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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대의 다리가 되리 / 여울을 건너고 험로를 넘는 /

든든한 다리가 되어 드리리...

비 오는 날은 /물에 빠지지 마시고 /바람 부는 날은 /

바람에 흔들리지 마시고 /편안히 다리를 건너소서!

세상 하고 많은 일을 /피하며 살 수는 없으리니 /

그 때마다 저를 밟고 지나가소서!

당신 가시는 길에 /어떤 난관도 이겨나갈 /

든든한 다리가 되어 드리리이다.

 

신라시대 경주에는 유명한 다리가 둘 있었다. 

하나는 원효스님이 물에 빠져 요석공주를 만나는 인연이 이루어

지게 되는 월정교다. 월정교는 그 때 신라 왕궁인 반월성 서쪽에 있

던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졌던 다리다. 지금 상당기간 공을 드리고 

상당 금액을 들여 복원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다른 하나는 반월성 남쪽에 있던 영춘교 내지는 일정교 혹은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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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운성스님 / 대광사 회주 



불효교로 불리던 다리다. 월정교가 왕궁을 드나드는 고급의 다리였

다면 일정교는 일반이 많이 이용하는 서민의 다리였다.

역시 상류층 위주의 정책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지 월정교가 화려

한 위용으로 재탄생하고 있는데 반해 일정교는 초라한 모습으로 잡

초 속에 묻혀 많은 서민들 사랑 받던 옛 기억을 더듬으며 잠든 듯 

숨어 있다.

두 개의 다리가 같은 시대에 태어나 같이 사랑 받으며 역사를 지

나 왔음에도 그 때 기름진 사람들 발길을 받던 화려했던 다리는 지

금도 그렇게 화려하게 재생되고 있고. 하나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

를 정도로 사람들 왕래조차 전혀 끊어진 상태다.

겨우 작은 팻말 하나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흔적만 유지하

고 있음이 못내 아쉽고 안타깝다. 사람이 상류층에게 온갖 지원이 

이루어지듯 다리조차도 그러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매우 씁

쓸하다.

다리는 사람들이 험한 골짜기를 안전하게 건너고 물에 빠지지 않

기 위해서 만든 안전 통로다. 인류가 조직사회를 구성하면서 시작

된 오랜 역사의 산물이다. 

나무다리. 돌다리. 쇠다리. 시멘트다리. 등이 주류를 이루며 역사

의 발전과 더불어 단순 건널목 가치를 넘어 점차 장식용 내지 는 

관상용 즐김 용으로까지 변화하기에 이르렀다. 다리에는 세월을 지

나며 저마다 설화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내용들을 살펴보면 역사 

기행을 하는 재미가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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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 잊히다 싶이 한 일정교(춘양교)에는 효·불효교라는 다른 

이름이 있기도 한데 내력은 이러하다.

어느 남편을 일찍 여읜 여인이 아이들 셋을 기르면 살고 있었다. 

형편이 어려울 때는 자식들 데리고 살기에 바빠서 외로움을 느낄 

겨를일 없었지만 점차 살림이 나아지면서 외로움이 깊어졌다.

자연 홀로된 여인을 가엾이 여기며 도움의 손길을 주던 홀아비와 

정이 맺어지게 되었다. 밤마다 내를 건너 물에 빠지며 정인을 만나

고 오곤 했는데 어느 날은 물이 불어 온통 옷이 젖고 말았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아들이 다음 비오는 날은 돌을 주어다 어미 

몰래 다리를 만들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정인을 만나고 돌아오던 

여인은 전에 없던 다리가 놓여 있음에 고마워한다. 몰래 집에 들어

가 자리에 들어 아이들 몸을 접하니 차갑기 그지없었다.

비로 불어난 물에 빠져 젖을 어미 걱정을 한 아이들이 냉기를 무

릅쓰고 다리를 놓았던 것이다. 이를 알게 된 어미는 이후로 정인을 

멀리하고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 정성을 바치며 살았다 한다.

어머니가 물에 빠질 것을 염려하여 다리를 놓았으므로 효심의 다

리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어머니의 사랑을 끊어지게 한 불효가 

되기도 했으므로 효·불효교라 이름 지었다 한다. 다리가 곧 인류 

역사인 것이다.

정유년하면 조선시대의 정유재난이 먼저 떠오를 정도로 일도 많

고 말도 많았던 정유년을 보내고 무술년이 밝아지고 있다. 새해는 

제발 저마다 이기심에 빠져 이웃도 나라도 잊고 탐욕에만 빠져 사

는 도탄의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한 다리가 되는 배려와 양

보가 이어지는 화목과 평안의 해가 되기를 기도한다.

나는 너에게 없어선 안 될 다리가 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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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상식

한국 관음신앙과 천수다라니 유통고(流通考)

한국에 있어서 신라시대에는 미륵, 미타신앙과 함께 ‘관음

신앙’도 매우 성행했었다.

관음신앙의 가장 오랜 기록은 삼국유사(三國遺事) 제4권 

자장정율조(慈藏定律條)에 보인다.

자장법사(~635)의 부친은 늦도록 후사(後嗣)가 없는 것을 

걱정하여 천부의 관음(千部觀音)을조성하고 기원한 끝에 자

장을 두게 되었다.

大德慈藏 金氏 本辰韓眞骨蘇判(三級爵名)茂林之子 其

父歷官淸要 絶無後胤 乃歸心三寶 造于千部觀音 希生一

息 祝曰 若生男子 捨作法海津梁 母忽夢星墜入懷 因有娠 

及誕 與釋尊同日 名善宗郎

천수경 강의(千手經 講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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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자장은 김씨이다. 본래 진한의 진골인 소판 무림의 아

들이다. 그의 부친은 관리로서의 요직을 두루 거친 분이었

다. 그러나 자식이 없는 것을 걱정하여 불교에 귀의해서 천 

분의 관세음보살을 조성하고 아들 하나 두기를 희망했다. 축

원하여 말하기를 ‘만일 아들을 낳으면 부처님께 바쳐 불법의 

세계의 큰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그의 어머니

는 별이 떨어져 품안에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 그 후에 태기

가 있었다. 탄생을 하니 석가모니 부처님과 생일 같은 날이

었다. 이름을 선종랑이라 하였다.

그리고 삼국유사 제3권 삼소관음 중생사조(三所觀音 衆生

寺條)와 분황사 천수대비 맹아득안조(芬皇寺 千手大悲 盲兒

得眼條)와 제5권의 경흥우성조(憬興遇聖條) 등에 관음신앙 

내용은 많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제2권에는 김인문(金仁問)이 옥에 있을 때는 

관음도량(觀音道楊)을 설치하였고, 당나라에서 돌아오는 길

에 바다에서 죽으니 아미타불도량을 설치했다고 기록되었

다. 신라시대에도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관세음보살 기

도를 했고, 망자(亡者)를 위해서는 아미타불님께 기도를 봉

행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음신앙이 어떠한 형태였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밝힐 수는 없다. 따라서 관음신앙은 자장법사 이전부

터 이미 있었으나, 천수다라니가 언제 한국에 전래(傳來)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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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고찰하기 어려우며, 다만 몇가지 

문증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신라의 명랑(明朗)법사는 선덕여왕 원년(元年, 632)에 당

나라에 가서 많은 비밀 주법(呪法)을 전수해 왔다. 그러므로 

천수다라니도 이때쯤 전래하지 않았나 추측할 수 있다.

삼국유사 제2권 문무(虎)왕(661~681)조에는 명랑법사에 

관계되는 일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以彩帛假搆 宜矣 王以彩帛營寺 草搆五方神像 以瑜珈

明僧十二員 明朗爲上首 作文豆婁秘密之法 時唐羅兵未

交接 風濤怒起 唐舡皆沒於水 後改刱寺 名四天王寺 

이에 비단으로 절을 꾸미고 풀로 오방신상(五方神像)을 만

들었다. 그리고 비밀교의 고명한 스님 열두 분으로 하여금 

집전하게 하였다. 그중에는 명랑법사가 제일 상수(上首)가 

되어 밀교의 비밀법을 시행하였다. 이때에는 당나라 군사와 

신라의 병력은 교전하기도 전에 풍랑이 사납게 일어 당나라 

배가 모두 물에 침몰하였다. 그 후에 절을 고쳐 짓고 이름을 

사천왕사(四天王寺)라 하였다. 그 법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의상대사(義湘大師,625~702)의 ‘백화도량발원문

(白花道場發願文)’에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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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亦頂戴 觀音大聖 十願六向 千手天眼 大慈大悲 悉皆同等 

普令法界 一切衆生 誦大悲呪 念菩薩名 同入圓通 三昧聖海

나는 관음대성을 지극히 받들어 섬깁니다. 그리하여 십원육

향과 천수천안과 대자대대비가 다 관음대성과 같게 되기를

원하옵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대비주(천수다라

니)를 외우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생각하여 다 함께 관세음

보살의 원통삼매(圓通三昧)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옵니다.

의상대사는 서기 670년(咸亨 元年)에 중국에서 신라로 돌

아왔고, 귀국 후에는 낙산사(洛山寺)를 중심으로 관음신앙을 

선양하였다. 그러므로 ‘백화도량발원문’은 670년 이후의 

저술로 봐야 할 것이다. 아무튼 신라에 천수다라니의 유통에 

있어서 최초의 기록은 이 ‘발원문’이다.

이 사이의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관음신앙은 자장법사 이

전부터 있었던 것이 확실하나 천수다라니에 대해서는 의상

대사 발원문에서 그 문중(門衆)이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천수다라니가 한국에 전래된 것은 명랑법사와 의

상대사를 전후해서 이루어졌다고 할수 있겠다.

삼국유사 제3권 대산오만진신조(臺山五萬眞身條)에서 이런 

명문이 나온다.

   晝讀八卷金經 仁王 般若 千手呪 夜금念觀音禮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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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8권의 금경과 인왕경·반야경·천수다라니를 읽었

고 밤에는 관음예참을 외웠다.

 이렇게 전래된 천수다라니는 신라시대는 물론이며, 고려시

대와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관음신앙의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제반 의식(儀式)에 있어서도 

천수다라니가 그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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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말씀

첫 번째 말씀(숫타니파타)

제1품 뱀의 품

        4. 까씨 바라드와자의 경 [Kasībhāradvāja-sutta]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 때 세존께서 다끼나기라에 있는 에까날

라라는 바라문 마을에서 마가다인들 사이에 계셨다. 

그때 바라문 까씨 바라드와자가 파종할 때가 되어 오백 개 가량의 

쟁기를 멍에에 묶고 있었다. 

마침 세존께서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발우와 가사를 들고 탁발을 

하기 위해 바라문 까씨 바라드와자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가셨다. 

바라문 까씨 바라드와자는 음식을 나누어주고 있었다. 그래서 세존

께서는 바라문 까씨 바라드와자가 음식을 나누어주고 있는 곳으로 

가서 한쪽에 서 계셨다. 

마침내 바라문 까씨 바라드와자는 세존께서 탁발을 하려고 서 계신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까씨] “수행자여,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먹습니다. 그대 수행자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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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존] “바라문이여,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먹습니다.”

[까씨] “그러나 저는 그대 고따마의 멍에도, 쟁기도, 쟁기 날도, 몰

이 막대도, 황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따마여, 그대는 이렇

게 ‘바라문이여,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

린 뒤에 먹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라문 까씨 바라드와자는 세존께 시로써 말했다. 

  

[까씨] “그대는 밭을 가는 자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대가 밭을 가

는 것을 보지 못했네. 밭을 가는 자라면 묻건대 대답하시오, 어떻게 

우리는 그대가 경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세존] “믿음이 씨앗이고 감관의 수호가 비며 지혜가 나의 멍에와 쟁

기입니다. 부끄러움이 자루이고 정신이 끈입니다. 그리고 마음챙김

이 나의 쟁깃날과 몰이막대입니다.”

[세존] “몸을 수호하고 말을 수호하고 배에 맞는 음식의 양을 알고 

나는 진실을 잡초를 제거하는 낫으로 삼고, 나에게는 온화함이 멍에

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속박에서 평온으로 이끄는 정진이 내게는 짐을 싣는 황소입니다. 

슬픔이 없는 곳으로 도달해서 가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밭을 갈면 불사의 열매를 거두며, 이렇게 밭을 갈고 나면 

모든 고통에서 해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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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바라문 까씨 바라드와자는 커다란 청동 그릇에 유미죽을 하

나 가득 담아 스승에게 올렸다.

  

[까씨] “고따마께서는 유미죽을 드십시오. 당신은 진실로 밭을 가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당신 고따마께서는 불사의 과보를 가져다주는 

밭을 갈기 때문입니다.”

[세존] “시를 읊은 대가를 나는 받지 않습니다. 바라문이여, 그것은 

바로 보는 이에게 옳지 않습니다. 시를 읊은 대가를 깨달은 이는 물

리치니, 바라문이여, 이치를 따른다면, 그것이 청정한 행위입니다.

번뇌가 부서지고 의심이 소멸된 완전한 님, 위대한 성자에게 다른 

음식과 음료수로 달리 봉사하십시오. 공덕을 바라는 자에게 그것은 

복밭이 될 것입니다.”  

[까씨] “그러면 존자 고따마여, 이 유미죽을 저는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세존] “바라문이여, 신들의 세계, 악마들이 세계, 하느님들의 세계, 

성직자들과 수행자들의 후예들,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의 세계에서 

여래와 그의 제자를 빼놓고는, 아무도 이 유미죽을 먹고 소화시킬 사

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문이여, 이 유미죽은 생물이 없는 물에 

버리시오.”

  

그래서 바라문 까씨 바라드와자는 그 유미죽을 생물이 없는 물속

에 쏟아 버렸다. 그런데 그 유미죽은 물속에 버려지자마자 부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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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소리를 내면서 많은 거품을 내뿜었다. 마치 온종일 뙤약볕에 뜨

거워진 호미날을 물속에 던지자 부글부글 소리를 내면서 많은 거품

이 이는 것과 같았다. 이때 까씨 바라드와자는 모골이 송연하여 두

려워 떨면서 세존의 곁에 다가섰다. 그리고 세존의 두 발에 머리를 

조아리며 여쭈었다. 

  

[까씨] “존자 고따마여, 훌륭하십니다. 존자 고따마여, 훌륭하십니

다. 존자 고따마여, 마치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듯이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듯 어리석은 자에게 길을 가리켜주듯이 눈을 갖춘 자는 형

상을 보라고 어둠속에 등불을 가져오듯이 존자 고따마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

존이신 고따마께 귀의합니다. 또한 그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또한 그 

수행승의 참모임에 귀의합니다. 저는 고따마 앞에서 출가하여 구족

계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라문 까씨 바라드와자는 부처님 앞에서 출가하여 구

족계를 받았다. 그 후 홀로 떨어져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

였다. 그는 오래지 않아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이 그러기 위해 올바

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듯이, 위없는 청정한 삶을 지금 여

기에서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했다. 그는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

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알았다. 마침내 존자 까시 바라드와자는 거룩한 

님 가운데 한 분이 되었다. 

- 다음호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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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紀 2562年 대광사 신도기본교육 및

제1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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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 27(화) ~ 3. 21(수) 2018. 3. 27(화)~12. 5(수)
( 1년 과정 - 2학기제 )수 계 일 2018년 3월 24일

신도기본교육 제17기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교육일시 : 주간 ⇒ 매주 화·수 오전 10시~12시
▶접수기간 : 2017년 12월 1일부터 ~ 2018년 2월 말까지
▶수 강 료 : 신도기본교육 50,000원 (신도증발급, 수계비, 수련회비 포함)
              불교대학 1학기 150,000원 (교재비, 성지순례비, 수련회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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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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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광사 1월 법회 및 행사 

◈ 1월 1일 : 음력 11월 보름법회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1월 10일 : 관음 재일 다라니기도 오후 1시 대웅전

◈ 1월 17일 : 음력12월 초하루 기도입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1월 19일 : 초하루기도 회향

◈ 1월 21일 : 불대16기 졸업식 

◈ 1월 24일 : 성도재일 (철야기도)

◈ 1월 31일 : 음력12월 보름법회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무술년 정초기도 안내     

 무술년 입춘기도 및 삼재소멸기도 안내  

● 입춘 및 삼재소멸 기도일 : 2018년 2월2일(금)~2월4일(일)

● 날삼재 띠 : 개. 범. 말 띠
● 입춘시간 : 오전 6시 28분
● 동참금 : 입춘 동참금(가족축원 3만원) 
               삼재소멸기도(동참자 2만원)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545-9595

● 정초기도 입재 : 2018년 2월 18일(일)

● 정초기도 회향 : 2018년 2월 22일(목)

● 법회시간 : 오전10시 설법전
● 동참금 : 가족축원 5만원
● 법회(5일동안) 진해지역 차량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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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법당 초코파이 지원금(11.16~12.20)

표의순 10,000 금강지 10,000 이동희 30,000 강건숙 10,000

이지영 10,000 구성희 10,000 이미애 10,000 여래심 10,000

하형규 10,000 강  란 10,000 김인복 30,000 대광사후원회 50,000

유미란 10,000 홍예현 10,000 안옥래 10,000 향운개 10,000

김성욱 30,000 법연화 10,000 경전반. 불대16기 189,000

서경스님 100,000

고맙습니다

태백동 급식소 후원금 현황입니다.

홍승운 40,000 황두관 10,000 손태철 30,000 오현우 30,000

유봉악 20,000 허점자 20,000 ㈜카텍 600,000 공상섭 200,000

원광한의원 100,000  포교사단 60,000 박미애 10,000 홍예현 50,000

김인복 10,000 조성부 100,000 김지현 100,000 김보영 50,000

박덕선 100,000 대광산악회 30,000 불대16기 70,000 찬불단 50,000

정진이 20,000 박진호 50,000 서경스님 50,000

◆ 급식소 후원 계좌 :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11월 16일~12월 22일)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군법당 지원

12월 6일 해군 보국사 지원 1,000,000

   ♥ 음력 11월 초하루 공양

이미애  떡공양

여래심  과일공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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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졸업 및 종강법회 

  ○ 일시 : 2018년 1월 27일(토)   

2. 반야반·여래반 졸업여행

  ○ 일시 : 2018년 1월 19일(금) ~ 20일(토) 

  ○ 대상 : 반야반·여래반 졸업생

1. 대광유치원 개학 

  ○ 일시 : 2018년 1월 12일(금)   

 1월 유치원 행사 

 1월 어린이법회 활동 

   ♥ 동지공양 동참자

구귀선   안종권   공상섭   전용섭   김형국   이시형   정호철  석청갈비(백석암)   

김미혜   안종권   조민정   이미정   허성화   주정수   주영돈   박종수

정봉기   변창인   엄종훈   김순남   김성문   배지훈   배지호   한찬상

이헌실   표태환   박종호   전윤란   김원규   하정영   최진환   한지민

박원정   지마트

   ♥ 10월 어르신 한마당(재공지) 

조용수 900,000   대광후원회 2,000,000   이용원 100,000

불대1기 100,000   김재호 100,000   정봉기 100,000   이헌실 100,000

안소현 1,000,000   불대총동문 500,000   하형규 100,000

이시형 100,000   주송이 50,000   박지혜 50,000   최상용 100,000

시라회 200,000   김용운 500,000   김주섭 50,000   신도회 300,000

염불봉사회 100,000   박차생 100,000   박호도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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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광산악회 
제38차 웅동 보배산 산행안내

○ 일  시 : 2018년 1월 28일 일요일 

○ 출발지 : 아침 9시 대광사

○ 참가비 : 만원 

○ 준비물 : 도시락·간식·따뜻한 물·개인컵

새해에 대광산악회와 함께 
건강기원합시다 ~~~~

대광산악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