불교사

불교사상 중관, 유식, 화엄, 선사상 등

경    전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등

특    강 사찰음식, 다도, 불교 사회복지 실천, 수련회, 성지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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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4회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 일시 : 3. 2(목) 오전 ??? 

○ 장소 : 대광사 교육관

○ 내용 : 입학 준비물 배부, 차량노선 조정

○ 대상 : 신입원아와 학부모

2. 진급생 오리엔테이션

○ 일시 : 3. 3(금) 오후 ???  

○ 장소 : 대광사 교육관        

○ 대상 : 진급원아와 학부모

 3월 유치원 행사 

 대광산악회 
제29차 3월 산행안내

○ 산행지 : 지리산 청학동 삼신봉

○ 일  시 : 3월 25일 오전 8시 30분

○ 출발지 : 대광사

○ 참가비 : 만원

○ 준비물 : 도시락·간식·따뜻한 물·개인컵

     건강은 건강할때 지킵시다

대광산악회
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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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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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광사 템플스테이 (055)545-95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