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定義

동지는 일 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어 음陰이 극에 이

르지만, 이날이 지나면 하루 낮 길이가 조금씩 길어져서 남회귀선

(동지선)이 북회귀선(하지선)에 가까워지게 된다. 이날을 계기로

하지가 될 때까지는 낮이 다시 길어지기 때문에 양陽의 기운이 싹

트는, 사실상새해의시작을알리는절기로여겼다. 이에우리나라

속담 중 동지와 관련된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 ‘동지 지나 열흘이

면해가노루꼬리만큼씩길어진다’는속담도있고‘동지가지나면

푸성귀도새마음든다’도있다.

동지 불공冬至 佛供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동짓날에 동지불공을 올리고 있

다. 동지불공은 동짓날 절에 가서 공양물로 팥죽을 올리고 새해의

발원發願을 다짐하는 의례이다. 불교에서는 민간신앙과 습속을 수

용하여 불공의례가 행해진다. 민간에서 동짓날 먹는 팥죽을 공양

물로 올리고 새해의 발원을 다짐하는데, 동지불공은 그 성격상 액

厄을소멸하고새해의길운吉運을추구하는기원적요소가강하다.

신라와 고려에서는 동지를 전후하여 팔관회八關會를 지냈는데,

이를 중동팔관회仲冬八關會라고 한다. 불교는 24절기의 하나인 동

지를불공의례로수용하면서민간신앙의요소도흡수하게되었다.

사찰에서도 동지불공을 할 때 팥죽을 쑤어 불전에 공양하고 그것

을함께나누어먹는다. 불공으로올린팥죽은의례에의하여성화

聖化되고 염력念力이 깃들었다고 이해되기 때문에 그것을 절에서

먹을 뿐만 아니라 불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얻어가 가족과

이웃에게나누어먹이면서새해의건강과안녕을기원하는것이다.

세시 풍속歲時 風俗

옛 사람들은 태양이 기운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동지를

24절기중가장큰명절로즐겼다. 전통사회에서는흔히동지를작

은 설로 여기고 설 다음 가는 경사스러운 날로 생각했다. 옛말에

‘동지를 지나야 한 살 더 먹는다’, 또는‘동지팥죽을 먹어야 한 살

더먹는다’라는말이전해지는것은바로이때문이다. 

팥죽을 만들면 먼저 사당에 올려 동지고사冬至告祀를 지내고, 각

방과장독, 헛간같은집안의여러곳에놓아두었다가식은다음에

식구들이 모여서 먹는다. 사당에 놓는 것은 천신薦新(신에게 먼저

올림)의 뜻이고 집안 곳곳에 놓는 것은 축귀逐鬼의 뜻이어서 이로

써집안에있는악귀를모조리쫓아낸다고믿었다. 이것은팥의붉

은색이양색陽色이므로음귀를쫓는데효과가있다고믿었기때문

이다. 이처럼 붉은 팥은옛날부터 벽사 의 힘이 있는것으로 믿

어모든잡귀를쫓는데사용되었다.

일주문一柱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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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 통권제3호
적멸보궁 용연사 부처님진신사리가모셔져있는적멸보궁

용연사에서 한 해의 가피와 복덕구족을
원만히성취하도록기원드립니다.

입 재 2017년 12월 16일(토) 오전 10시 30분 극락전

회 향 2017년 12월 22일(금) 오전 10시 30분 극락전

가족동참비 3만원

준 비 물 부처님전 올릴 찹쌀, 팥, 참기름 1병

동지기도(7일간)

예로부터 동지는 지난 일 년을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작은 설이라고도 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집안의 병고
액난과 삼재팔난의 장애를 막는 기도와 팥죽을 쑤어 부처님과 신장님께 올려 다가오는 새해의 무사태평과 병고
액난소멸을기원하는세시명절중의하나입니다. 부처님전에간절한기도로써무술년새운을받으시고, 가족
들이모두건강하고운수대통하는새로운한해가되시기를지극한마음으로발원합니다.

동지기도동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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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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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은 수행공간이자 전법공간이

며부처님과보살님이모셔져있는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이런 곳인

만큼불자들은각별하게예를갖추

어야합니다. 우선절에갈때는단

정한옷차림으로노출이심한옷을

피해야 합니다. 절의 진입 공간인

산문을들어설때마다불자들은각

문 앞에서 반배로서 예를 표하여 마음가짐을 맑고 깨끗하게

가다듬어야합니다. 

탑앞에섰을때는그곳에부처님의진신이살아계심을명

심하고반배로서세번절하거나합장한채오른쪽으로탑돌

이를합니다. 

절에 와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중앙 불전인 큰법당에 들어

가 부처님께참배해야합니다. 법당에올라가는계단은일반

적으로 중앙과 좌우에 있는데, 불자들은 좌우계단을 이용해

야 합니다. 사찰에 따라 중앙 계단만 있을 경우에는 그 계단

의양측면을이용하면됩니다. 

법당으로들어가는문은여러개가있습니다. 법당정면에

중앙문이 있고 그 양옆에 각기 하나

씩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당 좌우

측면에 하나씩 문이 있지요. 법당 안

정 중앙 뒤쪽으로 불보살님 모셔져

있으며, 이 불보살님이 모셔진 곳을

기준으로 가운데 통로를 어간御間이

라 하고, 이곳으로 나 있는 정중앙의

문을어간문이라고부릅니다. 법당에

출입할때일반불자는어간문을이용해서는안되며측면으

로난문이나좌우측의문을이용해야합니다. 

법당에들어갈때는문을조용히열고부처님을향해합장

하고 반배를 한 후 들어섭니다. 법당 안에 들어선 이후에는

합장한 자세로 조용히 걸어가 부처님을 향해서 삼배를 올려

야 합니다. 이때 다른 불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몸을

조심하며가운데통로인어간은사용해서는안 됩니다. 그리

고어간을지날때는합장한자세로허리를굽히고경건하게

통과해야됩니다. 부처님께향을올릴때는두손으로받들어

지극한마음으로올리며향에붙은불은입으로불어끄지말

고손이나다른도구를이용합니다. 법당을나올때도들어설

때와마찬가지로하면됩니다. 

그동안 적멸보궁 입구가 조릿대나무들로 둘러싸여 음침했던 분위기를 대나무를 모두 캐내고 꽃을 심을 화단으로 만들고 화장실

앞축대를다시쌓았으며주차장도넓혀기도객들이편리하게사용할수있도록깨끗한기도처로만들어졌습니다. 

사찰예절

불교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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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멸보궁이새로워졌습니다

주차장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화장실 주변과 축대를 정비하여 깔끔해졌습니다. 적멸보궁 앞이 훤하고 말끔해졌습니다.



용연사龍淵寺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비슬산에 있는 절로서, 대한

불교조계종大韓佛敎曹溪宗제9교구본사인동화사桐華寺의말사이다. 

비슬산琵瑟山 용연사龍淵寺는 천년의 역사와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한 유서 깊은

천년고찰千年古刹로서 신라 신덕왕 1년(912년) 보양국사寶讓國師가 창건했으며, 이

절터는용龍이살았던곳이라고해서절이름을용연사龍淵寺라불린다고한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603년(선조 36)에 휴정 사명대사四溟大師의 명령으로

인잠印岑·탄옥坦玉·경천敬天 등이 재건했다. 1650년(효종 1)에 일어난 화재로

보광루만 제외하고 모두 불타버렸으나 다음해에 계환戒環·여휘麗輝 등이 중건했

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의 중수가 있었으며 6·25전쟁 때 병화를 입어 겨우 명맥

만유지되던것을근래에복원했다. 

현존 당우로는 극락전極樂殿· 산전靈山殿·명부전冥府殿·삼성각三聖閣·

안양루安養樓·감로당甘露堂·선열당禪悅堂·심검당尋劍堂·유정당維正堂등이있다.

중요문화재로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 석조계단(보물 제539호)이 있

고, 1728년 세운 다포식 맞배지붕의 극락전(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1호)과 극

락전모셔진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및복장유물(보물제1813호) 이외에도몇기

의부도와 3층석탑(대구광역시유형문화재제28호) 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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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예불 - 극락전 05:00 / 적멸보궁 04:00
사시불공 - 극락전 10:30 / 적멸보궁 10:30
2시 기도 - 적멸보궁 14:00
저녁예불 - 극락전 18:00 / 적멸보궁 19:00

기도란 : 전생에 지은 죄업의 인연으로 가지가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액난을 이겨내고 소원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기도 성취의 비결은‘지극정성 간절히 일념

으로’구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천년고찰 용연사 수행기도 도량에서

지극정성 기도를 올리시면, 반드시 소원을 성취하시게 될 것입니다.

용연사예불및기도시간안내

극락전 관세음보살 인등 : 10만원

적멸보궁, 삼성각, 명부전 인등 : 5만원

2018년부터는 각 전각에 켜진 인등의 자리와 번호는 바뀌지 않고 항상 고정됩니다. 

(불을 밝히신 날로부터 1년)

※초하루기도와보름기도를고정적으로하실분접수받습니다.

2018년도인등접수받습니다

용연사연혁및유래

용연사 바로알기(1)



용 연 식소

인등
김도우, 김미경, 김태연, 김민송, 김동욱, 신재숙, 김해명, 김다정, 김명,
김민호[ ], 김선, 김단, 김성국, 김정현, 나채도[ ], 박기환[ ], 박종용,
서원 , 이용재, 이준엽, 이원엽, 이준하, 이한도, 문 희, 조 주, 최재 ,
양재순, 최우열, 정용주, 최유미, 이유덕, 허용운, 황진기, 황윤재

연등
김성훈, 김정석, 김지현, 나채도[ ], 박윤홍, 손춘이, 신희숙, 우상조,
이병철, 이종규, 이주형, 임충규, 장민우, 정병동, 정시우, 조외연[ ], 최서 ,
최성민, 최재왕, 한상수, 한흥라임텍

떡공양
배병우, 서정의, 심묘법행, 박호선, 강동우, 김수조, 최호식, 김종석, 김일중,
조항래

1000일 기도
강상현, 권연규, 김갑성, 김동주, 김병곤, 김신희, 김연채, 김종구, 김종덕,
김진길, 김현진, 류규하, 박대근, 박중근, 백대련화, 서재평, 서현동, 양 진,
윤동철, 이규성, 이병철, 이인구, 이진형, 장계형, 장승우, 정각행, 정덕기,
주윤식, 지홍구, 차철근, 최서 , 최원석, 하종문, 홍진웅

적멸보궁 기도
음력 보름기도 및 포살법회
7일, 21일, 100일, 1년 기도, 수능백일 기도

1,000일 기도 안내
용연사에서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에서 범선 스님의
발원으로 11월 22일부터 1,000일간“업장소멸, 발원성취”기도
를 봉행합니다.(자비도량 참법)

기간 : 2017년 11월 22일 ~ 2020년 8월 17일(회향)

일만(日萬)관세음보살 염송법회

일 시 매월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 / 저녁6시~ 밤10시00분
장 소 유정당 관음전

극락전 기도 안내
음력 초하루 기도 및 법회
7일, 21일, 100일, 1년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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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외 기도
생일축원, 가를 위한 49재, 기제사, 천도재, 
설, 추석 명절 합동차례, 단위패 봉안해 드립니다.

관세음보살 명호를 일만 번 염송하는 법회(약 4시간 정도 소요)

대중공양
강동우, 권용규, 권용섭, 김경도, 김남석, 김남실, 김말년, 김상환,
김순자, 김연채, 김 철, 김종석, 박병준, 박선이, 박 섭, 박윤환,
배병호, 서경규, 서선규, 신경순, 심묘법행, 오정각행, 우위지아,
윤명용, 이익순, 임경섭, 장태순, 전원자, 정무루행, 정윤교, 조용주,
지수걸, 하종문, 홍혜실

공덕지으신분들 2017년8월 1일~11월30일정기법회및기도안내

백중 가천도 49일기도회향법회Ⅰ 백중 가천도 49일기도회향법회Ⅱ 팔공산 산중장터 승시에 참여한 용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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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반도 내소사 성지순례Ⅰ 변산반도 내소사 성지순례Ⅱ 수능고득점 원만합격성취 100일기도법회Ⅰ

수능고득점 원만합격성취 100일기도법회Ⅱ 수능고득접 원만합격성취 특별촛불기원법회Ⅰ 수능고득접 원만합격성취 특별촛불기원법회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