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는 정유년丁酉年입니다. 지

금으로부터 420년전인 1597년에

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왜적이 6년

만에 다시 우리 강토를 침탈한

정유재란丁酉再亂이 일어난 해

이기도합니다.

용연사는 당시 임진왜란과 정유

재란의 대표적 역사현장 중 하나

입니다. 용연사의 중창조重創祖

이자 호국護國의 승장僧將이신

사명대사께서는 이곳 용연사와 동화사, 비슬산을 중심으로 의승병

義僧兵을 일으켜 누란의 위기에서 나라와 백성을 구하셨습니다.

전란이 수습된 후 사명대사께서는 1604년 2월 은사인 서산대사께

서 입적하셨다는 소식을 접해 묘향산으로 가던 중, 선조 임금의 부

름을받고조정으로가서일본과의강화를위한사신으로임명받으

셨습니다. 그리고같은해 8월일본으로가서 8개월동안생사를넘

나드는 외교협상 끝에, 전란 때 잡혀간 3천여 명의 우리 동포들을

데리고이듬해 4월귀국하셨음은여러분도잘알고계실것입니다.

바로 그때 전란 당시 왜적이 도굴 약탈해간 통도사 금강계단의 부

처님 진신사리를 반환받아 모셔오게 되었으며, 그 중 1과를 봉안

한 것이 바로 용연사 금강계단인 것입니다.

나라안팎이4백여년전못지않게혼란스럽습니다. 나라안정국은

탄핵파동으로한치앞을내다볼수없고, 북핵위협에경제위기까

지 더해 국민들의 삶은 팍팍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거기에 예상치

못했던 미국 대통령선거의 불안한 여파에다가, 날로 격화되어가는

분쟁 및 테러 위협으로 세계정세 또한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불자들이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루빨리나라가안정되고국민들의삶이나아질수있도록용기와

희망을주는데앞장서야할것입니다. 

용연사주지무위능도스님이부임하자마자용연사사보를창간하

며‘문서포교’의 기치를 높이신 것을 진심으로 환 하고 축하합니

다. 우리 용연사의 불자님들은 어느 사찰보다 조상 대대로 전승되

어 온 뿌리 깊은 신심을 갖고 있는 분들인 만큼 새로 창간하는

<용연소식>이 사부대중이서로화합하고소통하는‘등불’의역할

을다해주기를기대합니다.      

그리고 <용연소식>을통해모든선남선녀들이좋은법연法緣을맺

어서, 그 인연공덕으로 더욱 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일구어 나가

는데튼실한밑거름이되길바라는마음간절합니다.  

다시 한 번 <용연소식>의 창간을 축하하며, 용연사 사부대중 여러

분의건승과행복을두손모아축원합니다. 

청허성문 큰스님
용연사 회주
대구불교총연합회 이사장

천년고찰 용연사에서 사보를 발간하게 됨을 신도회
회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보를 통해 신도들을하나로묶는소통과화합의장이
되기를기원합니다. 
새로 오신 무위능도 주지스님께서는 불사와 신도님
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사찰의 면모를 바꾸어 가
고 계십니다. 이제 머지않아 용연사가 대구 불교계의
우뚝 선 부처님 도량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신도회회장 손용선
용연소식창간을축하합니다

부회장 권용규, 차정자, 백점숙, 김계하, 전은희

총 무 김대수, 채순희

용연소식지를 창간하게 된 것은 사찰과 신도 사이

에소식을전하기위함입니다. 

이소식지를통하여사찰의변화와여러가지계획

들을알리고자합니다.

신도님들의관심과참여를기대합니다.

사찰을자주방문하지못하시는신도님들과용연

사에관심과애정을가지고계시는분들에게반갑

고유익한봄소식이되기를기원합니다.

사찰은신도님들의주인의식에서발전합니다.

사찰을 아끼고 구석구석 살피는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신도님들을 비롯한 주변의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

체로서 사회적 역할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드리며,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불교정신이다시새겨지기를간절하게발원합니다. 

무위능도 스님
용연사 주지

월간 용연(창간호) / 발행인 무위능도 / 편집장 김도우 / 사진 한경자 / 발행일 2017년 4월 17일 / 발행처 용연사·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용연사길 260 전화 (053)616-8846~7 팩스 (053)616-0408

2017.04 창간호

적멸보궁 용연사 부처님진신사리가모셔져있는적멸보궁
용연사에서 한 해의 가피와 복덕구족을
원만히성취하도록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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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능도 스님께서 용연사에 부임한 이후에 변화와
발전하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한겨울에 기도하러 오신 신도님들을 위해서 법당에
난방시설을 설치하고, 불교대학에 입학하는 신도님
들이 편하게 앉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유정당에 긴
의자와 책상을 들여놓았습니다. 앞으로 불교대학을

정식 2년 과정으로 개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무위능도
주지스님께 한없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아울러 적멸보궁 용연사 사보 창간을
불교대학 동문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불교대학회장 김태국
부 회 장 박 춘, 최종태, 최원석, 이성수
총 무 박종창, 김미자, 허정림용연사 사보의 첫걸음이 천년 고찰 용연사의 새로운

역사를만들고, 모든불자님들과소통과단합의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용연사 사보가 창간된 것을 지장회 회원
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로 부임해 오신
무위능도 주지스님과 편집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
사를 드립니다.

지장회장·총무 김남실

적멸보궁 용연사 사보 발간을 관음회 회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처님 가피 아래 신도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뜻깊
은 정유년 한해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관음회장 신용희
부 회 장 정갑선, 정미애
총 무 강경연

용연사 사보 창간을 청장년회원 모두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용연사의 소식들을
사대부중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매체가 없었기에
이번 용연사 사보가 발행되는 의미는 남다르다 하
겠습니다. 창간호를 시작으로 좀더 다양한 내용을
불자님들에게 전하고 소통하는 좋은 매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청장년회가 한마음 되어 용연사 사보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장년회장 라인찬
부 회 장 김필삼, 서정숙
총 무 이승태

석가모니부처님 사리탑과 부처님 법을 전하는 금강
계단! 오랜 역사와 선조들의 숨결을 고스란히 간직한
용연사에 다님이 내겐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하며
부처님법과 스님의 가르침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
한 시간임을 잘 알기에 오늘도 스스로 몸과 마음을
낮추고 살아갑니다. 이번 용연사 사보 창간을 산

회 회원들과 함께 축하드리며, 용연사 사부대중의 화합과 불사의 발전에 큰
역량을 발휘 할 수 있기를 부처님 전 발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
아본사 석가모니불”

산회장 김종순
부 회 장 김정희
총 무 박곤순

극락전노전

총 무 팀 장

교 무 팀 장

재 무 팀 장

재 무 보 조

현경 스님
이 보 리 신
김 마 니 주
이 보 각 해
한 보 명 심

공 양 주

채 공

봉 향 각

선 부

이 반 야 행

최 진 여 심

박 연 화 심

이 무 열

용연사종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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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법회및기도안내

용 연 식소

정초산림기도 1.30 정초 방생법회 2.5 삼재소멸기도 회향 2.5

용연사 불교대학 5기 졸업식 1.7 용연사 불교대학 6기 입학식 3.4 일만관세음보살 염송법회 매월 둘째주(토), 넷째주(토)

연등접수안내
1년 가족등 : 보궁, 극락전, 지장전

1년 합격등(삼성각) : 학업, 승진, 시험

1년 번창등( 산전) : 사업, 취업, 상업

부처님오신날 100일등 (3월 초하루~ 단오절까지)
: 보궁마당 및 극락전 마당

수계일시 2017년 5월 28일 (음 5. 3) 일요일오전 10시

용왕대재 점심공양 후(오후1시~ 3시)

가족수계법회및용왕대재
음력 초하루 기도 및 법회
3일, 7일, 21일, 100일, 1년 기도

연중기도
정초산림기도, 입춘 및 삼재소멸기도, 정초 방생법회
칠석기도, 백중 가천도 49일 기도, 동지기도

그 외 기도
생일축원, 가를 위한 49재, 기제사, 천도재, 
설, 추석 명절 합동차례, 단위패 봉안

극락전기도안내

적멸보궁기도

적멸보궁예불

음력 보름인등기도 및 포살법회
3일, 7일, 21일, 100일, 1년 기도
수능백일 기도

일 시 매월둘째주, 넷째주토요일/ 저녁6시~ 밤 10시30분

장 소 유정당 관음전

일만(日萬)관세음보살염송법회

새벽예불 : 04:00부터
사시예불 : 10:30부터
저녁예불 : 19:00부터
(※동절기 시간 변동 있습니다.)

봄 부터 가을까지 예불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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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커텐(박준억)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
2지구 3층 51호
휴대전화 010-2514-6416

신월성카센타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 1동 1176-1번지
휴대전화 010-3776-0980

달성매일공인중개사무소
(양수민)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9길 78
전화 (053)615-4550  
휴대전화 010-5431-1150

김보명화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320 
보성은하 아파트 110동 502호

김혜림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2길 39 
남맨션 102동 401호

이형근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서기길 3-31

윤면근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명곡로 11 
명곡미래빌 103동 1601호

김인갑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 2425-1번지

이규성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로 45 강산타운
406동 105호

변호사
최우정법률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5 범어역
우방 유쉘 1-207
전화 (053)745-8700
휴대전화 010-5663-6552

강남보석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1길 68 
(통신골목 내)
전화 (053)423-7755

참다한홍삼
(성수월)

대구광역시북구칠곡중앙대로575(읍내동)
전화 (053)325-3838(칠곡점)
휴대전화 010-4120-1648

아리랑떡집

대구광역시달서구월배로28안길54
전화 (053)631-5250

오성그라비아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비슬로
2309-6
전화 (053)583-9633

미애스토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1685-1
휴대전화 010-3471-7956

카페르2001
(송재진)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1774-14
휴대전화 010-9374-3711

썬에너택 LPG공급업체

(이성수)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리 694
휴대전화 010-3822-5101

스카이모터스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8길 23
휴대전화 010-4575-7100

대구상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시장로 34
전화 (053)425-8700  
휴대전화 010-9501-8600  

삼시세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588-35 
전화 (053)744-9326 

달성요양병원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달성군청로1길8
전화 (053)626-9988 

백대련화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 242 
감삼우방드림아파트 107동 1307호

혜원꽃방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656-8
전화 (053)629-0303, 656-0303

경단떡집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화원로
29-4 
전화 (053)638-0285

한라기획이벤트
(김대수)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법화길 71
휴대전화 010-3538-7969

삼성화재&삼성생명
한경대리점(한경자)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 매일신문사
빌딩 7층 704호
휴대전화 010-4501-1777

디자인마루
출판산업단지 내

대구광역시달서구월곡로100안길11
전화 (053)426-3395
팩스 (053)426-34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