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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붕전령 (海鵬展翎 ? – 1826)
전남 순천 출신으로 선암사로 출가하여 묵암최눌(黙庵最訥)스님을 은사로 계
를 받았다. 자는 천유(天遊)이고 호는 해붕(海鵬)이며 선종과 교종 모두에 날카
로운 안목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문장이 아름답고 덕이 총림의 으뜸이었
다고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백곡처능(白谷處能), 무용수연(無用秀演) 등과 더
불어 3대 문장으로 꼽기도 한다.
스님은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 1786~1856)가 진영에 찬을 썼을 정도로 당
시 호남에서 고매한 이름을 떨친 ‘호남 7고붕(湖南七高朋)으로 꼽혔으며 초의
(艸衣)의 스승이기도 하다. 1823년의 화재로 선암사가 큰 피해를 입자 노구에도
불구하고 눌암식활(訥岩識活), 익종(益宗) 스님 등과 함께 선암사의 중창을 이끌
기도 하였다.

사진 진 우

표지설명 : 원통각
선암사 제일의 기도처인 원통각 내부.
순조임금과의 인연이 깊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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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스님 법문

심을 높이 사시고 하안거 해제 날에 스

목련존자의 효심을 배우고 가족의 의미

님들을 초청하여 정성으로 공양을 올려

를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복을 지으면 무간지옥에서 벗어날 수

요즘 가족간 대화와 유대감이 점점

불교의 명절

있을 거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후 목련

줄어들어 사회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존자는 음력 7월 보름에 스님들에게 필

위패를 쓰고 돈만 내놓고 스님들이

- 우란분절의 참된 의미 -

요한 의복, 약품 등 공양물을 올리고 그

천도재를 지내는 것이 우란분절에 하는

공덕으로 어머니가 지옥을 벗어날 수

일이 아닙니다.

있게 됩니다.

제사상에 뿌리, 줄기, 이파리 나물을
올리며 조상과 나와 후손이 하나라는

그러나 요즘엔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의미를 알고 함께하는 이런 의식을 통

생겨난 우란분절에 많은 불자들은 절에

해서 자녀를 가르치고 자신을 바꾸고

가서 조상 천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를 행하고 배우는

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우란

것입니다.

분절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선암사 주지 법원스님

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란분절 기간에
불자로서의 도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입
니다.

우란분절의 참된 의미

목련존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스님들께 십시일반으로 공양을

오늘은 불교의 5대 명절 중에 우란분

대로 사업자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어머

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음

니께 맞기고 돈을 벌기위해 외국으로

우란분절의 첫 번째 참된 의미는 죽

력 7월 15일을 백중이라고 하는데 앞으

나갑니다. 삼년 즈음 지나 어머니가 위

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되

로 우란분절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하는

독하다는 연통 받고서 돌아왔지만 어머

돌아보며 점검해보는 계기를 삼는 것입

데 우란분을 한문으로 표현을 하면 구

니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었습니다.

니다.

도현(救倒懸)이라 하는데 ‘거꾸로 매달

부처님께서

올리는 것입니다. 이는 음식은 물론 스
님들이 필요한 물목들도 포함됩니다.
꼭 우리 절의 스님이 아닐지라도 주
변의 어려운 스님이 있다면 작은 정성
이라도 모아 공양을 올리는 것이 우란

그 뿐 아니라 어머님 생전에 삼보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생각하

공양도 올리지 않고 술과 풍유로 돈을

지만 바꿔 생각해보면 하루하루 죽어가

다 탕진을 하여 업병으로 돌아가신 사

는 것입니다. Well-Being만큼 Well-Dyi

우란분절은 부처님 10대 제자 중 신

실을 알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목력존

ng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쁘고 치열한

정리를 해보면 우란분절은 죽음이라

통력이 가장 뛰어난 목련존자와 관련이

자는 출가하여 열심히 수행해 부처님의

일상에서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순간을

는 의미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

있습니다.

10대 제자인 신통제일이 됩니다.

살아갑니다.

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고,

려있는 것을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분절의 참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목련존자의 효심을 배워 가족이라는 의

부처님 당시 인도의 장자였던 목련존

어느 날 목련존자가 어머니가 그립고

우란분절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진지

자의 아버지가 세연이 다하여 목련존자

궁금하여 신통력으로 찾아보니 생전에

하게 들여다보며 죽음을 통하여 미리

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

에게 재산을 삼등분해서 삼보에 공양을

지은 죄업으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있는

과오를 알아차리고 더 늦지 않고 고쳐

공양을 올리며 불자로서의 도리를 행하

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며, 나머지

것을 보게 되고 목련존자는 부처님을

나갈 수 있도록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

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집안을 돌보는 자금으로 사용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하라고 유언을 합니다. 목련존자는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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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의 수행과 효

두 번째는 우란분절의 일화를 통해

승보에

불기2559년 7월 법문에서... 

특 종

미국에서 다시 모셔 온 동악당재인대선사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주지 법원스님

맞추면서도 지역사회에서 선암사의 도난

은 동악당재인대선사의 행장을 소개하기

문화재 현황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관심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업과 분업을

에 앞서 진영에 삼배의 예를 올리며 선

과 제보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민운동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사에 대한 존경과 도난으로 인한 후학

을 전개할 예정이다.

편집실
지난 7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문화역사관 1층 로비에서는 대

먼저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1999년부

들의 불경을 표하고 “진영의 주인공 재

현재 선암사에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

재청 나선화청장,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터 『불교문화재 도난백서』를 발간하여

인 대선사는 조선시대 정유재란 이후

한 약 60여점의 도난문화재가 있다. 이

주지 법원스님 등 내외빈과 수많은 취재

도난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였고,

피폐해진 선암사 중창을 이끌었고 이후

에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는 기존의 자

선암사에 주석하며 선풍을 진작시킨 큰

료와 현황을 대조해가면서 추가적인 도

스님”이라며 “선암사의 맥을 잇는 스님

난문화재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과 함

국외소재 문화재재단은 외국 경매 현황

의 진영이 다시 돌아온 사실에 감격을

께 동악당 진영의 도난 및 유출 경로와

지난 3월, 문화재청은 미국인 A씨가 B

을 모니터링하여 경매 출품 사실을 파악

금할 수 없다”고 조계종과 문화재청에

과정을 통해 다른 진영들의 소재를 파

경매소에 본 진영을 출품한 것을 국외소

하였고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은 축적

감사를 전했다.

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재 문화재재단을 통해 확인 이후, 문화재

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자료

이번 환수 공개식과 병행하여 대한불교

선암사에서 도난당했던 불화 중에는

청에서 도난 문화재임을 확인하였다.

를 비교하여 도난 문화재임을 확인하였고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국외소재 불교문화재

순천시 재산관리기간 중 도난당하였다가

진영의 환수를 위해 직접 미국까지 날아

의 정보공유와 환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에 경매에 나왔던 33조사도

가 협상을 통해 반환을 이끌어냈다.

협력각서를 체결하였다.

3폭과 팔상도 1폭을 압수하고도 소송에

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문화

진들의 취재열기 속에 모여 미국에서 돌
아온 「동악당재인대선사진영(東岳堂在仁
大禪師眞影」공개행사가 개최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과 대한불교
조계종 선암사는 불화를 적극 환수하기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는 미국에서의 진
영 이운과 관련된 경비를 부담하였다.

로 결정하고, 문화재청은 B 경매소에 도

대한불교조계종과 문화재청은 「불교

대한불교조계종과 문화재청, 그리고 대

서 패하여 소장자들의 선의 취득이 인

난 문화재임을 통보, 즉각적인 경매중지

문화재 도난예방 및 회수를 위한 협약」

한불교조계종 선암사는 이번 「동악당재인

정되어 회수 하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를 요청하였다. 이후, 경매소에서 문화

(2014.10.22)을 지난해 체결하였으며, 이

대선사진영」의 환수와 협력각서 체결을 계

전례가 있다.

재청의 즉각적인 경매 중지 요청을 수

번 불화 환수는 두 기관의 업무협약 이

기로 국외소재 불교문화재의 현황과 반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에서는 다시는

용함에 따라 문화재청과 출품자 A씨는

후에 거둔 최초의 성과이기도 하며 선

출경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도난 문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협상을 통해 반환에 합의하였다.

암사로서는 지난해 10월 도난당했던 53

화재로 확인되는 경우 즉각 환수할 수

검토하고 종단과 경찰청, 문화재청 등

이번 진영의 환수는 대한불교조계종,

불도 2폭 중 부처님만 오려서 장황되었

있도록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유관기관과

문화재청,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국외

던 2점을 회수한 것과 더불어서 두 번

예정이다.

나가기로 하였다. 

소재 문화재재단, 문화재감정관실 등이

째 성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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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하여

철저히

대응해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는 이와 보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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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산 편지

牛 步 千 里
- 하나씩 찾다보면... -

찰이 함께 회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 태고종 선암사는 소장자와
선암사 주지

법 원

의 민․형사소송에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판결 이후 대한불
교조계종 문화부를 비롯하여 많은 비판과 불화의 환수를 촉구하는 지지성명이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왔음에도 패소하고서는 소송을 접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당시 소장자와의 매수 협상이 결렬되어 끝내 되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또 하나는 작년에 회수된 53불도입니다. 이에 대하여 자체 신문을 통해 ‘공

지난 7월 21일 선암사의 큰스님이신 동악당재인대선사의 진영이 언제인지도

소시효가 지나 처벌 못해’라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내는 태고종 선암사측의 반

모르게 선암사에서 사라지고 나서 불현 듯 미국에서 다시 되돌아 오셨습니다.

응입니다.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가 이를 소장자와 소송을 통한 최종 회

긴 외유를 마치고 귀국하신 스님께 후학으로서 면목없는 일이었습니다만 이

수를 위하여 다른 피해 사찰들과 함께 연대하여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

렇게라도 다시 모시게 된 점은 천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반응입니다.

선암사에는 금번에 회수한 진영 외에도 확인 된 것만 약 60여점이 넘는 많

마지막으로 도난문화재 목록에 있는 유물의 상당수가 도난시기 미상이라는

은 성보들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그 중에는 스님들의 부도도 있고 동

점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가능한가 싶습니다. 어떻게 예불과 경배의 대상

종도 있습니다. 불화류가 가장 많으며 진영도 총 19점에 이릅니다.

인 성보가 도난당했는데 날짜와 시간은 그렇다하더라도 연월조차 파악하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는 현재 확인된 도난 문화재의 목록을 재정비하고 작
년에 확보한 53불도 중 부분 2점과 이번에 환수한 동악당재인대선사진영의
사례를 거울삼아 정부와 종단,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손잡고 도난 문화재
환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못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저는 확인된 도난문화재 외에도 그 외에 파악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되짚어 보려합니다.
선암사를 정상화 한다는 것은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한다는 것과도

누구라도 사찰의 대중이라면 당연히 성보와 삼보정재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일맥상통하는 일입니다. 선암사와 한국불교문화를 증명하는 소중한 문화유산

않게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도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도난 신

을 잘 보존하고 또 도난당했던 문화재들을 마치 느린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

고부터 시작해 다양한 환수의 노력을 취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듯이 꾸준히 추적하고 하나씩 환수하여 선암사를 오롯하게 지켜내겠습니다.

저는 그 동안 선암사의 도난문화재 관련 내용을 점검하던 중 안타까운 부분
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난 2006년도에 확보하였던 선암사 33조사도 3폭과 팔상도 2
폭입니다. 당시 해당 불화는 도난상태였으며 경매에 나온 것을 문화재청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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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승한 불사를 원만하고 여법하게 회향할 수 있도록 종단 사부대중의 많
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조계산 자락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주지 법원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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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사의 성보

현존 최고(最古)의 진영
- 동악당재인대선사 진영 -

<1세>

소요태능
(逍遙太能,1562-1649)

<2세>

침굉현변
(枕肱懸辯,1616-1684)

<3세>

계음호연
(桂陰浩然)

<4세>

동악재인
(東岳在仁)

호암약휴
(護巖若休)

동악당 재인스님의 법맥

‘동악당재인대선사진영’(비단 채색, 97㎝×65㎝)은 18세기에 활동했던 고승인 ‘동
악당재인대선사’(생몰년 미상)를 그린 초상화다. 선사의 당당한 풍모를 특징적으로
잘 묘사한 수작으로, 도난 전까지 선암사 진영각에 보관되어 있었다. 원래 초상화
아래 쪽에 기록됐던 화기(畵記: 불화 하단 등에 그린 경위 등을 적은 기록)의 내용
을 보면, 청나라 건륭 황제 때의 연호로 시작하는 ‘乾隆三年癸亥二月○日(건륭3년
계해2월○일)’이란 문구가 적혀 있어, 제작연대(1738년)가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
의 진영으로 평가된다.
동악재인(東岳在仁/생몰년 미상, 18세기 활동)대선사는 소요태능(逍遙太能, 1562
-1649)의 4세손이다. 동악선사에 관한 행장(行狀)은 알려진 바가 없지만 17세기 후
반~18세기 전반에 선암사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선암사에 동악선사의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당시 선암사의 정황상으로
미루어 스승인 계음스님과 호암스님의 선암사 중창불사에 동참하였을 것으로 추정
된다.
향후 진영의 보존상태를 점검하고 학술 조사 등을 거쳐 문화재 지정신청 및 보존
처리 등의 과정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으로 환수 이후에도 많은 과정들이 남아있는

「동악당재인대선사진영」(비단 채색, 97㎝×65㎝)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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鳥語間關宣妙理

새소리 재잘재잘 묘한 이치 펼쳐내고

蓮香披拂襲衣巾

연꽃 향기 살랑살랑 옷가지에 스며드네.

自家倘或歸心切

스스로 귀의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면

十萬餘程一息臻

십여만리 먼먼길도 한순간에 이르리라

栢庵性聰(1631~1700)

기초교리 강좌

다섯 수행자를 찾아 녹야원으로 갔다.

부처님의 생애(7)
녹원전법(鹿苑傳法)

사슴동산에 있던 다섯 수행자는 멀리

부처님께서는 다섯 비구와 야사와 야사

서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타락한

의 친구 등 60명의 수행자를 제자로 삼

고타마에게 아는 체도 하지 않기로 하

아 진리를 가르쳐 깨달음을 얻게 하고,

였으나, 부처님께서 다가오자 그 위엄과

여러 지방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자비에 압도되어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가르침을 전할 것을 이렇게 권유하였는

꿇고, 절을 하고 자리를 권하였다.

데 이것을 전도(傳道)선언이라 한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첫 설법을

- 법륜의 바퀴를 굴리시다 -

시작하셨다.
편집실

녹원전법상
증심사 대웅전
일화 정경문 作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신 후 한동안 보
리수 아래 머물며 삼매에 들어 있었다.

게 이 법을 알리기란 쉽지 않아라.＂
《상응부경전》

寶)를 갖춘 불교 교단이 성립된 것이다.

우루벨라 국왕인 빔비사라왕은 부처님
의 가르침에 감화되어 부처님께서 우기

"수행자들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극

(雨期)동안 머무시며 가르침을 펴실 수

단으로 치우치는 길이 있느니라. 그 하

있는 사원을 기증했는데 이것이 불교

나는 육체의 요구대로 자신을 내맡기는

최초의 사원인 죽림정사(竹林精舍)이다.

쾌락의 길이고, 또 하나는 육체를 너무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수승한 능력을

지나치게 괴롭히는 고행의 길이다. 수행

가진 열 분의 제자를 십대제자라 하는

자는 이 두 극단을 버리고 중도(中道)를

데 지혜제일 사리불(舍利弗), 신통제일

배워야 한다. 나는 바로 중도를 깨달았

목건련(目犍連), 두타제일 마하가섭(摩

으며, 중도에 의하여 생로병사의 온갖

訶迦葉), 천안제일 아나율(阿那律), 해

괴로움을 버리고 평화로운 해탈의 기쁨

공제일 수보리(須菩提), 설법제일 부루

을 얻었느니라."

나(富樓那),

논의제일

가전연(迦旃延),

첫 설법은 이렇게 중도와 사성제 등을

지계제일 우팔리(優婆離), 밀행제일 라

설하여 연기의 이치를 가르치셨다. 이것

훌라(羅喉羅), 다문제일 아난다(阿難陀)

을 최초의 설법인 초전법륜(初轉法輪)이

등의 열 분의 제자를 일컫는 말로 불법

라 한다. 이들이 부처님의 최초의 제자

의 홍포와 전수는 물론 교단의 유지와

로 비구(比丘)의 시초이다.

발전에 큰 역할을 한 분들이다.

사슴동산에서 처음으로 설법을 하고

부처님은 깨달으신 뒤부터 입멸할 때

얼마 안 되었을 때, 한 장자(長者)의 아

까지 45년 동안 중인도 지방을 유랑하

이 때 최고의 신인 범천이 하늘로부터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탐욕에 허덕이는

들 '야사'라는 청년과 그 친구들이 출가

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설했다. 또

내려와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중생을 위

중생을 지혜의 길로 이끌기 위해 진리

하여 부처님을 따랐다. 또 그 아들을 찾

한 불교는 당시 많은 제자들에 의하여

의 수레바퀴를 굴리기로 한다.

으러 왔던 야사의 부모도 부처님의 설법

널리 전파되었다.

해 설법해 주실 것을 세 번이나 간청하
였다고 한다. 당시 부처님의 심정은 이
렇게 전해진다.
＂고생 끝에 겨우 얻은 이것을 또 남
들에게 어떻게 설해야 하는가?
오! 탐욕과 노여움에 불타는 사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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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를 결심한 부처님은 깨달음의 진

을 듣고, 재가의 신도로서 부처님께 귀

부처님은 수행자와 재가자, 귀족과 평

리를 알 수 있는 사람으로 한 때 스승

의(歸依)하여 우바새 · 우바이가 되었다.

민, 노예를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이었던 알라라 칼라마와 웃다카 라마풋

이로써 교주이신 부처님(佛寶)과 부처

평등하게 대하셨다. 진리 앞에서는 모두

타를 생각하였지만, 이미 그들이 세상을

님의 가르침(法寶)과 부처님을 믿고 따

가 평등하고 깨달음에는 빈부귀천이 없

떠난 것을 아시고, 전에 함께 수행하던

르는 제자(僧寶) 즉, 불·법·승의 삼보(三

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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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인터뷰

성보는 성보로서
모셔질 때가 성보다
동봉 심주완 문화재팀장

편집실

참으로 숨 막히는 시간들이었다. 미국
의 한 경매장에서 선암사의 도난 불화

화 한 점 모시기가 쉽지 않은데 그 옛날

사실 처음부터 동악당재인선사진영임

그러나 도난 성보가 아무리 훌륭하고

척박하던 시절에 조성된 성보들은 수많

을 알았던 것은 아니에요. 미국에서 첩

오래된 문화재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은 신도들의 정성이 켜켜이 쌓이고 이루

보를 접수하고 도난목록을 조사하게 되

성보입니다. 제자리에 모셔져야 빛이 나

말할 수 없는 많은 이들의 수고로움이

면서 알게 된 것이죠.

는 거죠. 무수한 사람들과 오랜 세월을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진영일 줄은 몰

통해 쌓인 사람들의 정성과 발원이 오롯

성보는 문화재나 유물 이전에 경배의

랐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진영에

이 담겨있는 성보를 다른 사람들 몰래

대상인 聖物이다. 그러나 그 성스러운

속한다니 바로 보물급이지 않나 그렇게

자신만의 공간에 모셔 둔다는 것은 어리

성보를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고 도난을

생각합니다.

석은 일입니다. 그저 값나가는 골동품에

더해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일삼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이를 개인적

작년에 회수 하였던 선암사 53불도 일

으로 소장하며 자신의 전유물로 하고자

부 역시 보물급의 불화였는데 많이 안타

성보의 가치는 물질적인 것보다 그 속

하는 사람들의 재물욕에 수많은 성보들

까웠습니다. 특히 선암사의 도난 불화들

에 깃든 정신적인 것에 있는데 말입니

이 사라졌다.

은 보물로 지정된 것이거나 보물급들이

다. 불상은 법당에 모셔지고 불화는 각

많은데 제대로 관리되어지지 못하던 시

자 자기자리 찾아서 결려 있어야 장엄하

기에 일어난 일들이라 답답한 마음이 많

고 신심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암사의 경우에도 현재 확인된 도난
성보가 60여점이 넘는다.

이 듭니다.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저는 앞으로도 제자리에 있어야 할 성

중 하나가 발견된 것 같다는 연락을 받

이런 수난시대에 지난 2014년에 도난

은 후 무탈하게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당한 선암사의 53불도의 일부를 회수하

저는 종단에서 문화재 관련 업무를 오

보가 제자리로 돌아와 제 역할을 다 할

결코 짧지 않았던 시간들.

고 올해 동악당재인대선사진영을 온전하

래 보고 있는데 그 동안 종단이나 사찰

수 있도록 문화재청이나 수사당국, 문화

그 시간들을 피를 말리는 긴장 속에서

게 되찾아 온 것은 그간 도난 문화재를

들의 문화재 관련 역량은 많이 발전하였

재 관련 NGO단체들 및 당해 사찰들과

업무를 추진해 왔던 심주완 대한불교조

환수하고자 노력했던 선암사와, 종단, 그

습니다. 또 그만큼 노력한 결과 올해 문

끊임없이 소통하며 도난당한 성보들을

계종 문화재팀장.

리고 문화재청과 검경의 노력이 이루어

화재위원에 8명의 스님들이 위촉되시고

되찾는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낸 쾌거라 할 수 있다.

또 전문위원에 6명의 스님과 재가자가

좀 더 많은 눈들이 있어야 도난 문화

위촉된 것은 종단의 역량에 대한 반증이

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기관

라고 생각합니다.

과 단체들이 힘을 합쳐야만 하고요.

지금 세상에도 부처님을 모시거나 탱

저는 이러한 입지 속에서 막중한 책임

이제 그 중요한 발을 뗀 것인 만큼 앞

을 느낍니다. 지금 있는 문화재를 잘 보

으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

존관리 하는 것도, 또 새로운 가치를 찾

다. 또 선암사의 많은 도난 성보들도 하

아내어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도 중요한

루 속히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기원하겠

일이겠습니다만 도난으로 인하여 사라져

습니다. 

버린 소중한 성보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잃어버린 연결고리들을 되찾는 것
으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
해 사찰의 역사를 증명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불교미술사의 연결점들을 찾
동악당재인대선사진영 공개행사를 마치고......
심주완 문화재팀장 - 문화부장 혜일스님  주지 법원스님 - 선암사 박물관장 진우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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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봉 심주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문화재팀장
문화재청 동산문화재분과 전문위원

아가는 과정이니까요.
- 17 -

긴급 리포트

사욕으로부터 민족의 영산을 지켜내야
- 지리산 왕시루봉 불법 선교사별장을 철거하라 -

편 집 실

지리산은 우리 민족의 혼이 서린 민

Linton,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와 일부

족의 영산으로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독교 선교단체는 2004년 감사원의

국리공원이자 화엄사, 천은사, 쌍계사,

철거요청무시한 채 왕시루봉 선교사 별

칠불암, 실상사 등 천년고찰이 산재한

장을 수시로 이용함은 물론 작금에는

전통문화의 보고이기도 하다.

등록문화재 등재를 통한 지리산 권역의

지고 있는 서울대 관할 부처 교육부 장

12채가 남아있지만 대부분 퇴락하여 주

관에는 임대기간을 넘겨 불법점유를 인

변경관을 험하게 훼손하고 있다.

정하고 있는데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재한 선교사 가문 인요한 교수가 관

또 문화재청에는 논의가치도 없는 시

리해오던 해당 건물은 1962년 증, 개축

설물을 집요하게 문화재로 등록하려는

과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1972년 서울

1.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 국립공원을 훼손하는 선교사 별장을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복원사업을 수
년째 지속하는 기관이 서식지를 근본적으로 황폐화할 사안에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해당부서의 존립근거를 상실하게 할 것입니다.
2. 교육부 장관은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불법으로 국유시설물을 사용하는
인요한과 선교단체의 활동을 묵인하는 이유와 불법 점유자를 관리인으로
인정해 문화재등록을 가능케 하는 이유를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3. 문화재청은 논의가치조차 없는 시설물에 대해 이토록 집요하게 등록문화
재 지정을 위해 앞장서는 이유를 스스로 밝혀 본 사안이 인요한의 지리산
별장 확보라는 세간의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4.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정부관련 기관에 금번 사태에 엄중히 대처해
유사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불기 2005(2015)년 7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인요한 교수의 사욕에 대한 의혹을 해

대에 기부 체납돼 관리부처가 2008년

소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대한불교조계

교육부로 변경되었다.

종 총무원에도 엄중한 대처로 유사 사

감사원의 철거요구와 강력한 반발에

선교활동 확대를 도모하고 있어 지역의

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도 불구하고 보존과 등록문화재 추진을

지정된 이후, 백두대간 자연생태의 중

시민환경단체와 상식 있는 많은 이들의

을 건의하였다.

강행하고

심지로서 국가의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

특히 지난 1967년 국립공원 제1호로

고 있는 민족의 소중한 자연문화유산으

이에 지난 7월 28일 전국 교구본사주

있는

특정종교의

선교단체

왕시루봉 인근은 허가자 외에 출입이

활동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

제한된 생태계 복원 구역으로 문화재

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보다 널리 알

등록 시 환경훼손이 불가피하다.

려 내고,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

로 지리산 권역 전통사찰들은 수행과

지스님들이 쌍계사에서 개최된 교구본

신행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사 주지협의회의에서 등록문화재 등재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은 1962년 휴

는 한편 본 사건의 법적, 행정적 대응

불구하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를 감수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결의문을 채택

린튼 선교사가 1920년대 서양 선교사

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전남 동부권의

하며 환경부에 국립공원 훼손사례인 선

들이 생활하다 폐허가 된 수양관을 대

불교계와 지역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연

교사 별장의 즉각 철거와 소유권을 가

신해

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하며 인내하고 있다.
그러나 인요한 교수(John Alderman

왕시루봉 일대에 지은 것으로 현



재 집 10채와 교회 1채, 창고 1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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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사 소식

- 8월 예정일정 안내 -

- 7월 소식 01. 주지스님 BBS 불교방송 단박인터뷰

01. KBS 추적60분 ‘사라진 보물들’ 관련 선암사 인터뷰

지난 7월 6일(월) BBS 불교방송에서 방영된 단박인
터뷰에 조계종 선암사 주지스님께서 직접 출연하여 야
생차 체험관 관련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도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일
들이 많이 남았지만 부처님의 뜻으로 여법하고 원만하
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오는 8월8일(토) ‘KBS 추적60분’팀에서 도난 및 환수 문화재와 관련하여 취재 할 예
정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실종과 관련하여 문화재의 도난 현황과 환수노력,
성공과 실패사례를 살피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선암사에서는 그간의 도난문화
재의 현황과 2014년 53불도 부분환수 및 2015년 동악당재인진영의 회수과정 등의 내
용으로 인터뷰 할 예정입니다.

02. 고려 대장경연구소 대각국사 의천스님 친견

선암사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대우전 앞의 석탑들을 보존처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보존처리 했던 부분들 중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부분들과 표면의 지의류 등을 제거
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능공 및 보존과학자분들
과의 작업에 최선을 다하여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7월9일 고려대장경 연구소에서 대각국사 의천
스님 관련 유물 친견을 위해 선암사를 방문했습니다.
주지 법원스님과 박물관장 진우스님께서 직접 안내를
하며 좋은 연구 성과가 나오는데 적극적으로 협조 하
였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고려교장 문헌 결집조사를
위한 것으로 2016년도에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03. 7월 순천불교사암연합회의 개최
지난 7월 17일 오후 2시 별량 동화사에서 순천 사
암연합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선암사 주지 법원스님께서 참석하였으며 이날 신임 회
장에 정혜사 주지 덕림스님, 총무에 송광실버하우스
원장 도운스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새로운 집행부를 중
심으로 순천 불교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04. 제40차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의 참석
지난 7월28일 오후3시,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본사 쌍계사 팔영루에서 제 40차 교구본사 주지협의
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선암사 주지 법원스님도
참석하여 선암사 정상화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여러 교
구장 스님들의 관심과 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
하였습니다.
05.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소방교육
지난 7월31일 선암사 차 체험관에서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및 사찰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교육이 실시되
었습니다. 화재의 위험성과 대응요령에 대한 이론 강의
와 실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을 준비해주신 순천시
와 순천소방서에 지면을 빌어 다시 감사드리며 소중한
문화유산을 더욱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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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물 제 395호 동ㆍ서 삼층석탑 보존처리

03. ‘한국의 전통산사’ 선암사 세계유산등재추진 관련 학술조사
오는 8월6일부터 31일까지 여러 분야의 학술조사팀이 다녀갈 예정입니다. 한국의 전통산
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문화유산을 고찰하고 그 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 및
조사로서 선암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안내 및 협조하여 우리의 문화유산 가치를 높이는데 기
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04. 종무소 하계휴가 실시
2015년도 8월1일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종무소 하계휴가를 실시 할 예정입니
다. 종무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종무원들이 교대로 실시할 예정이므로 필요한 업무가 있
을 경우 언제든지 종무소로 연락을 주시거나 방문하시면 종무 및 행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기 2559년

8월 야외법회 안내

오는 8월 15일 토요일에는 야외법회를 봉행합니다.
메르스 바이러스와 태풍 그리고 갑작스런 폭염으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우란분절을 맞이하여 야외에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불기 2559년 8월 야외법회
일

시

장 소
대 상
동참금

불기 2559(2015)년 8월 15일(토)
오전 10시
순천시 서면 청소골 계곡
선암사 신도 가족 누구나
가족 5만원, 개인 1만원

신도회 소식

선암사 안내

- 사랑방 이야기 -

선암사 성지순례 안내
조계산 자락에 위치한 천년고찰 선암사는

01. 불기2559(2015년) 하반기 첫 정기법회 봉행

우리나라 전통 불교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7월 13일(토)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불기 2559년 하반기 첫 법회가 선암사 야생
차체험관에서 봉행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동참하시어 주지
스님께 우란분절의 의미에 대한 법문을 청해 들었습니다. 향기 그윽한 차 한잔을 마시며
오랜만에 만난 법우들과의 인연을 돈독하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암사를 참배하시고 무량한 복덕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02. 박병열 신도 첫 고양이 분양
박병열 신도 가정에 작년 가을에 들어온 고양이 ‘가을이’가 새끼 세마리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네마리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두마리는 분양하고 어미와 암컷
새끼 한마리만 키우려고 한답니다. 키우고 싶으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무료로 분양해 드
리며 순천인근까지는 박병열 신도가 직접 전달하겠다고 합니다.

03. 박철희 신도 지역경제 활성화도모
박철희 신도가 회장으로 있는 (사)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에서 지난 7월 21일 전자부품
연구원 광주지역본부에서 산학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첨단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스마트가전을 비롯해 자동차부품, 광산
업, ICT 등 지역 전략산업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문 의 처 :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종무소
- 전화/팩스 : 061-725-5108 / 061-753-5108

01

02

- 월간 『仙巖寺』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월간『선암사』가 정기구독 회원을 모집합니다.
- 정기구독 회원이 되어 매월 가정과 직장에서 월간『선암사』를
편안하게 받아보시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대한불교조계종 디지털 대학

03

교육내용

대한불교조계종 디지털 대학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이
신도전문교육기관령에 준하여 설립한 신도전문교육기관
으로 인터넷으로 불교교리를 학습하여 우리 종단의 핵심
신도로 양성함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1학기
금강경의 이해
불교개로 1
 불교란? 초기․부파불교

- 지원자격 : 조단등록을 필한 신도기본교육 이수 신도

부처님의 생애

- 모집기간 : 매년 상반기 2~3월, 하반기 7~8월

문 의

월간 선암사 편집실 / 전화 : 061-725-5108

- 제출서류 : 기본교육 수료증, 신도증, 교무금영수증 사본 각 1부

계 좌

농협 301-0128-6618-31

- 수강료 : 과목당 10만원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

구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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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1년

비고 : 수료증, 부동품계품서, 포교사 고시 응시자격 부여

2학기
불교개론 2  대승불교
불교개론 3  선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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