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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이미우이 음악이 흐르는 아침이다. 매일 일터에 갈 때 차에서 듣는 것은 

라따나경이다. 보배경 또는 보석경이라고 한다. 숫따니빠따 ‘작은 법문

의 품’에 나오는 첫 번째 경이다. 삼보에 대한 예경과 찬탄을 특징으로 

한다. 남방 테라와다불교에서는 예불문이자 수호경이다. 

 

이미우이 음악이 좋아서 아침 저녁으로 듣는다. 듣다 보면 마음이 편안

해지고 차분해진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이 올라온다. 아마도 

부처님 가르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우이 음악은 다양하다. 만트라, 게송, 경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초기경전에서부터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불교전통을 아우른다. 또

한 빠알리어, 산스크리트어, 티벳어, 만다린(중국어) 등 언어도 다양하

다. 이런 음악을 알게 된 것은 나에게 있어서 행운이다. 

 

이미우이 음악을 처음 접한 것은 2005년이었다. 그때 당시 마지막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둔 해였다.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었다. 더 이

상 쓸모가 없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퇴출된 것이다. 무엇을 해서 벌어먹

고 살아야 할까? 참으로 막막하던 시절이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놀게 되자 자연스럽게 인터넷과 친하게 되었다. 그해 

2005년 처음 블로그라는 것을 만들어 보게 되었다. 그때 당시 블로그는 

히트상품이었다.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지 몇 년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블로그를 하나 만들었다. 불교와 관련된 글을 올렸다. 불교계 신문사이

트에서 본 것을 그대로 올린 것이다. 인터넷 검색하다 걸린 것도 올렸다. 

남의 글만 올린 것이다. 그렇게 하다 2006년이 되어서는 나의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때 부터가 본격적인 블로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 블로그 활동을 하다 보니 수많은 검색이 이루어졌다. 그때 걸린 

것 중의 하나가 불교음악이다. 불교에서도 음악이 있었던 것이다. 한번

도 들어 보지 못한 이미우이 음악이다. 

 

처음 접한 이미우이 음악은 산스크리트어 반야심경이었다. 반야심경은 

오로지 한문경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산스크트어 반야심경을 접하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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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부처님 당시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 자주 듣고

자 했다. 그러나 링크 된 것이었다. 어느 날 들어가 보면 링크가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미우이 음악에 대하여 한번 흥미를 가지게 되자 여러 종류의 음악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자비송(The chant of metta)’을 들 

수 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 보지 못했다. 

천수경이나 금강경 테이프만 듣다가 이미우이 음악을 접하니 새로운 하

늘과 땅이 열리는 것 같았다. 불교에도 이런 아름다운 음악이 있었다니!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이미우이 음악에 점점 빠져 들었다. 인터넷을 검색하니 라따나숫따, 자

야망갈라가타 등 수많은 종류의 음악을 발견했다. 마치 진흙속에서 진주

를 발견하듯 마음 속으로 뿌듯함과 충만감을 느꼈다. 그러나 모두 링크

된 것들뿐이었다. 

 

링크된 음악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야 

했다. 음악을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인터넷 검색을 하다 마침내 

음원을 발견했다. Mp3파일을 말한다. 중국사이트에 음원이 올려져 있었

던 것이다! 

 

한국사이트에서 이미우이 음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사이트에

서는 검색만 하면 음원이 발견되었다. 아마 그때 당시 중국의 경우 인터

넷이 개방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사이트에서 수많은 이미우이 음악과 음원을 확보했다. 이를 블로그

에 올렸다. 불교음악을 소개할 때 음원이 있는 중국사이트 링크와 함께 

올린 것이다. 지금은 어떨까? 10년이 지난 지금 들어가 보면 모두 막혀 

있다. 

 

이미우이 음악은 막막하던 시기에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 이미우이 음악

에서 마음의 안정과 기쁨과 평화를 찾은 것이다. 이런 기쁨을 혼자서만 

누릴 수는 없었다.  

 

블로그에 음악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었다. 이미우이 음악을 보급하기 위

한 것이었다. 좋은 음악을 혼자서만 듣기 아까워서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함이다. 최초로 소개한 것은 ‘[반야심경 만트라 1] 산스크리트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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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음(Imee Ooi)창

1’(https://blog.daum.net/bolee591/12303332?category=119867, 2007-

07-04)이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전을 

성가의 영역으로 높여 놓은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이메이우이(Imee 

Ooi).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겠지요. 그녀는 

말레이지아 화교이고 중국명은 황혜음(黃慧音)입니다. 말레이지아에는 

불교를 믿는 중국인이 많이 이주 하였기 때문에 그녀도 틀림없이 그중의 

하나 일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만든 노래의 다양성 입니다. 노래의 언어는 북경어, 

광동어, 팔리어, 산스크리트어, 티벳어, 영어등으로 다양 합니다. 위의 

언어를 매우 유창하게 구사 하고 더구나 경전을 독송 한다고 생각이 들

지 않을 정도로 음악적으로 매우 유려한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언제나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민족악기와 함께 섞여진 아름다운 음색과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중국어나  

산스크리트어와의  매칭은 듣는 이로 하여금 치유의 효과를 주기도 합니

다.” ( [반야심경 만트라 1] 산스크리트어 황혜음(Imee Ooi)창1, 2007-

07-04) 

 

이미우이 음악을 소개하는 글에서 ‘치유효과’를 언급했다. 음악도 치

유제가 될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 어느 임사체험 강사로

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능인선원에서 임사체험 강사를 맡고 있는 법사에게 이미우이 씨디가 하

나가 건네졌다. 법사는 말기암 환자들에게 음악을 들려주었던 모양이다. 

환자들은 음악에 너무나 감동해서 씨디를 갖기를 원했다고 한다. 이에 

환자들 모두에게 씨디를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이로 보았을 때 이미우

이 음악이 치료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이미우이 음악을 2005년 처음 접한 이래 2007년부터 블로그에 본격적으

로 보급하기 시작했다. 현재 불교음악 카테고리 안에는 312개의 글이 실

려 있다. 대다수는 이미우이 음악이지만 중복된 것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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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우이 음악이 좋아서 음악동영상도 만들었다. 유사음악동영상을 말한

다. 사진은 내가 찍은 것으로 음악의 배경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음악은 라따나경, 자야망갈라가타, 자비경, 자애경, 축복경 등 다

양하다. 이를 유튜브에 올렸더. 그 중에 2011년에 올린 라따나경

(https://www.youtube.com/watch?v=QmfKUvZz9jY )은 현재 조회수가 6만2

천명에 달한다. 그리고 야망갈라가타

(https://www.youtube.com/watch?v=iqNE5niOknQ&t=123s) 는 3만 2천회에 

달한다. 이런 것도 음성공양에 해당될 것이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삶이 먹먹하던 시절 이미우이 음악을 들으면서 마

음의 위안을 삼았었다. 그리고 음악이 좋아서 혼자 들으면 아까울 것 같

아서 블로그에 공유했다. 지금 시점에서는 책으로 만들고자 한다. 먼저 

2007년과 2008년에 올린 111개의 글을 대상으로 했다. 이를 ‘50 불교명

상음악 07-08 I’라고 하여 책의 제목으로 했다. 편집을 해보니 434페이

지에 달한다.  

 

목차를 보면 이미우이 음악이 다수인 것을 알 수 있다. 사실상 이미우이 

음악의 전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7년과 2008년 

당시에 하나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보급한 것이다. 블로그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도 이유에 해당된다. 

 

불교에도 음악이 있었다. 불교음악 카테고리에는 현재 312개의 글이 있

는데 전세계 불교음악은 모두 모아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개 

블로그의 이런 노력도 후대 평가받을 수 있을까? 불교음악을 하는 사람

들에게 도움이 되고 자료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다. 

 

 

2022-02-23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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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산스크리트 만트라8] 약사여래 진언,황혜음(Imee Ooi)창송 

45. [옴마니반메훔 만트라12] 소만죽파 린포체 창송(蘇曼竹巴仁波切唱) 

46. [산스크리트 만트라9] 지장보살(地藏菩薩)진언 27분 

47. [티벳어 만트라4] 반야심주,감포패마천패 린포체창송 17분 

48. [티벳어 만트라5]석가모니 불멸, 장음(藏音) 남성여성독창 

49. [중국어 만트라1] 나무아미타불, 황혜음(Imee Ooi)唱頌 

50. [중국어 만트라2] 대비주 한음수심판 황혜음(Imee Ooi)창송 

51. [대비주(大悲呪) 12] 범음원창자비판(梵音原唱慈悲版)15분 

52. [티벳어 만트라6]문수보살심주 장음창송판 

53. [대비주(大悲呪)13] 팔삽사구고범음동음(八十四句古梵音-童音) 

54. [산스크리트 만트라10] 준제보살 불모심주, 혁환창송(奕睆) 

55. [옴마니반메훔 만트라 14] Chempaka Buddhist Lodge, Malaysia 

56. [중국어 만트라3] 대비주(大悲呪) 제예(齊豫)唱 

57. [중국어 만트라4] 반야심경(般若心經) 제예(齊豫)唱 

58. [중국어 만트라 5] 나무관세음보살, 황혜음(Imee Ooi)唱 

59. [중국어 만트라6 ]금강경(金鋼經)8편, 황혜음(Imee Ooi)唱 52분 

60. [옴마니반메훔 만트라15] 남녀합창 민속악기반주24분판 

61. [대비주(大悲呪)14] 산스크리트 장감린포체 

62. [대비주(大悲呪)15]강금연주판(鋼琴演奏版) 

63. [반야심경 만트라6] 산스크리트 반야바라밀다심주 

64. [옴마니반메훔 만트라16] 육자대명주 나무관세음보살23분판 

65. [중국어만트라7] 대길상천녀주(大吉祥天女呪), 제예(齊豫)唱 14분 

66. [중국어만트라8]나무관세음보살 칠자오음 22분 

67. [반야심경 만트라 7] 말레이지아음악가 주박화(周博華)창송  

68. [대비주(大悲呪)16] 십일면관음주, 광미운(鄺美雲)창송 

69. [옴마니반메훔 만트라16] 육자대명주 108편 (여성주음 27분판) 

70. [티벳어 만트라6]심주 린포체창송 (心呪 仁波切 唱诵) 

71. [티벳어 만트라7] 반야불모심주 이등가대창송 

72. [산스크리트 만트라11]대준제다라니-황혜음(Imee Ooi)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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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대비주(大悲呪)17] 금강지삼장역본,황혜음(Imee Ooi)창 

74. [범창(梵唱)대비주(大悲呪)18] 광미운(鄺美雲)창 

75. [옴마니반메훔 만트라18] 육자대명주 만판(六字大明咒-慢板) 

76. [산스크리트 만트라12]약사여래권정진언 경선원창 

77. [티벳어 만트라8] 녹색타라 쾌락주악 

78. [대비주(大悲呪)19] 십일면관음대비주 환희판27분  

79. [팔리어 만트라10] The Nine Virtues of Buddha ,Ratnayaka창 

80. [팔리어 만트라11] Stanzas of the Lion of Men, Ratnayaka창 

81. [팔리어 만트라12] Reflection on the Wheel of Life, Ratnayaka창 

82. [팔리어 만트라13] Stanzas of the Victory and Blessings 

83. [팔리어 만트라14] Four Protective Meditations, Ratnayaka창 

84. [산스크리트 만트라14]불정존승다라니 황혜음(Imee Ooi)창 28분 

85. [티벳어 만트라7] 백색타라(White Tara)주 환희판, 옴타레투타레 

86. [산스크리트 만트라 15] 문수보살심주(文殊菩薩心呪) 

87. [산스크리트 만트라16] 대길상천녀주, 황혜음(黃慧音, Imee Ooi) 

88. [팔리어 15] Ratana Sutta), 황혜음(黃慧音, Imee Ooi)13분판 

89. [산스크리트만트라13] 문수보살오계진언, 황혜음(Imee Ooi)창송 

90. [중국어 만트라 9] 나무관세음보살 성호창송, 황혜음(Imee Ooi) 

91. [반야심경 만트라 8] 중국어 반야바라밀다심경, 제예(齊豫) 

92. [대비주(大悲呪)20] 령은(聆听) 대비주, 황사정  

93. [옴마니반메훔 만트라19] 대보법왕육자대명주 

94. [대비주(大悲呪)21] 산스크리트 미지창편집(未知唱片集)  

95. [대비주(大悲呪)21] 청음대비주7분판 

96. 만트라를 음악의 반열에 올려 놓은 이메이 우이(黃慧音) 관련기사  

97. [팔리어 만트라16] 길상승리게, 8분판, 황혜음(Imee Ooi)창송 

98. [산스크리트만트라14] 문수보살심주(文殊菩薩心呪) 21분 

99. [옴마니반메훔 만트라20] 육자대명주 장음여성경유판8분 

100. [팔리어 16] 삼귀의(Ti-Sarana), 황혜음(黃慧音, Imee Ooi) 25분판 

101. [팔리어 만트라 17] narasihagatha), 황혜음(Imee Ooi) 16분판 

102. [팔리어만트라18] 자비송 9분판, 황혜음(Imee Ooi)창송 

103. 치료음악으로서 이메이우이(Imee Ooi) 만트라 

104. [옴마니반메훔 만트라21] 옴마니반메훔-나무관세음보살23분 

105. 불교음악의 진수 십일면관음대비주 

106. 이메이우이(Imee Ooi) 불교음악 십소주1, 관세음보살영감진언 

107. 이메이우이(Imee Ooi) 불교음악 십소주2, 칠구지불모심대준제주 

108. 이메이우이(Imee Ooi) 불교음악 십소주3, 왕생정토신주 

109. 풍부한 성량의 중국 불자가수, 황사정(黃思婷)의 복전(福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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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우리 전생에 만난 적이 있지요(We have met before, Cecilia) 

111. 이메이우이(Imee Ooi) 불교음악 십소주4, 소재길상다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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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야심경 만트라 1] 산스크리트어 황혜음(Imee Ooi)1 

  

  

  

 
  

  

  

우리나라 불자들이 가장 많이 독송하고 불교예불 의식에 빠지지 않는 

대승경전의 진수 반야심경!  원래 범어(梵語,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었으나 당나라 삼장법사가 번역한 한문본 반야심경을 많이 독송 하고 

있습니다.  

천수경에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번역하지 않고 범어로 독송 하듯이 

반야심경도 범어로 된 문장을 창송하고 독송하는 것도 의미 있겠지요. 

여기 범어 로 되어 있는 반야심경을 소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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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전을 

성가의 영역으로 높여 놓은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이메이우이(Imee Ooi)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겠지요.  

그녀는 말레이지아 화교이고 중국명은 황혜음(黃慧音)입니다. 

말레이지아에는 불교를 믿는 중국인이 많이 이주 하였기 때문에 그녀도 

틀림없이 그중의 하나 일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만든 노래의 다양성 입니다. 노래의 언어는 북경어, 

광동어, 팔리어, 산스크리트어, 티벳어, 영어등으로 다양 합니다. 

위의 언어를 매우 유창하게 구사 하고 더구나 경전을 독송 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음악적으로 매우 유려한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언제나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민족악기와 함께 섞여진 아름다운 음색과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중국어나  

산스크리트어와의  매칭은 듣는 이로 하여금 치유의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반야심경 만트라 첫번째로 범어 1판, 황혜음(黃慧音,Imee Ooi)창송으로 

공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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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fly.co.kr/Music/6.mp3 

 http://www.china-us.net.cn/flash/%B4%F3%B1%AF%D6%E4.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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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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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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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옴마니반메훔 만트라 1] 남성중음 26 분판 

 

  

  

 
  

  

  

 옴마니반메훔(Om Mani Padme Hum) 

  

옴마니반메훔(Om Mani Padme Hum)은 온 우주에 충만한 지혜와 

자비가 모든 존재에게 그대로 실현됨을 말 합니다.  

옴(Om)은 태초 이전부터 울려오는 우주의 소리(에너지)를 의미하여 보통 

성음(聖音)이라 하며, 마니(Mani)는 여의주(如意珠)로서 깨끗한 지혜를 

상징하고, 반메(Padme)는 연꽃으로서 무량한 자비를 상징 합니다. 

훔(Hum)은 개별적 존재 속에 담겨 있는 소리로, 우주 소리(Om)를 

통합하는 기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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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벳어로는 ‘Om Mani Peme Hung’으로 발음 됩니다. 

  

  

 옴마니반메훔 만트라첫번째로 남성중음 26 분판을 공양 합니다. 

  

  

  download do arquivo compactado  六字大明咒 3 

  

  

  

 
  

  

 
  

  

2007-07-07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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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팔리어 만트라 1] 자비송(慈經, Metta Sutta),황혜음(Imee Ooi, 

黃慧音)창송 

  

  

 
  

  

  

자비경(Metta Sutta, 慈經) 

  

〈자비경(Metta Sutta)〉〈보석경(Ratana Sutta)〉〈길상경(Mangala 

Sutta)〉. 이 세 가지 경은 참으로 중요한 경입니다. 특히 남방 

불교국가 속에서는 이 세 가지 경이야말로 마치 우리 한국의 

불자들이《반야심경》을 늘 암송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세가지 경은 

중요한 종교적인 위력을 갖고 있는 경(Paritta)으로서 숭상되고 있는 

경입니다. 그래서 이〈자비경〉과 〈보석 경〉과〈길상경〉그리고 

여기에 더해서〈칸다 숫타〉도 있고 〈다자카 숫타〉도 있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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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가 숫타〉도 있고 〈아타나티아 숫타〉 이렇게 모두 해서 일곱 

가지입니다.  

  

〈메타 숫타〉〈라타나 숫타〉〈망갈라 숫타〉〈칸다 숫타〉〈다자카 

숫타〉〈보장가 숫타〉〈아타나티아 숫타〉 이 일곱 가지를 

남방불교권에서는 파리타라고 부릅니다. 파리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종의 주문입니다. 위험이나 또는 악귀나 또는 독약이나 극악한 

상황으로부터 불자를 보호해주는 주문입니다.  

  

이런 보호의 주문의 역할을 해주는 경을 일곱개 들고 있는데 그 일곱 

가지 중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낭송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멧타 숫타〉그리고〈라타나 숫타〉〈망갈라 숫타〉세 가지 

경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 보게 되면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남방불교국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부처님의 

경전 보다도 이 세 가지 경전들이 신앙으로서 받아들여지고 

불교인으로서의 삶 속에 가장 깊이 침투되어있는 그런 경전으로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불자들에게 〈천수경〉이라든지 

〈금강경〉그리고〈반야심경〉이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경이 바로 

이 팔리 경전 속에서 찾으라고 한다면은 

〈자비경〉〈보석경〉〈길상경〉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처님께서 또는 그 제자들이 청정한 

몸 가짐과 마음가짐을 한 다음에 이 경을 지극정성으로 낭송해주게 

되면은 그러한 여러 가지 까닭도 알 수 없었고 이유도 몰랐던 

문제점들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옮긴글) 

  

  

  

  

자비관 수행 

  

우리 중생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탐진치 3 독에 갇혀 육도 윤회를 

반복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성을 잘 내는 사람에게 성냄을 없애라고 

가르치고 있는 관법이 바로 자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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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관 수행의 첫째 방법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점점 

거리가 먼 사람들을 향해 자비심을 방사해 나가는 특정 개인 상대의 

방식이 있습니다.  

  

둘째 방법은 진실로 일체를 포용하는 마음이 되도록, 사사로운 관계를 

넘어서 자비를 방사하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해방되지 못한 마음은 

자기중심주의와 탐욕, 증오, 미혹, 질투와 비천함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더럽히고 옹졸하게 하는 정신적 

요소들에 속박당하고 있는 한 그 마음은 내내 차게 채워 진 채 

편협함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비는 이 멍에들을 

깨뜨림으로써 마음을 해방시키며, 일단 해방되면 마음은 자연히 

무한하고 무량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팔리어 만트라 첫번째로 자비송(慈經, The Chant of Metta)을 

황혜음(Imee Ooi, 黃慧音)창송으로 공양 합니다. 

  

  

 
  

  metta.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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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송(慈經, The Chant of Metta)  

  

  

Aha  avero homi   

제가 증오에서 벗어나도록  

  

avy pajjho homi   

제가 성냄에서 벗어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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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gho homi  

제가 격정에서 벗어나도록  

  

sukh  - att na  parihar mi   

제가 행복하게 지내도록 해 주소서!  

  

Mama m t pitu   

저의 부모님과  

  

cariya ca   ti mitta ca   

스승들, 친척들, 친구들    

  

sabrahma-c rino ca   

거룩한 삶을 살고자 구도하는 그 분들의  

  

aver  hontu   

증오를 삭여 주소서.  

  

aby pajjh  hontu  

성냄을 삭여 주소서.   

  

an gh  hontu  

격정을 삭여 주소서.  

  

sukh  - att nam pariharantu  

그 분들이 행복하게 지내도록 해 주소서!  

  

Imasmi   r me sabbe yogino  

여기 가람에 있는 모든 수행자들의  

  

aver  hontu   

증오를 삭여 주소서.  

  

aby pajjh  hontu  

성냄을 삭여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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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gh  hontu  

격정을 삭여 주소서.  

  

sukh  - att nam pariharantu  

그 분들이 행복하게 지내도록 해 주소서!  

  

Imasmi   r me sabbe bhikkhu  

이 승가의 모든 스님들  

  

s ma era ca   

사미승들  

  

up saka - up sik yo ca  

우바새(재가 남성불자), 우바이(재가 여성불자)의  

  

aver  hontu   

증오를 삭여 주소서.  

  

aby pajjh  hontu  

성냄을 삭여 주소서.   

  

an gh  hontu  

격정을 삭여 주소서.  

  

sukh  - att nam pariharantu  

그 분들이 행복하도록 해 주소서!  

  

  

Amh ka  catupaccaya - d yaka   

옷, 음식, 약, 잠자리를 보시해 준 이  

  

aver  hontu  

그 분들의 증오를 삭여 주소서.  

  

aby pajjh  hontu  

성냄을 삭여 주소서. 

  



25 

 

an gh  hontu  

격정을 삭여 주소서.  

  

sukh  - att nam pariharantu  

그 분들이 행복하도록 해 주소서!  

  

  

Amh ka   rakkh  devat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女)신들   

  

Imasmi  vih re  

이 절에서  

  

Imasmi   v se  

이 처소에서  

  

Imasmi   r me  

이 가람에서  

  

 rakkha devat   

지켜주는 (여)신들  

  

aver  hontu   

그들의 증오를 삭여 주소서.  

  

aby pajjh  hontu  

성냄을 삭여 주소서.   

  

an gh  hontu  

격정을 삭여 주소서.  

  

sukh  - att nam pariharantu  

그들이 행복하도록 해 주소서!  

  

Sabbe satt   

모든 중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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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be p     

살아 숨쉬는 모든 것  

  

sabbe bh t   

생명 가진 모든 것  

  

sabbe puggal   

개별적 모든 존재들(補特伽羅)  

  

sabbe attabh va - pariy pann   

자칭되는 모든 것들(自體)  

  

sabbe itthoiyo  

모든 암컷  

  

sabbe puris   

모든 수컷  

  

sabbe ariy   

모든 성인(聖人)  

  

sabbe anariy   

모든 범부(凡夫)  

  

sabbe dev   

모든 신(神)  

  

sabbe m nuss   

모든 인간  

  

sabbe vinip tik   

모든 악처(惡處-지옥, 아귀, 아수라, 축생) 중생들의  

  

aver  hontu   

증오를 삭여 주소서.  

  

aby pajjh  hon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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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냄을 삭여 주소서.   

  

an gh  hontu  

격정을 삭여 주소서.  

  

sukh  - att nam pariharantu  

그들이 행복하도록 해 주소서!  

  

  

Dukkha muccantu  

고(苦)에서 벗어나게 해 주소서!  

  

Yattha-laddha-sampattito m vigacchantu  

이미 성취한 것을 잃지 않게 해 주소서!  

  

Kammassaka  

세상 모든 중생은 자기 업의 주인입니다.  

  

Puratthim ya dis ya  

동쪽이나  

  

pacchim ya dis ya  

서쪽이나  

  

uttar ya dis ya  

북쪽이나  

  

dakkhi  ya dis ya  

남쪽이나 간에.  

  

puratthim ya anudis ya  

남동쪽이나  

  

pacchim ya anudis ya  

북서쪽이나  

  

uttar ya anudis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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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쪽이나  

  

dakkhi  ya anudis ya  

남서쪽이나 간에.  

  

he  him ya dis ya  

가장 낮은 곳이든  

  

uparim ya dis ya  

가장 높은 곳이든 간에.  

  

Sabbe satt   

모든 중생들  

  

sabbe p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sabbe bh t   

생명 가진 모든 것들  

  

sabbe puggal   

모든 개별적 존재들  

  

sabbe attabh va - pariy pann   

"나"라고 지칭되는 모든 것들  

  

sabbe itthoiyo  

모든 암컷  

  

sabbe puris   

모든 수컷  

  

sabbe ariy   

모든 성인(聖人)  

  

sabbe anariy   

모든 범부(凡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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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be dev   

모든 신(神)  

  

sabbe m nuss  

모든 인간  

  

sabbe vinip tik   

모든 악처(惡處) 중생들의  

  

aver  hontu   

증오를 삭여 주소서.  

  

aby pajjh  hontu  

성냄을 삭여 주소서.   

  

an gh  hontu  

격정을 삭여 주소서.  

  

sukh  - att nam pariharantu  

그 분들이 행복하도록 해 주소서!  

  

Dukkha muccantu  

苦에서 벗어나게 해 주소서.  

  

Yattha-laddha-sampattito m vigacchantu  

이미 성취한 것을 잃지 않게 해 주소서!  

  

Kammassaka  

세상의 모든 중생은 자기 업의 주인입니다.  

  

Uddha  y va bhavagga ca  

위로 가장 높은 천상의 중생에서부터  

  

adho y va av ccito  

아래로 아비지옥의 중생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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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anta cakkav  esu  

윤회의 세계 그 모두  

  

ye satt  pathav cara  

땅 위에서 걸어 다니는 것은 무엇이든  

  

aby pajjh  nivera ca  

성냄도 없고, 증오도 없고   

  

nidukkha ca nupaddava  

苦도 없고, 재난도 없게 해 주소서!  

  

Uddha  y va bhavagga ca  

위로 가장 높은 천상의 중생에서부터  

  

adho y va av ccito  

아래로 아비지옥 중생에 이르기까지  

  

samanta cakkav  esu  

윤회의 세계 그 모두  

  

ye satt  udakecara  

물 속에 돌아다니는 것들은 무엇이든  

  

aby pajjh  nivera ca  

성냄도 없고, 증오도 없고  

  

nidukkha ca nupaddava  

苦도 없고, 재난도 없게 해 주소서!  

  

Uddha  y va bhavagga ca  

위로 가장 높은 천상의 중생에서부터  

  

adho y va av ccito  

아래로 아비지옥의 중생에 이르기까지  

  

samanta cakkav  e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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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회의 세계 속 그 모두  

  

ye satt   k secara  

허공으로 다니는 것 모두  

  

aby pajjh  nivera ca  

성냄도 증오도 없고  

  

nidukkha ca nupaddava  

苦도 없고, 재난도 없게 해 주소서!  

  

  

  

2007-07-10 

진흙속의연꽃 

 

 

 

  

 

 

 

 

 

 

 

 

 

 

 

 

 

 

 

 

 



32 

 

4. [반야심경 만트라 2] 산스크리트어 남녀합창판 

  

  

  

 
  

  

  

산스크리트어(Sanskrit) 

  

인도아리아어(語) 계통으로 고대인도의 표준문장어로서, 중국 및 

한국에서는 범어(梵語)라고도 한다. 원어(原語)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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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스크리타(sangskrit)라고 하여 완성된 언어, 순수한 언어를 의미하며, 

속어 프라크리트(prakrit)에 대칭된다.  

  

  언어학상으로 인도유럽어족은 인도이란어파, 슬라브어파, 

그리스어·라틴어에 속하는 이탈리아어파, 독일어·영어를 포함한 

게르만어파 등 많은 어파로 나뉜다. 산스크리트는 이 중 인도이란어파에 

속하는 언어이다.  

  산스크리트는 BC 5 세기∼BC 4 세기경의 문법학자 파니니(Panini)가 

당시 서북인도 지식계급의 언어를 기초로 한 문법서 

《아시타디야이이：Asitadhyyayi》를 지어 문법체계를 완성하였다. 

이것을 고전산스크리트, 또는 간단히 산스크리트라고도 하여 그 이전의 

《베다》를 중심으로 하는 베다어와 구별한다.  

  

  산스크리트 문법은 라틴어나 그리스어 같은 더 오래된 인도유럽어의 

문법과 비슷하고, 복잡하며 어형 변화가 심하다. 3 가지 

성(남성·여성·중성)과 3 가지 수(단수·양수·복수)가 있고, 8 개의 

격(주격·대격·조격·여격·탈격·속격·처소격·호격)이 있으나 가장 

흔한 단수 어형 변화에서만 명사가 격마다 다른 형태를 보인다. 

형용사는 명사를 따라 변화하며 동사는 시제·법·태·수·인칭에 따라 

변화된다. 

  

  이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산스크리트는 종교·철학·문학 용어로서 

지식계급 사이에 사용되어 왔다. 불교경전은 처음 그 경전이 사용된 각 

지방의 속어에 의해 전해졌지만, 부파(部派)불교시대의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에서 경전을 산스크리트로 쓰기 시작하였다.  

  

  또한, 인도 일반에 산스크리트가 사용되는 경향에 따라 속어로 

쓰여졌던 것도 산스크리트화하였다. 한역(漢譯)된 불전의 원본에는 

팔리어(pali) 등의 속어로 된 것, 후기의 혼효(混淆)된 

산스크리트(Hybrid Sanskrit), 순수한 산스크리트, 서북 인도에서 

중앙아시아에 걸쳐 사용된 간다라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비달마(阿毘達磨)로서, 초기대승불교경전은 고전산스크리트로, 

《묘법연화경(妙法蓮華經)》 등의 후기대승불교경전은 혼효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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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야심경 만트라 두번째로 산스크리트어 남녀합창판을 공양 합니다. 

  

  

  

  

http://buddha.goodweb.cn/music/musicdownload/boruo_1.mp3 

 《般若波罗密多心经》(梵语 男女合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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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007-07-1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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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스크리트만트라 1]산스크리트성가,황혜음(Imee Ooi)  

  

    

 
  

  

산스크리트 [Sanskrit] 

  

고대 인도의 표준·고급·문장어. 중국 및 한국에서는 범어(梵語) 또는 

천축어(天竺語)라고도 한다. 원래 ＜정화(淨化)·세련·완성＞을 뜻하는 

동사 samskr-의 과거수동분사 산스크리타(samskr-ta)에서 만들어진 

말이며 ＜정화되고 세련된＞ 또는 ＜완성된＞ 언어(bhāşyā)를 의미한다. 

또, 같은 samskr-에서 파생한 명사형 산스카라(samskāra)는 고대 

인도인이 그 인생의 중요한 단계에서 치러야 할 통과의례를 의미하는데, 

거기에는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 있다. 속(俗)에 대한 성(聖), 자연에 

대한 인공이라는 의미가 강하고, 이런 것들이 산스크리트의 특징이다.  

 

즉 산스크리트는 인도의 교양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이며, 현재도 정식 

의식에서는 산스크리트가 사용되고 있다. 1784 년에 영국인 W. 존스가 

산스크리트와 서양 고전어의 유사성을 지적한 이래, 인도유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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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언어학의 성과는 이 언어의 계통을 명확히 하였다. 산스크리트의 

고어는 옛 이란어와 매우 가깝고, 두 언어는 인도이란어를 형성한다. 

그것은 또 그리스어·라틴어·게르만어·슬라브어 등과 자매관계에 있고 

모두 인도유럽어에 연원을 두고 있다. 

  

 〔역사〕   

BC 15 세기 무렵 이란고원의 북서쪽에서 인도에 침입해 온 아리아인은 

원주민을 몰아내고 펀자브지방에 정착하였다. 그리고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 《리그베다(BC 12 세기 무렵)》라고 하는, 신들에 대한 

찬가를 모은 책을 전하였다. 그로부터 BC 4 세기 무렵까지의 

산스크리트의 고어를 보통 ＜베다어＞라고 한다. 베다어는 

고전산스크리트보다 복잡한 변화를 하고, 특수어휘를 가지며, 

지리적으로도 다채로운 양상을 띠고 있다.  

 

BC 4 세기 무렵에 문법학자 파니니가 당시 교양인의 언어를 표준으로 

문법규칙을 세목별로 논하고 고금을 통해 뛰어난 규범문법을 

편찬하였다. BC 2 세기에는 카티야야나·파탄잘리 등이 

＜파니니문전(文典)＞을 다시 부연하여 산스크리트는 문자 그대로 

＜세련되고 완성된＞ 언어로 확립되었다.  

 

이리하여 그 이후의 뛰어난 문필가는 파니니문법의 규칙을 기준으로 

삼게 되었고 산스크리트는 문법학자가 정한 대로 고정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언어에서는 언어의 자연적인 추이와 변화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시 산스크리트는 인위어·교양어의 성격을 

지녔으며, 작품에 범인도적 타당성을 기하여 이름을 후세에 남기려고 

했던 사람은 산스크리트로 문장을 썼으므로, 철학·문학·종교에 걸친 

인도문학의 정수는 이 언어에 의해 전해졌다고 할 수 있다. 

  

 〔문법〕   

명사는 성에 남성·여성·중성의 3 성, 수에 단수·쌍수·복수의 

3 수(따라서 복수는 셋 이상이다), 격에 주격·대격·여격·탈격 등 

8 격을 갖추고 모음·자음에 걸치는 많은 어간이 이 테두리 안에서 

변화한다. 형용사는 명사의 성에 따라 변화하며, 대명사는 

인칭대명사·지시대명사·관계대명사 등 명사와 같은 테두리 안에서 

변화하는데 격에 따라 독특한 어미를 가진다.  

 

동사는 다른 활용방법에 따라 10 종류로 분류되며 태(態)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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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태·수동태·중간태, 법에 직접법·가능법·명령법, 시제에 

현재·미래·과거, 과거시제는 그 양상에 준하여 

반과거·완료·부정과거(不定過去)로 되어 있다. 제 2 차 활용으로서 

사역법(使役法), 희구법(希求法), 강의활용(强意活用), 명사의 동사화 

등이 있는데 특수한 접두사·접미사를 붙여서 만든다.  

 

부정동사형(不定動詞形)에는 부정법(不定法), 절대법, 각종 분사가 있고 

조어법도 풍부하며 활발하게 전개한다. 합성어는 동사합성어와 

명사합성어로 나뉘며 명사합성어는 특히 복잡하여 고전산스크리트의 한 

특징으로 되어 있다. 

  

 〔프라크리트와의 관계〕   

정규의 표준적 교양어인 산스크리트 외에 인도아리아어는 통속어인 여러 

프라크리트제어의 발달을 보았다. 이 속어들은 산스크리트에 비해 

음운론적·형태론적으로도 단순화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반면에 

역사적·지리적인 방언상의 차이를 나타내며 산스크리트와 같이 

획일화되는 일이 없었으므로 형태론상에서는 많은 형태가 병존하여 매우 

다채롭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 《리그베다》에 연원하는 것도 있는데, 그 

방언 분포의 양상은 BC 3 세기의 아소카왕의 법칙비문군(法勅碑文群)에서 

엿볼 수 있다. 또 정통 브라만교에 반기를 들었던 불교나 자이나교는 

그들의 경전을 통속어로 전했으므로 팔리어·아르다마가디어는 

프라크리트의 고어를 보여준다. 중세에는 희곡용 프라크리트가 4 종 

있었는데, 희곡에 등장하는 여성·어릿광대 등은 브라만이나 왕족이 

산스크리트로 말하는 데 반해 프라크리트를 사용한다.  

 

프라크리트제어는 시대와 함께 더욱 변화하여 아파브란샤어의 단계를 

거쳐 근대 인도아리아어(북인도의 현대어)로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인도아리아어 역사는 베다어보다 속어 프라크리트제어를 통하여 자취를 

더듬어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반해 산스크리트는 역사적 변화 흐름에 

휩쓸리는 일이 없이 만고불변의 성스러운 

언어·표준어·고급어·교양어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산스크리트도 역사적으로 인도아리아인이 접촉했던 이민족에게서 

그 언어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것은 주로 남인도의 드라비다어로서, 

산스크리트의 어휘에 혼입되어 구문론(構文論)에도 자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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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   

산스크리트는 브라만문화의 매체로서 타이·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 

등 인도차이나반도에 전파되었다. 또 불교의 전파와 함께 

중앙아시아·중국·한국을 거쳐 일본에까지 산스크리트가 전하여졌다. 

진언밀교(眞言密敎)의 의식이나 다라니는 산스크리트 원음을 음사하여 

전하며, 또 한국어의 어휘에도 가사(袈裟)·가람(伽藍) 등 산스크리트에 

연원하는 말이 많다. 

  

  

  

  

산스크리트만트라 첫번째로 산스크리트성가(불정존승다라니,Usnisa 

Vijaya Dharani Sutra)를 황혜음(Imee Ooi)창으로 공양 합니다. 

  

  

  

  

 
  

  

  

  

http://www.puxian163.com/fo/fo-index-yyfb/fjyy/fo_huang.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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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모바가바테. 트라이로캬. 프라티비시스타야. 붇다야. 바가바테. 

타댜타. 옴. 비숟다야.  

사마사만타. 바바사. 스파라나 가티가하나. 스바바바비숟데. 

아비심차투맘. 수가타바라바차나.  

아므르타비사이카이. 아하라아하라. 아유산다라니. �다야�다야. 

가가나비숟데.  

우스니사비자야비숟데. 사하스라라스미삼수디테. 

사르바타타가타바루카니. 사트파라미타파리푸라니. 

사르바타타가타흐르다야. 디스타나디스티타. 마하무드레.  

바즈라카야. 숨하타나 비숟데. 사르바바라나바야 두르가티 파리숟데. 

프라티니바르타야. 아유숟데.  

사마야디스티테. 마니마니마하마니. 타타타부타. 코티 파리숟데 

비스포타 보디숟데.  

자야자야. 비자야비자야. 스마라스마라. 사르바붇다. 디스티타숟데.  

바즈리바즈라가르베.  

바즈람바바투 마마. 샤. 사리람 사르바사트바남차. 카야 파리비숟데. 

사르바가티 파리숟데.  

사르바타타가타 스차메 사마스바사얌토 사르바타타가타. 사마스바사 

디스티테.  

붇댜 붇댜. 비부다야 비부다야. 사만타 파리숟데. 사르바타타가타 

흐르다야. 디스타나디스티타.  

마하무드레 스바하. 

  

     

  

2007-07-1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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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팔리어 만트라 2]보석경(寶石經,Ratana Sutta)27 분판,황혜음(Imee 

Ooi) 

  

  

 
  

  

보석경(Ratana Sutta) 

  

〈천수경〉이라든지 〈금강경〉그리고〈반야심경〉이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경이 바로 이 팔리 경전 속에서 찾으라고 한다면은 

〈자비경〉〈보석경〉〈길상경〉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처님께서 또는 그 제자들이 청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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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가짐과 마음가짐을 한 다음에 이 경을 지극정성으로 낭송해주게 

되면은 그러한 여러 가지 까닭도 알 수 없었고 이유도 몰랐던 

문제점들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팔리어 만트라 두번째로 보석경(寶石經,Ratana Sutta)27 분판을 

황혜음(Imee Ooi)창송으로 공양 합니다. 

  

  

    巴利文《宝石经》(黄慧音 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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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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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비주(大悲呪) 1] 산스크리트 

고범음판(古梵音板)25 분 ,황혜음( Imee Ooi)  

  

  

 
  

  

관세음보살 [觀世音菩薩, Avalokiteshvara, 관세음, 관음]  

  

세상의 모든 중생이 해탈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보살의 

서원(誓願)을 가장 잘 보여준다. 불교의 여러 보살들 가운데 

일반인들에게 가장 친숙하며, 팔리어경전을 신행(信行)의 바탕으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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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대승불교의 보살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좌부(上座部)불교에서조차 숭배할 만큼 모든 불교권에서 가장 널리 

숭앙받고 있다. 

  

  

  

대비주(大悲呪)  

  

무명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육도윤회 하는 중생들에게 커다란 연민을 

느끼고 중생을 구제 하려는 관세음보살의 보살행(菩薩行)에 대한 공덕을 

찬탄 하는 노래 입니다.  

  

  

  

대비주(大悲呪) 첫번째로 산스크리트 고범음판(古梵音板)25 분을 

황혜음( Imee Ooi) 창송으로 공양 합니다. 

  

  

  

 
  

  

   

  

  

http://www.anhuifojiao.cn/musics/musicdownload/dabei_huanghy.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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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벳대비주(藏传大悲呪, 十一面观音根本咒 ) 

  

namo ratna trayaaya  

纳牟 拉的纳 的拉呀呀 

namah aarya jn~aana saagara 

纳摩 阿利呀 及泥呀纳 萨阿噶拉 

vairocana vyuuha raajaaya 

拜漏佳钠 播优哈 拉阿加阿呀 

tathaagataaya arhate samyak-sambuddhaaya 

达他阿噶达阿呀 阿日哈带 萨呣呀个萨呣布塔阿呀 

namah sarva tathaagatebhyah arhatebhyah   

纳摩 萨日哇 达他阿噶带 破呀 阿日哈带 破呀 

samyak-sambuddhebhyah 

萨呣呀个萨呣布台 破呀 

namah aarya avalokite s/varaaya   

纳摩 阿利呀阿哇楼个依带 西哇拉阿呀  

bodhisttvaya mahaa-sattvaya mahaa-kaarun.i-kaaya 

包提萨的哇呀 玛哈阿 萨的哇呀 玛哈阿噶阿卢尼 

噶阿呀（其中的“卢”和“尼”都是卷舌音） 

tadyathaa aum 

达地呀他阿 阿乌呣 

dhara dhara dhiri dhiri dhuru dhuru 

塔拉 塔拉 替利 替利 吐卢 吐卢 

it.t.e va-it.t.e cale cale pra-cale pra-cale 

伊斋 外斋 佳类 佳类 播拉佳类 播拉佳类 

kusume kusumavare ilim ili citi 

固苏买 固苏玛哇累 伊丽呣伊丽 基帝 

jvalam aapanaaya svaahaa 

及哇喇呣阿叭纳阿呀 斯哇阿哈阿 

  

  

  

2007-07-22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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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옴마니반메훔 만트라 2] 현대서정판(現代抒情版) 8 분 

  

  

옴마니반메훔(Om Mani Padme Hum)은 온 우주에 충만한 지혜와 

자비가 모든 존재에게 그대로 실현됨을 말 합니다.  

옴(Om)은 태초 이전부터 울려오는 우주의 소리(에너지)를 의미하여 보통 

성음(聖音)이라 하며, 마니(Mani)는 여의주(如意珠)로서 깨끗한 지혜를 

상징하고, 반메(Padme)는 연꽃으로서 무량한 자비를 상징 합니다. 

훔(Hum)은 개별적 존재 속에 담겨 있는 소리로, 우주 소리(Om)를 

통합하는 기능을 합니다.  

티벳어로는 ‘Om Mani Peme Hung’으로 발음 됩니다. 

    

옴마니반메훔 만트라 두번째로 현대서정판(現代抒情版)을 공양 합니다. 

    

  六字大明咒 (現代抒情版) 

 http://st.fjyy.org/2007-07/20070712liuzidamingzoushuqingban.mp3  

 

  

 
  

2007-07-2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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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비주(大悲呪)2] 산스크리트 느림곡 25분,황혜음(Imee Ooi) 

  

  

  

   

 
  

  

주력(呪力) 

  

주력(呪力)이란 주문(呪文)을 암송하는 기도법으로 송주(誦呪)라고도 

한다. 주문은 다라니를 의미한다. 다라니는 총지(總持), 능지(能持)로 

번역되는데, ‘법을 마음에 새겨 잊지 않는다’는 뜻이다. 주문은 또 

만트라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말은 ‘진언(眞言)’으로 번역된다. 

‘허망하지 않은 언어’라는 뜻이다. 이밖에도 주문은 ‘신비한 

주문(神呪)’, ‘은밀한 주문(密呪)’, ‘비밀스런 언어(密言)’, 

‘밝은 주문(明呪)’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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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음보살의 보살행에 대한 공덕을 찬탄 하는 곡으로서 말레이지아 

불자가수 이메이우이(Imee Ooi, 黃慧音)가 산스크리트어로 부른 만트라 

입니다.  이메이우이의 유려한 창법과 민속악기 그리고 남성코러스가 

곁들인 장중하고 환희에 넘치는 창송으로서 듣기만 해도 신심이 절로 

나는 매우 아름다운 곡 입니다. 

  

  

대비주(大悲呪) 두번째로 산스크리트 느림곡 25 분,황혜음(Imee 

Ooi)창송으로 공양 합니다. 

  

  

  

 
  

    

  大悲呪(黃慧音-Imee Ooi 唱頌) 

  

   

티벳대비주(藏传大悲呪, 十一面观音根本咒 ) 

namo ratna trayaaya  

纳牟 拉的纳 的拉呀呀 

namah aarya jn~aana saagara 

纳摩 阿利呀 及泥呀纳 萨阿噶拉 

vairocana vyuuha raaja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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拜漏佳钠 播优哈 拉阿加阿呀 

tathaagataaya arhate samyak-sambuddhaaya 

达他阿噶达阿呀 阿日哈带 萨呣呀个萨呣布塔阿呀 

namah sarva tathaagatebhyah arhatebhyah   

纳摩 萨日哇 达他阿噶带 破呀 阿日哈带 破呀 

samyak-sambuddhebhyah 

萨呣呀个萨呣布台 破呀 

namah aarya avalokite s/varaaya   

纳摩 阿利呀阿哇楼个依带 西哇拉阿呀  

bodhisttvaya mahaa-sattvaya mahaa-kaarun.i-kaaya 

包提萨的哇呀 玛哈阿 萨的哇呀 玛哈阿噶阿卢尼 

噶阿呀（其中的“卢”和“尼”都是卷舌音） 

tadyathaa aum 

达地呀他阿 阿乌呣 

dhara dhara dhiri dhiri dhuru dhuru 

塔拉 塔拉 替利 替利 吐卢 吐卢 

it.t.e va-it.t.e cale cale pra-cale pra-cale 

伊斋 外斋 佳类 佳类 播拉佳类 播拉佳类 

kusume kusumavare ilim ili citi 

固苏买 固苏玛哇累 伊丽呣伊丽 基帝 

jvalam aapanaaya svaahaa 

及哇喇呣阿叭纳阿呀 斯哇阿哈阿 

  

http://buddha.goodweb.cn/music/musictxt/dbz_zangchuan.asp 

  

  

2007-07-2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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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옴마니반메훔 만트라 3] 가장판(加長版) 

  

  

옴마니반메훔(Om Mani Padme Hum)은 온 우주에 충만한 지혜와 

자비가 모든 존재에게 그대로 실현됨을 말 합니다.  

옴(Om)은 태초 이전부터 울려오는 우주의 소리(에너지)를 의미하여 보통 

성음(聖音)이라 하며, 마니(Mani)는 여의주(如意珠)로서 깨끗한 지혜를 

상징하고, 반메(Padme)는 연꽃으로서 무량한 자비를 상징 합니다. 

훔(Hum)은 개별적 존재 속에 담겨 있는 소리로, 우주 소리(Om)를 

통합하는 기능을 합니다.  

티벳어로는 ‘Om Mani Peme Hung’으로 발음 됩니다. 

    

옴마니반메훔 만트라 세번째로 가장판(加長版)을 공양 합니다. 

   

  六字大明咒 (加長版)  http://www.fuguitang.com/yinyue/liuzi10.mp3  

   

 
  

 Brahmajyotis 

    

2007-07-3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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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비주(大悲呪)3] 인도음악풍(印度音樂風格) 

  

  

무명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육도윤회 하는 중생들에게 커다란 연민을 

느끼고 중생을 구제 하려는 관세음보살의 보살행(菩薩行)에 대한 공덕을 

찬탄 하는 노래 입니다.  

  

범어(梵語,산스크리트어)된 가사를  인도음악풍으로 부른 노래 입니다. 

  

  

대비주(大悲呪) 세번째로 인도음악풍(印度音樂風格)을 공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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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uddha.goodweb.cn/music/musicdownload/11guanyin.mp3  

 大悲咒(印度音乐风格) 

  

티벳대비주(藏传大悲呪, 十一面观音根本咒 ) 

  

namo ratna trayaaya  

纳牟 拉的纳 的拉呀呀 

namah aarya jn~aana saagara 

纳摩 阿利呀 及泥呀纳 萨阿噶拉 

vairocana vyuuha raajaaya 

拜漏佳钠 播优哈 拉阿加阿呀 

tathaagataaya arhate samyak-sambuddhaaya 

达他阿噶达阿呀 阿日哈带 萨呣呀个萨呣布塔阿呀 

namah sarva tathaagatebhyah arhatebhyah   

纳摩 萨日哇 达他阿噶带 破呀 阿日哈带 破呀 

samyak-sambuddhebhyah 

萨呣呀个萨呣布台 破呀 

namah aarya avalokite s/varaaya   

纳摩 阿利呀阿哇楼个依带 西哇拉阿呀  

bodhisttvaya mahaa-sattvaya mahaa-kaarun.i-kaaya 

包提萨的哇呀 玛哈阿 萨的哇呀 玛哈阿噶阿卢尼 

噶阿呀（其中的“卢”和“尼”都是卷舌音） 

tadyathaa aum 

达地呀他阿 阿乌呣 

dhara dhara dhiri dhiri dhuru dhuru 

塔拉 塔拉 替利 替利 吐卢 吐卢 

it.t.e va-it.t.e cale cale pra-cale pra-cale 

伊斋 外斋 佳类 佳类 播拉佳类 播拉佳类 

kusume kusumavare ilim ili citi 

固苏买 固苏玛哇累 伊丽呣伊丽 基帝 

jvalam aapanaaya svaahaa 

及哇喇呣阿叭纳阿呀 斯哇阿哈阿 

  

  

2007-08-02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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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비주(大悲呪) 4] 팝유행판(pop 流行版) 

  

   

  

주력수행 

 

주력은 대승불교 수행법 가운데 가장 널리 활용되는 수행법 중 하나다. 

주력이 재난을 없애고 복을 부르며, 어떤 재해로부터도 몸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유가사지론》에는 “보살이 삼매자재(三昧自在)를 획득해서 

이 자재에 의해 중생의 재환을 없애는 주문에 가피를 입히면, 그 주문은 

최고의 신령스러운 영험으로 나타내 모든 재난을 없앤다”고 설명하고 

있다. 

 

  

무명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육도윤회 하는 중생들에게 커다란 연민을 

느끼고 중생을 구제 하려는 관세음보살의 보살행(菩薩行)에 대한 공덕을 

찬탄 하는 노래 입니다.  

  

범어(梵語,산스크리트어)된 가사를  팝유행판(pop 流行版) 으로 부른 

노래 입니다. 

  

  

   

대비주(大悲呪) 네번�로 팝유행판(pop 流行版)을 공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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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悲呪 (pop 流行版)  http://www.puduw.com/music/dabei_pop.mp3  

  

  

  

티벳대비주(藏传大悲呪, 十一面观音根本咒 ) 

  

namo ratna trayaaya  

纳牟 拉的纳 的拉呀呀 

namah aarya jn~aana saagara 

纳摩 阿利呀 及泥呀纳 萨阿噶拉 

vairocana vyuuha raaja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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拜漏佳钠 播优哈 拉阿加阿呀 

tathaagataaya arhate samyak-sambuddhaaya 

达他阿噶达阿呀 阿日哈带 萨呣呀个萨呣布塔阿呀 

namah sarva tathaagatebhyah arhatebhyah   

纳摩 萨日哇 达他阿噶带 破呀 阿日哈带 破呀 

samyak-sambuddhebhyah 

萨呣呀个萨呣布台 破呀 

namah aarya avalokite s/varaaya   

纳摩 阿利呀阿哇楼个依带 西哇拉阿呀  

bodhisttvaya mahaa-sattvaya mahaa-kaarun.i-kaaya 

包提萨的哇呀 玛哈阿 萨的哇呀 玛哈阿噶阿卢尼 

噶阿呀（其中的“卢”和“尼”都是卷舌音） 

tadyathaa aum 

达地呀他阿 阿乌呣 

dhara dhara dhiri dhiri dhuru dhuru 

塔拉 塔拉 替利 替利 吐卢 吐卢 

it.t.e va-it.t.e cale cale pra-cale pra-cale 

伊斋 外斋 佳类 佳类 播拉佳类 播拉佳类 

kusume kusumavare ilim ili citi 

固苏买 固苏玛哇累 伊丽呣伊丽 基帝 

jvalam aapanaaya svaahaa 

及哇喇呣阿叭纳阿呀 斯哇阿哈阿 

  

  

  

  

  

2007-08-0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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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비주(大悲呪) 5] 현대무곡판(現代舞曲版) 

  

  

  

대비주(大悲呪) 

 

주력은 다른 나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행해졌다. 서산 

대사나 수월 음관, 용성 진종 같은 고승들이 주력을 수행방편으로 

삼았다. 

 

서산대사는 “진언을 외우는 것은 전생에 지은 업을 지우기 어려우므로 

신비한 힘을 빌리려 하기 때문”(《선가귀감》)이라고 설명할 정도로 

주력을 중히 여겼다. 즉, 선 수행에 앞서 다라니를 지송해 번뇌 망상과 

업장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불자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주문은 육자주(六字呪)와 

대비주(大悲呪), 능엄신주(楞嚴神呪) 등이 있다. 

 

 

  

범어(梵語,산스크리트어)된 가사를 현대감각에 맞추어 

무곡판(舞曲版)으로 편집한 곡 입니다. 

  

  

  

대비주(大悲呪) 다섯번째로  현대무곡판(現代舞曲版)을 공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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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悲呪 (現代舞曲版)  大悲咒(现代舞曲版) 

  

  

   

티벳대비주(藏传大悲呪, 十一面观音根本咒 ) 

  

namo ratna trayaaya  

纳牟 拉的纳 的拉呀呀 

namah aarya jn~aana saagara 

纳摩 阿利呀 及泥呀纳 萨阿噶拉 

vairocana vyuuha raajaaya 

拜漏佳钠 播优哈 拉阿加阿呀 

tathaagataaya arhate samyak-sambuddhaaya 

达他阿噶达阿呀 阿日哈带 萨呣呀个萨呣布塔阿呀 

namah sarva tathaagatebhyah arhatebhyah   

纳摩 萨日哇 达他阿噶带 破呀 阿日哈带 破呀 

samyak-sambuddhebhyah 

萨呣呀个萨呣布台 破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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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ah aarya avalokite s/varaaya   

纳摩 阿利呀阿哇楼个依带 西哇拉阿呀  

bodhisttvaya mahaa-sattvaya mahaa-kaarun.i-kaaya 

包提萨的哇呀 玛哈阿 萨的哇呀 玛哈阿噶阿卢尼 

噶阿呀（其中的“卢”和“尼”都是卷舌音） 

tadyathaa aum 

达地呀他阿 阿乌呣 

dhara dhara dhiri dhiri dhuru dhuru 

塔拉 塔拉 替利 替利 吐卢 吐卢 

it.t.e va-it.t.e cale cale pra-cale pra-cale 

伊斋 外斋 佳类 佳类 播拉佳类 播拉佳类 

kusume kusumavare ilim ili citi 

固苏买 固苏玛哇累 伊丽呣伊丽 基帝 

jvalam aapanaaya svaahaa 

及哇喇呣阿叭纳阿呀 斯哇阿哈阿 

  

  

  

2007-08-0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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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비주(大悲呪)6 ] 린포체반주판(仁波切伴奏版) 

  

  

대비주(大悲呪) 

 

대비주는 불가사의한 위력과 공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삼천대천세계 

가운데 암흑처와 삼악도(三惡道) 중생들이 이 다라니를 들으면 모두 

고통을 여의며, 이 다라니를 받아 지닌 사람의 몸을 스쳐지나간 바람이 

다른 이의 몸을 스치면 그들이 가진 일체 중죄가 소멸되고 항상 부처님 

곁에 태어나 법문을 듣게 된다고 한다.  

  

범어(梵語,산스크리트어)된 가사를 티벳스님의 

린포체반진판(仁波切伴奏版)으로 편집한 곡 입니다. 

  

  

대비주(大悲呪) 여섯번째로 린포체반주판(仁波切伴奏版)을 공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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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悲呪 

(仁波切伴奏版)  http://www.fuguitang.com/yinyue/dabeizhou6.mp3  

  

  

 
   

2007-08-0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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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옴마니반메훔 만트라 4] 황혜음창송판(黃慧音, Imee Ooi) 

  

  

 
  

  

  

  

만트라(Mantra) 

  

만트라는 명상을 통해 비전을 보게하고 내면의 의식확장을 통해 영적 

각성을 이루게하여 일상에서 늘 평온함과 불보살의 축복이 충만됨을 

기도합니다.  

 

생명과 자비와 사랑의 근원인 "옴"이 내면에서 부터 우주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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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져나가  

나와 합일을 이루게 합니다. 

 

불안하고, 심신이 지쳐있는 자에겐 순수,지복,용기,지혜,진리를 

일깨웁니다. 

 

 

옴마니반메훔 만트라 네번�로 황혜음창송판(黃慧音, Imee Ooi)을 공양 

합니다. 

  

  

  

 
  

  

  http://wma.foqu.cn/music/wma2/aaatemp/omani-hhy.WMA  

 http://st.fjyy.org/2007-11/20071123liuzihuanghuiyin.mp3  

   

  

  

2007-08-0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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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팔리어 만트라 3]길상승리게(Jayamangala Gatha)23 분판, 

황혜음(黃慧音,Imee Ooi) 

  

  

  

 
  

  

  

부모를 섬기는 것,  

처자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일에 질서가 있어 혼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 마하 망갈라 숫타(길상경) 

  

  

  

  

팔리어 만트라 세번째로 길상승리게(Jayamangala Gatha)를 

황혜음(黃慧音,Imee Ooi)창송으로 공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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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anhuifojiao.cn/musics/musicdownload/jixiang_huanghy.mp3 

  

  

 



70 

 

  

 
  

  

  

2007-08-0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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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반야심경 만트라 3] 산스크리트 위첸판 

  

  

 
  

  

우리나라 불자들이 가장 많이 독송하고 불교예불 의식에 빠지지 않는 

대승경전의 진수 반야심경!  원래 범어(梵語,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었으나 당나라 삼장법사가 번역한 한문본 반야심경을 많이 독송 하고 

있습니다.  

천수경에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번역하지 않고 범어로 독송 하듯이 

반야심경도 범어로 된 문장을 창송하고 독송하는 것도 의미 있겠지요. 

여기 범어로 되어 있는 반야심경을 소개 합니다. 

  

  

  

반야심경 만트라 세번째로 산스크리트 위첸판을 공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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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mp3.evdd.com/fyf/wuchen/04.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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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7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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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반야심경 만트라 4] 산스크리트 황혜음(Imee Ooi) 소프트창 26 분 

  

  

  

  

 
  

  

  

반야심경 

  

불교의 모든 경전 가운데 가장 짧은 경전이다. 모두 262 자다. 그러나 

대반야경 6 백권의 방대한 사상이 요약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불교의 

모든 의식에서 반드시 독송되고 있다. 원명은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摩訶般若波羅蜜多心經)이다. 줄여서 

심경(心經)이라고도 부른다. 지혜의 빛에 의해 열반의 완성된 경지에 

이르는 마음의 경전으로 풀이된다. 반야심경의 핵심사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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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상(空思想)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공(空)임을 철저하게 터득해 

반야를 얻어 정각(正覺)에 이른다는 것이다. 

  

  

반야심경 만트라 네번째로 산스크리트 황혜음(Imee Ooi) 소프트창 

26 분판을 공양 합니다. 

  

  

  

 
  

  

 

  http://www.forfo.net/soft/soft/hhyfyxj.mp3 

  

  

2007-08-07 

진흙속의연꽃 

  

 

 

 

 

 

 



78 

 

19. [옴마니반메훔 만트라 5] 여성표묘(飄緲)음판 

  

  

 
  

  

 Usnisasitatapatra 

  

  

  

진언(眞言, mantra) 

  

힌두교와 불교에서 신비하고 영적인 능력을 가진다고 생각되는 신성한 

말(구절·단어·음절). 

큰 소리로 또는 마음속으로만 부르면서 일정시간 계속 반복하기도 하고 

한번에 끝내기도 한다. 대부분의 진언은 말 자체에는 의미가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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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오한 의미가 내재한다고 생각되며 영적인 지혜의 정수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특정 주문을 반복 암송하거나 명상한다면 탈아의 경지로 

들어가게 되며 높은 차원의 정신적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다. 정신적 

깨달음 외에도 심리적이거나 영적인 목적, 예를 들어 사악한 영들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여러 종류의 진언을 사용한다. 

  

  

  

옴마니반메훔 만트라 다섯번째로 여성표묘(飄緲)음판을 공양 합니다. 

  

  

  

  

  六字大明咒 (女聲 飄緲 背景念誦:十七世大寶法王) 

  

  

    

  

2007-08-0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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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비주(大悲呪)7] 산스크리트 현대무곡쾌속판 1 

  

  

  

 
  

  

  

  

다라니(陀羅尼)  

 

총지(總持), 능지(能持), 능차(能遮)라 하기도 합니다. 무변한 이치를 

섭수 하여 지니고 상실하지 않는 염혜력(念慧力)을 일컫습니다. 일종의 

기억술로서 하나의 사건을 기억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까지 연상하고 

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각종의 선법을 능히 

지니므로 능지라 하고 여러 가지 악법을 능히 막아주므로 능차라고 

합니다.  

보살은 남을 교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라니를 얻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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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으면 한량없는 불법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으므로 대중 가운데 있어도 

두려움이 없으며, 또한 자유자재로 정교한 설법을 할 수 있다고 많은 

경론에 보살이 얻는 다라니에 관해 설하고 있습니다.  

후세에는 이 기억술로서의 다라니의 형식이 송주(誦呪)와 유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呪)와 혼동하여 주문을 모두 다라니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장구로 된 것을 다라니, 몇 구절로 된 

짧은 것을 진언(眞言), 한 두자로 된 것을 주(呪)라고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법문으로 된 긴 구(句)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독송하는 것으로서 

다라니는 신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주문입니다. 보살님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라니(무량하고 무변한 이치를 얻어 

상실하지 않는 힘)를 얻어야 하며, 다라니를 얻으면 불법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으므로 대중 가운데에 있어도 두려움 없이 불법을 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비주(大悲呪) 일곱번째로 산스크리트 현대무곡쾌속판 1을 공양 

합니다. 

  

  

  

  

 大悲? (舞曲版之一快速)    大悲咒(舞曲版之一 快速)  

  

   

   

티벳대비주(藏传大悲呪, 十一面观音根本咒 ) 

  

namo ratna trayaaya  

纳牟 拉的纳 的拉呀呀 

namah aarya jn~aana saagara 

纳摩 阿利呀 及泥呀纳 萨阿噶拉 

vairocana vyuuha raajaaya 

拜漏佳钠 播优哈 拉阿加阿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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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haagataaya arhate samyak-sambuddhaaya 

达他阿噶达阿呀 阿日哈带 萨呣呀个萨呣布塔阿呀 

namah sarva tathaagatebhyah arhatebhyah   

纳摩 萨日哇 达他阿噶带 破呀 阿日哈带 破呀 

samyak-sambuddhebhyah 

萨呣呀个萨呣布台 破呀 

namah aarya avalokite s/varaaya   

纳摩 阿利呀阿哇楼个依带 西哇拉阿呀  

bodhisttvaya mahaa-sattvaya mahaa-kaarun.i-kaaya 

包提萨的哇呀 玛哈阿 萨的哇呀 玛哈阿噶阿卢尼 

噶阿呀（其中的“卢”和“尼”都是卷舌音） 

tadyathaa aum 

达地呀他阿 阿乌呣 

dhara dhara dhiri dhiri dhuru dhuru 

塔拉 塔拉 替利 替利 吐卢 吐卢 

it.t.e va-it.t.e cale cale pra-cale pra-cale 

伊斋 外斋 佳类 佳类 播拉佳类 播拉佳类 

kusume kusumavare ilim ili citi 

固苏买 固苏玛哇累 伊丽呣伊丽 基帝 

jvalam aapanaaya svaahaa 

及哇喇呣阿叭纳阿呀 斯哇阿哈阿 

  

  

2007-08-0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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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마니반메훔 만트라 6] 산스크리트 제예(齊豫)판 

  

  

 
  

 Vasudhara 

  

  

  

옴, 마, 니, 반, 메, 훔 

  

이 진언, 옴마니반메훔을 외우는 것은 매우 좋다. 그러나 진언을 외우는 

동안 그 뜻을 생각해야만 한다. 이 육자의 뜻은 매우 크고 넓기 

때문이다. 처음 옴(Om)은 세자  A ㆍ Uㆍ M 으로 되어 있다. 이들 글자는 

수행자의 부정한 몸, 말, 마음을 상징하면서 한편으로 부처님의 청정 

무결한 몸, 말, 마음을 상징한다. 부정한 몸, 말, 마음을 청정한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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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는가, 아니면 이들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인가? 모든 부처님은 우리들과 같은 존재 이였으나 길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다. 불교는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결점이 없이 

완전무결한 성질만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청정한 몸, 말, 

마음의 개발에 의해서 점차로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 청정한 상태로 

바꾸게 되는 것이다.  

  

  

  

옴마니반메훔 만트라 여섯번째로 산스크리트 제예(齊豫)판으로 공양 

합니다. 

  

  

  

  

 

  http://www.xianmifw.com/法音宣流/梵音乐曲/六字大明咒_齐豫.mp3 

  

  

  

   

2007-08-1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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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티벳어 만트라 1]녹색타라 황혜음(黃慧音,Imee Ooi)창 

  

  

 
  

  

티베트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이 흘리는 자비의 눈물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타라는 관세음보살과 더불어 티베트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보살입니다. 

타라는 산스크리트 명이고 티벳어로는 돌마라고 하는데 돌마는 

티베트에서 가장 흔한 여자 이름이기도 합니다. 

  

  

OM TARE TU TARE TURE SVAHA 

옴   타레   투   타레  투레   스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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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벳어 만트라 첫번째로 녹색타라(Green Tara) 황혜음(黃慧音,Imee 

Ooi)창으로 공양 합니다. 

  

 
   

 

  http://www.puxian163.com/fo/fo-index-yyfb/fjyy/rou.mp3 

  

   

 
  

  

2007-08-1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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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비주(大悲呪)8]산스크리트 현대무곡쾌속판 2 

  

  

 
  

  

 Yeshe Tsogyal 

  

  

보살 

  

원어는 보리살타(Bodhisattva). 보살은 보리살타(菩利薩陀)의 준말로서 

각유정(覺有情), 고사(高士), 개사(開士), 대사(大士), 시사(始士) 

등으로 의역하고 있다. 보살이란 일반적으로는 대승불교에 귀의하여 

성불하기 위해 수행에 힘쓰는 이를 말한다. 원래 보살이란 큰 마음을 

내어 불도에 들어와서 6 바라밀(六波羅蜜)을 수행하며, 위로는 부처를 

따르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에 버금 하는 성인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살이란 3 아승기(阿僧祇)의 100 억 겁(劫)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세상에 나와 자기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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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타리(自利他利)의 行을닦으며 51 位의 수양계단을 지나 드디어 

불과(佛果)를 얻은 이를 말한다. 

  

  

  

  

경쾌한 리듬으로 편집된 현대무곡풍(제 2 쾌속)의 

천수천안관자재보살대다라니를 들어 봅니다. 

  

  

  

  

대비주(大悲呪) 여덟번째로 산스크리트 현대무곡쾌속판 2를 공양 

합니다. 

  

   

  

  大悲咒 (舞曲版之二快速)   大悲咒(舞曲版之二 快速)  

  

  

  

티벳대비주(藏传大悲呪, 十一面观音根本咒 ) 

   

namo ratna trayaaya  

纳牟 拉的纳 的拉呀呀 

namah aarya jn~aana saagara 

纳摩 阿利呀 及泥呀纳 萨阿噶拉 

vairocana vyuuha raajaaya 

拜漏佳钠 播优哈 拉阿加阿呀 

tathaagataaya arhate samyak-sambuddhaaya 

达他阿噶达阿呀 阿日哈带 萨呣呀个萨呣布塔阿呀 

namah sarva tathaagatebhyah arhatebhyah   

纳摩 萨日哇 达他阿噶带 破呀 阿日哈带 破呀 

samyak-sambuddhebhyah 

萨呣呀个萨呣布台 破呀 

namah aarya avalokite s/varaaya   

纳摩 阿利呀阿哇楼个依带 西哇拉阿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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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histtvaya mahaa-sattvaya mahaa-kaarun.i-kaaya 

包提萨的哇呀 玛哈阿 萨的哇呀 玛哈阿噶阿卢尼 

噶阿呀（其中的“卢”和“尼”都是卷舌音） 

tadyathaa aum 

达地呀他阿 阿乌呣 

dhara dhara dhiri dhiri dhuru dhuru 

塔拉 塔拉 替利 替利 吐卢 吐卢 

it.t.e va-it.t.e cale cale pra-cale pra-cale 

伊斋 外斋 佳类 佳类 播拉佳类 播拉佳类 

kusume kusumavare ilim ili citi 

固苏买 固苏玛哇累 伊丽呣伊丽 基帝 

jvalam aapanaaya svaahaa 

及哇喇呣阿叭纳阿呀 斯哇阿哈阿 

  

  

  

2007-08-1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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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반야심경 만트라 5] 광동어(廣東語)판, 황혜음(黃慧音, Imee 

Ooi)창송 

  

   

   

 
  

  

반야심경 [般若心經, Prajnaparamitah0daya-sutra]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수차례에 걸쳐 간행되고 널리 읽혀져왔다. 이 

작은 경은 그 제목에 걸맞게 반야바라밀다의 핵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서 다른 반야바라밀다 계통의 짧은 경전들이 보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완곡한 표현을 쓰는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경은 단 한 

페이지 정도의 짧은 분량에(어떤 판본은 서론과 결론에 해당하는 단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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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하고 있음) 자비의 보살인 관세음보살의 입을 빌려, 일련의 

간결하면서도 역설에 차 있는 듯한 표현으로 불교 교리의 정수를 

반야바라밀다 계통의 '공'(空)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 

경은 

'아제아제바라아제바라승아제보리사바하'(揭諦揭諦波羅揭諦波羅僧揭諦菩

提娑婆訶 gate gate paragate parasamgate bodhi svaha) 즉 

산스크리트로 '도달한 때, 도달한 때, 피안에 도달한 때, 피안에 완전히 

도달한 때 깨달음이 있나니, 축복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온갖 고통을 

다 진정시켜준다고 간주되는 주문(呪文)으로 끝을 맺는다. 

 

광둥어(廣東語) 

  

광둥어(廣東語, 광동어)는 중국어 방언의 하나이다. 

중국 남부의 언어이며, 중국 내 8 천만 명과 동남아시아 (특히 

말레이시아), 미국 등 해외 화교 1 천만 명, 현재 약 1 억 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 대륙의 광둥 성(廣東省), 홍콩(香港), 

마카오(澳門), 쓰촨 성(四川省), 광시 좡족 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 

푸젠 성(福建省), 장시 성(江西省), 후난 성(湖南省)등의 지역과 

대만에서도 사용된다. 

특히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오랜 기간의 식민 통치 등으로 인해 

공용어로도 사용되며, 현재도 홍콩 영화, 노래, 월극(粵劇) 등의 예술 

작품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광둥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반야심경 광동어 만트라를 황혜음(黃慧音, Imee Ooi)창으로 공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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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mp3.evdd.com/fyf/hhy/borexinjing02.mp3 

  

  

    

  

2007-08-12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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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팔리어 만트라 4] 사자게(Narasiha-Gatha 狮子偈),황혜음(Imee Ooi) 

  

  

 
  

 Vajrasattva 

  

  

  

팔리어(Pali language) 

  

남전불교 경전에 쓰인 종교 언어로 인도 북부에 기원을 둔 중세 

인도아리아어 입니다.  

  

전체적으로 팔리어는 고대 인도아리아 베다 방언 및 산스크리트 방언과 

가까운 것 같지만 이 언어에서 직접 유래하지는 않았습니다.  불교 

경전의 언어로 사용되게 된 것은 부처님이 자신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지식층의 언어인 산스크리트 쓰기를 반대했기 때문이고, 

자신의 제자들이 토착방언의 구어를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94 

 

시간이 흐르면서 구전으로 전해진 그의 가르침이 BC 3 세기경 인도를 

거쳐 실론(지금의 스리랑카)에 퍼졌고 그곳에서 BC 1 세기에 약간 혼합된 

토속방언으로 된 문어인 팔리어로 씌어졌던 것입니다. 팔리어는 결국 

표준적이고 권위 있는 국제적인 언어가 되었습니다.  팔리 

삼장(Tipiṭaka：산스크리트로는 Tripiṭaka)으로 알려진 소승불교 경전은 

미얀마·타이·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으로 전해졌습니다. 팔리어는 

14 세기에 인도 본토에서는 문어로는 더이상 쓰이지 않았지만 다른 

곳에서는 18 세기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사전) 

 

 

  

  

팔리어 만트라 네번째로 사자게(Narasiha-Gatha 狮子偈),황혜음(Imee 

Ooi)창송으로 공양 합니다. 

  

  

  

 
  

  

  

  

  

  http://mp3.evdd.com/fyf/hhy/szj.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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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中狮子偈  

(1)  

千辐轮文足心现   

足踵圆满趺相称  

足掌严饰拂伞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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彼乃汝父人中狮  

 

(2)  

释迦族中尊贵子  

众妙相好以严身  

利益世间大丈夫  

彼乃汝父人中狮  

 

(3)  

面貌犹如净满月  

人中龙象天人师  

行步威仪类象王  

彼乃汝父人中狮  

 

(4)  

刹帝利种生胜族  

人天归敬彼尊足  

戒定等持心意间  

彼乃汝父人中狮  

 

(5)  

鼻高修直若金铤  

睫如牛王目绀青  

眉细纤长似霓虹  

彼乃汝父人中狮  

 

(6)  

颈项圆隆极柔软  

颔如狮子兽王身  

其肤细滑真金色  

彼乃汝父人中狮  

 

(7)  

音声微妙复深远  

舌相赤好喻红莲  

四十白齿犹珂雪  

彼乃汝父人中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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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发彩绀青比蜂王  

额广平正有金光  

眉间白毫若晨星  

彼乃汝父人中狮  

 

(9)  

犹如满月处虚空  

无量众星所围绕  

诸弟子等伴牟尼  

彼乃汝父人中狮 

  

  

  

  

2007-08-1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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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티벳어 만트라 2]녹색타라 맑은창송(藏音 葛莎雀吉 清唱) 

  

  

 
  

  

  

티베트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이 흘리는 자비의 눈물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타라는 관세음보살과 더불어 티베트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보살입니다.  

  

  

  

 타라보살 

  

수억 겁 전 아다 부처님〔鼓音如來〕 시절에 이셰다와〔慧月〕라는 

공주는 수없는 생을 통해 여러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한량없는 공양을 

올렸다. 

 

공주는 10 세부터 고행과 명상을 끊이지 않고 계속하여 79 세에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보살의 경지에 이르렀다. 혜월 공주가 깨달음을 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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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제자인 비구들이 찾아와 예를 올리고 “공주시여, 깨끗한 복을 

짓고 한량없는 공덕을 쌓아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으니 속히 남자의 몸을 

받아 부디 중생을 위해 법을 베푸소서.”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공주는 이를 거절하며 “남자 모습의 부처와 보살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나 여자 모습의 불보살은 거의 볼 수 없으니 나는 이 삼사라가 

텅비도록 여자의 모습으로 모든 중생을 도우리.”하고 서원하였다. 다시 

여러 번을 더 안거에 들고 삼매를 이루어 공주는 고통의 강을 건네주는 

어머니라는 ‘타라’로 불리게 되었다.(옮긴글) 

  

  

  

OM TARE TU TARE TURE SVAHA 

옴   타레   투   타레  투레   스바하 

  

  

  

티벳어 만트라 두번�로 녹색타라 맑은창송(藏音 葛莎雀吉 清唱 )판을 

공양 합니다. 

  

  

  

  

♪다운로드♬  綠度母心咒 (藏音 葛莎雀吉 清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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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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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대비주(大悲呪)9] 산스크리트 현대무곡쾌속판 3 

  

  

  

 
  

 Sukhavati 

  

  

모든 중생이 무명에서 깨어나 성불 하기 전까지는 결코 성불 하지 

않겠다고 서원한  관세음보살의 보살행을 찬탄 하는 노래 입니다.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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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菩)는 슬기를 닦음이요, 살(薩)은 복을 닦음이라고 풀이하는 학자도 

있다. 

보시바라밀,시라바라밀,인욕바라밀,비리야바리밀,선나바라밀,반야바라밀

등의 6 가지 바라밀의 행은 보살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그 

수행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에 따라서 초지의 보살이 있는가 하면 

대행을 실현하여 거의 궁극의 경지에 도달한 보살도 있다. 이 보살은 

다음의 생에서는 부처가 된다는 一生補處菩薩이라고 한다. 

 

觀音보살과 勢至보살은 아미타여래의 補處菩薩이며 日光보살과 

月光보살은 약사여래의 보처보살이며 彌勒보살은 석가여래의 

보처보살이다. 이와 같이 補處의 보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승교에서 말하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근거에서 많은 

보살을 인정한 결과이고 소승교에서는 부처는 오직 석가여래 한 분이고 

석가여래 성도하기 전에는 보살이요 그 뒤를 이을 보살은 오직 미륵보살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경쾌한 리듬으로 편집된 현대무곡풍(제 3 쾌속)의 

천수천안관자재보살대다라니를 들어 봅니다. 

  

    

대비주(大悲呪) 아홉번째로 산스크리트 현대무곡쾌속판 3을 공양 

합니다. 

  

  

  

  

  

   大悲呪 (舞曲版之三 快速)   大悲咒(舞曲版之三 快速)  

  

  

  

   

티벳대비주(藏传大悲呪, 十一面观音根本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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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o ratna trayaaya  

纳牟 拉的纳 的拉呀呀 

namah aarya jn~aana saagara 

纳摩 阿利呀 及泥呀纳 萨阿噶拉 

vairocana vyuuha raajaaya 

拜漏佳钠 播优哈 拉阿加阿呀 

tathaagataaya arhate samyak-sambuddhaaya 

达他阿噶达阿呀 阿日哈带 萨呣呀个萨呣布塔阿呀 

namah sarva tathaagatebhyah arhatebhyah   

纳摩 萨日哇 达他阿噶带 破呀 阿日哈带 破呀 

samyak-sambuddhebhyah 

萨呣呀个萨呣布台 破呀 

namah aarya avalokite s/varaaya   

纳摩 阿利呀阿哇楼个依带 西哇拉阿呀  

bodhisttvaya mahaa-sattvaya mahaa-kaarun.i-kaaya 

包提萨的哇呀 玛哈阿 萨的哇呀 玛哈阿噶阿卢尼 

噶阿呀（其中的“卢”和“尼”都是卷舌音） 

tadyathaa aum 

达地呀他阿 阿乌呣 

dhara dhara dhiri dhiri dhuru dhuru 

塔拉 塔拉 替利 替利 吐卢 吐卢 

it.t.e va-it.t.e cale cale pra-cale pra-cale 

伊斋 外斋 佳类 佳类 播拉佳类 播拉佳类 

kusume kusumavare ilim ili citi 

固苏买 固苏玛哇累 伊丽呣伊丽 基帝 

jvalam aapanaaya svaahaa 

及哇喇呣阿叭纳阿呀 斯哇阿哈阿 

  

  

  

  

2007-08-1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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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옴마니반메훔 만트라 7] 반주판(伴奏版) 

  

  

 
  

  

  

  

옴마니반메훔의 ‘마니’ 

  

  

마니는 보석을 의미하며, 방편의 요소를 상징한다. 즉 깨달음과 자비, 

사랑을 얻게 되는 이타적인 뜻을 상징한다. 바로 보석이 가난을 버릴 수 

있듯이 이타적인 깨달음의 마음은 가난과 윤회의 고난에서 벗어나 

유일한 안정의 상태를 가지게 한다. 또 보석이 유정의 바램을 채워 

주듯이 깨달음을 얻으려는 이타의 마음은 유정들의 모든 원을 

성취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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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마니반메훔 만트라 일곱번째로 반주판(伴奏版)을 공양 합니다. 

  

  

  

  

♪다운로드♬   六字大明咒 

(伴奏版)    http://m.86fo.cn/mp31/6zi_damingzhou1.mp3  

 

  

  

   

  

2007-08-1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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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옴마니반메훔 만트라 8] 수정범음(水晶梵音) 

  

  

  

 
  

  

  

  

  

옴마니반메훔의 ‘반메’ 

  

두 글자 반메는 연꽃을 의미하며 지혜를 상징한다. 연꽃이 더러운 

곳에서 자라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이 지혜는 우리들을 모순이 

없는 상태에 안내해준다. 따라서 지혜가 없으면 우리들은 모순 당착의 

세계를 만날 수 밖에 없다. 지혜는 유한한 세계를 자각하게 하며 또한 

모든 사람은 스스로 충만하고 본질적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공(空)한 

상태임을 깨닫고 지혜는 주관과 객관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둘의 개념이 없음을 깨닫고 지혜는 본래부터 이어받은 실체가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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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닫는다. 상이한 많은 형태의 지혜가 있지만 이들의 중심은 공함을 

깨닫는 지혜이다. 자신의 정화는 방편과 지혜가 하나가 되는 데서 얻을 

수 있다. 훔은 이를 상징한다. 즉 불이(不二)의 상태를 가리킨다. 

경전의 조직에 의하면 이 방편과 지혜의 불이성은 방편에 의해서 지혜가 

나고, 지혜에 의해서 방편이 일어남을 제시한다.  

  

  

  

  

옴마니반메훔 만트라 여덟번째로 수정범음(水晶梵音)을 공양 합니다. 

  

  

 

  http://mp3.evdd.com/fyf/zrfy/02.mp3 

  

  

  

   

  

 
  

  

  

  

2007-08-17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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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팔리어 만트라 5]구공덕게(navaguna-gatha), Visarad Srima 

Ratnayaka 창송 

  

  

  

 
  

 Shakyamuni 

 

  

  

  

여래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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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래십호란 여래, 응공(應供), 정변지(正遍知), 명행족(明行足), 

선서(善逝), 세간해(世間解), 무상사(無上士), 조어장부(調御丈夫), 

천인사(天人師), 불세존(佛世尊) 등 열 가지를 말한다. 

  

응공은 응수공양(應受供養)에서 온 말로 깨달음을 얻었기에 마땅히 

공양을 받아야 될 분이라는 뜻이다. 또한 응공은 산스크리트어 

‘아르하뜨(Argat)’를 번역한 말로 아라한 등의 말의 유래와 같다. 

정변지란 산스크리트어의 삼먁삼보리로 등정각자와 같은 말로, 우주 

만물의 모든 이치를 완전하고 바르게 깨달은 분을 의미한다. 

  

명행족이란 깨달음의 지혜와 그 실천을 함께 갖추신 분, 선서는 

고통스런 생사윤회의 강을 건너가신 분, 세간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완전하게 이해하신 분의 의미이다. 그리고 무상사는 

산스크리트어로 아뇩다라인데, 그 어떤 것보다 위에 계시는 분, 

조어장부는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분, 

천인사는 하늘의 신과 중생의 스승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불세존은 불과 세존이라는 두 가지 명칭이 함께 쓰인 경우로 

불은 깨달은 사람, 그리고 세존은 중생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분이란 

뜻이다. 즉 불세존은 말 그대로 부처님이란 뜻이다. 

  

  

  

  

팔리어 만트라 다섯번째로 구공덕게(九功德偈,navaguna-gatha)를 

Visarad Srima Ratnayaka 창송으로 공양 합니다. 

  

  

  

 

  下载请点此:九功德偈  巴利语 Visarad Srima Ratnayaka 唱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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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덕게(九功德偈, The Nine Virtue of The Buddha ) 

  

  

  

The Nine Virtue of The Buddha  

 

 

  

 

These verses explain some of the great qualities and  

virtues pertaining to the buddha.  

 

 

 

1.Bye name He is an Arahant as He is worthy  

      Even in secret He does no evil  

 He attained the fruit of Arahantship  

     To Thee,the Worthy one,my homage be.  

 [如来十号之-应供(阿罗汉)]  

 

 

 

2.By wisdom He is Sammasambuddha  

      By teaching He is Sammasambuddha  

 A fully Enlightened one is He in the World  

      To Thee, the fully Enlightened one,my homage be.  

 [如来十号之-正遍知或正等正觉(阿耨多罗三藐三菩提)]  

 

 

 

3.He is endowed with wisdom and knowledge  

      His wisdom is made known  

 The past,future and present He knows  

      To Thee who is endowed with wisdom and knowledge,my homage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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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如来十号之-明行足或明行圆满]  

 

 

 

4.He is sugata being self-disciplined  

      Being good He is Sugata  

 In the sense of going to the good state of Nibbana  

      To Thee, the Sugata, my homage be.  

 [如来十号之-善逝]  

 

 

 

5.By name He is Lokavidu  

      He knows the past and future  

 Things,beings and space He knows  

      To Thee,the Knower of worlds, my homage be.  

 [如来十号之-世间解]  

 

 

 

6.By wisdom and conduct unrivalled is He  

      Who is the Unrivalled of the world  

 In this world He is revered as an Incomparable one  

      That Incomparable one,I salute.  

 [如来十号之-无上士]  

 

 

 

7.O Charioteer, the King Charioteer  

      A charioteer, a clever traner is He of Deva  

 Who is a clever charioteer of the world  

      And is a respectful charioteer in this world,  

 That great trainer,I salute.  

 [如来十号之-调御丈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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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To Devas, Yakkhas and men in this world  

      He gives the highest fruits  

 Among those taming the untamed  

      To Thee, O Remarkable one, my homage be.    

 [如来十号之-天人师]  

 

 

9.The Bhagva is repleted with fortune  

      He has destroyed all passions  

 He has crossed the ocean of Samsara  

      To that blessed one, my homage be.  

 [如来十号之-世尊] 

  

  

  

  

  

2007-08-1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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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산스크리트 만트라 2] 대길상천녀주( Sri -maha-devi) 

  

  

 
  

  

  

  

대길상천녀(大吉祥天女) 

  

길상천(吉祥天)의 범명은 스리 마하 데비( r -mah -dev ). 

음역은 실리마하데비(室利摩訶提毘)이다. 복덕(福德)을 베푸는 

여신(女神)이다.  

또한 마하실리(摩訶室利), 실리천녀(室唎天女), 길상천녀(吉祥天女), 

길상공덕천(吉祥功德天), 보장천녀(寶藏天女), 제일위덕(第一威德) 

성취중사(成就衆事) 대공덕천(大功德天)이라고도 한다.  

본래는 인도 신화 중의 신이다. 나라연천(那羅延天) 왕의 왕비이고 

애욕신(愛欲神, 梵 K a)의 어머니이다.  

뒷날 제석(帝釋), 마혜수라(摩醯首羅), 비습노(毘濕奴) 등 여러 신들과 

함께 모두가 불교에 흡수되어 호법천신(護法天神)이 되었다.  

초기 인도불교의 전설에 따르면, 길상천은 비사문천(毘沙門天, 사천왕 

중 북방 다문천왕)의 왕비이고 아버지는 덕차가(德叉迦), 어머니는 

귀자모신(鬼子母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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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스크리트 만트라 두번째로 대길상천녀주( Sri -maha-devi)를 공양 

합니다. 

 

  

 

http://www.seach.org/media/UploadFiles_2005/zhuanji/gequyanchanghui

lei/changjinggeiniting/08.mp3 

  

  

  

 
  

  

  

  

  

金光明最胜王经  

 

    大唐 三藏沙门 义净 奉 制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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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光明最胜王经大吉祥天女品第十六  

 

尔时大吉祥天女。即从座起前礼佛足。合掌恭敬。白佛言。世尊。我若见有

苾刍苾刍尼邬波索迦邬波斯迦。受持读诵为人解说是金光明最胜王经者。我

当专心恭敬。供养此等法师。所谓饮食衣服。卧具医药。及余一切所须资具

。皆令圆满。无有乏少。若昼若夜。于此经王所有句义。观察思量。安乐而

住。令此经典于赡部洲广行流布。为彼有情已于无量百千佛所种善根者。常

使得闻不速隐没。复于无量百千亿劫。当受人天种种胜乐。常得丰稔。永除

饥馑。一切有情恒受安乐。亦得值遇诸佛世尊。于未来世。速证无上大菩提

果。永绝三涂轮回苦难。世尊。我念过去有琉璃金山宝花光照吉祥功德海如

来应正等觉十号具足。我于彼所。种诸善根。由彼如来慈悲愍念威神力故。

令我今日随所念处。随所视方随所至国。能令无量百千万亿众生受诸快乐。

乃至所须衣服饮食资生之具。金银琉璃车磲玛瑙珊瑚虎珀真珠等宝。悉令充

足。若复有人。至心读诵是金光明最胜王经。亦当日日烧众名香。及诸妙花

。为我供养彼琉璃金山宝花光照吉祥功德海如来应正等觉。复当每日于三时
中称念我名。别以香花及诸美食供养于我。亦常听受此妙经王得如是福。而

说颂曰:  

  由能如是持经故   自身眷属离诸衰    

  所须衣食无乏时   威光寿命难穷尽    

  能令地味常增长   诸天降雨随时节    

  令诸天众咸欢悦   及以园林谷果神    

  丛林果树并滋荣   所有苗稼咸成就    

  欲求珍财皆满愿   随所念者遂其心  

 

佛告大吉祥天女。善哉善哉。汝能如是忆念昔因。报恩供养。利益安乐无边
众生。流布是经。功德无尽  

 

 

金光明最胜王经大吉祥天女增长财物品第十七  

 

尔时大吉祥天女。复白佛言。世尊。北方薜室罗末拿天王城名有财。去城不

远有园名曰妙华福光。中有胜殿。七宝所成。世尊。我常住彼。若复有人。

欲求五谷日日增多。仓库盈溢者。应当发起敬信之心。净治一室。瞿摩涂地

。应画我像。种种璎珞周匝庄严。当洗浴身着净衣服。涂以名香。入净室内
。发心为我每日三时。称彼佛名及此经名号。而申礼敬:南谟琉璃金山宝花光

照吉祥功德海如来。持诸香花及以种种甘美饮食。至心奉献。亦以香花及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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饮食供养我像。复持饮食。散掷余方。施诸神等。实言邀请大吉祥天。发所

求愿。若如所言是不虚者。于我所请勿令空尔。于时吉祥天女。知是事已便

生愍念。令其宅中财谷增长。即当诵咒请召于我。先称佛名及菩萨名字。一

心敬礼:  

 

南谟一切十方三世诸佛   

 

南谟宝髻佛   

南谟无垢光明宝幢佛   

南谟金幢光佛   

南谟百金光藏佛   

南谟金盖宝积佛   

南谟金花光幢佛   

南谟大灯光佛   

南谟大宝幢佛   

 

南谟东方不动佛   

南谟南方宝幢佛   

南谟西方无量寿佛   

南谟北方天鼓音王佛   

 

南谟妙幢菩萨   

南谟金光菩萨   

南谟金藏菩萨   

南谟常啼菩萨   

南谟法上菩萨   

南谟善安菩萨  

 

敬礼如是佛菩萨已。次当诵咒请召我大吉祥天女。由此咒力。所求之事皆得

成就。即说咒曰:  

 

南谟室唎莫诃天女 怛侄他 钵唎脯哷拿折[口*丽]   

三曼[多*页]达喇设泥(去声下皆同尔)  莫诃毗诃啰揭谛  三曼哆毗昙末泥   

莫诃迦哩也 钵喇底瑟侘钵泥 萨婆頞他娑弹泥   

苏钵喇底晡[口*丽] [序-予+阿]耶娜达摩多 莫诃毗俱比谛   

莫诃迷咄噜 邬波僧呬羝 莫诃颉唎使 苏僧近(入声)哩呬羝   

三曼多頞他 阿奴波喇泥 莎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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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尊。若人诵持如是神咒请召我时。我闻请已即至其所令愿得遂。世尊。是

灌顶法句。定成就句。真实之句。无虚诳句。是平等行。于诸众生是正善根

。若有受持读诵咒者。应七日七夜受八支戒。于晨朝时先嚼齿木净澡漱已。

及于晡后香花供养一切诸佛。自陈其罪。当为己身及诸含识回向发愿。令所

悕求速得成就。净治一室。或在空闲阿兰若处。瞿摩为坛。烧栴檀香。而为
供养。置一胜座。幡盖庄严。以诸名花。布列坛内。应当至心诵持前咒悕望

我至。我于尔时。即便护念观察是人。来入其室。就座而坐。受其供养。从
是以后。当令彼人于睡梦中。得见于我。随所求事。以实告知。若聚落空泽
及僧住处。随所求者。皆令圆满。金银财宝牛羊谷麦饮食衣服。皆得随心受

诸快乐。既得如是胜妙果报。当以上分供养三宝。及施于我广修法会。设诸
饮食布列香花。既供养已所有供养。货之取直复为供养我当终身常住于此。

拥护是人令无阙乏。随所悕求悉皆称意。亦当时时给济贫乏。不应悭惜独为
己身。常读是经供养不绝。当以此福普施一切回向菩提。愿出生死速得解脱
。  

 

尔时世尊赞言:善哉。吉祥天女。汝能如是流布此经。不可思议。自他俱益。  

 

 

  

  

2007-08-1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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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팔리어 만트라 6] 삼귀의(Tisarana), 황혜음(黃慧音, Imee Ooi)창송 

  

  

 
  

Buddha 

  

  

  

 삼귀의 

  

귀의불(歸依佛)·귀의법(歸依法)·귀의승(歸依僧)을 합하여 말하는 

것으로 삼귀(三歸), 삼자귀(三自歸), 삼귀계(三歸戒)라고도 합니다. 

불·법·승의 삼보는 부처님과 부처님이 설한 진리, 그리고 그 진리를 

실천하는 수행자를 말하는 것으로 불교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와 같은 삼보에 귀의함을 서약함으로써 비로소 

불법(佛法)에 입문하고 불교도의 일원이 됩니다. 따라서 삼귀의는 

불교의 모든 의식에서 가장 먼저 행하는 의례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직후 아직 승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불·법의 

이귀의(二歸依)를 받은 적도 있었읍니다. 삼귀의의 형식은 시대와 

종파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인 형식은 

'귀의불양족존(歸依佛兩足尊)·귀의법이욕존(歸依法離欲尊)·귀의승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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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歸依僧衆中尊)'이며, 한 구절을 외우고 예경(禮敬)을 합니다. 

최근에는 법회의식의 한글화가 이루어지면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는 가사에 곡을 붙인 찬불가의 형태로 

일반화되었습니다.(사전) 

 

 

  

  

팔리어 만트라 여섯번째로 삼귀의(Tisarana)를 황혜음(黃慧音,Imee 

Ooi)창송으로 공양 합니다. 

  

  

  

 
  

  

  

  

 

  http://mp3.evdd.com/fyf/hhy/sgy.mp3 

  

  

  

  

Tisarana （三歸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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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의불 歸依“佛”  

귀의법 歸依“法”  

귀의승 歸依“僧”  

 

 

 
  

  

   

  

2007-08-2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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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비주(大悲呪)10] 산스크리트 현대무곡쾌속판 4 

  

  

 
  

 1000-armed Avalokiteshvara 

  

  

관음보살 

 

중생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한마음으로 관음보살을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여러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서 어려움에 처한 중생을 구제하여 

안락함과 기쁨을 준다는 의미가 있어 친근함을 가진 신앙의 대상이 되어 

관음신앙이 유행하고 있다. 관음보살은 천수관음 십일면관음 양류관음 

백의관음 준제관음등 33 관음까지 있으며 단독상으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고 상의 특징은 머리에 쓴 보관에 화불이 나타나며 손에는 연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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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관음보살을 모시는 전은 관음전 

관음보전 원통전 원통보전으로 불린다. 

아미타삼존 = 대세지보살 + 아미타여래 + 관음보살  

  

  

11 면 관음보살(十一面 觀音菩薩)  

  

6 도에 빠진 중생을 구제 해 주는 보살. 중생의 성품에 따라 얼굴을 달 

리하며 적극적으로 교화하기 위한 것으로 앞쪽의 3 면은 자비로서 착한 

중 생을 구제하고 왼쪽 3 면은 분노한 얼굴로 악한 중생을 구하려는 것을 

나 타내며 오른쪽 3 면은 淨業을 행하는 자가 더욱 정진토록 권장하는 

것이고 뒷쪽의 1 면은 크게 웃는 얼굴과 정상에도 하나의 부처를 둔다. 

본 얼굴과 합쳐서 11 면이 되는 것과 제외하고 11 면이 되는 것도 있다. 

아미타화불의 보관을 쓰고 시무외인이 일반적임. 경주 굴불사지 북면 

11 면 6 비 관음보 살상이 있으며 팔아 2 비,4 비,6 비,8 비 상이 있다.  

  

  

천수관음보살(千手觀音菩薩)  

  

27 개의 얼굴과 천개의 눈과 손을 가지고 지옥에 있는 중생을 자비로 구 

제하여 주는 보살. 관음의 자비가 매우 넓은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밀교 

적 성격의 변화 관음중 하나이다.  

 

 

  

경쾌한 리듬으로 편집된 현대무곡풍(제 4 쾌속)의 

천수천안관자재보살대다라니를 들어 봅니다. 

  

  

대비주(大悲呪) 열번째로 산스크리트 현대무곡쾌속판 4를 공양 합니다. 

 

 

  

 大悲咒 (舞曲版之四快速)   大悲咒(舞曲版之四 快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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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벳대비주(藏传大悲呪, 十一面观音根本咒 ) 

  

  

namo ratna trayaaya  

纳牟 拉的纳 的拉呀呀 

namah aarya jn~aana saagara 

纳摩 阿利呀 及泥呀纳 萨阿噶拉 

vairocana vyuuha raajaaya 

拜漏佳钠 播优哈 拉阿加阿呀 

tathaagataaya arhate samyak-sambuddhaaya 

达他阿噶达阿呀 阿日哈带 萨呣呀个萨呣布塔阿呀 

namah sarva tathaagatebhyah arhatebhyah   

纳摩 萨日哇 达他阿噶带 破呀 阿日哈带 破呀 

samyak-sambuddhebhyah 

萨呣呀个萨呣布台 破呀 

namah aarya avalokite s/varaaya   

纳摩 阿利呀阿哇楼个依带 西哇拉阿呀  

bodhisttvaya mahaa-sattvaya mahaa-kaarun.i-kaaya 

包提萨的哇呀 玛哈阿 萨的哇呀 玛哈阿噶阿卢尼 

噶阿呀（其中的“卢”和“尼”都是卷舌音） 

tadyathaa aum 

达地呀他阿 阿乌呣 

dhara dhara dhiri dhiri dhuru dhuru 

塔拉 塔拉 替利 替利 吐卢 吐卢 

it.t.e va-it.t.e cale cale pra-cale pra-cale 

伊斋 外斋 佳类 佳类 播拉佳类 播拉佳类 

kusume kusumavare ilim ili citi 

固苏买 固苏玛哇累 伊丽呣伊丽 基帝 

jvalam aapanaaya svaahaa 

及哇喇呣阿叭纳阿呀 斯哇阿哈阿 

  

  

2007-08-2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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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산스크리트 만트라 3] 광명진언(光明眞真言) 

 

 

  

 
  

 

광명진언은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지혜의 힘으로 새로운 태어남을 

얻게하는 신령스러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산스크리트 만트라 세번째로 광명진언(光明眞真言)을 공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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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file.buda.idv.tw/music/GMZY03.mp3 

  

  

  

  

<광명진언> 

  

옴 아�가 바이로차나 마하 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를타야훔  

  

 * 설명 

밀교의 핵심 진언으로써 비로자나부처님(大日여래)를 중심으로  

아촉여래 보생여래 아미타여래 不空成就여래께  

부처님 지혜의 상징인 광명(빛)을 일체중생과 나에게  

속히 비춰주시기를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옮긴글) 

  

  

  

 
  

  

  

2007-08-22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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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옴마니반메훔 만트라 9] 경선원(敬善媛) 

  

  

 
  

  

  

옴 마 니 반 메 훔 

  

여섯 글자 옴 마 니 반 메 훔은 지혜와 방편이 불이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실천 법에 의해서 부정한 몸, 말, 마음을 청정 무결한 부처님의 

몸, 말, 마음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밖에서 

부처의 상태를 구해서는 아니 된다. 부처님을 성취하는 본질은 우리 

자신 안에 있다. 

  

티벳어로는 ‘Om Mani Peme Hung’으로 발음 됩니다. 

  

  

  

옴마니반메훔 만트라 아홉번째로 경선원(敬善媛)판을 공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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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fozi.cn/bbs/UploadFile/liuzidamingzhou.mp3 

  

  

  

 
  

  

  

2007-08-2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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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산스크리트 만트라 4] 삼귀의 (붓다샤라남, Buddham Sharanam) 

  

 

 
  

  

 Brahmajyotis 

  

  

삼귀의 

  

 귀의불(歸依佛)·귀의법(歸依法)·귀의승(歸依僧)을 합하여 말하는 

것으로 삼귀(三歸), 삼자귀(三自歸), 삼귀계(三歸戒)라고도 합니다. 

불·법·승의 삼보는 부처님과 부처님이 설한 진리, 그리고 그 진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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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수행자를 말하는 것으로 불교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와 같은 삼보에 귀의함을 서약함으로써 비로소 

불법(佛法)에 입문하고 불교도의 일원이 됩니다. 따라서 삼귀의는 

불교의 모든 의식에서 가장 먼저 행하는 의례입니다. 

  

 

산스크리트 만트라 네번째로 삼귀의 붓다샤라남(Buddham 

Sharanam)판으로 공양 합니다. 

  

 

  http://mp3.evdd.com/fyf/fanyin/sharanam01buddha.mp3  

  

  

 
  

 

2007-08-2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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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팔리어 만트라 7]길상경(吉祥經, Mangala Sutta) 

  

  

  

 
  

  

  

  

길상경(Mahāmangala-sutta, 吉祥經) 

  

  

258. “많은 신과 사람들은 행복을 바라면서 행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으뜸가는 행복을 말씀해 주십시오.” 

259.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까이하지 말고, 어진 이와 가깝게 지내며, 

존경할만한 사람을 존경할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260. 자기 분수에 알맞은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261. 지식과 기술과 훈련을 쌓고, 그 위에 변재가 뛰어난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262. 부모를 섬기는 것, 처자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일에 질서가 

있어 혼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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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보시와 이치에 맞는 행위와 친족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과, 

비난을 받지 않는 행위,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264. 악을 싫어해 멀리하고, 술을 절제하고, 덕행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265. 존경과 겸손과 만족과 감사와, 때로는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266. 인내하는 것, 온순한 것, 수행자를 만나는 것, 때로는 이치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267. 수양과 깨끗한 행위와 거룩한 진리를 보는 것, 열반의 경지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268. 세상일에 부딪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티가 없이 

안온한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269. 이러한 일을 한다면 어떠한 일이 닥쳐도 실패하지 않는다. 어느 

곳에서나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더없는 행복이다.” 

  

(숫타니파타) 

  

  

  

팔리어창송 일곱번째로 길상경(吉祥經, Mangala Sutta)을 공양 합니다. 

  

  

 

  http://mp3.evdd.com/fyf/bali/mangalasutta.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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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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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산스크리트 만트라 5] 약사여래 진언, 황혜음(Imee Ooi)唱 

  

  

  

 
  

  

 Medical thangka 

  

  

  

약사여래  

  

티)smanbla-rgyal-po.티베트·중국·한국·일본 등지에서 널리 

숭배되는, 온갖 병을 치료해준다는 부처님이다. 

  

약사여래에 대한 민간신앙에 따르면 어떤 병들은 단지 그의 상을 

만지거나 그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기만 해도 효과적으로 치료된다고 

한다(→ 약사신앙). 그러나 증세가 심각한 병들은 약사여래의 숭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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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주요경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잡한 의례 행위를 치러야 

고쳐진다. 약사여래는 구원불(久遠佛)의 하나인 아축불(阿 佛 Ak 

obhya)과 동일시되기도 하며 동방의 극락세계를 주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의 몇몇 종파에서는 그를 또다른 구원불인 

비로자나(毘盧遮那 Vairocana)와 동일시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통일신라 초기부터 약사여래에 대한 신앙이 크게 성행하여 

약사여래 관련 경전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탑의 

기단이나 1 층 탑신에 약사여래의 권속을 조각하는 것이 널리 유행하기도 

했다. 고려시대에는 특히 거듭되는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약사여래를 본존으로 하는 기원 법회, 곧 약사도량(藥師道場)이 자주 

열렸다. 오늘날에도 약사여래는 한국에서 

석가모니불·아미타불·미륵불과 함께 가장 널리 신봉되는 부처의 

하나이다. 일본에서 약사여래에 대한 숭배는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 

794~1185]에 가장 성행했는데, 오늘날에도 천태종·진언종·선종 계통 

종파들은 약사여래를 각별히 숭배하고 있다. 일본에서 약사여래는 흔히 

약이 담긴 그릇을 한 손에 들고 있는 푸른 피부의 부처로 묘사된다. 

티베트에서는 흔히 약용 과일인 미로발란 열매를 들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약사여래가 거느리고 있는 권속 가운데 12 신장(十二神將)은 

독실한 불교도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중국의 불교도들은 

나중에 그 신장들을 중국 역법에 있어서의 12 지(十二支)와 연관시켜서 

생각하게 되었다. 〈약사경 藥師經 Bhai ajyaguru S tra〉은 4 차에 걸쳐 

한문으로 번역되었는데, 그 최초의 번역본은 동진시대(東晉時代 : 

317~420)에 나왔다. 티베트어로도 2 차례에 걸쳐 번역되었다. 

  

  

  

중생을 병이나 재난에서 건져 준다는 부처님입니다.  왼손에는 약병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시무외의 인(印)을 맺고 있는 것이 보통 입니다. 

  

  

  

산스크리트 만트라 다섯번�로 약사여래 진언, 황혜음(Imee 

Ooi)창송으로 공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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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p3.evdd.com/fyf/hhy/ysz02.mp3  

 

 

http://music.bhfj.com/music/danqu/药师灌顶真言-

黄慧音唱诵﹝梵音%20钢琴伴奏版﹞.mp3 

 http://mp3.evdd.com/fyf/hhy/ysz01.mp3  

 

  

 
  

  

  

  

2007-08-2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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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산스크리트 만트라 6] 문수보살 오자진언, 황혜음(Imee Ooi)唱 

  

  

 
  

<문수보살 (Manjushri),티벳 탕카> 

  

  

  

문수보살 오자진언 

(팔만사천을 능가하는 큰지혜를 구할수있다) 

 

옴 아라파자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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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자 다라니의 공덕 

5 자 다라니의 공덕을 설한다.  

즉 이 다라니로 삼매를 수행하는 자는 능히 범부의  

몸으로도 부처의 몸을 얻을 수 있다. 

  

오자다라니 해설 

   

아(阿) 자는 모든 것은 생성과 소멸이라는 것이 없는 허망한 것이며,  

라( ) 자는 일체의 오염이 없이 번뇌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이며,  

파(跛) 자는 모든 차별을 떠난 최상의 진리를 의미한다.  

자(者) 자는 미묘하게 변화하는 세상의 현상을,  

나(那) 자는 모든것들은 그대로 실체이고 실상으로 본성에 여여하게 

있다. 

  

최초의 본성에서 옴을 시작으로 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본성에서 보면  무생으로 생겨남이 없고 

  

무생으로 생겨남이 없는데 옴으로 시작해서 생겨났다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현상들  

그리고 우리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의식 내지 무의식 생각으로 인한 

모든 번뇌 망상에도 

본성은  뒤섞이거나 오명되는 일 없이  

  

모든 것들은 여여하게 본성에 있고  본성은 모든 것들을 꿰뚫고 있다. 

("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경계에 묶여서 자기 자신 이외의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을  

자기 자신의 경계로 보고 경계를 짓어 갖되  

자기 자신 이외의 모든 것들은 경계없이 있는 그대로 깨달아 있고 

본래성불 해 있으며 본성에 있다) 

  

비록 현상계에 있는 세상 모든 형태의 현상들이 미묘하게 만왕만래 

작용하며 변화무쌍하다 하더라도 

  

모든 것들은 있는 그대로 실체고 실상으로 본성에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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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 다라니를 외우는 방법 

  

첫째는 명상을 하면서 글자를 새겨보는 방법이며,  

둘째는 요령을 흔들 듯이 큰소리로 읽는 것,  

셋째는 이과 입술을 다문 채 혀만 약간씩 떨면서 외우는  

방법이다.  

넷째는 악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성낸 표정으로 큰소리를 내어  

외우는 것이다.  

이 5 자 다라니는 아침과 점심, 저녁, 그리고 한밤중에 외워야  

한다. 그 결과로 속히 지혜를 얻고 번뇌는 사라진다.  

  

  

  

  

   

○5 자 다라니의 효험 

이러한 다라니를 한 번 외우기만 해도 모든 경전을 읽은 것과  

같은 공덕이 있으며,  

두 번 외우면 모든 죄가 소멸한다.  

세 번 외우면 수행에 들어서서 즉시 효과가 나타나고,  

네 번 외우면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되는 기억력을 얻는다.  

다섯 번 외우면 가장 높은 불도를 깨닫게 된다.  

  

  

  

  

  

   

  

산스크리트 만트라 여섯번째로 문수보살 오자진언(文殊菩薩五字眞言), 

황혜음(Imee Ooi)唱으로 공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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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mp3.evdd.com/fyf/hhy/mjar.mp3 

  

  

  

 
  

  

  

2007-08-2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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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대비주(大悲呪)11]산스크리트 현대경무판쾌속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광세음보살(光世音菩薩)·관세자재보살(觀世自

在菩薩)·관세음자재보살(觀世音自在菩薩)이라고도 하며, 줄여서 

관음·관세음·관음보살이라고도 합니다. 즉 '모든 곳을 살피는 분', 

'세상의 주인' 등을 뜻합니다. 

  

세상의 모든 중생이 해탈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보살의 

서원(誓願)을 가장 잘 보여 줍니다. 불교의 여러 보살들 가운데 

일반인들에게 가장 친숙하며, 팔리어경전을 신행(信行)의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대승불교의 보살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좌부(上座部)불교에서조차 숭배할 만큼 모든 불교권에서 가장 널리 

숭앙받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阿彌陀佛)의 화신으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며, 이 때문에 쓰고 있는 보관(寶冠)에는 아미타불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관세음보살은 석가모니불의 입적 이후부터 

미래불인 미륵불이 나타날 때까지, 난파, 화재, 암살, 도둑, 사나운 

짐승들에 의한 피해 등으로부터 세상을 지켜주며, 구제할 중생의 

근기(根機：정신적 수준)에 맞추어 33 가지의 몸으로 세상에 나타남니다. 

 

 

 

관세음보살은 무수하게 많은 모습으로 표현되지만 7 가지로 나타납니다. 

  

성관음(聖觀音)：가장 단순한 형태로서 한 손에 연꽃을 든 채, 서 

있거나 앉아 있습니다. 

  

십일면관음(十一面觀音)：머리가 열 하나, 팔이 둘, 또는 넷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관음(千手觀音)：1,000 개의 팔을 가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준제관음(准提觀音)：18 개의 팔을 가지고 앉아 있는 가장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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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견색관음(不空絹索觀音)：올가미 밧줄을 독특한 상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두관음(馬頭觀音)：사나운 표정을 한 말의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티베트에서 말의 수호자로 부르는 하야그리바에서 나왔습니다. 

  

여의륜관음(如意輪觀音)：6개의 팔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소원을 이루어주는 여의주를 들고 있다. 이 가운데 성관음이 

본신(本身)이며, 나머지는 변화신(變化身) 입니다.(사전) 

 

 

 
  

  

대비주(大悲呪) 열한번째로 산스크리트 현대경무판쾌속으로 공양 

합니다. 

  

  

 大悲咒 (現代勁舞版 快速)  大悲咒(现代劲舞版 快速) 

  

   

티벳대비주(藏传大悲呪, 十一面观音根本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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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o ratna trayaaya  

纳牟 拉的纳 的拉呀呀 

namah aarya jn~aana saagara 

纳摩 阿利呀 及泥呀纳 萨阿噶拉 

vairocana vyuuha raajaaya 

拜漏佳钠 播优哈 拉阿加阿呀 

tathaagataaya arhate samyak-sambuddhaaya 

达他阿噶达阿呀 阿日哈带 萨呣呀个萨呣布塔阿呀 

namah sarva tathaagatebhyah arhatebhyah   

纳摩 萨日哇 达他阿噶带 破呀 阿日哈带 破呀 

samyak-sambuddhebhyah 

萨呣呀个萨呣布台 破呀 

namah aarya avalokite s/varaaya   

纳摩 阿利呀阿哇楼个依带 西哇拉阿呀  

bodhisttvaya mahaa-sattvaya mahaa-kaarun.i-kaaya 

包提萨的哇呀 玛哈阿 萨的哇呀 玛哈阿噶阿卢尼 

噶阿呀（其中的“卢”和“尼”都是卷舌音） 

tadyathaa aum 

达地呀他阿 阿乌呣 

dhara dhara dhiri dhiri dhuru dhuru 

塔拉 塔拉 替利 替利 吐卢 吐卢 

it.t.e va-it.t.e cale cale pra-cale pra-cale 

伊斋 外斋 佳类 佳类 播拉佳类 播拉佳类 

kusume kusumavare ilim ili citi 

固苏买 固苏玛哇累 伊丽呣伊丽 基帝 

jvalam aapanaaya svaahaa 

及哇喇呣阿叭纳阿呀 斯哇阿哈阿 

  

  

  

2007-08-2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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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티벳 만트라 3]녹색타라 이등가대(伊籐佳代)창송 

  

  

  

 
  

Green Tara 

  

  

  

티베트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이 흘리는 자비의 눈물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타라는 관세음보살과 더불어 티베트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보살입니다.  

  

  

  

  

OM TARE TU TARE TURE SV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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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   타레   투   타레  투레   스바하 

   

  

  

티벳 만트라 세번�로 녹색타라 이등가대(伊籐佳代)창송으로 공양 

합니다. 

  

  

  

  綠度母心咒 (曲名:生命的禮物 伊籐佳代唱頌) 

 http://www.gzgxs.org/gzgxs/uploads/mp3/ldm_09.mp3  

 

  

  

 
  

  

  

  

2007-09-0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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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옴마니반메훔 만트라 11] 채가여(蔡可荔) 창송 

  

  

 
  

  

  

  

육자진언 

  

티벳트의 라마교에서는 이 육자진언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시(無時)로 

염송하는데 그도 부족하여 이 육자진언을 물레나 차바퀴나 윤전기 등에 

새겨서 돌리며 염송하고 관(觀)합니다. 라마교는 티벳트의 국교였을 뿐 

아니라 몽고국과 만주 지방에까지 퍼져있는 

속칭"옴마니반메훔교(敎)"라고 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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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마니반메훔 만트라 열한번�로 채가여(蔡可荔) 창송으로 공양 합니다. 

  

  

  

  六字大明咒 (蔡可荔 唱頌) 

 http://www.dbcy.net/file/down/大明咒.mp3  

  

  

  

2007-09-0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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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팔리어 만트라 9] 중문판 자비송,황혜음(Imme Ooi)창송 

  

  

  

 
  

 Maya, Buddha's mother 

  

  

자비송 

  

자비경 (慈悲經)은 불교의 가장 초기의 가장 오래된 경전으로 

인정되어지는 남전불경의 숫타니파타(Sutta-Nipata)안에 작은 경전으로 

전해집니다.  

  

구체적으론 숫타니파타 제 1장 사품(蛇品, Uraga-Vagga)의 8 번째 경전이 

바로 자비경입니다.  

  

숫타니파타 전체구성에서 보면 0143-0152 까지의 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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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타니파타에서의 원래의 경이름은 그냥 자비경 Metta Sutta 인데 

남방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의 첫말인 karanīya(마땅히 해야하는)을 취해 

까라니야메따경(Karanīya Metta Sutta)이라고 부릅니다.  

  

  

  

  

팔리어 만트라 아홉번�로 중문판 자비송,황혜음(Imme Ooi)창송으로 

공양 합니다. 

  

  

 

  http://manage.win.mofcom.gov.cn/music/cijing.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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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문으로 된 황혜음(黃慧音,Imme Ooi)관련 기사 입니다. 

  

  

 祥和的音乐世家  

 

 

黄慧音，生于马来西亚太平小镇一个音乐家庭，外公弹钢琴，外婆教唱歌，

妈妈是钢琴老师，家中四姐弟全部学习钢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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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充满音乐气氛，从来没有想其它，就是学习音乐。 

没有想过要进大学，没有想到外国，已经选择了音乐，在马来西亚同样可以

考取钢琴文凭，然后教钢琴。」家庭提供了很好的音乐培育环境，也提供了

和谐的成长环境，父母待人处事态度真诚祥和，姐弟间从来没有争执，最后

一次吵架已经无法记起，对黄慧音现在的成就，家人只有开心赞美，没有妒

忌。  

 

「编曲、作曲是自学的。」黄慧音利用教钢琴赚得的钱，用了四千马币买了

一个音乐制作琴键( MIDI 

Keyboard )，黄慧音回想当时情景：「将自己喜欢的歌拿来分析，重新编写
，自弹自唱。从来没有想过要成为作曲家，要作曲给别人唱，只是兴趣，自

己欣赏。」然而，黄慧音第一首作的曲，却就是作给别人唱的，早在念初中

的时候，她就作过毕业歌给高中的同学唱。  

 

                 感恩辛苦的经历  

 

有一天，有位朋友听到黄慧音重编的歌，觉得不错，介绍她到一间音乐制作

学院里教作曲。1995 年，又介绍她为电视剧编制背景音乐，第一套是警匪片

，配整套剧只有一百马币（约二百元港币）报酬，还要自己把那足有二十多

公斤重的琴键抬上五楼，一边看画面，一边配音乐，配完第一套，大家都很

满意，给她三百元配三套。钱很少，又辛苦，也不会出名，不会有人知道那

音乐是黄慧音的作品，但她很感激：「小型电视制作公司经费不多，本来只

用『罐头音乐』（没有付版税的现成音乐），现在肯付钱聘请我配乐，对我

而言是一个学习、发挥才华的难得机会，并且得到很多启发，令我的生活丰

富了，充实了，我做得非常投入开心。」  

 

又一天，认识了在美国迈亚米学电影的何灵慧，毕业之后返回马来西亚找工

作，听到黄慧音的作品很高兴，认为可以合作。何灵慧是佛教徒，当时香港

佛香讲堂的主持满香法师就是她的姐姐，她们尝试选用佛教法师的词，何灵
慧作曲、演唱，黄慧音编曲，共十首。洽商了一间唱片公司，只付她们五千

马币买版权和包括制作费，但总算让她们的第一张佛教作品「灵心慧语」得

以诞生！  

 

                 「自己唱吧！」的惊喜  

 

九五至九六年，台湾流行一首《大悲咒》，黄慧音听了之后才知道佛教经咒
可以这样演绎，便开始编写梵文《心经》的音乐。黄慧音的家，是传统拜神



156 

 

家庭，拜观音菩萨也拜关公、地主，只知念六字大明咒可以辟邪，不知《心

经》为何物，一边编写，一边了解。当时曾想请歌星来唱，但想还是必须自

己先唱「示范」卖给唱片公司，便自己唱，听来很舒服，从此便「自己唱吧
」！开始自己唱自己的作品，黄慧音也很感恩这次经历：「我从来不知道自

己可以唱，唱 梵 

文《心经》时依然没有信心，化名「善女子」，不敢用自己的名字。谁料试
唱后的效果，连我自己也感到很惊讶！现在出品了十多张作品，听众告诉我

：『妳的声音很好听！』」这是她一生最大的意外收获。当时，她希望《心

经》可以卖八千马币，结果唱片公司只肯给她六千马币，终于 

转卖给另一家。我万分窃喜，八千马币是我凭自己的作品赚来的最大笔钱。

」  

 

梵文《心经》推出之后，黄慧音听闻一下子便卖掉几千张，与此同时何灵慧

邀请黄慧音合作制作大型音乐剧《释迦牟尼佛传》，此音乐剧在这四年来到

过几个国家表演，深得好评 。 

也趁着《心经》热潮创作《慈经》，在同一年的佛诞节（马来西亚称佛诞节
为「卫塞节」Wesak）推出。  

 

                  为净化人心做点事  

 

《慈经》是黄慧音一位修习小乘佛教的朋友介绍她的。但仍然没有自己的办
公室 。 

把琴键搁在家中房间创作。《慈经》用了三十个小时录音，黄慧音说：「现
在录音数码化，随时重录又可存着之前录下的轨再慢慢比较，当时我用的是 A

NALOG（磁带)录音，又缺乏专业的经验，为了避免太多重录，每次改动和决
定都听得很久，唯恐一旦洗掉就找不回。终于，《慈经》面世，交给一间佛

教文物店发行，反应非常好。抬了三年琴键之后，终于有自己的公司，也有

了自己的办公室。之后，《慈经》发行到很多地方，然后继续创作藏文《大

悲咒》、广东话《心经》、轻快版的《阿弥陀佛》一帆风顺。黄慧音的创作

范围很广，梵文、藏文、广东话……。《慈经》令她坚定信心，相信继续创
作佛教歌曲是可以生存的。.........  

 

 

2007-09-07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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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산스크리트 만트라 7] 능엄주(楞嚴呪), 남성쾌속염송판  

  

  

 
  

  

  

능엄주 

 

능엄신주는 《수능엄경(首楞嚴經)》에 나오는 

‘대불정능엄신주(大佛頂楞嚴神呪)’를 말한다. 이 주문을 읽거나 

외우거나 몸에 간직하면 처음 보리심을 낼 때부터 부처님 몸을 얻을 

때까지 세세생생 나쁜 곳은 물론이고 천하거나 가난한 곳에도 태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또 계를 파한 사람은 계를 청정하게 하며, 계를 얻지 못한 이는 계를 

얻게 하며, 정진하지 못한 이는 정진하게 하며, 지혜가 없는 이는 

지혜를 얻게 하며, 재계를 가지지 못하는 이는 재계를 이루게 한다고 

한다. 정성으로 이 주문을 외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온갖 재앙이 모두 

소멸하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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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스크리트 만트라 일곱번째로 능엄주(楞嚴呪), 남성쾌속염송판 으로 

공양 합니다. 

  

 

 梵音楞严咒海潮音版 16分 10 秒.mp3  

 http://www.etdj.org/05/mp3/lyznankuai.mp3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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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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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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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산스크리트 만트라 8] 약사여래 진언,황혜음(Imee Ooi)창송 

  

  

 
  

Medicine Buddha 

  

  

  

약사여래와 불교의학  

  

  

초결 스님(라닥 심장재단 원장)  

 

티벳과 라닥, 몽골, 네팔, 부탄, 히말라야, 부리야트를 포함한 러시아의 

일부지역, 중국의 일부 지역은 지금도 티벳 불교를 신앙하고 있는 티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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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권입니다. 이들 지역은 불교 문화적으로 매우 가까운 지역으로, 

부처님 당시부터 전해져 내려온 불교의학의 전통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문화적으로도 공통점이 많으며, 부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있는 불교 문화권입니다. 특히 의학 부분은 부처님 당시의 

부처님 말씀을 기반으로 발전되고, 지금까지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불교의학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라닥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의학의 현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말라야 지역은 마을마다 의사를 가업으로 이어온 의사 집안이 꼭 

있습니다. 이들은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의학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라닥 지역에서는 아버지가 의사이면 아들이 대를 이어 

의사가 되는 전통이 강합니다.  

티벳에서 의사를 가업으로 잇는 집안은 대를 이어서 의사가 되고, 

이들은 자손에게 단순히 약의 처방법과 치료법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집안 전승으로 어떤 특별한 '이미지' 또는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치료법을 전해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옴 나무 바까와띠 구루 비두야 다와 라자야 다당가따야 하라 하띠 

삼매삼 부다야  

다야타 옴 무니 무니 마하 무니 수와하  

지금 말한 게송은 티벳의학을 베푸는 티벳 의사들이 항상 외우는 

진언으로 약사여래를 찬탄하는 진언입니다. 이 진언은 의사가 치료를 

베풀 때도 외우는 진언이며, 환자가 약을 먹기 전 외우는 진언이기도 

합니다. 라닥에서는 아플 때 약사여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겨울철만 

되면 마을과 마을 사이의 교통이 불편해져 의사가 쉽게 찾아가지 못하는 

곳은, 마을에 있는 사원의 스님을 청하여 약사여래 기도를 합니다. 이와 

같은 전통은 2,500 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전통으로, 히말라야 불교 

의학에서는 약사여래를 소중하게 여기고,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의학'은 모두 약사여래께서 가르침을 베푼 것이라 믿습니다.  

티벳 불교에서 약사여래 부처님은 왼손에 약사발을 들고 계십니다. 티벳 

의학은 질병을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짓는 탐진치(貪瞋痴)이며, 이들 세 가지 질병에 맞는 치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치유법으로서 어떤 고통에 대한 

진실한 이유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며, 정신적인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며, 신체 또는 심리적인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며 그리고 그것은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어느 날 저는 라디오에서 "티벳에서 어떤 스님이 그려진 벽화를 

발견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벽화의 주인공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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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의 선대 어른이신 '말라 상게 갸쵸'였습니다. 티벳에서 스님의 

진영을 벽화로 그리는 경우는 보통 성자로 추앙받는 밀라레빠와 빠드마 

삼바바입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 스님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오래 전부터 라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티벳으로 공부를 하러 

떠났습니다. 저의 선대 할아버지도 약 300 년 전에 이들처럼 유학을 

떠났으며, 그곳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말라 상게 가쵸라는 분은 

스님으로서, 티벳에서 제일 큰절인 따시 룸부 사원에서 주지 소임도 

사시고, 티벳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티벳에서 의술을 베풀다 

돌아가셨습니다. 이 분은 티벳에서 매우 큰스님으로 추앙받았다고 

합니다. 이 분이 저술하신 불교서적과 티벳의학 서적은 지금도 티벳 

사람들에게 널리 읽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라닥과 티벳에서 발간된 역사책에서 저희 집안의 먼 선대(先代)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가슴에 감동이 

물결칩니다. 선대 할아버지께서 먼 옛날 의학과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티벳으로 떠나셨지만, 오늘날 이러한 공부는 달라이 라마가 계신 인도의 

달람살라에서도 가능합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다른 곳으로 순방을 떠나실 때, 꼭 티벳 의사를 한 

명 대동하실 정도로 티벳 의학을 중요시 여깁니다. 달람살라에는 티벳 

전통 의학센터가 있어서, 티벳 의학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의 형도 달람살라에서 티벳 

불교의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라닥에서 의술을 베풀고 있습니다.  

  

  

월간붓다 2005/12 

  

 

산스크리트 만트라 여덟번�로 약사여래 진언,황혜음(Imee Ooi) 

창송으로 공양 합니다. 

  

  

  

http://vod.bhfj.com/海螺音清凉佛乐/html/风潮唱片地图/music/TCD-

9141药师灌顶真言-黄慧音唱诵﹝梵音钢琴伴奏版﹞.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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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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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옴마니반메훔 만트라 12] 소만죽파 린포체 창송(蘇曼竹巴仁波切唱) 

  

  

 
  

 Nairatmya mandala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은 원래 티베트 불교에서 예불 때 쓰는 염송으로, 

티베트에선 평상시의 인사말로도 쓰인다고 한다. 관세음보살의 

광대원만한 자비심을 소리로 형상화해 나타낸 옴마니반메홈은 불교의 

밀교계통인 진각종, 진언종 등에서 주된 수행법으로 쓰고 있다.  

  

옴마니반메홈을 글자별로 풀이해 보면 첫 글자 ‘옴’은 수행자의 

부정한 몸, 말, 마음을 상징하는 한편으로 부처님의 청정무결한 몸, 말, 

마음을 상징한다. ‘마니’는 보석을 의미하며, 방편의 요소를 

상징한다. 즉 깨달음과 자비, 사랑을 얻게 되는 이타적인 뜻을 

상징한다. 바로 보석으로 가난을 버릴 수 있듯이, 이타적인 깨달음의 

마음은 가난과 윤회의 고난에서 벗어나 유일한 안정의 상태를 가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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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메’는 연꽃을 의미하며 동시에 지혜를 상징한다. 연꽃을 

상징하는 반메는 더러운 곳에서 자라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이 

지혜는 우리들을 모순이 없는 상태로 안내해준다. 따라서 지혜가 없으면 

사람은 모순당착의 세계를 만날 수밖에 없다. 지혜는 유한한 세계를 

자각하게 한다. ‘훔’은 불이(不二)의 상태를 가리킨다. 경전에 의하면 

이 방편과 지혜의 불이성은 방편에 의해서 지혜가 나고, 지혜에 의해서 

방편이 일어남을 제시한다. 지혜는 곧 불이(不二)한 실체로써 지혜와 

방편이 하나로써 완전히 하나로 되어 있는 의식 상태를 가리킨다.  

  

이렇게 여섯 글자로 이뤄진 옴마니반메훔은 지혜와 방편이 불이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실천법에 의해서 부정한 몸, 말, 마음을 청정 

무결한 부처님의 몸, 말, 마음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종교신문) 

  

  

  

  

옴마니반메훔 만트라 열두번�로 소만죽파 린포체 

창송(蘇曼竹巴仁波切唱)으로 공양 합니다. 

  

  

  

  

 http://www.fy999.org/mp3/六字大明咒(苏曼竹巴仁波切唱).mp3 

  

  

  

  

2007-09-1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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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산스크리트 만트라 9] 지장보살(地藏菩薩)진언 27 분 

  

  

 
  

  

  

  

지장보살(地藏菩薩) 

  

지장보살(地藏菩薩)은 산스크리트 Kṣitigarbha 는 '땅의 모태'라는 

뜻입니다. 

  

인도에서 4 세기경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중국·한국·일본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매우 널리 숭배되어온 보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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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보살은 억압받는 자, 죽어가는 자, 나쁜 꿈에 시달리는 자 등의 

구원자로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벌을 받게 된 모든 사자(死者)의 영혼을 

구제할 때까지 자신의 일을 그만두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지장보살은 전생에 브라만 집안의 딸로 태어나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헌신적으로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사악한 어머니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적도 있습니다. 

  

  

  

산스크리트 만트라 아홉번�로 지장보살(地藏菩薩)진언을 공양 합니다. 

  

  

  

  

http://www.jsyrart.com/News/2007810/buddha/Pic/20078101519435783832

802003.wma 

 

  

  

 
  

  

2007-09-12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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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티벳어 만트라 4] 반야심주(般若心呪),감포패마천패 

린포체(堪布貝瑪千貝仁波切)창송 17 분 

  

  

 
  

  

  

반야심경 

  

반야심경은 산스크리트로 '반야바라밀다의 핵심에 대한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지혜의 완성을 뜻하는 반야바라밀다(般若波羅蜜多 prajñāpāramitā) 계통 

경전들의 정수를 뽑아놓은 극히 짧은 핵심적인 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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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수차례에 걸쳐 간행되고 널리 읽혀져왔습니다. 이 

작은 경은 그 제목에 걸맞게 반야바라밀다의 핵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서 다른 반야바라밀다 계통의 짧은 경전들이 보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완곡한 표현을 쓰는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경은 

단 한 페이지 정도의 짧은 분량에(어떤 판본은 서론과 결론에 해당하는 

단락을 첨가하고 있음) 자비의 보살인 관세음보살의 입을 빌려, 일련의 

간결하면서도 역설에 차 있는 듯한 표현으로 불교 교리의 정수를 

반야바라밀다 계통의 '공'(空)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경은 

'아제아제바라아제바라승아제보리사바하'(揭諦揭諦波羅揭諦波羅僧揭諦菩

提娑婆訶 gate gate paragate parasamgate bodhi svaha) 즉 

산스크리트로 '도달한 때, 도달한 때, 피안에 도달한 때, 피안에 완전히 

도달한 때 깨달음이 있나니, 축복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온갖 고통을 

다 진정시켜준다고 간주되는 주문(呪文)으로 끝을 맺습니다. 

  

  

  

 
  

  

  

  

티벳어 만트라 네번째로 반야심주(般若心呪),감포패마천패 

린포체(堪布貝瑪千貝仁波切)창송으로 공양 합니다. 

  

  

 

  

  http://file.buda.idv.tw/music/XJ41.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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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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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티벳어 만트라 5]석가모니 불멸주(释迦牟尼佛滅呪), 장음 

남성여성독창(藏音 男声女声独唱) 

  

  

 
  

  

  

석가모니  

  

석가모니 본명은 Gautama Siddhārtha 이고 BC 6~4 세기경에 활동한 

불교의 창시자 입니다. 

  

석가모니라 칭할 때, 석가(釋迦)는 북인도에 살고 있던 샤키아(Śākya)라 

불리는 한 부족의 총칭이며, 모니(牟尼)는 성자를 의미하는 

무니(muni)의 음사입니다. 따라서 석가모니는 '석가족 출신의 성자'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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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은 그가 세상의 진리를 깨달아 성자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며, 같은 취지에서 세존(世尊：또는 釋尊)으로도 

불리는 등 많은 호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것이 '붓다'인데, 중국에서는 이를 음사하여 

'불타'(佛陀)라 하고, 더 약칭하여 '불'(佛)이라고도 부릅니다. 불교 

특유의 용어로서 붓다는 '깨달은 자'를 뜻하며, 교리의 전개 과정에서는 

신앙의 대상이 되는 구제자로서 다수의 붓다를 상정하여 소위 '부처'로 

통용됩니다.  

  

남방불교에서는 '고타마 붓다'라고 부르는데, 

고타마(Gotama：산스크리트로는 Gautama)는 석가모니의 성입니다. 

일부의 경전에서는 BC 1~AD 2 세기 무렵 서북인도에 침입하여 인도에서 

널리 사용된 사카력(曆)을 만들어낸 사카(Saka)족도 석가로 쓰는 예가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으로 취급할 수 있는 개별항목은 

'무상·무아·법·사성제·삼법인·연기·열반·자비·중도·팔정도' 등 

입니다. 

 

  

  

석가모니 불멸주(释迦牟尼佛滅呪)를 티벳어 남성과 여성독창(藏音 

男声女声独唱)으로 공양 올립니다. 

  

  http://st.fjyy.org/2006-02/200602281010373586.mp3 

  

  

  

释迦牟尼佛灭一切恶趣王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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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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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중국어 만트라 1]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황혜음(Imee 

Ooi)唱頌 

  

  

 
   

  

나무아미타불 

  

산스크리트어로 namo amitāyurbuddhaya 이고 아미타불(阿彌陀佛)에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여섯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자명호(六字名號)라고 합니다. 일종의 

진언(眞言)으로서, 이 여섯 글자는 원행(願行)이 구족(具足)하므로 이를 

부르고 생각하면 왕생(往生)을 얻는다고 합니다.  

  

나무(南無)는 산스크리트 'Namas'(Namo)의 음역으로서, 

나모[南謨]·납막(納莫)·낭모(囊謨)라고도 하며, 의역하여 

귀명(歸命)·귀경(歸敬)·귀의(歸依)·경례(敬禮)·구아(救我)·도아(度

我)라고도 합니다.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으로서, 중생이 부처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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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귀의하여 공경하며 따른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전)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중국어 창송을 황혜음(黄慧音,Imee 

Ooi)唱으로 공양 올립니다. 

  

  

 
  

  

 

 

  

  http://www.huijia.com/mylz/fh/emituofo.mp3 

  

  

  

  

2007-09-17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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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중국어 만트라 2] 대비주 한음수심판 황혜음(Imee Ooi)창송 

  

  

 
  

  

천수경 

  

천수경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애대비심 다라니경"의 준 

이름 관세음 보살의 대비주(大悲呪)로서 불자들에겐 친근한 경전입니다. 

이 경은 옛날 인도의 범어(梵語)를 그대로 우리말로 음역(音譯)하여 

읽는 것이며, 정법(正法)을 수호하는 모든 불자들과 신상의 비밀 

명호이기 때문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외워야 합니다. 이 다라니경은 

84 구절로 되어 있고 근본적인 뜻은 불보살의 비밀 주문이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이 불가능한 진언 다라니입니다. 본래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외우던 것을 경문의 좋은 글과 조사 스님들의 훌륭한 글을 넣어서 

참회하고 발심하고 불보살께 귀의하며, 보다 빠른 성취를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전송(前誦)과 후송(後 )을 넣어서 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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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다라니 관세음보살 대비주(大悲呪)를 황혜음(黃慧音, Imee 

Ooi)창으로 공양 올립니다 

  

  

  

 
  

  

 

http://vod.bhfj.com/music/wma/huanghuiyin/大悲咒-汉音修心版-

黄慧音唱诵.mp3 

 http://www.xianmifw.com/upload/music/大悲咒.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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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구 대비주 

  

  

1. 南無喝囉怛那哆囉夜耶  NA MWO HE LA DA NWO DWO LA YE YE  

2. 南無阿唎耶  NA MWO E LI YE  

3. 婆盧羯帝爍缽囉耶  PWO LU JYE DI SHI BU LA YE  

4. 菩提薩埵婆耶  PU TI SA TWO PE YE  

5. 摩訶薩埵婆耶  MWO HE SA TWO PE YE  

6. 摩訶迦盧尼迦耶  MWO HE JYA LU NI JYA YE  

7. 唵  NAN 

8. 薩皤囉罰曳  SA PAN LA FA YE 

9. 數怛那怛寫  SWO DA NA DA SYIE 

10. 南無悉吉塛埵伊蒙阿唎耶   NA MWO SYI JI LI TWO YI MENG E LI YE  

11. 婆盧吉帝室佛囉楞馱婆  PE LU JI DI SHIR FWO LA LENG TWO PE 

12. 南無那囉謹墀 NA MWO NA LAN JING CHI 

13. 醯唎摩訶皤哆沙咩  SYI LI MWO HE PAN DWO SA MIE 

14. 薩婆阿他豆輸朋   SA PE E TWO DO SHU PENG  

15. 阿逝孕   E SHI YUN 

16. 薩婆薩哆那摩婆薩多那摩婆伽 SA PE SA DWO NA MWO PE SA DWO NA MWO 

PE CHYE 

17. 摩罰特豆  MWO FA TE DO  

18. 怛姪他  DA JI TA  

19. 唵阿婆盧醯  NAN A PE LU SYI 

20. 盧迦帝  LE JIA DI  

21. 迦羅帝  JIA LA DI 

22. 夷醯唎  JI XI LI 

23. 摩訶菩提薩埵  MWO HE PU TI SA TWO 

24. 薩婆薩婆  SA PE SA PE 

25. 摩囉摩囉  MWO LA MWO LA 

26. 摩醯摩醯唎馱孕  MWO HE SYI MWO SYI LI TWO YUN 

27. 俱盧俱盧羯蒙  JU LU LU JYE MENG 

28. 度盧度盧罰闍耶帝 DU LU DU LU FA SHE YE DI 

29. 摩訶罰闍耶帝  MWO HE FA SHE YE DI 

30. 陀囉陀囉  TWO LA TW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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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地唎尼  DI LI NI 

32. 室佛囉耶  SHR FWO LA YE 

33. 遮囉遮囉  JE LA JE LA 

34. 麼麼罰摩囉  MWO MWO FA MWO LA 

35. 穆帝隸  MU DI LI 

36. 伊醯伊醯  YI SYI YI SYI 

37. 室那室那  SHI NWO SHI NWO 

38. 阿囉嘇佛囉舍利  A LA SHEN FWO LA SHE LI 

39. 罰娑罰嘇  FA SHA FA SHEN 

40. 佛囉舍耶  FWO LA SHE YE 

41. 呼盧呼盧摩囉  HU LU HU LU MWO LA 

42. 呼盧呼盧醯利  HU LU HU LU SYI LI 

43. 娑囉娑囉  SWO LA SWO LA 

44. 悉唎悉唎 SYI LI SYI LI 

45. 蘇嚧蘇嚧  SU LU SU LU 

46. 菩提夜菩提夜  PU TI YE PU TI YE 

47. 菩馱夜菩馱夜  PU TWO YE PU TWO YE 

48. 彌帝利夜  MI DI LI YE 

49. 那囉謹墀  NWO LA JIN CHI 

50. 地利瑟尼那  DI LI SHAI NI NWO 

51. 婆夜摩那 PE YE MWO MWO 

52. 娑婆訶  SWO PE HE 

53. 悉陀夜  SYI TWO YE 

54. 娑婆訶  SWO PE HE 

55. 摩訶悉陀夜  MWO HE SYI TWO YE 

56. 娑婆訶  SWO PE HE 

57. 悉陀喻藝  SYI TWO YU YI 

58. 室皤囉耶  SHI PAN LA YE 

59. 娑婆訶  SWO PE HE 

60. 那囉謹墀  NWO LA JIN CHI 

61. 娑婆訶  SWO PE HE 

62. 摩囉那囉  MWO LA NOU LA 

63. 娑婆訶  SWO PE HE 

64. 悉囉僧阿穆佉耶  SYI LU SENG A MU CHYE YE 

65. 娑婆訶  SWO PE HE 

66. 娑婆摩訶阿悉陀夜  SWO PE MWO HE A SYI TWO YE 

67. 娑婆訶  SWO PE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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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者吉囉阿悉陀夜  JE JI LA A SYI TWO YE 

69. 娑婆訶  SWO PE HE  

70. 波陀摩羯悉陀夜  BWO TWO MWO JIE SYI TWO YE 

71. 娑婆訶  SWO PE HE 

72. 那囉謹墀皤伽囉耶 NWO LA JIN CHI PAN CHYE LA YE 

73. 娑婆訶  SWO PE HE 

74. 摩婆利勝羯囉夜  MWO PE LI SHENG JYE LA YE 

75. 娑婆訶  SWO PE HE 

76. 南無喝囉怛那哆囉夜耶  NA MWO HE LA DA NWO DWO LA YE YE 

77. 南無阿利耶  NA MWO E LI YE 

78. 婆嚧吉帝 PWO LU JYE DI 

79. 爍皤囉夜  SHAO PA LA YE 

80. 娑婆訶 SWO PE HE 

81. 唵悉殿都  NAN SYI DIAN DU 

82. 漫多囉  MAN DWO LA 

83. 跋陀耶  BA TWO YE 

84. 娑婆訶  SWO PE HE 

http://buddha.goodweb.cn/ 

  

   

  

  

2007-09-1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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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비주(大悲呪) 12] 범음원창자비판(梵音原唱慈悲版)15 분 

  

 

  

  

천수다라니(千手陀羅尼)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진언(眞言:다라니)은 무엇일까? 정답은 

천수다라니이다. 신묘장구대다라니로 널리 알려져 있는 천수다라니를 

염송해 보지 않은 불자는 없을 것이다.  

 

천수다라니는 대비심다라니, 대비주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천수관음보살의 공덕을 찬탄하고 삼매를 드러내는 다라니이다.  

 

천수다라니는 당나라 가범달마(伽梵達磨)가 번역한 <천수천안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애대비심다라니경>에 모두 82 구가 나온다. <천수경>이라고 

불리는 이 경의 또 다른 번역본으로는 당나라 지통(智通)의 

<천안천비관세음보살다라니신주경>과 보리류지의 <천수천안관세음보살 

모다라니신경>이 있다.  

 

‘한량없는 손과 눈을 가지신 관세음보살이 넓고 크고 걸림 없는 

대자비심을 간직한 큰 다라니에 관해 설법한 말씀’이라는 뜻이다.  

 

천수다라니의 내용은 관세음보살이 모든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 병을 

없애 주고, 장수와 풍요를 얻게 하고 일체 악업 중죄와 모든 장애를 

여의며, 일체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증장시키고, 모든 일을 

성취시키며, 모든 두려움을 멀리하고 구하는 바를 만족시키고자 설법한 

것이다.  

 

천수다라니를 외우면 시방(十方)의 불보살이 와서 일체 업장이 소멸되고 

모든 귀신이 침입하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  

 

 

 

  

대비주(大悲呪) 범음원창자비판(梵音原唱慈悲版) 으로 공양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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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zjcm.com.cn/mp311/佛教音乐-大悲咒(梵音原唱慈悲版).mp3 

  

  

  

  

「大悲咒」  

 

南無、喝囉怛那哆囉夜耶  

[Na Mo, He Le Da Na Duo La Ye Ye]  

南無、阿唎耶  

[Na Mo, A Li Ye]  

婆盧羯帝、爍缽囉耶  

[Po Luo Jie Di, Shuo Bo La Ye]  

菩提薩埵婆耶  

[Pu Ti Sa Duo Po Ye]  

摩訶薩埵婆耶  

[Mo He Sa Duo Po Ye]  

摩訶、迦盧尼迦耶  

[Mo He, Jia Lu Ni Jia Ye]  

唵，薩皤囉罰曳  

[Ong,Sa Bo La Fa Yi]  

數怛那怛寫  

[Su Da Na Da Xia]  

南無、悉吉慄埵、伊蒙阿唎耶  

[Na Mo, Xi Ji LieDuo, Yi Mong a Li Ye]  

婆盧吉帝、室佛囉愣馱婆  

[Po Lu Jie Di, Shi Fu La Leng Tuo Po]  

南無、那囉謹墀  

[Na Mo, No La Jin Chi]  

醯利摩訶、皤哆沙咩  

[Shi Li Mo He, Ba Duo Suo Mi]  

薩婆阿他、豆輸朋、阿逝孕  

[Sa Po Ou Ta, Dou Shu Peng, A Shi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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薩婆薩哆、那摩婆薩哆  

[Sa Po Sa Duo, Na Mo Po Sa Duo]  

那摩婆伽，摩罰特豆  

[Na Mo Po Qie, Mo Fa Te Dou]  

怛姪他  

[Da Zhi Ta]  

唵，阿婆盧醯．盧迦帝  

[Ong, A Po Lu Xi, Lu Jia Di]  

迦羅帝．夷醯唎  

[Jia Lu Di, Yi Xi Li]  

摩訶菩提薩埵  

[Mo He Pu Ti Sa Duo]  

薩婆薩婆  

[Sa Po Sa Po]  

摩囉摩囉  

[Mo La Mo La]  

摩醯摩醯、唎馱孕  

[Mo Xi Mo Xi, Lie Tuo Yun]  

俱盧俱盧、羯蒙  

[Ju Lu Ju Lu, Jie Mong]  

度盧度盧、罰闍耶帝  

[Du Lu Du Lu, Fa She Ye Di]  

摩訶、罰闍耶帝  

[Mo He, Fa She Ye Di]  

陀囉陀囉  

[Tuo La Tuo La]  

地唎尼  

[Di Li Ni]  

室佛囉耶  

[Shi Fu La Ye]  

遮囉遮囉  

[Zhe La Zhe La]  

摩麼罰摩囉  

[Mo Mo Fa Mo La]  

穆帝隸  

[Mo Die Lie]  

伊醯伊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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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 Xi Yi Xi]  

室那室那  

[Shi Na Shi Na]  

阿囉參、佛囉舍利  

[A La Sen, Fu La She Li]  

罰沙罰參  

[Fa Suo Fa Seng]  

佛囉舍耶  

[Fu La She Ye]  

呼嚧呼嚧摩囉  

[Hu Lu Hu Lu Mo La]  

呼嚧呼嚧醯利  

[Hu Lu Hu Lu Xi Li]  

娑囉娑囉  

[Suo La Suo La]  

悉唎悉唎  

[Xi Li Xi Li]  

蘇嚧蘇嚧  

[Su Lu Su Lu]  

菩提夜、菩提夜  

[Pu Ti Ye, Pu Ti Ye]  

菩馱夜、菩馱夜  

[Pu Tuo Ye, Pu Tuo Ye]  

彌帝唎夜  

[Mi Di Li Ye]  

那囉謹墀  

[Nuo La Jin Chi]  

地利瑟尼那  

[Di Li Se Ni Na]  

波夜摩那  

[Po Ye Mo Na]  

娑婆訶  

[Suo Po He]  

悉陀夜  

[Xi Tuo Ye]  

娑婆訶  

[Suo Po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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摩訶悉陀夜  

[Mo He Xi Tuo Ye]  

娑婆訶  

[Suo Po He]  

悉陀喻藝  

[Xi Tuo Yu Yi]  

室皤囉耶  

[Shi Bo La Ya]  

娑婆訶  

[Suo Po He]  

那囉謹墀  

[Nuo La Jin Chi]  

娑婆訶  

[Suo Po He]  

摩囉那囉  

[Mo Na Nuo La]  

娑婆訶  

[Suo Po He]  

悉囉僧、阿穆佉耶  

[Xi La Sen, Ou Mu Qie Ye]  

娑婆訶  

[Suo Po He]  

娑婆摩訶、阿悉陀夜  

[Suo Po Mo He, A Xi Tuo Ye]  

娑婆訶  

[Suo Po He]  

者吉囉、阿悉陀夜  

[Zhe Ji La, Ou Xi Tuo Ye]  

娑婆訶  

[Suo Po he]  

波陀摩、羯悉陀夜  

[Bo Tuo Mo, Ji Xi Tuo Ye]  

娑婆訶  

[Suo Po He]  

那囉謹墀、皤伽囉耶  

[Nuo La Jin Chi, Bu Qie La Ye]  

娑婆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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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o Po He]  

摩婆利、勝羯囉夜  

[Mo Po Lie, Sen Ji La Ye]  

娑婆訶  

[Suo Po He]  

南無喝囉怛那哆囉夜耶  

[Na Mo He La Da Na, Duo La Ye Ye]  

南無阿唎耶  

[Na Mo A Li Ye]  

婆嚧吉帝  

[Po Lu Jie Di]  

爍皤囉夜  

[Suo Bo La Ye]  

娑婆訶  

[Suo Po He]  

唵，悉殿都  

[Ong, Xi Dian Du]  

漫多囉  

[Man Duo La]  

跋陀耶  

[Ba Tuo Ye]  

娑婆訶  

[Suo Po He] 

  

  

  

  

2007-09-1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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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티벳어 만트라 6]문수보살심주 장음창송판(文殊菩薩心呪 藏音 

唱頌版) 

  

  

 
  

Manjushri 

 

 

  

문수보살 

  

산스크리트 Mañjuśrῑ 를 음사한 문수사리(文殊師利)의 별칭입니다. 

Mañjuśrῑ 라는 산스크리트는 묘길상(妙吉祥)이라고도 번역되며 

묘음보살(妙音菩薩)이라고도 합니다. 또 바기슈바라(Vāgῑśvara：언어의 

주인)라고도 합니다. 

 

문수보살이 나오는 경전은 250 년 무렵부터 만들어졌지만 예술작품에는 

400 년 무렵부터 소재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손에 무명(無明)의 

구름을 잘라버리는 지혜의 칼을 높이 치켜들고 왼손에는 패엽(貝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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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반야바라밀경(般若波羅蜜經)을 들고서 왕자처럼 치장한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문수보살 심주 장음 창송판(文殊菩薩心呪 藏音 唱頌版)으로 공양 

올립니다. 

  

  

  

   

  http://mp3.evdd.com/fyf/zhuanji/hxws01.mp3 

  

  

  

  

 
  

  

  

  

2007-09-2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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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마니반메훔 만트라 13] 장녀판(藏女版) 

  

  

 
  

  

만트라 

  

만트라란  신성한 우주의 소리입니다. 

  

요가에서 마음을 직접 훈련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가 바로 만트라인 것입니다. 

  

만트라는 정신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신성한 진언입니다. 

  

만트라는 매우 복잡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소리의 힘을 이용해 

질병를 치료하기 시작하였으며 질병 치료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소리의 무한한 잠재력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현인들은 이미 수천년전부터 소리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리 자체와 소리의 미묘한 상태를 이용해 사람의 

의식을 일깨우고, 질병을 치료하였으며 장애물을 제거하고, 소리의 

파장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소리의 파장을 느끼는 것은 최상의 경험으로 

여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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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라를 반복하면 의지가 강해지고 정신적인 수행을 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속의 삶에서 초연해지고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분노와 탐욕, 내면의 순수함을 흐리게 하는 요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거울이 깨끗할 때에만 사물을 투영할 수 있듯이, 

사람의 마음도 부정적인 생각들이 모두 사라졌을 때에만 좀 더 높은 

차원의 정신적인 진실을 비출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만 만트라를 

암송을 하더라도 만트라의 의미에 정신을 집중하고 암송을 한다면 

부정적인 요인들을 물리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만트라는 명상을 하는 사람의 의식에 최상의 정수를 부여하여, 의식을 

깨워주고 최상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줍니다.(옮긴글) 

  

  

  

옴마니반메훔 만트라를 티벳 장녀판(藏女版)으로 공양 올립니다 

  

  

 

  

  http://www.puxian163.com/fo/fo-index-yyfb/fjyy/zang_6.mp3 

  

  

  

  

 
  

  

  

  

  

2007-09-2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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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대비주(大悲呪)13] 팔삽사구고범음동음(八十四句古梵音-童音) 

  

  

 
  

  

  

관음신앙 (觀音信仰)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염불함으로써 구원을 얻고자 하는 

타력(他力)적인 불교신앙의 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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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은 본신인 성관음(聖觀音)과 세상에 두루 

나타나는 변화신인 

십일면관음(十一面觀音)·준제관음(准提觀音)·천수관음(千手觀音)·마

두관음(馬頭觀音)·여의륜관음(如意輪觀音) 등 여섯이 있다. 중국에서는 

255 년 〈법화삼매경 法華三昧經〉이 최초로 한역된 이후 관세음보살과 

관계된 많은 경전이 번역되었다. 이들 경전들이 세간에 널리 유포됨과 

함께 관음신앙이 널리 퍼져갔다.  

  

그중에서 관음신앙의 근본 경전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법화경〉 

보문품(普門品)이다. 여기서는 물·불의 재난이나 귀신·도적 등의 

육체적인 어려움에서부터 탐·진·치 삼독(三毒)의 의지적 어려움 

그리고 생남생녀(生男生女) 등 인간이 부딪히는 온갖 현실적인 고뇌에서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稱名)하면 관음이 즉시 그 음성을 관하고 

모두 해탈을 얻도록 한다는 현세적 신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하여 남북조시대에 부량(傅亮)이 〈광세음영험기 光世音靈驗記〉를 

편찬한 이후 많은 영험기가 편찬되었으며, 

십일면관음·여의륜관음·불공견색관음(不空 

索觀音)·천수관음·준제관음을 비롯한 많은 보살상이 조성되었다. 

 

 

 

 

팔삽사구고범음동음 (八十四句古梵音-童音) 대비주(大悲呪)를 공양 

올립니다 

  

  

 

   

  大悲咒(八十四句古梵音-童音) 

 http://st.fjyy.org/2006-02/200602281024547643.mp3  

  

  

  

84 구 대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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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南無喝囉怛那哆囉夜耶  NA MWO HE LA DA NWO DWO LA YE YE  

2. 南無阿唎耶  NA MWO E LI YE  

3. 婆盧羯帝爍缽囉耶  PWO LU JYE DI SHI BU LA YE  

4. 菩提薩埵婆耶  PU TI SA TWO PE YE  

5. 摩訶薩埵婆耶  MWO HE SA TWO PE YE  

6. 摩訶迦盧尼迦耶  MWO HE JYA LU NI JYA YE  

7. 唵  NAN 

8. 薩皤囉罰曳  SA PAN LA FA YE 

9. 數怛那怛寫  SWO DA NA DA SYIE 

10. 南無悉吉塛埵伊蒙阿唎耶   NA MWO SYI JI LI TWO YI MENG E LI YE  

11. 婆盧吉帝室佛囉楞馱婆  PE LU JI DI SHIR FWO LA LENG TWO PE 

12. 南無那囉謹墀 NA MWO NA LAN JING CHI 

13. 醯唎摩訶皤哆沙咩  SYI LI MWO HE PAN DWO SA MIE 

14. 薩婆阿他豆輸朋   SA PE E TWO DO SHU PENG  

15. 阿逝孕   E SHI YUN 

16. 薩婆薩哆那摩婆薩多那摩婆伽 SA PE SA DWO NA MWO PE SA DWO NA MWO 

PE CHYE 

17. 摩罰特豆  MWO FA TE DO  

18. 怛姪他  DA JI TA  

19. 唵阿婆盧醯  NAN A PE LU SYI 

20. 盧迦帝  LE JIA DI  

21. 迦羅帝  JIA LA DI 

22. 夷醯唎  JI XI LI 

23. 摩訶菩提薩埵  MWO HE PU TI SA TWO 

24. 薩婆薩婆  SA PE SA PE 

25. 摩囉摩囉  MWO LA MWO LA 

26. 摩醯摩醯唎馱孕  MWO HE SYI MWO SYI LI TWO YUN 

27. 俱盧俱盧羯蒙  JU LU LU JYE MENG 

28. 度盧度盧罰闍耶帝 DU LU DU LU FA SHE YE DI 

29. 摩訶罰闍耶帝  MWO HE FA SHE YE DI 

30. 陀囉陀囉  TWO LA TWO LA 

31. 地唎尼  DI LI NI 

32. 室佛囉耶  SHR FWO LA YE 

33. 遮囉遮囉  JE LA JE LA 

34. 麼麼罰摩囉  MWO MWO FA MWO LA 

35. 穆帝隸  MU DI LI 

36. 伊醯伊醯  YI SYI YI S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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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室那室那  SHI NWO SHI NWO 

38. 阿囉嘇佛囉舍利  A LA SHEN FWO LA SHE LI 

39. 罰娑罰嘇  FA SHA FA SHEN 

40. 佛囉舍耶  FWO LA SHE YE 

41. 呼盧呼盧摩囉  HU LU HU LU MWO LA 

42. 呼盧呼盧醯利  HU LU HU LU SYI LI 

43. 娑囉娑囉  SWO LA SWO LA 

44. 悉唎悉唎 SYI LI SYI LI 

45. 蘇嚧蘇嚧  SU LU SU LU 

46. 菩提夜菩提夜  PU TI YE PU TI YE 

47. 菩馱夜菩馱夜  PU TWO YE PU TWO YE 

48. 彌帝利夜  MI DI LI YE 

49. 那囉謹墀  NWO LA JIN CHI 

50. 地利瑟尼那  DI LI SHAI NI NWO 

51. 婆夜摩那 PE YE MWO MWO 

52. 娑婆訶  SWO PE HE 

53. 悉陀夜  SYI TWO YE 

54. 娑婆訶  SWO PE HE 

55. 摩訶悉陀夜  MWO HE SYI TWO YE 

56. 娑婆訶  SWO PE HE 

57. 悉陀喻藝  SYI TWO YU YI 

58. 室皤囉耶  SHI PAN LA YE 

59. 娑婆訶  SWO PE HE 

60. 那囉謹墀  NWO LA JIN CHI 

61. 娑婆訶  SWO PE HE 

62. 摩囉那囉  MWO LA NOU LA 

63. 娑婆訶  SWO PE HE 

64. 悉囉僧阿穆佉耶  SYI LU SENG A MU CHYE YE 

65. 娑婆訶  SWO PE HE 

66. 娑婆摩訶阿悉陀夜  SWO PE MWO HE A SYI TWO YE 

67. 娑婆訶  SWO PE HE 

68. 者吉囉阿悉陀夜  JE JI LA A SYI TWO YE 

69. 娑婆訶  SWO PE HE  

70. 波陀摩羯悉陀夜  BWO TWO MWO JIE SYI TWO YE 

71. 娑婆訶  SWO PE HE 

72. 那囉謹墀皤伽囉耶 NWO LA JIN CHI PAN CHYE LA YE 

73. 娑婆訶  SWO PE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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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摩婆利勝羯囉夜  MWO PE LI SHENG JYE LA YE 

75. 娑婆訶  SWO PE HE 

76. 南無喝囉怛那哆囉夜耶  NA MWO HE LA DA NWO DWO LA YE YE 

77. 南無阿利耶  NA MWO E LI YE 

78. 婆嚧吉帝 PWO LU JYE DI 

79. 爍皤囉夜  SHAO PA LA YE 

80. 娑婆訶 SWO PE HE 

81. 唵悉殿都  NAN SYI DIAN DU 

82. 漫多囉  MAN DWO LA 

83. 跋陀耶  BA TWO YE 

84. 娑婆訶  SWO PE HE 

http://buddha.goodweb.cn/ 

  

  

2007-09-22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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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산스크리트 만트라 10] 준제보살 불모심주(准提心咒), 

혁환창송(奕睆) 

  

  

 
  

  

준제보살은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 역할을 담당 하는 보살입니다.  

  

준제보살은 엄숙한 모성을 상징화한 보살입니다.  

  

밀교에서는 이 관음을 "칠구지(七俱指) 의 불모(佛母)"라고 칭하는데, 

칠구지는 7 억이라는 말로써, 모든 부처님의 모체가 되는 이 보살의 

공덕이 광대무변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형상은 흔히 세 개의 눈에 두 팔 또는 4 .6 .8 . 10 . 32 . 82 개의 

팔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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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의 세 눈은 중생의 세 가지 장애이며 미혹 . 죄업(業) . 

괴로움(苦) . 을 남김없이 제거하여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관음은 자주 세상에 나타나 중생의 재앙을 없게 하고 소원을 성취 

시켜 주며, 수명을 연장 시켜 주기도 합니다.  

  

  

  

준제보살 불모심주(准提心咒)를 혁환창송(奕睆居士唱誦)으로 공양 

올립니다 

  

  

  

   http://mp3.evdd.com/fyf/yihuan/cunde02.mp3 

 

 

  

  

 
  

  

  

2007-09-2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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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옴마니반메훔 만트라 14] Chempaka Buddhist Lodge, Malaysia  

  

  

 
  

  

kalachakra Mandala 

  

  

 

  

 진언 

  

진언은 그 진리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 하나 굳이 해석을 

가한다면, ‘옴마니반메훔’의 옴(Om)은 곧 ‘Aum’으로, 태초 이전부터 

울려오는 우주의 본원적 소리, 즉 성음(聖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니(mani)는 여의주(如意珠)로서, 이것은 어떤 대상이든 

상대의 근기에 상응하여 청정한 본원 자성을 드러내어 깨달음을 성취케 

한다는 의미를 가진 상징 언어입니다.  

  

그리고 반메(padme)는 연꽃이라는 뜻으로, 연꽃이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이 깨달으면 비록 중생 가운데 있으나 청정한 본원 

자성을 나타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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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훔(Hum)은 우주 소리(Om)를 통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옮긴글) 

  

  

산스크리트어로는 ‘Om Mani Padma Hum’, 

티벳어로는 ‘Om Mani Peme Hung’으로 발음 됩니다. 

  

  

  

옴마니반메훔 만트라를 Chempaka Buddhist Lodge 판으로 공양 올립니다 

  

  

  

  LZDMZ20.mp3 

  

  

  

 
  

  

  

2007-09-2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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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중국어 만트라 3] 대비주(大悲呪) 제예(齊豫)唱 

  

  

 
  

  

모든 중생이 무명에서 깨어나 성불 하기 전까지는 결코 성불 하지 

않겠다고 서원한  관세음보살의 보살행을 찬탄 하는 노래 입니다.  

  

  

천수경  

  

천수경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애대비심 다라니경"의 준 

이름 관세음 보살의 대비주(大悲呪)로서 불자들에겐 친근한 경전입니다. 

이 경은 옛날 인도의 범어(梵語)를 그대로 우리말로 음역(音譯)하여 

읽는 것이며, 정법(正法)을 수호하는 모든 불자들과 신상의 비밀 

명호이기 때문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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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예(齊豫, Chyi Yu)는 대만 타이중 태생(1956 년) 태생으로 대만의 

‘죠안 바에즈(Joan Chandos Baez)’라고 불리우고 있는 풍부한 

가창력을 바탕으로 반월운과 함께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뮤지션입니다. 

  

  

  

중국어(中國語)창송 대비주(大悲呪)를 제예(齊豫)창으로 공양 올립니다. 

  

  

  

  

  大悲咒(齐豫 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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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구 대비주 

  

  

1. 南無喝囉怛那哆囉夜耶  NA MWO HE LA DA NWO DWO LA YE YE  

2. 南無阿唎耶  NA MWO E LI YE  

3. 婆盧羯帝爍缽囉耶  PWO LU JYE DI SHI BU LA YE  

4. 菩提薩埵婆耶  PU TI SA TWO PE YE  

5. 摩訶薩埵婆耶  MWO HE SA TWO PE YE  

6. 摩訶迦盧尼迦耶  MWO HE JYA LU NI JYA YE  

7. 唵  NAN 

8. 薩皤囉罰曳  SA PAN LA FA YE 

9. 數怛那怛寫  SWO DA NA DA SYIE 

10. 南無悉吉塛埵伊蒙阿唎耶  NA MWO SYI JI LI TWO YI MENG E LI YE  

11. 婆盧吉帝室佛囉楞馱婆  PE LU JI DI SHIR FWO LA LENG TWO PE 

12. 南無那囉謹墀 NA MWO NA LAN JING CHI 

13. 醯唎摩訶皤哆沙咩  SYI LI MWO HE PAN DWO SA MIE 

14. 薩婆阿他豆輸朋   SA PE E TWO DO SHU PENG  

15. 阿逝孕   E SHI YUN 

16. 薩婆薩哆那摩婆薩多那摩婆伽 SA PE SA DWO NA MWO PE SA DWO NA MWO 

PE CHYE 

17. 摩罰特豆  MWO FA TE DO  

18. 怛姪他  DA JI TA  

19. 唵阿婆盧醯  NAN A PE LU SYI 

20. 盧迦帝  LE JIA DI  

21. 迦羅帝  JIA LA DI 

22. 夷醯唎  JI XI LI 

23. 摩訶菩提薩埵  MWO HE PU TI SA TWO 

24. 薩婆薩婆  SA PE SA PE 

25. 摩囉摩囉  MWO LA MWO LA 

26. 摩醯摩醯唎馱孕  MWO HE SYI MWO SYI LI TWO YUN 

27. 俱盧俱盧羯蒙  JU LU LU JYE M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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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度盧度盧罰闍耶帝 DU LU DU LU FA SHE YE DI 

29. 摩訶罰闍耶帝  MWO HE FA SHE YE DI 

30. 陀囉陀囉  TWO LA TWO LA 

31. 地唎尼  DI LI NI 

32. 室佛囉耶  SHR FWO LA YE 

33. 遮囉遮囉  JE LA JE LA 

34. 麼麼罰摩囉  MWO MWO FA MWO LA 

35. 穆帝隸  MU DI LI 

36. 伊醯伊醯  YI SYI YI SYI 

37. 室那室那  SHI NWO SHI NWO 

38. 阿囉嘇佛囉舍利  A LA SHEN FWO LA SHE LI 

39. 罰娑罰嘇  FA SHA FA SHEN 

40. 佛囉舍耶  FWO LA SHE YE 

41. 呼盧呼盧摩囉  HU LU HU LU MWO LA 

42. 呼盧呼盧醯利  HU LU HU LU SYI LI 

43. 娑囉娑囉  SWO LA SWO LA 

44. 悉唎悉唎 SYI LI SYI LI 

45. 蘇嚧蘇嚧  SU LU SU LU 

46. 菩提夜菩提夜  PU TI YE PU TI YE 

47. 菩馱夜菩馱夜  PU TWO YE PU TWO YE 

48. 彌帝利夜  MI DI LI YE 

49. 那囉謹墀  NWO LA JIN CHI 

50. 地利瑟尼那  DI LI SHAI NI NWO 

51. 婆夜摩那 PE YE MWO MWO 

52. 娑婆訶  SWO PE HE 

53. 悉陀夜  SYI TWO YE 

54. 娑婆訶  SWO PE HE 

55. 摩訶悉陀夜  MWO HE SYI TWO YE 

56. 娑婆訶  SWO PE HE 

57. 悉陀喻藝  SYI TWO YU YI 

58. 室皤囉耶  SHI PAN LA YE 

59. 娑婆訶  SWO PE HE 

60. 那囉謹墀  NWO LA JIN CHI 

61. 娑婆訶  SWO PE HE 

62. 摩囉那囉  MWO LA NOU LA 

63. 娑婆訶  SWO PE HE 

64. 悉囉僧阿穆佉耶  SYI LU SENG A MU CHYE 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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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娑婆訶  SWO PE HE 

66. 娑婆摩訶阿悉陀夜  SWO PE MWO HE A SYI TWO YE 

67. 娑婆訶  SWO PE HE 

68. 者吉囉阿悉陀夜  JE JI LA A SYI TWO YE 

69. 娑婆訶  SWO PE HE  

70. 波陀摩羯悉陀夜  BWO TWO MWO JIE SYI TWO YE 

71. 娑婆訶  SWO PE HE 

72. 那囉謹墀皤伽囉耶 NWO LA JIN CHI PAN CHYE LA YE 

73. 娑婆訶  SWO PE HE 

74. 摩婆利勝羯囉夜  MWO PE LI SHENG JYE LA YE 

75. 娑婆訶  SWO PE HE 

76. 南無喝囉怛那哆囉夜耶  NA MWO HE LA DA NWO DWO LA YE YE 

77. 南無阿利耶  NA MWO E LI YE 

78. 婆嚧吉帝 PWO LU JYE DI 

79. 爍皤囉夜  SHAO PA LA YE 

80. 娑婆訶 SWO PE HE 

81. 唵悉殿都  NAN SYI DIAN DU 

82. 漫多囉  MAN DWO LA 

83. 跋陀耶  BA TWO YE 

84. 娑婆訶  SWO PE HE 

http://buddha.goodweb.cn/ 

  

  

  

  

  

  

  

2007-10-02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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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중국어 만트라 4] 반야심경(般若心經) 제예(齊豫)唱 

  

 

 

 
 

Chenresig 

 

 

  

  

공사상 

  

<반야경>의 공(空)사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이 용수이며, 이 

용수의 대표적인 저술인 <중론(中論, Madhyamakakarikah)>을 중심으로 

한 사상을 중관(中觀) 사상이라 하며, 또 그 중관 사상의 흐름을 

이어받는 불교 논사들을 중관파(中觀派)라 부른다. 용수는 <중론> 

외에도 다수의 저작을 남기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론>으로 이후 

많은 주석서가 씌어진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용수 당시의 제자로 

제바(提婆)와 라후라발타다(羅侯羅跋陀羅)가 있다. 제바는 용수의 

사상을 선양하면서 외도(外道)의 사상을 맹렬하게 비판하여 

논적(論敵)에게 암살되었다고 전해진다. 제바는 <사백론(四百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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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론(百論)>, <백자론(百字論)> 등을 남기고 있다. 라후라발타라는 

용수와 제바와 제자로 <중론>에 대한 주석을 주었다고 전해지지만 

현존하지 않고, <반야바라밀다찬(般若波羅蜜多讚)>, <법화찬(法華讚)> 

등이 전해진다. 제바와 라후라발타라는 용수와 함께 초기 중관파로 

분류되며, 용수의 사상을 선양하고 중관 사상의 기틀을 다졌다. 

  

 
  

  

제예(齊豫, Chyi Yu)는 대만 타이중 태생(1956 년)입니다. 

  

  

반야심경(般若心經) 중국어 창송을 제예(齊豫)창(唱)으로 공양 

올립니다. 

  

  

 

 http://www.hcsh.tp.edu.tw/~chin09/buddymusic/05.mp3  (4 분) 

《般若波羅密多心經》 (齊豫 演唱) (14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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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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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중국어 만트라 5] 나무관세음보살, 황혜음(Imee Ooi)唱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대승불교의 수많은 불.보살 가운데에서 대중들과 가장 친근한 분이라면 

단연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관세음보살은 달리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 

광세음보살(光世音菩薩), 관세자재보살(觀世自在菩薩) 또는 줄여서 

관음보살(觀音菩薩)이라고도 합니다.  

이 보살의 이름을 특히 관세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언제나 세간의 소리를 

관찰하고 계시기 때문으로, 갖가지 고난을 겪고 있는 중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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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그에 따라 33 가지 

응화신으로 나타나서 즉시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南無觀世音菩薩)을 황혜음(黃慧音,Imee Ooi)唱으로 공양 

올립니다. 

  

  

 

♪다운로드♬ 

http://www.xianmifw.com/法音宣流/梵音乐曲/黄慧音南无观世音菩萨.mp3 

  

  

  

  

2007-10-0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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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중국어 만트라 6 ]금강경(金鋼經)8 편, 황혜음(Imee Ooi)唱 52 분 

  

  

  

 
  

  

  

금강경 

  

금강반야경(金剛般若經) 또는 

금강반야바라밀경(金剛般若波羅密經)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짧고 매우 

인기있는 대승불교 경전 입니다. 

  

동아시아에서 널리 읽히고 있는 이 경은 비구와 보살(붓다가 될 

사람)들의 모임에서 설법주(說法主)인 붓다와 질문자인 제자 사이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강경〉은 실체 없는 현상세계의 성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거대한 천상의 구(球) 속에 

별·어둠·빛·신기루·이슬·거품·번개·구름이 나타났다가 꿈과 같이 

사라지듯이, 개체로 나타나는 모든 것은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대부분의 짧은, 후기의 〈반야바라밀경〉에서와 마찬가지로 개념이 

논의되거나 설명되지 않고 대담하게 서술되는데, 종종 어떤 것과 그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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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되는 것을 동일시하는 등 인상적인 역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표현형식은 정신적인 깨달음은 초월적인 이성에 의존한다는 이 

경의 주제를 강조합니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이유에서 〈금강경〉은 

정신적으로 선(禪)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산스크리트 

경전입니다. 예로부터 〈금강경〉을 강의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특히 

선종(禪宗)에서 육조혜능(六祖慧能) 이후 소의경전(所依經典)으로 

중시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의 경문은 처음 

'여시아문'(如是我聞：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부터 

'과보역불가사의'(果報亦不可思議：과보도 또한 불가사의하다)까지가 

전반부에 해당하고, 그뒤인 

'이시수보리백불언'(爾時須菩提白佛言：그때에 수보리가 붓다에게 

말하기를)부터 경의 끝에 이르기까지가 후반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역대의 〈금강경〉 주석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경문의 전반부와 후반부 

경문의 어구와 내용은 현저하게 다르다고 합니다. 승조(僧肇)는 경의 

전반부에서는 중생공(衆生空)이 설해졌고, 후반부에서 설법공(說法空)이 

설해졌다고 했습니다. 전반부는 붓다가 근기(불교의 이해 수준)가 

예리한 사람들을 위하여 설한 것이고, 후반부는 나중에 모인 근기가 

둔한 사람들을 위하여 설한 것이라 합니다. 

 

 

  

  

금강경(金鋼經)을 황혜음(黃慧音,Imee Ooi)의 중국어창(唱)으로 공양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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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刚般若波罗蜜经(金刚经 黄慧音专辑), 

  

  

 http://xianmifw.com/法音宣流/梵音乐曲/金刚经.mp3 (52 분) 

  

第一至第六 | wma 格式  

第七至第八 | wma 格式 

第九至第十二 | wma 格式 

第十三第十四 | wma 格式  

第十五至第十七 

第十八至第二十 

第二十一至第二十九 

第三十至第三十二 | wma 格式  

  

  

  

金 刚 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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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品 法会因由分 

如是我闻，一时，佛在舍卫国祗树给孤独园，与大比丘众千二百五十人俱。

尔时，世尊食时，著衣持钵，入舍卫大城乞食。于其城中，次第乞已，还至

本处。饭食讫，收衣钵，洗足已，敷座而坐。 

  

第二品 善现启请分 

时，长老须菩提在大众中即从座起，偏袒右肩，右膝着地，合掌恭敬而白佛

言：“希有！世尊！如来善护念诸菩萨，善付嘱诸菩萨。世尊！善男子、善

女人，发阿耨多罗三藐三菩提心，应云何住，云何降伏其心？”佛言：“善

哉，善哉。须菩提！如汝所说，如来善护念诸菩萨，善付嘱诸菩萨。汝今谛
听！当为汝说：善男子、善女人，发阿耨多罗三藐三菩提心，应如是住，如

是降伏其心。”“唯然，世尊！愿乐欲闻。” 

  

第三品 大乘正宗分 

佛告须菩提：“诸菩萨摩诃萨应如是降伏其心！所有一切众生之类：若卵生

、若胎生、若湿生、若化生；若有色、若无色；若有想、若无想、若非有想

非无想，我皆令入无余涅盘而灭度之。如是灭度无量无数无边众生，实无众
生得灭度者。何以故？须菩提！若菩萨有我相、人相、众生相、寿者相，即

非菩萨。” 

  

第四品 妙行无住分 

“复次，须菩提！菩萨于法，应无所住，行于布施，所谓不住色布施，不住

声香味触法布施。须菩提！菩萨应如是布施，不住于相。何以故？若菩萨不

住相布施，其福德不可思量。须菩提！于意云何？东方虚空可思量不？”“

不也，世尊！”“须菩提！南西北方四维上下虚空可思不？”“不也，世尊

！”“须菩提！菩萨无住相布施，福德亦复如是不可思量。须菩提！菩萨但

应如所教住。” 

  

第五品 如理实见分 

“须菩提！于意云何？可以身相见如来不？”“不也，世尊！不可以身相得

见如来。何以故？如来所说身相，即非身相。”佛告须菩提：“凡所有相，

皆是虚妄。若见诸相非相，则见如来。” 

  

第六品 正信希有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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须菩提白佛言：“世尊！颇有众生，得闻如是言说章句，生实信不？”佛告

须菩提：“莫作是说。如来灭后，后五百岁，有持戒修福者，于此章句能生

信心，以此为实，当知是人不于一佛二佛三四五佛而种善根，已于无量千万

佛所种诸善根，闻是章句，乃至一念生净信者，须菩提！如来悉知悉见，是

诸众生得如是无量福德。何以故？是诸众生无复我相、人相、众生相、寿者

相；无法相，亦无非法相。何以故？是诸众生若心取相，则为著我人众生寿
者。若取法相，即著我人众生寿者。何以故？若取非法相，即著我人众生寿
者，是故不应取法，不应取非法。以是义故，如来常说：‘汝等比丘，知我

说法，如筏喻者；法尚应舍，何况非法。’” 

  

第七品 无得无说分 

“须菩提！于意云何？如来得阿耨多罗三藐三菩提耶？如来有所说法耶？”

须菩提言：“如我解佛所说义，无有定法名阿耨多罗三藐三菩提，亦无有定

法，如来可说。何以故？如来所说法，皆不可取、不可说、非法、非非法。

所以者何？一切圣贤，皆以无为法而有差别。” 

  

第八品 依法出生分 

“须菩提！于意云何？若人满三千大千世界七宝以用布施，是人所得福德，

宁为多不？”须菩提言：“甚多，世尊！何以故？是福德即非福德性，是故

如来说福德多。”“若复有人，于此经中受持，乃至四句偈等，为他人说，

其福胜彼。何以故？须菩提！一切诸佛，及诸佛阿耨多罗三藐三菩提法，皆

从此经出。须菩提！所谓佛法者，即非佛法。” 

  

第九品 一相无相分 

“须菩提！于意云何？须陀洹能作是念：‘我得须陀洹果’不？”须菩提言

：“不也，世尊！何以故？须陀洹名为入流，而无所入，不入色声香味触法

，是名须陀洹。”“须菩提！于意云何？斯陀含能作是念：‘我得斯陀含果

’不？”须菩提言：不也，世尊！何以故？斯陀含名一往来，而实无往来，

是名斯陀含。”“须菩提！于意云何？阿那含能作是念：‘我得阿那含果’

不？”须菩提言：“不也，世尊！何以故？阿那含名为不来，而实无来，是

名阿那含。”“须菩提！于意云何？阿罗汉能作是念，‘我得阿罗汉道’不

？”须菩提言：“不也，世尊！何以故？实无有法名阿罗汉。世尊！若阿罗
汉作是念：‘我得阿罗汉道’，即著我人众生寿者。世尊！佛说我得无净三

昧，人中最为第一，是第一离欲阿罗汉。我不作是念：‘我是离欲阿罗汉’

。世尊！我若作是念：‘我得阿罗汉道’，世尊则不说须菩提是乐阿兰那行

者！以须菩提实无所行，而名须菩提是乐阿兰那行。 

  



220 

 

第十品 庄严净土分 

佛告须菩提：“于意云何？如来昔在然灯佛所，于法有所得不？”“不也，

世尊！如来在然灯佛所，于法实无所得。”“须菩提！于意云何？菩萨庄严
佛土不？”“不也，世尊！何以故？庄严佛土者，则非庄严，是名庄严。”

“是故须菩提！诸菩萨摩诃萨应如是生清净心，不应住色生心，不应住声香

味触法生心，应无所住而生其心。须菩提！譬如有人，身如须弥山王，于意

云何？是身为大不？”须菩提言：“甚大，世尊！何以故？佛说非身，是名

大身。” 

  

第十一品 无为福胜分 

“须菩提！如恒河中所有沙数，如是沙等恒河，于意云何？是诸恒河沙宁为
多不？”须菩提言：“甚多，世尊！但诸恒河尚多无数，何况其沙。”“须
菩提！我今实言告汝：若有善男子、善女人，以七宝满尔所恒河沙数三千大

千世界，以用布施，得福多不？”须菩提言：“甚多，世尊！”佛告须菩提

：“若善男子、善女人，于此经中，乃至受持四句偈等，为他人说，而此福

德胜前福德。” 

  

第十二品 尊重正教分 

“复次，须菩提！随说是经，乃至四句偈等，当知此处，一切世间、天人、

阿修罗，皆应供养，如佛塔庙，何况有人尽能受持读诵。须菩提！当知是人

成就最上第一希有之法，若是经典所在之处，则为有佛，若尊重弟子。” 

  

第十三品 如法受持分 

尔时，须菩提白佛言：“世尊！当何名此经，我等云何奉持？”佛告须菩提

：“是经名为《金刚般若波罗蜜》，以是名字，汝当奉持。所以者何？须菩

提！佛说般若波罗蜜，则非般若波罗蜜。须菩提！于意云何？如来有所说法

不？”须菩提白佛言：“世尊！如来无所说。”“须菩提！于意云何？三千

大千世界所有微尘是为多不？”须菩提言：“甚多，世尊！”“须菩提！诸
微尘，如来说非微尘，是名微尘。如来说：世界，非世界，是名世界。须菩

提！于意云何？可以三十二相见如来不？”“不也，世尊！何以故？如来说
：三十二相，即是非相，是名三十二相。”“须菩提！若有善男子、善女人

，以恒河沙等身命布施；若复有人，于此经中，乃至受持四句偈等，为他人

说，其福甚多。” 

  

第十四品 离相寂灭分 

尔时，须菩提闻说是经，深解义趣，涕泪悲泣，而白佛言：“希有，世尊！

佛说如是甚深经典，我从昔来所得慧眼，未曾得闻如是之经。世尊！若复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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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得闻是经，信心清净，则生实相，当知是人，成就第一希有功德。世尊！

是实相者，即是非相，是故如来说名实相。世尊！我今得闻如是经典，信解

受持不足为难，若当来世，后五百岁，其有众生，得闻是经，信解受持，是

人则为第一希有。 

何以故？此人无我相、人相、众生相、寿者相。所以者何？我相即是非相，

人相、众生、相寿者相即是非相。何以故？离一切诸相，则名诸佛。”佛告

须菩提：“如是！如是！若复有人得闻是经，不惊、不怖、不畏，当知是人

甚为希有。何以故？须菩提！如来说第一波罗蜜，非第一波罗蜜，是名第一

波罗蜜。须菩提！忍辱波罗蜜，如来说非忍辱波罗蜜。何以故？须菩提！如

我昔为歌利王割截身体，我于尔时，无我相、无人相、无众生相、无寿者相

。何以故？ 

我于往昔节节支解时，若有我相、人相、众生相、寿者相，应生嗔恨。须菩

提！又念过去于五百世作忍辱仙人，于尔所世，无我相、无人相、无众生相

、无寿者相。是故须菩提！菩萨应离一切相，发阿耨多罗三藐三菩提心，不

应住色生心，不应住声香味触法生心，应生无所住心。若心有住，则为非住

。是故佛说：‘菩萨心不应住色布施。’须菩提！菩萨为利益一切众生，应
如是布施。如来说：一切诸相，即是非相。又说：一切众生，即非众生。须
菩提！如来是真语者、实语者、如语者、不诳语者、不异语者。须菩提！如

来所得法，此法无实无虚。须菩萨，若菩萨心住于法而行布施，如人入暗，

则无所见。若菩萨心不住法而行布施，如人有目，日光明照，见种种色。须
菩提！当来之世，若有善男子、善女人，能于此经受持读诵，则为如来以佛

智慧，悉知是人，悉见是人，皆得成就无量无边功德。” 

  

第十五品 持经功德分 

“须菩提！若有善男子、善女人，初日分以恒河沙等身布施，中日分复以恒

河沙等身布施，后日分亦以恒河沙等身布施，如是无量百千万亿劫以身布施

；若复有人，闻此经典，信心不逆，其福胜彼，何况书写、受持、读诵、为
人解说。须菩提！以要言之，是经有不可思议、不可称量、无边功德。如来
为发大乘者说，为发最上乘者说。若有人能受持读诵，广为人说，如来悉知

是人，悉见是人，皆得成就不可量、不可称、无有边、不可思议功德。如是

人等，则为荷担如来阿耨多罗三藐三菩提。 

何以故？须菩提！若乐小法者，著我见、人见、众生见、寿者见，则于此经
，不能听受读诵、为人解说。须菩提！在在处处，若有此经，一切世间、天

、人、阿修罗，所应供养；当知此处则为是塔，皆应恭敬，作礼围绕，以诸
华香而散其处。” 

  

第十六品 能净业障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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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复次，须菩提！若善男子、善女人，受持读诵此经，若为人轻贱，是人先

世罪业，应堕恶道，以今世人轻贱故，先世罪业则为消灭，当得阿耨多罗三

藐三菩提。”“须菩提！我念过去无量阿僧祗劫，于然灯佛前，得值八百四

千万亿那由他诸佛，悉皆供养承事，无空过者，若复有人， 

于后末世，能受持读诵此经，所得功德，于我所供养诸佛功德，百分不及一

，千万亿分、乃至算数譬喻所不能及。须菩提！若善男子、善女人，于后末

世，有受持读诵此经，所得功德，我若具说者，或有人闻，心则狂乱，狐疑

不信。须菩提！当知是经义不可思议，果报亦不可思议。” 

  

第十七品 究竟无我分 

尔时，须菩提白佛言：“世尊！善男子、善女人，发阿耨多罗三藐三菩提心

，云何应住？云何降伏其心？”佛告须菩提：“善男子、善女人，发阿耨多

罗三藐三菩提者，当生如是心，我应灭度一切众生。灭度一切众生已，而无

有一众生实灭度者。 

何以故？须菩提！若菩萨有我相、人相、众生相、寿者相，则非菩萨。 

所以者何？须菩提！实无有法发阿耨多罗三藐三菩提者。”“须菩提！于意

云何？如来于然灯佛所，有法得阿耨多罗三藐三菩提不？”“不也，世尊！

如我解佛所说义，佛于然灯佛所，无有法得阿耨多罗三藐三菩提。”佛言：

“如是！如是！须菩提！实无有法如来得阿耨多罗三藐三菩提。须菩提！若

有法得阿耨多罗三藐三菩提，然灯佛则不与我授记：汝于来世，当得作佛，

号释迦牟尼。以实无有法得阿耨多罗三藐三菩提，是故然灯佛与我授记，作

是言：‘汝于来世，当得作佛，号释迦牟尼。’ 

何以故？如来者，即诸法如义。若有人言：‘如来得阿耨多罗三藐三菩提’

。须菩提！实无有法，佛得阿耨多罗三藐三菩提。须菩提！如来所得阿耨多

罗三藐三菩提，于是中无实无虚。是故如来说：一切法皆是佛法。须菩提！

所言一切法者，即非一切法，是故名一切法。须菩提！譬如人身长大。”须
菩提言：“世尊！如来说：人身长大，则为非大身，是名大身。”“须菩提

！菩萨亦如是。若作是言：‘我当灭度无量众生’，则不名菩萨。 

何以故？须菩提！无有法名为菩萨。是故佛说：一切法无我、无人、无众生

、无寿者。须菩提！若菩萨作是言，‘我当庄严佛土’，是不名菩萨。 

何以故？如来说：庄严佛土者，即非庄严，是名庄严。须菩提！若菩萨通达
无我法者，如来说名真是菩萨。 

  

第十八品 一体同观分 

“须菩提！于意云何？如来有肉眼不？” 

“如是，世尊！如来有肉眼。” 

“须菩提！于意云何？如来有天眼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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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是，世尊！如来有天眼。” 

“须菩提！于意云何？如来有慧眼不？” 

“如是，世尊！如来有慧眼。” 

“须菩提！于意云何？如来有法眼不？” 

“如是，世尊！如来有法眼。” 

“须菩提！于意云何？如来有佛眼不？” 

“如是，世尊！如来有佛眼。” 

“须菩提！于意云何？恒河中所有沙，佛说是沙不？” 

“如是，世尊！如来说是沙。” 

“须菩提！于意云何？如一恒河中所有沙，有如是等恒河，是诸恒河所有沙

数，佛世界如是，宁为多不？”“甚多，世尊！”佛告须菩提：“尔所国土

中，所有众生，若干种心，如来悉知。何以故？如来说：诸心皆为非心，是

名为心。所以者何？须菩提！过去心不可得，现在心不可得，未来心不可得

。” 

  

第十九品 法界通分分 

“须菩提！于意云何？若有人满三千大千世界七宝以用布施，是人以是因缘
，得福多不？”“如是，世尊！此人以是因缘，得福甚多。”“须菩提！若

福德有实，如来不说得福德多；以福德无故，如来说得福德多。” 

  

第二十品 离色离相分 

“须菩提！于意云何？佛可以具足色身见不？”“不也，世尊！如来不应以

具足色身见。何以故？如来说：具足色身，即非具足色身，是名具足色身。

”“须菩提！于意云何？如来可以具足诸相见不？”“不也，世尊！如来不

应以具足诸相见。何以故？如来说：诸相具足，即非具足，是名诸相具足。

” 

  

第二十一品 非说所说分 

“须菩提！汝勿谓如来作是念：‘我当有所说法。’莫作是念，何以故？若

人言：如来有所说法，即为谤佛，不能解我所说故。须菩提！说法者，无法

可说，是名说法。”尔时，慧命须菩提白佛言：“世尊！颇有众生，于未来
世，闻说是法，生信心不？”佛言：“须菩提！彼非众生，非不众生。何以

故？须菩提！众生众生者，如来说非众生，是名众生。” 

  

第二十二品 无法可得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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须菩提白佛言：“世尊！佛得阿耨多罗三藐三菩提，为无所得耶？”佛言：

“如是，如是。须菩提！我于阿耨多罗三藐三菩提乃至无有少法可得，是名

阿耨多罗三藐三菩提。” 

  

第二十三品 净心行善分 

复次，须菩提！是法平等，无有高下，是名阿耨多罗三藐三菩提；以无我、

无人、无众生、无寿者，修一切善法，即得阿耨多罗三藐三菩提。须菩提！

所言善法者，如来说即非善法，是名善法。 

  

第二十四品 福智无比分 

“须菩提！若三千大千世界中所有诸须弥山王，如是等七宝聚，有人持用布

施；若人以此《般若波罗蜜经》，乃至四句偈等，受持、为他人说，于前福

德百分不及一，百千万亿分，乃至算数譬喻所不能及。” 

  

第二十五品 化无所化分 

“须菩提！于意云何？汝等勿谓如来作是念：‘我当度众生。’须菩提！莫

作是念。何以故？实无有众生如来度者。若有众生如来度者，如来则有我、

人、众生、寿者。须菩提！如来说：‘有我者，则非有我，而凡夫之人以为
有我。’须菩提！凡夫者，如来说则非凡夫。” 

  

第二十六品 法身非相分 

“须菩提！于意云何？可以三十二相观如来不？”须菩提言：“如是！如是

！以三十二相观如来。”佛言：“须菩提！若以三十二相观如来者，转轮圣
王则是如来。”须菩提白佛言：“世尊！如我解佛所说义，不应以三十二相

观如来。”尔时，世尊而说偈言：“若以色见我，以音声求我，是人行邪道

，不能见如来” 

  

第二十七品 无断无灭分 

“须菩提！汝若作是念：‘如来不以具足相故，得阿耨多罗三藐三菩提。’

须菩提！莫作是念，‘如来不以具足相故，得阿耨多罗三藐三菩提。’须菩

提！汝若作是念，发阿耨多罗三藐三菩提心者，说诸法断灭。莫作是念！何

以故？发阿耨多罗三藐三菩提心者，于法不说断灭相。” 

  

第二十八品 不受不贪分 

“须菩提！若菩萨以满恒河沙等世界七宝布施；若复有人知一切法无我，得

成于忍，此菩萨胜前菩萨所得功德。须菩提！以诸菩萨不受福德故。”须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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提白佛言：“世尊！云何菩萨不受福德？”“须菩提！菩萨所作福德，不应
贪著，是故说不受福德。” 

  

第二十九品 威仪寂净分 

“须菩提！若有人言：如来若来若去、若坐若卧，是人不解我所说义。何以

故？如来者，无所从来，亦无所去，故名如来。” 

  

第三十品 一合理相分 

“须菩提！若善男子、善女人，以三千大千世界碎为微尘，于意云何？是微

尘众宁为多不？”“甚多，世尊！何以故？若是微尘众实有者，佛则不说是

微尘众，所以者何？佛说：微尘众，即非微尘众，是名微尘众。世尊！如来
所说三千大千世界，则非世界，是名世界。何以故？若世界实有，则是一合

相。如来说：‘一合相，则非一合相，是名一合相。’须菩提！一合相者，

则是不可说，但凡夫之人贪著其事。” 

  

第三十一品 知见不生分 

“须菩提！若人言：佛说我见、人见、众生见、寿者见。须菩提！于意云何

？是人解我说义不？”“不也，世尊！是人不解如来所说义。何以故？世尊

说：我见、人见、众生见、寿者见，即非我见、人见、众生见、寿者见，是

名我见、人见、众生见、寿者见。”“须菩提！发阿耨多罗三藐三菩提心者

，于一切法，应如是知，如是见，如是信解，不生法相。须菩提！所言法相

者，如来说即非法相，是名法相。” 

  

第三十二品 应化非真分 

“须菩提！若有人以满无量阿僧祗世界七宝持用布施，若有善男子、善女人

发菩提心者，持于此经，乃至四句偈等，受持读诵，为人演说，其福胜彼。

云何为人演说，不取于相，如如不动。何以故？”“一切有为法，如梦幻泡

影，如露亦如电，应作如是观”佛说是经已，长老须菩提及诸比丘、比丘尼

、优婆塞、优婆夷，一切世间、天、人、阿修罗，闻佛所说，皆大欢喜，信

受奉行。 

  

  

  

2007-10-0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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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옴마니반메훔 만트라 15] 남녀합창 민속악기반주 24 분판 

  

  

  

 
  

  

  

만트라 

  

만트라란  신성한 우주의 소리입니다. 

  

요가에서 마음을 직접 훈련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가 바로 만트라인 것입니다. 

  

만트라는 정신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신성한 진언입니다. 

  

만트라는 명상을 하는 사람의 의식에 최상의 정수를 부여하여, 의식을 

깨워주고 최상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옴마니반메훔 만트라, 남녀합창 민속악기반주 24 분판으로 공양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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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ZDMZ22.mp3 

  

  

  

  

  

 
  

  

  

2007-10-12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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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대비주(大悲呪)14] 산스크리트 장감린포체 

  

  

  

 
  

Dhukar 

  

  

다라니[陀羅尼] 

  

범어 dharani 의 음역이며 다린니(陀隣尼)라고도 씁니다. 

  

 의역해서 총지(總持). 지(能持). 능차(能遮)라 합니다.  

  

무량. 무변한 이치를 섭수하여 지니고 상실하지 않는 염혜력(念慧力)을 

일컫습니다. 일종의 기억술로서 하나의 사건을 기억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까지 연상하고 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각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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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법(善法)을 능히 지니므로 능지라 하고, 여러 가지의 악법을 능히 

막아주므로 능차라고 합니다.  

  

보살은 남을 교화하기 위해선 반드시 다라니를 얻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얻으면 한량없는 불법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으므로 대중 가운데 있어도 

두려움이 없으며, 또한 자유자재로 정교한 설법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론에 보살이 얻는 다라니에 관해 설하고 있습니다. 후세에는 이 

기억술로서의 다라니의 형식이 송주(誦呪)와 유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呪)와 혼동하여 주문을 모두 다라니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장구(長句)로 된 것을 다라니, 몇 구절로 된 짧은 것을 

진언, 한두 자로 된 것을 주(呪)라고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밀교. 정토교. 선종. 교종을 함께 회통하는 통불교이기 때문에 

각종 법회의식에는 반드시 천수다라니(千手陀羅尼)를 비롯해서 많은 

다라니를 독송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사전). 

  

  

  

범어(梵語) 만트라 대비주(大悲呪)를 

장감린포체+동음(藏堪仁波切主唱+童音) 창송(唱誦)으로 공양 올립니다 

  

  

  

  

 DBZFY14.mp3   

  

  

   

  

티벳대비주(藏传大悲呪, 十一面观音根本咒 ) 

namo ratna trayaaya  

纳牟 拉的纳 的拉呀呀 

namah aarya jn~aana saagara 

纳摩 阿利呀 及泥呀纳 萨阿噶拉 

vairocana vyuuha raajaaya 

拜漏佳钠 播优哈 拉阿加阿呀 

tathaagataaya arhate samyak-sambuddha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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达他阿噶达阿呀 阿日哈带 萨呣呀个萨呣布塔阿呀 

namah sarva tathaagatebhyah arhatebhyah   

纳摩 萨日哇 达他阿噶带 破呀 阿日哈带 破呀 

samyak-sambuddhebhyah 

萨呣呀个萨呣布台 破呀 

namah aarya avalokite s/varaaya   

纳摩 阿利呀阿哇楼个依带 西哇拉阿呀  

bodhisttvaya mahaa-sattvaya mahaa-kaarun.i-kaaya 

包提萨的哇呀 玛哈阿 萨的哇呀 玛哈阿噶阿卢尼 

噶阿呀（其中的“卢”和“尼”都是卷舌音） 

tadyathaa aum 

达地呀他阿 阿乌呣 

dhara dhara dhiri dhiri dhuru dhuru 

塔拉 塔拉 替利 替利 吐卢 吐卢 

it.t.e va-it.t.e cale cale pra-cale pra-cale 

伊斋 外斋 佳类 佳类 播拉佳类 播拉佳类 

kusume kusumavare ilim ili citi 

固苏买 固苏玛哇累 伊丽呣伊丽 基帝 

jvalam aapanaaya svaahaa 

及哇喇呣阿叭纳阿呀 斯哇阿哈阿 

  

http://buddha.goodweb.cn/music/musictxt/dbz_zangchuan.asp 

  

  

  

  

  

2007-10-1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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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대비주(大悲呪)15]강금연주판(鋼琴演奏版) 

  

  

 
  

Avalokiteshvara 

  

  

  

신묘장구대다라니  <우리말 풀이>  

  

삼보께 머리를 조아리옵나이다.  

성스러운 관자재께 머리를 조아리옵나이다.  

보살님과 대보살님께 머리를 조아리옵나이다.  

대자대비하신 분께 머리를 조아리옵나이다.  

옴   

모든 위난 가운데에서  

지키어 기르시고 의지가 되시는 분이시여, 바로 당신께  

머리를 조아리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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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재시여! 성청경이시여! 내 이제 마음을 되새기어, 머리 조아리어 

당신의 심진언을 읊나니,  

이 심진언은 일체소망의 성취요, 이 심진언은 행복이요, 이 심진언은 

무적이요, 이 심진언은 일체존재가 존재하는 세계와 길을 청정케 하는 

것이옵나니,  

이 심진언은 이러하오니,  

옴  

다른 세상빛이여! 다른 세상빛 지혜여! 세상을 초월하는 분이여!  

아, 다른 세상의 끊임없는 빛줄기여, 이리로, 이리로, 이리로 

오시옵소서!  

대보살이시여, 아! 마음으로 헤아리옵소서, 마음으로 헤아리옵소서,  

심진언이여!  

마땅히 행해야할 바를 행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바람을 이루게 하옵소서, 바람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 불꽃이여, 아, 

불꽃이여!  

아, 허공에 노니는 분이시여, 아, 허공에 노니는 위대한 분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제왕자재(帝王自在)시여!  

움직이시옵소서, 움직이시옵소서!  

본원청정(本源淸淨)이시여! 청정본체(淸淨本體)이시여! 오시옵소서!  

아, 나 바라옵나니  

아, 세상의 주인이시여!  

애착의 독을 사라지게 하옵소서,  

증오의 독을 사라지게 하옵소서,  

견고한 어리석음의 독을 사라지게 하옵소서,  

자져가시옵소서, 가져가시옵소서, 더러움을 가져가시옵소서, 가져가시는 

분이시여!  

불연화(佛蓮花)시여!  

아, 다가오서서, 다가오서서!  

연꽃이여, 연꽃이여!  

나타나시옵소서, 나타나시옵소서!  

참된 지혜로, 참된 지혜로, 피어나게 하소서, 피어나게 하소서!  

죽음에서 구하소서!  

청경관음이시여!  

보살핌 바라 내 온 마음 바치나니, 바라는 모두 나타나 큰 기쁨 얻게 

하소서!  

성취하신 분께 사뢰옵나니, 크게 성취하신 분께 사뢰옵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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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를 성취하여 자재(自在)하신 분께 사뢰옵나니, 목이 푸른 분께 

사뢰옵나니,  

멧되지 얼굴을 하신 분, 사자(獅子)얼굴을 하신 분깨 사뢰옵나니,  

손에 연꽃을 드신 분께 사뢰옵나니, 원반(圓盤)을 지니신 분께 

사뢰옵나니,  

법라(法螺)소리로 일깨워 주시기를 사뢰옵나니,  

큰 방망이를 가지신 분께 사뢰옵나니,  

왼쪽 어깨에 흑사슴 털가죽 걸치신 분께 사뢰옵나니,  

호랑이 가죽옷 입으신 분께 사뢰옵나니!  

  

삼보께 머리를 조아리옵나니  

성스러운 관자재께 머리를 조아리옵나니  

사뢰는 모두 이루어주시옵소서  

  

  

  

  

  

신묘장구대다라니 범창(梵唱)대비주(大悲呪)15 번째로 

강금연주판(鋼琴演奏版)을 공양올립니다. 

  

  

  

  

  DBZFY12.mp3   

  

  

  

2007-10-1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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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반야심경 만트라 6] 산스크리트 반야바라밀다심주 

  

  

  

 
  

Sakyamuni 

  

  

  

12 지연기  [十二支緣起, dvadasanga pratityasamutpada] 

  

산스크리트로 '12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연기'라는 뜻) 

인연에 따른 생성의 사슬 또는 법칙, 즉 인과의 사슬. 

  

연기는 원래 '인연에 따른 생성'이라는 뜻으로 불교에서 괴로움의 

원인과 태어나고 늙고 죽음을 겪으면서 윤회를 계속하게 하는 사건들의 

흐름을 기술하는 근본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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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는 존재를 물질적·정신적인 현상적 사건들의 상호관련된 

흐름으로서, 결코 그 자체가 실재한다거나 영원하다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여기에서 사건들은 연속해서 일어나 한 

무리의 사건은 또다른 무리의 사건을 낳는다. 이러한 사건의 연속은 

보통 12 개의 고리로 이루어진 사슬로 표현한다. 그 사슬이 10 개, 9 개, 

5 개, 또는 3 개의 고리로 이루어졌다고 기술하는 경전도 있다. 처음 

2 단계는 과거(또는 전생)와 관련되어 있으며 현재를 설명한다. 다음 

8 단계는 현재에 속하며, 마지막 2 단계는 과거와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미래를 나타낸다. 그 각각의 고리들을 순서대로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무명(無明：산스크리트로는 avidyā, 

팔리어로는 avijjā)：특히 4 성제, 인간의 본질, 윤회, 열반 등에 대한 

무지, ② 행(行 saṃskāra/sankhāra)：실재에 대한 잘못된 사고의 형성, 

③ 식(識 vijñana/viññāṇa)：행이 가져오는 인식의 구조, ④ 명색(名色 

nāma-rūpa)：식의 대상인 이름과 형상, 즉 자아 정체성이 이루어지는 

근본원리, ⑤ 육입(六入 sadā-yatana)：대상에 대한 감각적 지각을 

가능하게 하는 눈·귀·코·혀·몸의 5가지 감각기관 및 그 대상들과, 

감각적 인상들을 통합하는 기관으로서의 마음, ⑥ 촉(觸 

sparśa/phassa)：존재하는 대상과 감각기관 사이의 부딪힘, ⑦ 수(受 

vedanā)：촉에 의해 일어나는 감각작용, ⑧ 애(愛 tṛṣṇā/taṇhā)：즐거운 

감각작용에 대한 목마름, ⑨ 취(取 upādāna)：성적 대상 등에 대한 애의 

심화에 의해 나타나는 집착, ⑩ 유(有 bhava)：취에 의해 발동되는 

생성과정, ⑪ 생(生 jāti)：유의 결과로서 개인의 태어남, ⑫ 노사(老死 

jāra-marana)：생의 결과로서 늙어서 죽는 것 등이다. 

 

 

이러한 연기의 사슬은 초기 불교경전들에서 자주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순서로 실려 있는 경우(順觀緣起 anuloma)도 있고, 

정반대의 순서로 실려 있는 경우(逆觀緣起 pratiloma), 곧 '무엇이 

죽음을 끝나게 하는가?'라고 묻고 '태어남을 끝나게 하는 것'이라고 

답하는 등의 방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석가모니는 깨달음에 

이르기 바로 전에 이 연기의 사슬에 대하여 명상했다고 하며, 누구든 

괴로움과 윤회의 원인을 바르게 이해하면 그 사슬의 속박에서 

해방된다고 한다. 연기의 사슬은 초기 불교의 여러 부파 사이에서 많은 

학문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후대에 연기의 사슬은 

5 취생사륜(五趣生死輪)의 바깥테 부분에 그림으로 묘사되기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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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티베트 회화에서는 그러한 묘사가 많이 나타나 있다(→ 

5 취생사륜). 

 

 

   

 

 

범음 반야바라밀다심주(梵音 般若波羅密多心呪)를 공양 올립니다. 

  

  

  

  

   

  XJ15.mp3   

  

  

  

  

2007-10-1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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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옴마니반메훔 만트라 16] 육자대명주 나무관세음보살 23분판 

  

  

  

  

 
  

Padmasambhava rainbow body 

  

  

티벳의 불교 

  

티베트는 남쪽의 히말라야, 북쪽에 곤륜산맥, 서쪽에 파미르, 동쪽에 

중국의 사천성을 둘러싼 해발평균 3 천 m 의 고원지대다. 기후는 전형적인 

내륙성으로 자연환경이 험하다. 주민은 수도 라사를 중심으로 창포강 

유역에 가장 많고 그 밖에 캄(東티베트), 암도(청해지방), 친산고원 

등지에서 농경과 유목생활을 하고 있다. 티베트란 말은 중국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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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을 토번(吐蕃)이라고 부른데서 유래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이 

지방을 토번 외에도 서쪽의 보물창고 라는 뜻으로 서장이라고도 불렀다.  

  

이곳에서 오래전부터 여러 부족이 탕창강(春昌業)·등지(鄧至)·백 

란(白藺)·당항(黨項)·강(業)·백람(白狼)·다미(多彌)·아란(阿蘭)·

여국(女國)등의 부족국가를 형성하고 있다가, 7 세기 초 송첸캄포왕 

시대에 통일국가 토번이 형성됐다. 송첸캄포는 중국의 사천에까지 

진격하여 문성공주를 항가시켰으며, 또 네팔에도 세력을 얻어 

네팔왕앙슈바르만의 왕녀와도 결혼하였고, 톤미사포타를 인도에 

파견하여 불교와 인도문화를 배워서 티베트문자와 문법책을 짓게 

하였다. 8 세기 후반 치데송첸왕 시대에 티베트에서는 인도계 불교인 

점오설(漸悟說)과 중국계 선종의 돈오설(鑛悟說)의 대립이 점차 

심하여져 토론이 수차 행하여졌다.  

  

760 년경 치더송첸의 초청으로 인도에서 온 나란타의 유명한 학승 

산타라크시타(寂護), 파드마삼바바(蓮華生)에 의하여 인도불교가 

성행하게 되고. 이어서 온 카말라시라에 의하여 중국계 불교는 

탄압되었다. 이후 티베트불교는 완전히 인도불교의 영향아래 놓이게 

되었다. 또 치데송젠은 마가다(인도)의 오단타푸리사(寺)를 모방하여, 

수도인 라사 동남쪽 삼예에 불교사원을 건립하였고, 이 시기에 최초로 

티베트인의 출가가 이루어졌다.  

  

티베트에는 원래 산령을 숭배하는 샤먼적본교가 있어서 불교가 들어가기 

전까지 압도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파드마삼바바가 

밀교를 들여와 본교와 투쟁하는 동안 이들은 서로 혼융하여 

라마교라고하는 독특한 불교가 만들어졌다. 원시불교로부터 분파된 

밀교는 주문이나 진언은 냉철한 이론보다도 자연숭배의 신앙을 가진 

티베트인들에게는 매우 합당한 것이었다. 교를 닝마파(舊派)라 한다. 

9 세기 전반, 치데송첸과 그의 아들 르파찬은 티베트불교를 가장 

보호하던 왕이다. 이 시대에 티베트어로 번역된 불전의 용어를 

통일하고, 사전도 편찬됐으며, 많은 경전을 번역하여 불교교의를 

순화시켰다.  

  

티베트어 불전은 산스크리트어 원전의 자구에 원뜻을 충실하는 逐字諜의 

특징인데, 이것은 이 시대에 확립된 전통이다. 그러나 르파찬은 841 년에 

암살되고 본교도인 그의 동생 란다르마가 즉위하여 불교를 크게 

탄압하였다. 이 때문에 불교는 큰 타격을 입었고, 란다르마 자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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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분한 불교도에게 암살당하고 말았다. 이때부터 티베트왕가는 분열되고 

군웅할거시대로 들어갔다. 11 세기가 되어 불교개혁을 바라는 서티베트왕 

예세혜의 초청을 받아 1042 년 비크라마시라사의 학두 아티샤가 티베트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의 교학은 밀교의 금강승(金剛乘)이었기 때문에 

과연 닝마파의 입장이 어느 정도 개혁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이 아티샤 

계통을 카담파라고 부른다. 또한 1037 에 코촉게포가 사카사(寺)를 

건립하고 사카파를 성립시켰다.  

  

11 세기 중엽에는 마르파가 인도의 비크라 말시라사에 들어가 나로파에게 

금강승을 배우고 귀국하여 새로 카규파를 열였다. 이로써 티베트불교는 

토번시대의 팅마파와 함께 4 개의 종파가 분립케 됐다. 13 세기 중엽, 

사카파는 중국 원조(元朝)와 깊은 관계를 가지며 티베트의 정치·종교 

양권을 장악하였다. 원조의 광적인 티베트의 불교 숭배는 타락한 티베트 

불교를 더욱 타락시켰다.  

  

이에 14 세기 후반에 종카파(宗喀巴)라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하여 타락한 

티베트불교를 개혁시켰다. 그는 라마승의 독신생활과 계율주의를 

주장하면서, 불교개혁을 지도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황색 모자를 

쓰고 흑색 모자를 쓰는 본교와 구별했다. 이들은 황모파라 하며 

쫑카파의 법률을 잇는 종정을 달라이라마라고 한다. 제 5 대 

달라이라마는 티베트를 재통일하는데 성공하여 정교양권을 다시 

장악했으며, 7 대 때인 1750 년에는 청조(淸朝)의 보호에 들어갔다가 

최근에 이르기까지 달라이 법왕국의 전통이 계승되고 있다. 

  

  

  

옴마니반메훔 만트라 열여섯번째로  육자대명주와 

나무관세음보살(六字大明咒, 南無觀世音菩薩)이 합쳐진 만트라를 공양 

합니다. 

  

  

  LZDMZ21.mp3   

  

  

2007-10-17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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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중국어만트라 7] 대길상천녀주(大吉祥天女呪), 제예(齊豫)唱 14 분 

  

  

 
  

  

  

중국불교의 전래 

  

중국불교의 전래는 서력기원 전후 실크로드(silk road)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150 년대에는 안식국(安息國)에서 온 

지루가참(支婁迦讒)이 반주삼매경(般舟三昧經)이라는 대승경전을 

번역하였다. 당시의 역경승들은 인도, 대월지국, 안식국, 강거국에서 온 

이방인들이었다. 중국에서는 구도(求道)와 구법(求法)을 위하여 

서역으로 향하였다. 축법호(竺法護), 구마라습(鳩摩羅什), 현장은 

역경의 선두이다. 특히 중국불교 2 천년동안 전반부 1 천년이 역경이요, 

후반부 1천년이 연구이었다.  

 

역경의 성인으로는 구역의 대표로 구마라습, 신역의 대표로 현장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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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현장은 손수 인도를 여행하여 구법하였고 중국불교의 

삼장법사로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이외에도 강량야사(畺良耶舍), 

구나발타라(求那跋陀羅)등의 외국승과 법현(法顯) 등의 중국승이 

활약하였다. 중국의 수 · 당시대의 불교는 한국불교에 가장 큰 폭으로 

영향을 끼쳤다. 남 · 북의 분열을 통일한 수나라와 그 뒤를 이은 

당나라는 중국불교가 새로운 전개를 보이게 된 시대로 통일국가에 

걸맞는 새로운 불교를 요청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특정의 경론에 입각한 

새로운 조직화가 진행되었다. 그 대표적인 특색이 

종파불교(宗派佛敎)이다.  

 

수 · 당 이전에도 비담종(毘曇宗), 섭론종(攝論宗), 

성실종(誠實宗),지론종(地論宗), 열반종(涅槃宗)등의 종(宗)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학파라고 불러야 할 것이고, 후대에 

생겨난 종파와는 다른 것이었다. 학파로부터 종파로의 발전을 촉진한 

계기가 된 것은 사원경제의 독립과 교판(敎判)의 확립이다. 

 

수나라의 지의(智의)가 대성한 천태종이 법화경을 지상으로 하는 

독자적인 교파을 확립하여 처음으로 종파를 만들었다. 당나라 때는 

법장(法藏)이 화엄경을 중심으로 불교를 체계화하여 화엄교리를 

완성하였다. 또한 도선(道宣)은 계율을 연구하여 율종을 창시하였고, 

현장과 신라스님 원칙과 규기는 인도의 새로운 

유가유식설(瑜伽唯識說)을 기초로 하여 법상종(法相宗)을 열었다. 

아울러 선무외(善無畏), 금강지(金剛智), 불공(不空)등이 들여온 밀교의 

융성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천태종과 화엄종이 수당불교의 사상적 절정이라고 한다면 선종(禪宗)과 

정토교(淨土敎)는 불교의 중국화와 민중화에 커다란 구실을 하였다. 

선종은 5조 홍인(弘忍)의 무렵에 이르러 도속(道俗)의 귀의자가 

급증하게 되었고 6 조 혜능(慧能)은 그때까지 없었던 도시에 대한 포교를 

중시하였다.  

홍인으로부터 갈라지게 된 혜능의 계통은 남종선(南宗禪)이라 불리고, 

신수(神秀)의 계통은 북종선(北宗禪)이라 불렀는데, 이 두 파는 처음 

대등한 교세를 유지하였으나 얼마 뒤에 북종은 쇠퇴하고 말았다. 

정토교(淨土敎)는 담란(曇鸞)이후 도작(道綽), 선도(善道)가 나와 

구칭염불(口稱念佛)을 보급함으로써 무지한 민중들의 환영을 받아 많은 

신자를 획득하였다. 845 년의 폐불(廢佛)과 연속된 전란으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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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으나, 불립문자(不立文字)를 표방한 

선종과 민중의 마음속 깊이 파고든 정토교는 그 세력을 더하여갔다. 

 

수 · 당의 불교는 중국불교 융성의 정점에 위치한다. 선은 북선을 

점오(漸悟), 남선은 돈오(頓悟)로 표방된다. 한국은 6조 혜능의 

남종선을 이어받아 신라말에 선문구산(禪門九山)이 성립되었으며,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위앙(위仰), 임제(臨濟), 조동(曹洞), 운문(雲門), 

법안종(法眼宗)의 5 가(家) 중 임제종의 선을 이어 받아 현재의 

조계종(曹溪宗)에까지 그 맥락이 이어지고 있다. 밀교는 진언다라니 

등의 의식에 영향을 끼쳤으나 뚜렷한 종파의 자료없이 교학 일반과 같이 

신라에 전승되었다. 

 

선종과 교종이 교세를 확장해가면서 말과 글을 통하여 가르침을 펴는 

화엄종 · 천태종 등의 교종과 말과 글에 의하지 않고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종이 서로 일치한다는 주장을 낳게 되었다. 

교선일치(敎禪一致)의 주장은 당나라 중기의 화엄종 제 4 대조인 

징관(澄觀)의 사상으로부터 싹이 터서 제 5대조 종밀(宗密)에 의하여 

명료한 형태로 나타났다. 

고려에서는 의천(義天)과 지눌(知訥)이 교선일치의 사상을 깊이 

포용하여 교관병수(敎觀竝修), 정혜쌍수(定慧雙修)등을 주장함으로써 

한국불교의 한 정통으로 정착시켰다. 

 

송나라의 불교는 염불선(念佛禪), 송학과 선의 교류, 거사불교의 성립, 

백련교(白蓮敎) 등으로 집약된다. 

명대(明代)에 와서도 역시 선정융합(禪淨融合)의 형태인 염불선이 

성행하였으며, 청조(淸朝)의 옹정제는 스스로 원명거사(圓明居士)라 

칭하고 염불선을 고취하였다. 민간에서는 명나라이후 이와같은 염불선을 

중심으로 불교가 신봉되고 실천되었다. 

 

인도의 불교가 원류로서 한국불교의 뿌리를 점한 것이라면 중국불교는 

각 시대마다 한국불교가 새로운 옷을 입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고, 

고려말까지 중국불교의 큰 특색은 우리나라에 수용, 변형되어 새로운 

물결을 조성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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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吉祥天女咒注音（善天女咒） 

  

大吉祥天女咒是《早晚课诵集》中十小咒之一。此咒出自于《金光明经》。

这是善天女说的咒语。善天女也叫大吉祥天女。念诵此咒语，可以使修行者

克服经济上的困难，并能早成正果。 

  

 咒语原文： 

  南无佛陀。南无达摩。南无僧伽。 

  南无室利。摩诃提鼻耶。怛你也他。 

  波利富楼那。遮利三曼陀。达舍尼。 

  摩诃毗诃罗伽帝。三曼陀。 

  毗尼伽帝。摩诃迦利野。 

  波祢。波啰。波祢。萨利嚩栗他。 

  三曼陀。修钵犂帝。富隶那。阿利那。 

  达摩帝。摩诃毗鼓毕帝。摩诃弥勒帝。 

  娄簸僧祗帝。醯帝簁。僧祗醯帝。 

  三曼陀。阿他阿[少/免]。婆罗尼。 

  

  

중국어만트라 일곱번째로 대길상천녀주(大吉祥天女呪)를 제예(齊豫) 

창(唱)으로 공양 올립니다. 

  

  

 
  

   

  DJXTNZ.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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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吉祥天女咒注音（善天女咒） 

  

大吉祥天女咒是《早晚课诵集》中十小咒之一。此咒出自于《金光明经》。

这是善天女说的咒语。善天女也叫大吉祥天女。念诵此咒语，可以使修行者

克服经济上的困难，并能早成正果。 

  

 咒语原文： 

  南无佛陀。南无达摩。南无僧伽。 

  南无室利。摩诃提鼻耶。怛你也他。 

  波利富楼那。遮利三曼陀。达舍尼。 

  摩诃毗诃罗伽帝。三曼陀。 

  毗尼伽帝。摩诃迦利野。 

  波祢。波啰。波祢。萨利嚩栗他。 

  三曼陀。修钵犂帝。富隶那。阿利那。 

  达摩帝。摩诃毗鼓毕帝。摩诃弥勒帝。 

  娄簸僧祗帝。醯帝簁。僧祗醯帝。 

  三曼陀。阿他阿[少/免]。婆罗尼。 

  

  

大吉祥天女咒注音： 

  nā mó fó tuó。nā mó dá mó，nā mó sēng qié。 

  nā mó shì lì。mó hē tí bí yě。dá nǐ yě tuō。 

  bō lì fù lóu nuó。zhē lì sān màn tuó。dá shě ní。 

  mó hē pí hē luó qié dì。sān màn tuó。 

  pí ní qié dì。mó hē jiā lì yě。 

  bō nǐ。bō là。bō nǐ。sà lì wā lì tuō。 

  sān màn tuó。xiū bō lí dì。fù lì nuó。ā lì nuó。 

  dá mó dì。mó hē pí gǔ bì dì。mó hē mí lè dì。 

  lóu bǒ sēng qí dì。xī dì xǐ。sēng qí xī dì。 

  sān màn tuó。ā tuō ā nóu。pó luó ní。 

  

  

2007-10-1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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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중국어만트라 8]나무관세음보살 칠자오음 22 분 

  

  

  

 
  

  

법화경 [法華經, Saddharmapundarika-sutra, 묘법연화경] 

  

대승불교 초기 경전의 하나. 

  

〈묘법연화경(妙法蓮華經) Saddharmapuṇḍarῑka-sūtra〉('진실한 

가르침의 연꽃이라는 경')의 약칭이다. 천태종(天台宗)을 비롯한 여러 

불교 종파에서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는 경전으로 존중되어왔다. 

〈법화경〉은 그밖의 여러 종파의 사람들에 의해서도 매우 아름답고 

위력을 가진 종교 고전으로 여겨졌으며, 동아시아 불교의 주도적 형태인 

대승 불교 전통에서 가장 중요하고 널리 읽혀온 경전의 하나이다. 

 

 

〈법화경〉에서 석가모니는 아득한 옛날에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이른바 

'구원불'(久遠佛)로 나타난다. 신앙과 헌신의 지고한 대상으로서 그의 

특성은 부분적으로는 그의 불가사의한 능력(즉 순식간에 사방에 제각기 

부처를 모시고 있는 수천 개의 세계가 눈앞에 나타나도록 하는 능력 

등)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이 경전에서는, 

대승불교 태동기에 초기 불교의 성문(聲聞：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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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아라한이 되기를 이상으로 하는 자)과 연각(緣覺：부처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는 자)을 

소승(小乘)이라고 매도하며 성불(成佛)에는 이를 수 없는 존재로 

멸시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각각의 입장을 성불을 위한 방편이라고 하며, 

그들도 궁극적으로는 대승불교의 보살과 마찬가지로 성불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일승묘법(一乘妙法)의 사상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이 

때문에 이 경전의 서두에서는 자기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독선적 태도를 

배척한다. 또한 '여래사'(如來使)라고 하여, 부처에 의해 세상에 

파견되어 현실의 한가운데에서 진리를 구현하며 온갖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청정한 불국토(佛國土)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보살의 전형이 

제시되고 있는 점도 이 경전의 중요한 특색이다. 

 

 

이 경전은 대부분 운문으로 되어 있고, 전체가 28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많은 공덕을 가져다준다고 하는 주문(呪文)과 진언(眞言 

mantra)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3 세기에 최초로 한역되었고, 

중국·한국·일본에서 널리 읽혀왔으며, 〈법화경〉을 독송(讀頌)하기만 

해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믿음이 일반인들 사이에 널리 유포되었다. 

특히 자비를 특색으로 하는 위대한 보살인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의 

영광과 특별한 능력들을 묘사하고 있는 제 25 장은 〈관음경 

觀音經〉이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중시되어왔다. 

 

 

중국어만트라 여덟번째로 나무관세음보살 창송판 

칠자오음(南無觀世音菩薩, 唱誦版, 七字五音)을 공양 올립니다. 

  

  

  NWGYPS1401.mp3   

  

  

  

2007-10-1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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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반야심경 만트라 7] 말레이지아음악가 주박화(周博華)창송  

  

  

 
  

  

  

  

반야경 [般若經, Mahaprajnaparamitasutra] 

  

정식 이름은 마하반야바라밀다경(摩訶般若波羅蜜多經).  

흔히 반야경으로 불리는 많은 경전의 총칭. 

  

반야경이라는 경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최초로 대승(大乘)을 

선언한 경전으로서 대승불교의 선구로 인정된다. 이 명칭으로 

한역(漢譯)된 경전만 해도 42 종에 이르며, 다양한 산스크리트 원전과 

티베트 번역본이 있다. 보살의 실천인 6 바라밀은 '반야바라밀' 즉 

완전한 지혜를 기본으로 한다는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보살의 수행은 

특히 삼매(三昧 Samadhi)의 상태를 목표로 삼으며 혹은 그 상태에 

들어가 일체(一切)의 것은 공(空)이라고 직관해야 한다는 것, 또는 

삼매의 상태에서 완전한 지혜가 획득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아울러 경전 자체의 독송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경전 숭배를 

권장하기도 한다. 여기서 반야바라밀이란 단적으로 말하면 '지혜의 

완성'이며 그 실제 내용은 공사상(空思想)을 바탕으로 삼는다. 그것은 

부파불교(部派佛敎), 특히 설일체유부(說一切有部)가 구축한 실체적 

사고를 강하게 비판하고 부정하는 데서 유래한다. 그리고 이의 실천을 

떠맡는 주체는 새롭고 자유로운 관점을 지니고서 현실의 일상생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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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 함께 활약하는 대승의 보살이다. 반야경에 의하면, 반야바라밀은 

부처의 깨달음을 구하는 동시에 중생의 구제를 서원(誓願)하는 이 

보살의 수행덕목인 6바라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진실한 지혜인 반야의 획득은 중생에 대한 무한하고 사심이 없는 

자비심(慈悲心)의 작용으로 나타난다. 그뿐만 아니라 보살이 부처의 

지고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결국 구제능력의 완성을 목표로 삼는 

것이라고도 한다. 반야경에 전개된 반야바라밀의 특징은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인데, 이런 의미에서 초기불교 이래의 공사상, 

나아가서는 실천방법으로서 공관(空觀)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반야바라밀의 사상은 여러 형태로 다른 대승경전에서 

계승되어, 직접적·간접적으로 반야바라밀에 관한 교의를 전개하게 

되었다. 

 

 

반야경은 계통을 달리하는 10 종 이상의 경전군(群)을 형성했는데, 각 

계통은 적어도 600 년 정도의기간에 걸쳐 증광을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8천송반야경 八千頌般若經〉·〈2만 5천송반야경 

二萬五千頌般若經〉·〈10 만송반야경 十萬頌般若經〉이 있고, 짧은 

것으로는 〈금강반야경 金剛般若經〉·〈반야심경 般若心經〉 등이 

있다. 중국의 현장(玄奘)이 이런 여러 계통의 반야경전들을 번역해 

모아놓은 〈대반야바라밀다경 大般若波羅蜜多經〉은 600 권에 이르는 

거대한 경전군을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반야경전의 계통을 분류하는 데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보통 다음과 같은 12 종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소품(小品) 계통에는 

〈8천 8송반야경〉 등 15 종이 포함되며, 이중 유명한 2 종은 현장 

역(譯) 600 권의 제 4와 제 5 에 상당한다. ② 대품(大品) 계통에는 

〈2만 5천송반야경〉이나 현장 역 600 권의 제 2와 제 3 등을 포함한 

9 종이 해당된다. ③ 산스크리트 본의 〈10 만송반야경〉에는 약 4 종이 

있으며, 현장 역 600 권의 제 1에 상당한다. ④ 금강경의 원래 명칭은 

금강반야경으로 특히 선(禪)과 관계가 깊으며, 이에 상당하는 것으로 

10 종이 있고 현장역 600 권에서는 제 9가 이에 포함된다. ⑤ 

문수(文殊)반야경에는 7 종이 있고, 현장 역 600 권에서 제 7에 

해당한다. ⑥ 유수(濡首)반야경에는 2종이 있고, 현장 역 600 권에서 

제 8에 해당한다. ⑦ 승천왕(勝天王)반야경에는 2 종이 있고 현장 역 

600 권에서는 제 6에 해당한다. ⑧ 이취경(理趣經)에는 9 종이 있는데 



249 

 

밀교와 깊은 관계가 있어서 반야경의 최후기 단계에 속하는 듯하며, 

현장 역 600 권에서는 제 10 에 해당한다. ⑨ 현장 역 

〈대반야바라밀다경〉의 나머지 부분인 제 11~16 은 한 무리를 형성하지 

않으나 3종이 있다. ⑩ 반야심경의 원래 명칭은 반야바라밀다심경이며, 

14 종을 헤아리나 원전은 소본(小本)과 대본(大本)의 2 종이 있다. 

300 자가 채 못 되는 현장 역으로 가장 널리 유포되어 있는 것은 소본에 

속한다. ⑪ 인왕(仁王)반야경에는 중국에서 작성된 2 종이 속한다. ⑫ 

기타 2 종이 있다. 

 

 

위의 분류에서 소품에 속하는 〈도행반야경 道行般若經〉의 최초 부분이 

반야경전들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반야경전 

대부분은 스스로 그것이 남방(南方)에서 기원한 것임을 천명하며, 또 그 

대부분은 한결같이 상당히 유사한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 대승불교가 

다양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반야경은 부처 중심의 대승불교를 법(法) 

중심의 종교로 되돌리는 역할을 했다. 즉 깨달음을 향한 수행의 

도(道)를 고양하고 재가(在家)로부터 출가(出家)로 전환시켜 대승불교의 

전문화를 초래했다. 

 

 

  

반야심경듣기  만트라 듣기 일곱번째로  

말레이지아음악가주박화(周博華)창송으로 공양올립니다.  

  

  

  

  

  XJ31.mp3 

  

  

  

2007-10-2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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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대비주(大悲呪)16] 십일면관음주, 광미운(鄺美雲)창송 

  

 
  

  

십일면관음(十一面觀音) 

  

  

11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관세음보살. 

  

정식 명칭은 십일면 관세음보살입니다. 각각의 얼굴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킨 것이며, 한국에서는 

석굴암의 본존불(本尊佛) 뒤에 있는 관음보살상 부조(浮彫)가 

유명합니다. 이 보살을 뒷받침하는 경전은 

《십일면관음신주심경(十一面觀音神呪心經)》입니다. 이 경전에는 그 

형상과 의미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11 면이란, 관세음보살의 

정면인 본 얼굴을 제외하고 머리 부분에 부가된 면이 11 면이기 

때문입니다. 경전에는 두부 전면에 3면이 있고, 그 좌우에 각각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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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후면에 1 면, 정상에 1 면 도합 11 면을 가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 면은 다방면의 기능과 양상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각 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의 3면은 자상(慈相)인데, 착한 중생을 보고 자심(慈心)을 일으켜 

이를 찬양함을 나타낸 것이고, 왼쪽의 3 면은 진상(瞋相)인데, 악한 

중생을 보고 비심(悲心)을 일으켜 그를 고통에서 구하려 함을 나타낸 

것이며, 또 오른쪽의 3면은 흰 이를 드러내고 웃는 모습인 

백아상출상(白牙上出相)으로, 정업(淨業)을 행하고 있는 자를 보고는 

더욱 불도(佛道)에 정진하도록 권장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뒤의 1 면은 

폭대소상(暴大笑相)으로서 착하고, 악한 모든 부류의 중생들이 함께 

뒤섞여 있는 모습을 보고 이들을 모두 포섭하려는 큰 도량을 보이는 

것이요, 정상의 불면(佛面)은 대승 근기(大乘根機)를 가진 자들에게 

불도의 구경(究竟)에 관하여 설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 노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대처하나, 늘 자비로운 

웃음을 잃지 않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포용하는 크나큰 미소 속에 

중생을 안주시키려는 대자대비(大慈大悲)의 의미가 충만한 관세음보살의 

면모입니다. 석굴암의 이 관음상의 눈동자는 본존불상의 시선을 통하여 

멀리 동해의 문무왕(文武王) 해중릉(海中陵)으로 연결되어 왜구를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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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창(梵唱)대비주(大悲呪) 열여섯번째로  

십일면관음주(十一面觀音咒)대비주(大悲咒)를 광미운(鄺美雲)창송으로 

공양 올립니다. 

  

  

  

   

 DBZFY11.mp3   

  

  

  

  

티벳대비주(藏传大悲呪, 十一面观音根本咒 ) 

namo ratna trayaaya  

纳牟 拉的纳 的拉呀呀 

namah aarya jn~aana saagara 

纳摩 阿利呀 及泥呀纳 萨阿噶拉 

vairocana vyuuha raajaaya 

拜漏佳钠 播优哈 拉阿加阿呀 

tathaagataaya arhate samyak-sambuddha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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达他阿噶达阿呀 阿日哈带 萨呣呀个萨呣布塔阿呀 

namah sarva tathaagatebhyah arhatebhyah   

纳摩 萨日哇 达他阿噶带 破呀 阿日哈带 破呀 

samyak-sambuddhebhyah 

萨呣呀个萨呣布台 破呀 

namah aarya avalokite s/varaaya   

纳摩 阿利呀阿哇楼个依带 西哇拉阿呀  

bodhisttvaya mahaa-sattvaya mahaa-kaarun.i-kaaya 

包提萨的哇呀 玛哈阿 萨的哇呀 玛哈阿噶阿卢尼 

噶阿呀（其中的“卢”和“尼”都是卷舌音） 

tadyathaa aum 

达地呀他阿 阿乌呣 

dhara dhara dhiri dhiri dhuru dhuru 

塔拉 塔拉 替利 替利 吐卢 吐卢 

it.t.e va-it.t.e cale cale pra-cale pra-cale 

伊斋 外斋 佳类 佳类 播拉佳类 播拉佳类 

kusume kusumavare ilim ili citi 

固苏买 固苏玛哇累 伊丽呣伊丽 基帝 

jvalam aapanaaya svaahaa 

及哇喇呣阿叭纳阿呀 斯哇阿哈阿 

  

http://buddha.goodweb.cn/music/musictxt/dbz_zangchuan.asp 

  

  

2007-10-2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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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옴마니반메훔 만트라 16] 육자대명주 108 편 (여성주음 27 분판) 

  

  

  

 
  

Padmasambhava 

  

  

파드마삼바바 [Padmasambhava, 구루 림포체] 

  

8 세기에 활동한 전설적인 인도의 불교 신비주의자 

  

티베트에 탄트라 불교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곳에 처음 불교 

수도원을 세웠다고 한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주술사들로 유명한 지역인 

우디아나(지금의 파키스탄 스와트)에서 태어났다. 탄트라 불교도이자 

유가행파의 일원이며 인도 불교학의 중심지인 날란다에서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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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년 티 슈리옹 데트샨 왕의 초청으로 삼예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지진을 일으켜 불교 수도원 건축을 방해하던 마귀들을 쫓아냈다고 한다. 

그 수도원 건축을 감독하여 749 년 완성시켰다.  

  

티베트의 불교 종파의 하나인 닝마파('옛 질서'라는 뜻)는 탄트라적인 

의례·예배·요가를 강조하며 파드마삼바바의 가르침에 자신들이 가장 

가깝게 따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종파의 가르침에 핵심이 되는 문헌들은 1125 년경부터 발굴되기 

시작했는데, 이 문헌들은 원래 파드마삼바바가 묻었던 것이라고 한다. 

파드마삼바바는 또한 많은 탄트라 경전들을 산스크리트 원어에서 

티베트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옴마니반메훔 만트라 열일곱번째로 육자대명주 108 편 범문(六字大明咒, 

108 遍, 梵文) 27 분판을 공양 올립니다. 

  

  

   LZDMZ08.mp3   

  

  

 
  

  

  

2007-10-22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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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티벳어 만트라 6]심주 린포체창송 (心呪 仁波切 唱诵) 

  

  

 
  

Padmasambhava 

  

  

  

  

죽은 자를 위한 안내서 티벳의 "사자의 서" 

  

- 티베트 사자의 서- 에서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울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웃고 즐거워하였다.  

내가 내 몸을 떠날 때 나는 웃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울며 괴로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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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는 삶에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라.  

자만심으로부터  

무지로부터  

어리석음의 광기로부터 속박을 끊어라.  

그때 비로소 그대는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리라.  

 

생과 사의 사슬을 끊으라.  

어리석은 삶으로부터 빠져드는 이치를 알고  

그것을 끊어 버리라.  

그때 비로소 그대는 이 지상의 삶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고요하고 평온하게  

그대의 길을 걸어가리라.-  

  

저승은 어떤 모습일까? 

인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름대로 저승의 그림을 그렸다. 

어떤 종교의 그림은 엉성하고 조잡하지만, 어떤 것은 아주 정교하고 

체계적이다. 

종교적인 깊은 성찰이 담겨 있지 않으면 정교하고 체계적인 그림을 그릴 

수 없다.. 

깊은 종교적인 성찰이 잘 표현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을 들라면  

이집트와 티베트의 사자의 서일 것이다. 

티베트의 사자의 서는 49 일 동안 죽은 영혼은 중간상태에 있으므로  

49 일 동안 죽은 자가 들을 수 있게 읽어주는 것이다. 

 

즉 독경 방식으로 죽은 혼백에게 길 안내를 해주고, 

저승의 여러 길목에서 버티고 있는 신(심판관)들에게  

죽은 영혼을 부탁하는 주문으로 채워져 있다. 

또 남은 자들이 해야할 일까지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죽은 사람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안다면  

마음이 더욱 진지해질 수 밖에 없다.  

  

  

죽은 사람은 처음에는 자신이 죽었음을 깨닫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한다.  

집 주위를 맴돌지만,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려 하지만, 사랑하는 이는 그를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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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  

이러한 중간 상태에 있다는 것은 집 없는 자가 거대한 낯선 도시에  

있는 것과 같아서 편히 쉴 은신처를 간절히 찾는다.  

 

이 죽은 자들은 에너지로 이루어진 몸을 갖고 있으며 무상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중간 상태에서 49 일을 보내지만,  

그 업이 얼마나 무르익었느냐에 따라 그 시간이 더 길수도, 짧을 수도 

있다.  

죽은 자의 의식(여러 생을 오가는)은 커다란 혼란에 빠진다.  

그들의 생각은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  

그들이 어떤 곳을 생각하면, 그 즉시 그곳에 있다. 마음을 통제하기란 

힘들다.  

  

중간 상태에서 죽은 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남은 습관대로 배가 고프지만 먹을 수 없다.  

그저 향기만 맡을 뿐이다.  

첫 49 일 뒤에, 가족과 친구들의 행동은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그들이 죽은자를 위해 차분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면  

죽은 자의 업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업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위대한 스승이나 수행자들이 그들을 위해 실천하거나  

죽은 자가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도움이 된다.  

49 일이 다 될 무렵 다양한  존재의 영역이 죽은자에게 희미하게 드러날 

것이다.  

올바른 영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탄생에 대해 생각해보라.  

깨달음을 향해 전진하기 위해 태어날 가장 이상적인 장소다.  

그빛은 <티베트 사자의서>에 따르면 연푸른색 이라한다.  

죽은자는 자신이 부활하려는 곳을 상상하고, 그곳에 가야한다는 

의무감을 느낀다.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볼수도 있다.  

이는 그들 마음의 반영이다. 이생의 무서움이 우리 마음의 반영이듯이.  

 

이렇듯 우리가 죽을 때에 이생의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 지를 알 수 

있다.  

살아 있을 때 한 일이 죽음과 죽은 후 가야 하는 곳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삶을 깨닫고,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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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덧없으며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 수 있다.  

새로운 의미를 가진 삶을 깨달을 수 있다.  

인생의 덧없음이 무책임하게 직장을 그만두거나 가정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전히 업의 법칙, 즉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다.  

덧없음을 통해 마음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다시 깨닫고,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티벳어 창송 여섯번째로 심주(心呪-내용미상)를 린포체창송으로 공양 

올립니다. 

  

  

  

  

   心咒(仁波切 唱诵 内容未知 了解者请告知) 

  

  

  

  

2007-10-2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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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티벳어 만트라 7] 반야불모심주 이등가대창송 

  

  

 
  

  

  

   

  

금강승 [金剛乘, Vajrayana, 탄트라 불교] 

  

탄트라 불교(밀교)라고도 함.  

(산스크리트로 '금강' 또는 '번개의 수레'를 뜻함)  

  

인도와 인도 인접국가, 특히 티베트에서 독특하게 발전한 불교형태. 

금강승은 불교사에서 대승불교의 사변적인 사상으로부터 개인 삶에서의 

불교사상의 실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금강(金剛：산스크리트로 

vajra 이며, vajra 는 '금강' 또는 '번개'라는 뜻)이란 인간 속에 

내재하는 절대적으로 진실하며 파괴되지 않는 어떤 것, 어떤 개인이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의 본성에 관하여 파악하고 있는 허구에 대해 

반대되는 것을 지칭하며, 그리고 승(yāna)은 궁극적으로 가치있고 

파괴되지 않는 것에 대한 정신적인 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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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형태의 불교는 밀주승(密呪乘 Mantrayāna)이라고도 하는데, 

밀주승은 마음이 허구와 그것들에 부속되는 희론(戱論)의 세계 속으로 

방황하며 빠져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진실 그대로를 자각하도록 하기 

위하여 진언(眞言 mantra)의 사용을 고려한다(→ 진언). 그리고 

비밀주승(秘密呪乘 Guhyamantrayāna)에서 구야(guhya：비밀)는 

'비장'(秘藏)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를 인식해가는 과정이 

감촉(感觸)되지 않음'을 지칭하는 말이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금강승은 

유식성(唯識性)을 강조하는 유가행파(Yogācāra)와, 상대적인 원리를 

궁극적인 것으로서 상정하는 모든 시도의 근거를 파헤치는 중관(中觀 

Mādhyamika) 철학을 하나로 결합한다. 내면적 체험을 취급하면서, 

금강승의 경전들은 수도자들이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되는 체험들을 효과적으로 그들 자신 속에서 불러일으키는 것을 

돕기 위해 고도로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그리하여 금강승은 고타마 

붓다가 체험했던 깨달음을 다시금 포착하려 시도한다. 

 

 

밀교적인 관점에서 깨달음은, 겉으로 보기에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원리들이 참으로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생긴다. 예를 들어, 

수동적인 개념들인 공(空 Sūnyatā) 또는 지혜(Prajñā)등은 적극적인 

비(悲 Karuṇā) 또는 방편(方便 Upāya)과 융합되어야 한다(→ 공, 비). 

이러한 근본적인 양극성과 그것의 융합은 성적(性的) 상징들을 통해 

표현된다. 

 

 

금강승의 역사적 기원은, 유심론적(唯心論的)인 불교학파의 유포와 

시대적으로 일치한다는 것밖에는 분명한 것이 없다. 그것은 6~11 세기에 

융성했고 인도에 인접한 나라들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금강승의 풍부한 시각예술품들은 명상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되며, 일종의 

우주적 표현인 성스러운 만다라는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 만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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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벳어창송 일곱번째로 반야불모심주(般若佛母心呪 -心经)를  

이등가대창송(藏音 伊藤佳代唱诵)으로 공양 올립니다 

  

  

  

 
  

 

  http://www.fuguitang.com/yinyue/banruofomuxinzou37.mp3 

  

   

 
  

  

2007-10-2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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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산스크리트 만트라 11]대준제다라니-황혜음(Imee Ooi)창송 

  

  

  

 
  

  

준제보살 

  

준제보살은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 역할을 담당 하는 보살입니다.  

  

준제보살은 엄숙한 모성을 상징화한 보살입니다.  

  

밀교에서는 이 관음을 "칠구지(七俱指) 의 불모(佛母)"라고 칭하는데, 

칠구지는 7 억이라는 말로써, 모든 부처님의 모체가 되는 이 보살의 

공덕이 광대무변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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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형상은 흔히 세 개의 눈에 두 팔 또는 4 .6 .8 . 10 . 32 . 82 개의 

팔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때의 세 눈은 중생의 세 가지 장애이며 미혹 . 죄업(業) . 

괴로움(苦) . 을 남김없이 제거하여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관음은 자주 세상에 나타나 중생의 재앙을 없게 하고 소원을 성취 

시켜 주며, 수명을 연장 시켜 주기도 합니다.  

  

   

  

범어(梵語) 만트라 열한번째로 대준제다라니(大准提陀罗尼)를 

황혜음범음창송(黄慧音-Imee Ooi,梵音唱颂)으로 공양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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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mp3.evdd.com/fyf/hhy/mahacunda.mp3 

  

  

  

 
  

  

2007-10-2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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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대비주(大悲呪)17] 금강지삼장역본,황혜음(Imee Ooi)창 

  

  

 
  

  

  

  

관음탱화 (불화 [佛畵])  [觀音幀畵] 

  

관세음보살에 대한 신앙을 그림으로 묘사한 불교탱화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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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찰의 원통전(圓通殿)과 관음전에 봉안한다. 관음보살은 

아미타내영도(阿彌陀來迎圖) 속에 아미타여래의 협시로 묘사되었으나 

관음신앙이 성행하게 되면서 단독상의 관음도가 그려졌다. 관음보살은 

머리에 쓴 보관(寶冠)에 아미타여래의 화불(化佛)이 있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며, 

백의관음(白衣觀音)·양류관음(楊柳觀音)·십일면관음·성관음(聖觀音)

·불공견색관음(不空羂索觀音)·천수관음(千手觀音)·마두관음(馬頭觀音

)·준제관음(准提觀音)·여의륜관음(如意輪觀音)과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일본과 국내에 전하는 작품들을 통해 수월관음이 주로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관음 옆에 그려진 

선재동자(善財童子)·암굴·염주·공양자·보주(寶珠)를 든 

용·청죽(靑竹) 등은 다른 나라의 탱화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고려의 

독특한 특징이다. 조선시대에도 수월관음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밀교의 

영향을 받은 천수관음·백의관음·양류관음 등의 탱화도 유행했다. 

현존작품 중 고려시대 것으로는 서구방(徐九方)의 

〈수월관음도〉(1323)와 혜허(慧虛)의 〈수월관음도〉가, 조선시대 

것으로는 무위사의 〈양류관음도〉와 해인사의 〈수월관음도〉 등이 

유명하다. 

 

 

  

범창(梵唱)대비주(大悲呪) 열일곱번째로 

금강지삼장역본(金刚智三藏译本) 대비주를 黃慧音(Imee Ooi)창으로 공양 

올립니다. 

 

  

  

   大悲咒下载 (黄慧音 唱) 金刚智三藏译本(一百一十三句) 

http://www.k366.com/fo/music/qingjingdabeizhou.mp3 

 http://www.puxian163.com/fo/fo-index-yyfb/fjyy/da_113.mp3  

  

  

  

《千手千眼观自在菩萨广大圆满无碍大悲心陀罗尼》金刚智三藏译本 

大悲咒 (一百一十三句 古梵音大悲咒 黄慧音 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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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진흙속의연꽃 

 

 

 

 



269 

 

74. [범창(梵唱)대비주(大悲呪)18] 선미운성(禪美雲聲) 

광미운(鄺美雲)창 

  

 

대승불교 [大乘佛敎, Mahayana] 

  

('큰 수레'라는 뜻의 산스크리트) 

소승불교(小乘佛敎)와 함께 불교의 2갈래 큰 전통의 하나. 

  

한국·중국·일본·티베트에 널리 전파되어 있다. 1 세기 무렵 붓다의 

가르침을 더욱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으로서 

나타났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을 시도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교조적인 

보수파와 구별하면서 그들을 다소 얕보는 의미로 소승(小乘 

hῑnayāna)이라고 불렀다.  

  

대승불교는 현재 스리랑카·미얀마·타이·라오스·캄보디아 불교의 

중심인 상좌부(上座部) 계통과는 붓다의 본질, 불교도의 궁극적 목표에 

대한 견해에서 차이가 난다. 상좌부 불교는 역사적인 고타마 붓다를 

진리를 가르친 자로서 존경한다.  

  

그러나 대승불교는 붓다를 초세간적(超世間的) 존재로 보며 역사적 

인물로 나타난 붓다는 그 화신(化身)으로 규정한다. 불교도들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가 소승불교에서는 아라한(阿羅漢 arhat)이라고 하는 

깨달은 성인이 되는 것이지만, 대승불교에서는 이를 편협한 이기적 

추구라고 보고 깨달음에 이르렀으나 다른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성불(成佛)을 늦추는 보살(菩薩 bodhisattva)이 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해서 보살의 가장 큰 공덕인 자비(慈悲)가 원시불교에서 

강조했던 지혜(智慧)와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 보살을 통해 생기는 

공덕은 중생들에게 옮겨질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고, 이러한 관념이 

우리나라와 중국·일본의 정토교(淨土敎) 같은 타력적(他力的) 

신앙활동을 이끌었다. 

 

 

대승불교의 경전은 주로 산스크리트로 씌어졌는데, 대개 원본은 

소실되고 티베트어나 한문으로 번역된 경전으로만 남아 있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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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범창(梵唱)대비주(大悲呪) 열여덟번째로  광미운(鄺美雲)창으로 공양 

올립니다. 

  

  

  

 
  

   

  

  大悲咒 (鄺美雲《禪美雲聲》) 

 http://61.153.48.162/music/大悲咒.mp3  

 

  

  

티벳대비주(藏传大悲呪, 十一面观音根本咒 ) 

namo ratna trayaaya  

纳牟 拉的纳 的拉呀呀 

namah aarya jn~aana saagara 

纳摩 阿利呀 及泥呀纳 萨阿噶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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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irocana vyuuha raajaaya 

拜漏佳钠 播优哈 拉阿加阿呀 

tathaagataaya arhate samyak-sambuddhaaya 

达他阿噶达阿呀 阿日哈带 萨呣呀个萨呣布塔阿呀 

namah sarva tathaagatebhyah arhatebhyah   

纳摩 萨日哇 达他阿噶带 破呀 阿日哈带 破呀 

samyak-sambuddhebhyah 

萨呣呀个萨呣布台 破呀 

namah aarya avalokite s/varaaya   

纳摩 阿利呀阿哇楼个依带 西哇拉阿呀  

bodhisttvaya mahaa-sattvaya mahaa-kaarun.i-kaaya 

包提萨的哇呀 玛哈阿 萨的哇呀 玛哈阿噶阿卢尼 

噶阿呀（其中的“卢”和“尼”都是卷舌音） 

tadyathaa aum 

达地呀他阿 阿乌呣 

dhara dhara dhiri dhiri dhuru dhuru 

塔拉 塔拉 替利 替利 吐卢 吐卢 

it.t.e va-it.t.e cale cale pra-cale pra-cale 

伊斋 外斋 佳类 佳类 播拉佳类 播拉佳类 

kusume kusumavare ilim ili citi 

固苏买 固苏玛哇累 伊丽呣伊丽 基帝 

jvalam aapanaaya svaahaa 

及哇喇呣阿叭纳阿呀 斯哇阿哈阿 

  

http://buddha.goodweb.cn/music/musictxt/dbz_zangchuan.asp 

  

   

  

2007-11-0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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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옴마니반메훔 만트라 18] 육자대명주 만판(六字大明咒-慢板) 

  

  

 
  

  

  

달라이 라마 (티베트 불교 칭호)  [達賴, Dalai Lama]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지배적인 종파인 게룩파(Dge-lugs-pa 黃帽派)의 

교주를 일컫는 칭호. 

  

1959 년에 중국 공산당이 티베트를 지배하기 전에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동시에 실질적인 통치자였다. 

 

 

제 1 대 달라이 라마는 타시륀포 사원(티베트 중부)의 창립자이자 

사원장인 게뒨둡파(Dge-'dun-grub-pa 根敦珠色：1391~1475)였다. 

라마교의 승려가 환생한다는 믿음은 14 세기부터 싹트기 시작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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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에 따라 게뒨둡파의 후계자들은 그가 환생한 존재로 여겨졌고,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Avalokiteśvara)의 화신으로 인식되었다. 

 

 

제 2 대 달라이 라마인 게뒨�초(Dge-'dun-rgya-mtsho 

根敦嘉木磋：1475~1542)는 티베트의 라사 교외에 있는 데풍사의 

사원장이 되었고, 이때부터 달라이 라마는 주로 이 사원에서 거처했다. 

그의 후계자인 쇠남�초(Bsod-nams-rgya-mtsho 

索諾木嘉木磋：1543~88)는 몽골 족장인 알탄 칸을 방문했다가 그 

통치자한테서 '탈레'(ta-le：영어식으로 쓰면 '달라이')라는 존칭을 

받았다. '탈레'는 '바다'를 뜻하는 티베트어의 '�초'와 같은 뜻을 가진 

몽골어인데, 아마 바다처럼 넓고 깊은 지혜를 의미하는 칭호일 것이다. 

이 칭호는 이미 죽은 2명의 교주에게도 추서되었다. 티베트인들은 

달라이 라마를 곌바 린포체('위대하고 존귀한 정복자')라고 부른다. 

 

 

제 4 대 달라이 라마인 왼텐�초(Yon-tan-rgya-mtsho 

雲丹嘉木磋：1589~1617)는 알탄 칸의 증손자였고,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인이 아닌 다른 종족으로 환생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제 5 대 달라이 라마인 아왕롭상�초(Ngag-dbang-rgya-mtsho 

阿旺羅卜藏嘉木磋：1617~82)는 흔히 '위대한 제 5대'라고 한다. 그는 

코슈트 몽골족의 군사적 도움을 얻어 다른 종파들을 누르고 티베트에서 

황모파가 세속권력을 잡을 수 있게 했다. 그는 티베트를 다스리는 동안, 

라사에 달라이 라마의 궁전인 장엄한 포탈라 궁을 지었다. 

 

 

제 6 대 달라이 라마인 창��초(Tshangs-dbyangs-rgya-mtsho 

倉洋嘉木磋：1683~1706)는 자유사상가이며 몹시 방탕해서 그처럼 

권위있는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몽골족에 의해 해임됐으며 

군사들이 중국으로 호송하는 도중에 죽었다. 

 

 

제 7 대 '켈상�초'(Bskal-bzang-rgya-mtsho 喝蔵臧嘉木磋：1708~57) 

시대에는 내란을 겪었으며 청나라의 지배를 받았다. 제 8 대 



274 

 

잠펠�초('Jam-dpal-rgya-mtsho 江色爾嘉木磋：1758~1804)는 네팔의 

구르카 왕국의 침략을 받았으나, 중국의 군사 원조로 그들을 물리쳤다. 

제 9~12 대의 4명의 달라이 라마 룽톡�초(1806~15), 출팀�초(1816~37), 

케둡�초(1838~56), 틴레�초(1856~75)는 모두 어린 나이에 죽었고, 이 

시기에 티베트는 섭정이 다스렸다. 

 

 

제 13 대 달라이 라마인 둡텐�초(Thub-bstan-rgya-mtsho 

圖丹嘉木磋：1875~1933)는 대단한 개인적 권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다. 1912 년에 중국에서 청 왕조에 반대하는 혁명이 성공하자, 

티베트인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분열된 중국 군대를 몰아냈다. 

그리고 달라이 라마는 주권 국가의 통치자로 다시 군림하게 되었다. 

 

 

제 14 대 달라이 라마인 텐진�초(Bstan-'dzin-rgya-mtsho)는 1935 년에 

중국의 칭하이 성에서 티베트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1940 년에 

티베트의 통치자인 달라이 라마가 되었지만, 티베트 국민이 1950 년부터 

그 나라를 점령한 중국 공산군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자 

1959 년에 인도로 망명했다. 

 

 

  

  

  

육자대명주(六字大明做)는 옴 마니 반메 훔의 

여섯 글자로 된 주문이다. 

  

옴(Om)은 천(天) 

마(Ma)는 아수라 

니(Ni)는 인간 

반(Ped)는 축생 

메(Ma)는 아귀 

훔(Hum) 지옥의 문을 닫는다. 

  

그러므로 옴마니반메훔은 

여섯가지로 윤회하는 

길을 막아 실상에 이르게 하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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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주를 외우면 죄악이 소멸되고 

모든 복덕이 생겨날 뿐 아니라 

일체의 지혜와 행의 근본이 된다. 

  

  

  

＂唵、嘛、呢、叭、咪、吽＂（wong ma ni ba mi hong) 

  

  

  

옴마니반메훔 만트라 열여덟번째로 육자대명주 만판(六字大明咒-

慢板)으로 공양 올립니다. 

  

  

  

  

   LZDMZ11.mp3   

  

  

  

  

 
  

  

2007-11-0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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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산스크리트 만트라 12]약사여래권정진언 경선원창 

  

  

  

 
  

  

  

  

약사신앙  [藥師信仰] 

  

중생을 질병에서 구제하고, 법약(法藥)을 준다는 약사여래(藥師如來)의 

본원력(本願力)에 의거한 신앙. 

  

약사유리광여래(藥師琉璃光如來)·대의왕불(大醫王佛)이라고도 한다. 

동방 정유리세계(淨琉璃世界)에 있으면서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재앙을 소멸시키며 현세의 복락을 이루게 하는 부처이다. 약사신앙외 

소의경전에는 〈약사여래본원경 

藥師如來本願經〉·〈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藥師琉璃光如來本願功德經〉 등이 있다. 약사여래는 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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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왕(藥王)으로서 수행하며 중생의 아픔과 고통을 소멸시키겠다는 

12 가지 대원(大願)을 세웠다고 한다.  

  

한국의 약사신앙은 통일신라 이후에 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약사신앙 

계통의 경전에 대한 주석과 불상은 대부분 통일신라 이후에 이루어졌다. 

약사여래는 국가가 큰 재난에 처했을 때도 본원력으로 구제해준다고 

믿어 나라에 큰 재난이 닥쳤을 때 약사 도량(道場)이 자주 열렸다. 또 

선덕여왕이 병에 걸려 1 만 가지 약이 효험이 없었으므로 밀본(密本) 

법사가 〈약사경〉을 염송하여 병을 낫게 한 것은 약사신앙의 

민간신앙적 전개와 관계가 깊다. 

  

 한국에서는 방위신앙(方位信仰)인 사방불(四方佛)신앙이 크게 

발전했는데, 약사여래는 언제나 동방에 위치하는 부처로서 대중의 

신앙대상이 되었다. 약사여래는 사찰에서 주로 동향(東向)으로 되어 

있는 약사전(藥師殿)의 주불로 봉안되었는데, 좌우에 

일광보살(日光菩薩)과 월광보살(月光菩薩)을 배치한다. 약사여래의 

권속(眷屬)으로는 사천왕(四天王) 및 팔부신중(八部神衆)과 

십이지신(十二支神)이 있으며 조각되거나 후불탱화(後佛幀畵)에 같이 

배치된다. 약사신앙은 관음신앙이나 미륵신앙처럼 특별히 독립되어 

신앙화되지는 않았지만 특유의 구병(求病) 능력으로 인하여 한국의 

불보살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범어(梵語) 만트라 열두번째로 약사여래권정진언(藥師灌頂真言) 을 

경선원창( 敬善媛唱)으로 공양 올립니다. 

 

 

   JSY_12.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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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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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티벳어 만트라 8] 녹색타라 쾌락주악 

  

  

  

 
  

그린타라(Green Tara) 

  

  

  

라마교 

  

blama(高德의 스승)에서 유래하고, 영어로는 Lamaim 이라고 함. 티벳을 

중심으로 하여 흥성한 불교로 이것은 근세이후 유럽사람에 의한 

호칭이고, 티벳트인 자신들이 라마교라 칭하는 일은 없다.  

  

라마교도가 자칭하는 것은 산게키쵸에(불교), 혹은 담파이쵸에(正法) 

임. 라마교라는 호칭도 일본의 명치이후의 불교학자가 만든 것이다. 

티벳사람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마교는 티베트에서 성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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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로 몽고, 만주, 서금, 부탄, 네팔 등지에도 성행, 북인도의 명승 

연화상좌사를 교조로 한다. 

  

 연화는 나란타사에서 밀교를 수학, 유가계의 불교를 배우다 747 년 

티베트 왕의 초청으로 입국, 티베트 고유한 종교인 Bon 교를 불교에 

흡수하는 방법을 생각해 내어, 그들이 숭배하는 여러 신은 불. 보살의 

화신이라 하며, 신교. 구교를 교묘하게 융합하였다.  

  

교조를 제정하고 Samyas 사를 지어 선해대사를 초대의 주지로 삼고, 

라마의 승단을 조직함. 또 범어, 한자의 경전을 번역하여 라마교의 

장경을 편성. 그뒤 백여 년 랑달마왕이 절을 파괴하고 경론을 불살라 

한동안 쇠퇴하였으나, 몇해를 지나 다시 세력을 회복, 1038 동인도 

"벵갈"주의 명승 아통초가 와서 종문을 새롭게 하고 계율을 부흥하였다.  

  

13 세기 후반에 이르러 우너나라 세조 흘필렬의 보호를 받아 몽고 

대제국의 국교가 되다. 그 뒤 역대 조정의 외호에 의하여 크게 융성, 

정치. 종교의 두 가지 권한을 지배하고 15 세기초 종객파를 개혁하여 

신파를 벌리다. 이를 황파, 종래의 종파를 홍파라 한다.  

  

이때부터 몇 개의 분파가 생겼으나 황파가 점점 세력을 차지하다. 

티베트. 내몽고. 외몽고. 청해 등의 라마교는 주로 황파. 라마는 

스승이란 뜻이며, 본디 다라이라마. 빤첸라마에만 쓰던 존칭인데, 뒤에 

일반 승려에게도 쓰인다. 승려인 라마를 불. 법. 승의 3보와 함께 숭배. 

최고의 승려를 "다라이라마"라 부른다. 

  

  

  

  

티벳어 만트라 여덟번째로 녹도모주 쾌락주악(綠度母呪, 快樂呪樂) 

옴타레투타레스와하(OM TARE TU TARE TURE SVAHA)를 공양 올립니다. 

  

  

   LDMZ02.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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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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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대비주(大悲呪)19] 십일면관음대비주 환희판 27 분  

  

  

  

 
  

수월관음도 

  

  

보타락가산(補陀落迦山, Potalaka) 

 

화엄경입법계품에 의하면 관음보살은 남인도의 보타락가산(補陀落迦山, 

Potalaka)에 거주하면서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이라고 한다.  

  

이 산은 바다에 면하고 있는데, 온갖 보배로 꾸며졌고 꽃과 과일이 

풍부한 숲이 우거졌으며, 맑은 물이 솟아나는 연못이 있다. 이 연못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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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보석(金剛寶石) 위에 용맹장부인 관음보살이 결가부좌하여 앉아 

있으면서 중생을 이롭게 하고 선재동자(善財童子)의 방문을 받아 설법을 

하기도 한다. 

  

 이 보타락가산을 본따서 중국에서는 영파(寧波)에 보타락가섬을 두어 

관음의 성지로 추앙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낙산(洛山)을 

관음성지로 삼았다. 이들 관음의 성지는 바닷가에 바위산이라는 

지형상의 공통성을 갖고 있다.  

  

범창(梵唱)대비주(大悲呪) 열아홉번째로 십일면관음 

대비주(十一面觀音呪 大悲呪)환희판 27 분을 공양 올립니다. 

  

  

   DBZFY08.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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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벳대비주(藏传大悲呪, 十一面观音根本咒 ) 

namo ratna trayaaya  

纳牟 拉的纳 的拉呀呀 

namah aarya jn~aana saagara 

纳摩 阿利呀 及泥呀纳 萨阿噶拉 

vairocana vyuuha raajaaya 

拜漏佳钠 播优哈 拉阿加阿呀 

tathaagataaya arhate samyak-sambuddhaaya 

达他阿噶达阿呀 阿日哈带 萨呣呀个萨呣布塔阿呀 

namah sarva tathaagatebhyah arhatebhyah   

纳摩 萨日哇 达他阿噶带 破呀 阿日哈带 破呀 

samyak-sambuddhebhyah 

萨呣呀个萨呣布台 破呀 

namah aarya avalokite s/varaaya   

纳摩 阿利呀阿哇楼个依带 西哇拉阿呀  

bodhisttvaya mahaa-sattvaya mahaa-kaarun.i-kaaya 

包提萨的哇呀 玛哈阿 萨的哇呀 玛哈阿噶阿卢尼 

噶阿呀（其中的“卢”和“尼”都是卷舌音） 

tadyathaa aum 

达地呀他阿 阿乌呣 

dhara dhara dhiri dhiri dhuru dhuru 

塔拉 塔拉 替利 替利 吐卢 吐卢 

it.t.e va-it.t.e cale cale pra-cale pra-cale 

伊斋 外斋 佳类 佳类 播拉佳类 播拉佳类 

kusume kusumavare ilim ili citi 

固苏买 固苏玛哇累 伊丽呣伊丽 基帝 

jvalam aapanaaya svaahaa 

及哇喇呣阿叭纳阿呀 斯哇阿哈阿 

  

http://buddha.goodweb.cn/music/musictxt/dbz_zangchuan.asp 

  

   

2007-11-1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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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팔리어 만트라 10] The Nine Virtues of Buddha ,Visarad Srima 

Ratnayaka 창 

  

  

 
  

  

  

   

여래십호[如來十號] 

  

여래십호란 부처님의 열 가지 이름이다. 즉 부처님이라는 말과 

동의어로서 경전에서는 이들을 사용하고 있다.  

  

① 여래(如來 : Tath gata)란 쉽게 말해서 진리의 체험자라는 말이다. 

즉 그렇게 오시고, 그렇게 가신 분이란 뜻이 있으므로 

여래(如來)·여거(如去)라는 말로써 설명되고 있다. 대체로 여러 

부처님의 이름을 들 경우 대승의 경전에서는 ○○여래라고 하게 된다. 

이것은 여래십호의 맨 처음에 나오는 것으로서 여러 이름을 대표하는 

의미가 있다.  

② 응공(應供)은 아라한(阿羅漢 : Arhat)의 번역이다. 또는 살적이라 

하여 번뇌의 적을 죽였다는 뜻이 있으며, 이 외에도 

불생(不生)·진인(眞人)·응진(應眞)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③ 정변지(SamyakSambuddha)는 불(佛)과 같은 뜻이다. 즉 올바른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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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변각(正邊覺)·등정각(等正覺) 또는 정각자(正覺者)라고도 불려진다. 

즉 일체법을 다 깨달아서 요달하여 주변(周邊)치 않음이 없으신 

분이라는 뜻이다.  

④ 명행족(明行足)이란 지(知)와 행(行)이 완전한 자란 뜻이다. 

《대지도론(大智度論)》에 의하면 삼명(三明)과 삼업(三業)을 원만하게 

구족했다는 뜻에저 명행족이라 한다고 한다.  

⑤ 선서(善逝:Sugata)는 훌륭하게 완성된 자라는 뜻인데 호거(好去), 

묘왕(竗往) 또는 호설(好說)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즉 부처님은 

여실히 저 언덕에 가서 다시 생사의 바다에 빠지지 않는다는 뜻에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⑥ 세간해(世間解 :Lokavit)는 세간을 완전히 아는 자라는 뜻에서 

지세간(知世間)이라고도 번역한다. 세간을 완전히 안다는 것은 세간의 

원인과 더불어 그것의 도리를 잘 안다는 말이 된다.  

⑦ 무상사(無上士) : Anuttara)는 최상의 인간이란 뜻이다. 즉 중생 

가운데서 그보다 더높은 사람은 없다는 의미이다. 세간이나 출세간을 

막론하고 가장 높은 이라는 뜻이다. 부처님은 일체법을 다 통달했기에 

이렇게 무상사, 즉 최상의 인간이란 칭호를 듣게 되는 것이다.  

⑧ 조어장부(調御丈夫:Purusa-damya-sarathi)는 사람을 조어하는 데 

있어 훌륭한 능력을 가진 자라는 뜻이다. 부처님은 대자와 대비, 

대지(大智)로써 중생에게 부드러운 말, 간절한 말 또는 가지가지 말을 

써서 조복제어(調伏制御)하여 정도를 잃지 않게 하는 이라는 뜻이다.  

⑨ 천인사(天人師)는 인천(人天)의 대도사, 또는 신들과 인간의 

스승이란 말이다. 즉 선과 악을 잘 가르쳐서 도법에 의지하여 번뇌를 

끊고 해탈을 얻게 하는 분이란 뜻이다.  

⑩ 세존(世尊 :Bhagavat)은 복덕을 갖춘 자, 또는 높으신 스승님의 뜻이 

있다. 이를 유공덕 (有功德)·파정지(破淨地) 등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는 여러 가지 덕을 구족하고 있으므로 인천과 세상의 공경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다. 이상 십호에 불(佛 : Buddha), 즉 부처님을 넣으면 11 호가 

되지만 이들을 통상 10 호라고 칭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름 외에도 

부처님은 

불타(佛陀)·대사(大師)·도사(導師)·모니(牟尼)·대선(大仙)·일체지(

一切知)·북전(福田) 등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팔리어창송 10번째로 The Nine Virtues of Buddha(구공덕게)를 Visarad 

Srima Ratnayaka 창송으로 공양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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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ine Virtues of the Buddha.(佛陀的九种美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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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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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팔리어 만트라 11] Stanzas of the Lion of Men(사자게),Visarad 

Srima Ratnayaka 창 

  

  

 
  

   

  

狮子偈  

(1)                                (2) 

千辐轮文足心现         释迦族中尊贵子 

足踵圆满趺相称          众妙相好以严身 

足掌严饰拂伞盖          利益世间大丈夫 

彼乃汝父人中狮          彼乃汝父人中狮  

(3)                                (4)  

面貌犹如净满月           刹帝利种生胜族  

人中龙象天人师           人天归敬彼尊足 

行步威仪类象王           戒定等持心意间 

彼乃汝父人中狮           彼乃汝父人中狮 

(5)                       

鼻高修直若金铤  

颈项圆隆极柔软  

颔如狮子兽王身  

其肤细滑真金色  

彼乃汝父人中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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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颈项圆隆极柔软  

颔如狮子兽王身  

其肤细滑真金色  

彼乃汝父人中狮  

 (7)  

音声微妙复深远  

舌相赤好喻红莲  

四十白齿犹珂雪  

彼乃汝父人中狮  

(8)  

发彩绀青比蜂王  

额广平正有金光  

眉间白毫若晨星  

彼乃汝父人中狮  

(9)  

犹如满月处虚空  

无量众星所围绕  

诸弟子等伴牟尼  

彼乃汝父人中狮 

  

  

팔리어창송 열한번째로 Stanzas of the Lion of Men(사자게, 狮子偈  

)를 Visarad Srima Ratnayaka 창으로 공양 올립니다. 

  

   

   Stanzas of the Lion of Men (人中之狮) 

  

  

2007-11-2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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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팔리어 만트라 12] Reflection on the Wheel of Life, Srima 

Ratnayaka 창 

  

  

 
  

  

팔리삼장 

  

불교에서는 경전이 성립하게 된 역사적 사건을 결집이라 한다.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가르침을 일제히 읊는다는 뜻에서 원래 합송(合誦)이라 

했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불설(佛說)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이 결집방식은 불교 경전의 정확성과 확고한 

권위를 대변한다. 전설에 의하면 인도에서 4차례의 결집이 있었다고 

한다. 이중 대장경의 성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제 3차 결집이다. 

제 2 차 결집까지는 그 내용이 암송으로 구전되었고 제 3차 결집에서 

경·율·논의 삼장 체재가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제 3 차 결집은 아소카 

왕 치하 마가다 국의 수도에서 목갈리푸타 티사의 주도하에 1,000 인의 

비구를 소집하여 이루어졌다고 한다. 여기서는 경장·율장에 이어 

논장의 편집을 실행함으로써 소위 '팔리 삼장'이 완비되었다. 제 4 차 

결집은 일반적으로 〈대비바사론 大毘婆沙論〉을 편집했던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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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킨다. 중국의 현장(玄奘)이 번역한 〈대비바사론〉의 발문에 의하면 

이 결집은 불멸 400 년(2 세기 전반) 대월지국의 카니슈카 왕 치하에서 

이루어졌다. 독실한 불교도였던 왕은 협존자(脇尊子)와 상의하여 삼장에 

통한 500 인의 비구들을 소집하여 카슈미르에서 결집을 시작했는데, 

삼장에 관한 전체 30 만 송(頌), 660 만 언(言)에 달하는 대주석을 

완료했다고 한다. 그러나 남방불교권에서는 제 3차까지만을 역사적인 

결집으로 인정하여 독자적으로 제 4~6 차 결집을 가진 바 있다. 

 

 

팔리 삼장은 팔리어로 전해진 불전의 총칭이다. 삼장의 원어 

티피타카(tipitaka)는 '3 개의 광주리'를 뜻하는데, 각각 경장과 율장과 

논장을 집합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팔리어는 원래 서인도의 방언이었던 

것이, 붓다의 입멸 후 초기 교단이 서인도로 확장됨에 따라 성전의 

언어가 되었던 것 같다. BC 3 세기 무렵 아소카 왕 시대에 그의 아들로 

전해지는 마힌다에 의해 불교가 스리랑카로 전해졌고 스리랑카는 

팔리어를 불교 언어로 사용함으로써 이 전통이 이후 

미얀마·타이·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 확산되어 소위 남방불교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팔리 삼장은 남방불교의 대장경인 셈이지만, 엄격히 

말하면 현재 통용되는 대장경의 차원에는 이르지 못한다. 우선 

남방불교가 원시불교의 전통을 고수하므로 경장(經藏)은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대승 경전을 포함하지 않으며, 논장에 포함되는 

문헌은 7종에 불과하다. 더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성된 많은 교리 

강요서나 성전 주석서 또는 사서(史書) 등은 '장외'(藏外)로 취급된다. 

 

 

팔리 삼장이 세계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19 세기에 유럽 학자들이 

연구·출판하면서부터이다. 1881 년 T. W. 리스 데이비스가 영국 

런던에서 팔리 성전 협회(Pali Text Society)를 설립한 이래 팔리 

삼장의 원전 및 영역본(英譯本)은 유명 학자들의 협력을 얻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출판되었다. 현재 삼장은 출판이 완료되었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장외의 문헌도 다소 간행되었다. 팔리어는 고유의 

문자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유럽에서의 원전 출판에는 로마자가 

이용된다. 남방불교 국가들은 각기 자국의 문자로 삼장을 출판하였으며, 

인도에서는 산스크리트를 표기하는 데바나가리 문자로 출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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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리어창송 열두번째로 Reflection on the Wheel of Life 를  Srima 

Ratnayaka 창으로 공양 올립니다. 

  

  

  

   

      Reflection on the Wheel of Life 

  

  

  

2007-11-2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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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팔리어창송 13] Stanzas of the Victory and Blessings,Visarad 

Srima Ratnayaka 창 

  

  

 
  

  

  

  

吉祥勝利偈-巴利文 羅馬拼音轉寫 

  

《JAYA MANGALA GATHA》 吉祥勝利偈 巴利文 偈文。 以此供養十方諸佛  

注：翻譯僅作參考，可能有很多錯誤，請大家原諒！  

Bahum sahassa mabhinimmita sayudhantam  

Girimekhalam uditaghora sasena maram  

Danadidhamma vidhina jitava munindo  

Tantejasa bhavatu te jayamangalani.  

 

有著一千隻手臂的魔羅，每只手都拿著武器，騎在名叫 Girimekhla 的大象上

，和他的魔軍發出令人恐懼的吼叫聲。聖人們的主人（佛陀）用寬容的方法

戰勝了他。通過這個力量，祝願你能獲得勝利的祝福。  

 

Maratireka mabhiyujjhita sabba rattim  

Ghoram panalavaka makkha mathaddha yakkam  

Khanti sudanta vidhina jitava munindo  

Tantejasa bhavatu te jayamangal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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比魔羅還恐怖的傲慢之魔 AA.Lavaka，在整個夜晚發動了戰爭。  

聖人們的主人用忍辱的方法戰勝了他。通過這個力量，祝願你能獲得勝利的

祝福  

 

Nalagirim gajavaram atimatta bhutam  

Davaggi cakka masaniva sudarunantam  

Mettam buseka vidhina jitava munindo  

Tantejasa bhavatu te jayamangalani.  

 

Naalaagiri,這頭優秀的大象，當它瘋狂時變的非常恐怖，如同森林之火，燃

燒的火輪和閃電。聖人們的主人用善意之水灑向它，而戰勝了它。通過這個

力量，祝願你能獲得勝利的祝福。  

 

Ukkhitta khaggamati hattha sudarunantam  

Dhavan tiyojana pathangulimala vantam  

Iddhi bhisan khatamano jitava munindo  

Tantejasa bhavatu te jayamangalani.  

非常可怕的人，手中執持著寶劍，用手指做成花環做爲裝飾。聖人的主人用

心意的神通戰勝了他。通過這個力量，祝願你能獲得勝利的祝福。  

 

Katvana katthamudaram iva gabbhiniya  

Cincaya duttha vacanam janakaya majjhe  

Santena soma vidhina jitava munindo  

Tantejasa bhavatu te jayamangalani.  

 

Cinca 用木制的腹部裝成懷孕的樣子，在公面前控告佛陀。聖人們的主人用

平靜和親切的方法戰勝了她。通過這個力量，祝願你能獲得勝利的祝福。  

 

 

Saccam vihaya matisaccakavadaketum  

Vada bhiropitamanam atiandhabhutam  

Panna padipajalito jitava munindo  

Tantejasa bhavatu te jayamangalani.  

 

Saccaka,樂於挑釁辯論，已經喪失了真理，變得徹底盲目。聖人們的主人用

洞察之光戰勝了他。靠著這個力量，祝願你能獲得勝利的祝福  



296 

 

 

Nando pananda bhujagam vibudham mahiddhim  

Puttena there bhujagena damapayanto  

Iddhupadesa vidhina jitava munindo  

Tantejasa bhavantu te jayamangalani.  

 

Nandopanada 是一條擁有巨大能力，但是卻有錯誤知見的毒蛇。聖人們的主人

展示了神通而戰勝了他，將他送給他的兒子 Moggallan---

年長的蛇去馴服他。  

靠著這個力量，祝願你能獲得勝利的祝福。  

 

Duggaha ditthi bhujagena sudattha hattham  

Brahmam visuddhi jutimiddhi baka bhidhanam  

Nanagadena vidhina jitava munindo  

Tantejasa bhavatu te jayamangalani.  

 

Baka 婆羅門，他在榮耀和權位裏面認爲自己純正，而被錯誤的知見這條毒蛇

將他的手所束縛。聖人們的主人用智慧的話語戰勝了他。靠著這個力量，祝

願你能獲得勝利的祝福。  

 

 

Etapi Buddha jayamangala atthagatha  

Hitvana neka vividhani cupaddavani  

Yo vacako dinadine sarate matandi  

Hitvana neka vividhani cupaddavani  

Mokkham sukham adhigameyya naro sappanno.  

 

這八節關於佛陀勝利的詩節，任何有辯別力的人，每天沒有過失的背誦或者

記憶它們，能摧毀所有的障礙，將會達到解脫和快樂。  

  

  

  

  

팔리어창송 열세번째로 Stanzas of the Victory and 

Blessings(길상승리게, 吉祥勝利偈,Jayamangala Gatha)를 Visarad Srima 

Ratnayaka 창으로 공양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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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zas of Victory and Blessings (胜利与祝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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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7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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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팔리어 만트라 14] Four Protective Meditations(사념처),Visarad 

Srima Ratnayaka 창 

  

  

 
  

  

  

사념처는 팔리어로 satipaṭṭhāna '염주'(念住)라고도 합니다. 

(산스크리트로 '마음의 이용'이라는 뜻입니다) 

  

불교철학에서 보리(菩提), 즉 깨달음을 목표로 하는 불교 승려들에 의해 

명상의 예비단계 중의 하나로서 수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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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念)은 능히 관(觀)하는 주체의 지혜를 말하며, 처(處)는 관해야 할 

대상, 즉 경계를 말합니다. 염처란 지혜로써 대상 경계를 관찰하여 

생각이 항상 경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4~5 세기에 씌어진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에 의하면, 이 

염처라는 명상방법에는 4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번째는 몸[身]은 부정하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지각[受]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이며,  

세번째로 마음[心]은 순간적으로 생기고 멸한다는 것이며,  

네번째는 모든 것[法]은 영원한 본체(本體)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상은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다음에는 한꺼번에 수행함으로써 

명상의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사념처의 목적은 육체적·정신적인 기능들이 영원한 본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시키기 위한 것이며, 이 

사념처관법(四念處觀法)의 가르침들과 반대되는 잘못된 견해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팔정도(八正道 āryāṣṭāṅgamārga：8 가지 바른 수행법) 가운데 7 번째 

길인 정념(正念 samyak-smṛti)은 통상적으로 염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간주됩니다. 

 

 

  

팔리어창송열네번째로 Four Protective Meditations(사념처)를 Visarad 

Srima Ratnayaka 창으로 공양 올립니다. 

  

  

  

  

   Four Protective Meditations (Summary)(四念处-摘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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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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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산스크리트 만트라 14]불정존승다라니 황혜음(Imee Ooi)창 28 분 

  

  

 
  

  

태장계 만다라의 석가원(釋迦院)에 있는 5 불정의 하나입니다. 부처님의 

정수리로부터 현출하는 둥근 광휘를 가장 존귀한 숭배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존승불정(尊勝佛頂)의 내증(內證)과 공덕을 설함으로써 

재앙을 물리치고 장수를 위한 87 구의 다라니입니다. 

  

 

귀의 불세존 삼계최상 불세존 

 

여여하여 옴 청정청정하고 평등평등하여 일체유정과 길을 가는 자 

태어나려는 모든 자의 자성이 청정부처의 놀라운 위신력으로 감로의 

관정을 베풀어 불사를 이루게 하소서 맑은 삶을 가지게 하소서 

 

청정 허공이 청정 불정존승이 청정 천만광명이 찬란히 비추고 

일체여래의 초월지혜가 원만하고 일체여래의 심장과 하나되어 

마하무드라를 이루네 

 

금강신을 완성 청정 일체의 두려움 악취가 완전 청정 모든 장애가 

삶에서 청정 삼밀 가지 보주 보주 대여의보주로 무량중생을 요익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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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굳건히 지키소서 

 

청정한 보리심 승리 승리 완전한 승리를 이루니 일체불과 하나되어 청정 

금강 금강장 금강인 내 몸은 사리를 이루고 일체존재가 그 몸으로 

완전히 청정해진다  

 

모든 길이 청정 일체여래의 평등한 자성으로 일체여래의 평등한 자성을 

가진다 

 

깨달음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고 지혜 지혜 완전한 지혜를 이루어 

일체가 완전 청정 일체여래의 심장과 하나되어 마하무드라를 이루네 

 

 

  

   

  

범어만트라 열네번째로 불정존승다라니(佛頂尊勝陀羅尼), 

황혜음(黃慧音,Imee Ooi)창 28 분을 공양 합니다. 

  

       

ZSZ03.mp3           

  

  

  

Usnisa Vijaya Dharani Sutra 

  

 

 

NAMO BHAGAVATE TRAILOKYA PRATIVISISTAYA BUDDHAYA BHAGAVATE  

 

TADYATHA, OM, VISUDDHAYA-VISUDDHAYA ASAMA-SAMA SAMANTAVABHASA-

SPHARANAGATI GAHANA SVABHAVA VISUDDHE, ABHINSINCATU MAM  

 

SUGATA VARA VACANA AMRTA ABHISEKAI MAHA MANTRA-PADAI * AHARA-AHARA 

AYUH SAM-DHARANI  

 

SODHAYA-SODHAYA GAGANA VISUDDHE * USNISA VIJAYA VISUDD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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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HASRARASMI, SAMCODITE, SARVA TATHAGATA AVALOKANI, SAT-PARAMITA, 

PARIPURANI, SARVA TATHAGATA MATI DASA-BHUMI, PRATI-STHITE, SARVA 

TATHAGATA HRDAYA ADHISTHANADHISTHITA MAHA-MUDRE  

 

VAJRA KAYA SAM-HATANA VISUDDHE  

 

SARVAVARANA APAYA DURGATI, PARI-VISUDDHE, PRATI-NIVARTAYA AYUH 

SUDDHE  

 

SAMAYA ADHISTHITE  

 

MANI-MANI MAHA MANI  

 

TATHATA BHUTAKOTI PARISUDDHE  

 

VISPHUTA BUDDHI SUDDHE  

 

JAYA-JAYA, VIJAYA-VIJAYA, SMARA-SMARA  

 

SARVA BUDDHA ADHISTHITA SUDDHE  

 

VAJRI VAJRAGARBHE, VAJRAM BHAVATU MAMA SARIRAM. SARVA SATTVANAM CA 

KAYA PARI VISUDDHE  

 

SARVA GATI PARISUDDHE  

 

SARVA TATHAGATA SINCA ME SAMASVAS AYANTU  

 

SARVA TATHAGATA SAMASVASA ADHISTHITE, BUDDHYA-BUDDHYA, VIBUDDHYA-

VIBUDDHYA, BODHAYA-BODHAYA, VIBODHAYA-VIBODHAYA  

 

SAMANTA PARISUDDHE  

 

SARVA TATHAGATA HRDAYA ADHISTHANADHISTHITA MAHA-MUDRE SVA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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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모바가바테. 트라이로캬. 프라티비시스타야. 붇다야. 바가바테. 

타댜타. 옴. 비숟다야.  

사마사만타. 바바사. 스파라나 가티가하나. 스바바바비숟데. 

아비심차투맘. 수가타바라바차나.  

아므르타비사이카이. 아하라아하라. 아유산다라니. �다야�다야. 

가가나비숟데.  

우스니사비자야비숟데. 사하스라라스미삼수디테. 

사르바타타가타바루카니. 사트파라미타파리푸라니. 

사르바타타가타흐르다야. 디스타나디스티타. 마하무드레.  

바즈라카야. 숨하타나 비숟데. 사르바바라나바야 두르가티 파리숟데. 

프라티니바르타야. 아유숟데.  

사마야디스티테. 마니마니마하마니. 타타타부타. 코티 파리숟데 

비스포타 보디숟데.  

자야자야. 비자야비자야. 스마라스마라. 사르바붇다. 디스티타숟데.  

바즈리바즈라가르베.  

바즈람바바투 마마. 샤. 사리람 사르바사트바남차. 카야 파리비숟데. 

사르바가티 파리숟데.  

사르바타타가타 스차메 사마스바사얌토 사르바타타가타. 사마스바사 

디스티테.  

붇댜 붇댜. 비부다야 비부다야. 사만타 파리숟데. 사르바타타가타 

흐르다야. 디스타나디스티타.  

마하무드레 스바하. 

  

  

  

  

  

《佛頂尊勝陀羅尼經》 

  

如是我聞。一時薄伽梵。在室羅筏住誓多林給孤獨園，與大苾芻眾千二百五

十人俱。又與諸大菩薩僧萬二千人俱。爾時三十三天於善法堂會。有一天子

名曰善住。與諸大天遊於園觀。又與大天受勝尊貴。與諸天女前後團繞。歡

喜遊戲。種種音樂。共相娛樂。受諸快樂。爾時善住天子即於夜分。聞有聲

言。善住天子卻後七日。命將欲盡。命終之後。生贍部洲。受七返畜生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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即受地獄苦。從地獄出。希得人身。生於貧賤。處於母胎。即無兩目。爾時

善住天子聞此聲已。即大驚佈。身毛皆豎。愁憂不樂。速疾往詣天帝釋所。

悲啼號哭。惶怖無計。頂禮帝釋二足尊已。白帝釋言。聽我所說。我與諸天

女共相圍繞。受諸快樂。聞有聲言。善住天子卻後七日。命將欲盡。命終之

後。生贍部洲。七返受畜生身。受七身已。即墮諸地獄。從地獄出。希得人

身。生貧賤家。而無兩目。天帝。云何令我得免斯苦。爾時帝釋聞善住天子

語已。甚大驚愕。即自思惟。此善住天子受何七返惡道之身。爾時帝釋須臾

靜住。入定諦觀。即見善住當受七返惡道之身。所謂豬狗野干獮猴蟒蛇鳥鷲

等身。食諸穢惡不淨之物。爾時帝釋觀見善住天子。當墮七返惡道之身。極

受苦惱。痛割於心。諦思無計。何所歸依。唯有如來應正等覺。令其善住得

免斯苦。爾時帝釋即於此日初夜分時。以種種花鬘塗香末。以妙天衣莊嚴執

持。往詣誓多林園。於世尊所。到已。頂禮佛足。右繞七匝。即於佛前。廣

大供養。佛前胡跪而白佛言。世尊。善住天子云何當受七返畜生惡道之身。

具如上說。爾時如來頂上。放種種光。遍滿十方一切世界己。其光還來繞佛

三匝。從佛口入。佛便微笑告帝釋言。天帝。有陀羅尼。名為如來佛頂尊勝

。能淨一切惡道。能淨徐一切生死苦惱。又能淨除諸地獄閻羅王界畜生之苦

。又破一切地獄。能迴向善道。天帝。此佛頂尊勝陀羅尼。若有人聞。一經

於耳。先世所造一切地獄惡業。悉皆消滅。當得清淨之身。隨後所生處。憶

持不忘。從一佛剎至一佛剎。從一天界至一天界。遍歷三十三天。所生之處

。憶持不忘。天帝。若人命欲將終。須臾憶念此陀羅尼。還得增壽。得身中

意淨。身無苦痛隨其福利。隨處安隱。一切如來之所觀視。一切天神恆常侍

衛。為人所敬。惡障消滅。一切菩薩同心覆護。天帝。若人能須臾讀誦此陀

羅尼者。此人所有一切地獄畜生閻羅王界餓鬼之苦。破壞消滅。無有遺餘。

諸佛剎土。及諸天宮。一切菩薩所住之門。無有障礙。隨意遊入。爾時帝釋

白佛言。世尊。唯願如來為眾生增益壽命之法。爾時世尊知帝釋意。心之所

念。樂聞佛說是陀羅尼法。即說咒曰。  

那謨薄伽跋帝 啼隸路加。缽囉底毗 失瑟吒耶。勃陀耶薄伽跋底 怛姪他 嗡 

毗輸駹耶娑摩三漫多皤婆娑 娑破囉拏揭底伽訶那 

娑婆皤輸秫地阿鼾詵者蘇揭多伐折那阿密栗多毗曬雞 阿訶囉阿訶囉 

阿瑜散陀羅尼 輸馱耶輸馱耶伽伽那昆秫提 

烏瑟尼沙毗逝耶秫提娑訶娑囉喝囉濕弭珊珠地帝薩婆怛他揭多地瑟吒那額地

瑟恥帝慕姪隸 跋折囉迦耶僧訶多那秫提 

薩婆代羅拏毗秫提缽羅底你伐怛耶阿瑜秫提 薩末那阿地瑟恥帝 末禰末禰 

怛闥多部多俱胝缽唎秫提毗薩普吒勃地秫提 社耶社耶 毗社耶毗社耶 

薩末囉薩末囉勃陀額地瑟恥多秫提 跋折梨跋折囉揭鞞跋折濫婆伐都 麼麼 

薩婆薩埵寫迦耶毗秫提 薩婆揭底缽唎秫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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薩婆怛他揭多三摩濕婆娑遏地瑟恥啼勃陀勃陀捕駹耶菩馱耶三漫多缽唎秫提 

薩婆怛他揭多地瑟吒那額地瑟恥帝 娑婆訶  

佛告帝釋言。此咒名淨除一切惡道佛頂尊勝陀羅尼。能除一切罪業等障。能

破一切穢惡道苦。天帝。此大陀羅尼八十八殑伽沙俱胝百千諸佛。同共宣說

。隨喜受持。大日如來智印印之。為破一切眾生穢惡道苦。為一切地獄畜生

閻羅王界眾生得解脫故。臨急苦難。隨生死海中眾生得解脫故。短命薄福。

無救護眾生。樂造雜染惡業眾生得饒益故。又此陀羅尼於贍部洲住持力故。

能令地獄惡道眾生。種種流轉生死。薄福眾生。不信善惡業。失正道眾生等

得解脫義故。佛告天帝。我說此陀羅尼。付囑於汝。汝當授與善住天子。復

當受持讀誦思惟。受樂憶念供養。於贍部洲一切眾生。廣為宣說此陀羅尼印

。亦為一切諸天子。故說此陀羅尼印。付囑於汝。  

天帝。汝當善持守護。勿令忘失。天帝。若人須臾得聞此陀羅尼。千劫已來

。積造惡業重障。應受種種流轉生死地獄餓鬼畜生閻羅王界阿修羅身夜叉羅

剎鬼神布單那羯吒希單那阿波娑摩羅蚊虻龜狗蟒蛇一切諸鳥。及諸猛獸。一

切蠢動含靈。乃至蟻子之身。更不重受。即得轉生。諸佛如來。一生補處菩

薩。同會處生。或得大姓婆羅門家生。或得大剎利種家生。或得豪貴最勝家

生。天帝。此人身得如上貴處生者。皆由聞此陀羅尼故。轉所生處。皆得清
淨。天帝。乃至得到菩提道場最勝之處。皆由讚陀羅尼功德。如是天帝。此

陀羅尼名為吉祥。能淨一切惡道。此佛頂尊勝陀羅尼。猶如日藏摩尼之寶。

淨無瑕穢。淨等虛空。光焰照徹。無不周遍。若諸眾生，持此陀羅尼。亦復

如是。亦如閻浮檀金。明淨柔軟。令人喜見。不為穢惡之所染著。天帝。若

有眾生。持此陀羅尼。亦復如是。乘斯善淨。得生善道。天帝。此陀羅尼所

在之處。若能書寫流通。受持讀誦。聽聞供養。能如是者。一切惡道。皆得

清淨。一切地獄苦惱。悉皆消滅。佛告天帝。若人能書寫此陀羅尼。安高幢

上。或安高山。或安樓上。乃至安置窣堵波中。天帝。若有苾芻苾芻尼優婆

塞優婆夷族姓男族姓女於幢等上。或見或與相近。其影映身。或風吹陀羅尼

山幢等上塵落在身上。天帝。彼諸眾生。所有罪業。應墮惡道地獄畜生。閻

羅王界。餓鬼界。阿修羅身惡道之苦。皆悉不受，亦不為罪垢染汙。天帝。

此等眾生皆為一切諸佛之所授記。皆得不退轉。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天

帝。何況更以多諸供具。華鬘塗香末香幢旛寶蓋等。衣服瓔珞作諸莊嚴。於

四衢道造窣堵波。安置陀羅尼。合掌恭敬。旋繞行道。歸依禮拜。天帝。彼

人能如是供養者。名摩訶薩埵。真是佛子。持法棟梁。又是如來全身舍利窣

堵波塔。爾時閻羅法王。於時夜分。來詣佛所。到已。以種種天衣妙華。塗

香莊嚴供養佛已。繞佛七匝。頂禮佛足而作是言。我聞如來演說。讚持大力

陀羅尼者。故來修學。若有受持讀誦是陀羅尼者。我常隨逐守護。不令持者

墮於地獄。以彼隨順如來言教而護念之。爾時護世四天大王。繞佛三匝白佛

言。世尊。唯願如來為我廣說持陀羅尼法。爾時佛告四天王。汝今諦聽。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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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為汝宣說受此陀羅尼法。亦為短命諸眾生說。當兒洗浴。著新淨衣。白月

圓滿十五日時。持齋誦此陀羅尼。滿其千遍。令短命眾生。還得增壽。永離

病苦。一切業障。悉皆消滅。一切地獄諸苦。亦得解脫。諸飛鳥畜生含靈之

類。聞此陀羅尼。一經於耳。盡此一身。更不復受。佛言。若人遇大惡病。

聞此陀羅尼。即得永離一切諸病。亦得消滅。應墮惡道。亦得除斷。即得往

生寂靜世界。從此身已。後更不受胞胎之身。所生之處。蓮華化生。一切生

處。憶持不忘。常識宿命。佛言。若人先造一切極重罪業。遂即命終。乘斯

惡業。應墮地獄。或墮畜生閻羅王界。或墮餓鬼。乃至墮大阿鼻地獄。或生

水中。或生禽獸異類之身。取其亡者隨身分骨。以土一把。誦此陀尼二十一

遍。散亡者骨上。即得生天。佛言。若人能日日誦此陀羅尼二十一遍。應消

一切世間廣供養。捨身往生極樂世界。若常誦念。得大涅槃。復增壽命。受

勝快樂。捨此身已。即得往生種種微妙諸佛剎土。常與諸佛俱會一處。一切

如來恆為演說微妙之義。一切世尊即授其記。身光照曜。一切佛剎。佛言。

若誦此陀羅尼法。於其佛前。先取淨土作壇。隨其大小方四角作。以種種草

華散於壇上。燒眾名香。右膝著地胡跪。心常念佛。作慕陀羅尼印。屈其指

頭。以大母指壓。合掌當其心上。誦此陀羅尼一百八遍訖。於其壇中。如雲

王雨華。能遍供養八十八俱胝殑伽沙那庾多百千諸佛。彼佛世尊咸共讚言。

善哉希有。真是佛子。即得無障智三昧。得大菩提心莊嚴昧。持此陀羅尼法

。應如是。佛言天帝。我以此方便。一切眾生應墮地獄道。令得解脫。一切

惡道。亦得清淨。復令持者。增益壽命。  

天帝。汝去將我此陀羅尼。授與善天子。滿其七日。汝與善住俱來見我。爾

時天帝於世尊所。受此陀尼法。奉持還本天。授與善天子。爾時善住天子。

受此陀羅尼已。滿六日六夜。依法受持。一切願滿。應受一切惡道等苦。即

得解脫。住菩提道。增壽無量。甚大歡喜。高聲歎言。希有如來。希有妙法

。希有明驗。甚為難得。令我解脫。爾時帝釋至第七日。與善住天子。將諸

天眾。嚴持華鬘塗香末香寶幢幡蓋天衣瓔珞。微妙莊嚴。往詣佛所。設大供

養。以妙天衣。及諸瓔珞供養世尊。繞百千匝。於佛前立。踊躍歡喜。坐而

聽法。爾時世尊舒金色臂。摩善住天子頂。而為說法。受菩提記。佛言。此

經名淨除一切惡道。佛頂尊勝陀羅尼。汝當受持。爾時大眾聞法歡喜。信受

奉行。  

佛頂尊勝陀羅尼經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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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비구 천 이백 오십인과 큰 보살 만 이천인과 함께 사위국의 

기원정사에 계시었다.  

 

그때 삼십삼천 선법당(善法堂)의 모임에 한 천자(天子)가 있었으니  

이름을 선주(善住)라고 하였다.  

큰 하늘과 함께 천녀(天女)들에게 앞뒤로 둘러 싸여 뛰어난 존경을 

받으며  

온갖 하늘의 기악(伎樂)을 기쁘게 유희하면서 서로 즐기며 온갖 쾌락을 

누렸다.  

밤이 되어 선주천자는 문득 이런 소리를 들었다.  

 

"선주천자야, 너는 이레 후면 목숨이 다할 것이며 명을 마치면 

남섬부주에 태어나  

일곱번 축생의 몸을 받았다가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게 되리라.  

지옥에 나온 뒤로는 사람 몸을 받아 빈천한 집에 태어날 것이며,  

탯속에서부터 두 눈이 없으리라." 

 

이 소리를 들은 선주천자는 깜작 놀라 모골이 송연하고 두려움에 떨며  

근심에 잠겨 어찌 할 바를 몰랐다.  

그는 곧 제석천에게 달려가 슬피 울며 예배드린 후 이렇게 아뢰었다. 

 

"제 말씀을 들으소서.  

저는 천녀들과 어울려 모든 쾌락을 누리다가 문득 이런 소리를 

들었나이다.  

'선주천자야, 이레 후면 목숨이 다할 것이며,  

명을 마치면 남섬부주에 태어나 일곱번 축생의 몸을 받았다가 지옥에 

떨어지리라.  

지옥에서 나온 뒤에는 사람 몸을 받지만 빈천한 집에 태어날 것이며,  

어머니의 태 안에서부터 두 눈이 없으리라.'고 하였나이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두려워 어찌 할 바를 모르겠나이다.  

천제(天帝)시여, 어떻게 하여야 저의 이런 고통을 면할 수 있겠나이까?" 

 

제석천은 선주천자의 말을 듣고 심히 놀라,  

'이 선주천자는 어째서 일곱번이나 악도의 몸을 받을까'하고 깊이 

생각하였다.  

잠시 선정에 들어 관하자, 곧 선주가 받게 될 일곱 악도의 몸을 보았다.  

그는 돼지, 개, 여우, 원숭이, 뱀, 까마귀, 솔개 등의 몸으로 더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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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먹고 있었다. 

 

이때 제석천은 선주천자가 일곱번 악도에 떨어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살펴 보고 마음이 괴로웠다.  

곰곰 생각해 보니 선주가 그와 같은 고통을 면하려면  

오직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 귀의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이같이 생각한 제석천은  

그날 밤 초저녁에 여러가지 꽃과 향과 미묘한 하늘옷으로 장엄하고 

기원정사로 나아갔다.  

부처님 발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쪽으로 일곱번 돌고 널리 공양을 베푼 

뒤,  

부처님 앞에 꿇어앉아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선주천자는 어떻게 하면 일곱번 받을 축생의 몸을 면할 수 

있겠나이까?" 

하고, 앞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다. 

  

  

  

  

  

2008-01-0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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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티벳어 만트라 7] 백색타라(White Tara)주 환희판, 옴타레투타레 

  

  

 
  

  

타라 (多羅 Tara) 

  

(티)Sgrol-ma.다라보살이라고도 함.다양한 형상으로 묘사되며 

네팔·티베트·몽골에서 널리 숭배하는 여성 보살. 

  

민간 전설에 따르면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의 눈물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관세음보살의 눈물이 땅에 떨어져 연못을 이루고, 그 연못에서 연꽃이 

한 송이 피어났는데 그 연꽃 속에서 태어난 것이 타라였다고 한다. 

관세음보살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피안(彼岸)의 세계로 건너가도록" 

도와주는 자비와 구원의 보살이다. 이 보살은 깨달음을 향한 정신적 

여행의 수호자인 동시에 해로와 육로 여행의 수호자이다. 

티베트에서 신앙심 깊은 여성들은 모두 이 보살의 화현이라고 믿어진다. 

티베트 최초의 불교도 왕이었던 송첸감포 왕의 두 왕비(중국인과 

네팔인)도 타라의 대표적인 두 화현으로 여겨졌다. 백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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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라(산스크리트로 Sitat r , 티베트어로는 Sgrol-dkar)는 중국인 

왕비로 화현했다고 보고, 순결을 상징하며, 그녀의 배우자인 

관세음보살의 오른쪽에 서 있거나 활짝 핀 연꽃을 들고 결가부좌하고 

앉아 있는 모습으로 흔히 묘사된다. 이 보살은 대개 3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발바닥과 손바닥에까지 눈이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일곱 눈의 타라'라고 하며, 몽골에서 특히 인기가 있다. 

녹색 타라(Sy mat r /Sgrol-ljang)는 네팔인 왕비로 화현했다고 한다. 

일부 사람들은 녹색 타라가 원래의 타라라고 생각한다. 녹색 타라 역시 

관세음보살의 배우자이다. 이 보살은 보살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치장을 하고 푸른색 연꽃 봉오리(utpala)를 들고, 오른쪽 다리를 아래로 

늘어뜨리고 연화좌(蓮花座) 위에 앉아 있다.  

각각 활짝 핀 연꽃과 아직 피지 않은 연꽃이라는 상징물로 대조되는 

백색 타라와 녹색 타라는, 밤낮 쉬지 않고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타라의 한없는 자비를 상징한다고 한다. 티베트 라마교의 

영향을 받아 타라의 형상은 108 가지로 늘어났다. 티베트 사원의 

기(旗)에는 빨간색·노란색의 다양한 21 명의 타라가 녹색 타라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타라가 머리에 쓰고 

있는 관에는 흔히 화신불인 아미타불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은 

이 보살이 관세음보살과 마찬가지로 아미타불 화현의 하나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적들을 물리칠 때 기원의 대상이 되는 무섭고 푸른 

형상의 타라는 우그라타라(Ugra-T r ) 또는 에카자타(Ekaja )라고 하고, 

사랑의 보살인 붉은색의 타라는 쿠루쿨라(Kurukull ), 뱀의 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타라는 장굴리(J gul )라고 한다. 노란색의 브리쿠티(Bh 

ku )는 눈썹을 찌푸리고 있는 성난 타라의 형상이다.<브리테니커>  

  

  

티벳어 만트라 일곱번째로 백색타라(白度母, White Tara)주 

환희판 23 분(옴타레투타레)을 공양 합니다. 

  

  

  

  

    http://music.showchina.org/oyhh/hxbdm_001.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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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7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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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산스크리트 만트라 15] 문수보살심주(文殊菩薩心呪) 

  

  

존귀한 분, 공양 받을만한 분,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 경배합니다.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asambuddhassa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삼붓다싸)  

 

  

 
  

 

 

문수보살(文殊菩薩) 

  

문수사리(文殊師利) ·만수시리(滿殊尸利) 또는 만수실리(曼殊室利) 

등으로도 음역되는데, 문수와 만수는 ‘묘(妙)’, 사리 ·실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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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頭) ·덕(德) ·길상(吉祥)’ 등의 뜻이므로 지혜가 뛰어난 

공덕이라는 말이 됩니다. 문수보살은 부처님이 열반한 후 인도에 

태어나 ‘반야(般若)’의 도리를 선양하였다고 하며, 항상 반야 

지혜의 권화(權化)처럼 표현되어 왔습니다. 《반야경(般若經)》을 

결집, 편찬한 보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경권(經卷)을 손에 쥔 모습으로 조각되고 묘사되는 일이 많습니다. 

  

 《화엄경(華嚴經)》에서는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의 

협시보살(脇侍菩薩)로서 보현보살 (普賢菩薩)과 더불어 

삼존불(三尊佛)의 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보현보살이 세상 

속에 뛰어들어 실천적 구도자의 모습을 띠고 활동할 때, 문수보살은 

사람들의 지혜의 좌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즉, 이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교화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권현(權現)으로서 보살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전설적으로 문수보살은 중국의 산시성 

[山西省] 유타이산[五臺山]에서 1 만 보살과 함께 있다고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강원도 오대산에 있다고 하여 지금도 그 곳의 

상원사(上院寺)는 문수보살을 주존(主尊)으로 모시고 예불하며 

수행하는 도량(道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범어 만트라 열다섯번째로 문수보살심주(文殊菩薩心呪)를 공양 합니다. 

  

  

 

  

http://buddha.goodweb.cn/music/musicdownload9/wenshu01.mp3 

 http://www.puduw.com/music/wenshu6_ytjd.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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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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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산스크리트 만트라 16] 대길상천녀주(大吉祥天女呪), 

황혜음(黃慧音, Imee Ooi) 

  

  

 
  

  

대길상천녀(大吉祥天女) 

  

길상천(吉祥天)의 범명은 스리 마하 데비( r -mah -dev ). 

음역은 실리마하데비(室利摩訶提毘)이다. 복덕(福德)을 베푸는 

여신(女神)이다.  

또한 마하실리(摩訶室利), 실리천녀(室唎天女), 길상천녀(吉祥天女), 

길상공덕천(吉祥功德天), 보장천녀(寶藏天女), 제일위덕(第一威德) 

성취중사(成就衆事) 대공덕천(大功德天)이라고도 한다.  

본래는 인도 신화 중의 신이다. 나라연천(那羅延天) 왕의 왕비이고 

애욕신(愛欲神, 梵 K a)의 어머니이다.  

뒷날 제석(帝釋), 마혜수라(摩醯首羅), 비습노(毘濕奴) 등 여러 신들과 

함께 모두가 불교에 흡수되어 호법천신(護法天神)이 되었다.  

초기 인도불교의 전설에 따르면, 길상천은 비사문천(毘沙門天, 사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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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북방 다문천왕)의 왕비이고 아버지는 덕차가(德叉迦), 어머니는 

귀자모신(鬼子母神)이다.  

  

  

  

범어 만트라 열여섯번째로 대길상천녀주(大吉祥天女呪)를 

황혜음(黃慧音, Imee Ooi)창으로 공양 합니다. 

  

  

  

  

   

   http://www.immmusic.com/product/music/imm1025.mp3 

  

  

  

  

 
  

  

2008-01-1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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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팔리어 15] 보석경(寶石經, Ratana Sutta), 황혜음(黃慧音, Imee 

Ooi)13 분판 

  

  

  

<_A><_P>  

?x-content-disposition=inline  

  

  

보석경(寶石經, Ratana Sutta) 

  

  

남방불교경전의 하나로서 보경(寶經), 보배경 이라고도 합니다. 

보석경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심 그리고 수행하는 스님들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불교도의 의지처와 구심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여기에 모인 모든 존재들, 하늘 사람이나 땅의 사람이나, 항상 

행복하소서!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소서. 

  

  

2.모든 존재들이 마음 기울여,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자비심을 

베풀어, 

다른 존재들에게 들어내 보이고, 그들을 잘 보호 하소서. 

  

  

3.온 우주의 모든 보배 가운데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나니, 

부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으뜸가는 보배. 이와 같은 진실에 의해서 모두 

행복하소서! 

  

  

4.부처님은 수행을 통해서 모든 탐욕을 제거하고 생사를 초월했으니, 

이세상 어떤 가르침도 비교할 수 없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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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가르침은 비교할 수 없는 으뜸가는 보배. 

이와같은 진실에 의해서 모두 행복하소서! 

  

  

5.부처님이 최고하고 찬탄하는 마음은 끊임없는 수행의 결과라네. 

마음 닦는 수행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나니. 

부처님 가르침은 비교할 수 없는 으뜸가는 보배. 

이와같은 진실에 의해서 모두 행복하소서! 

  

  

6.부처님이 칭찬한 여덟의 성자들, 그들은 도와 과의 네쌍으로 

이루어졌나니. 

그들은 공양 올리 가치 있는 부처님의 제자들, 큰 공덕 쌓는 성스러운 

제자들. 

sanga 는 으뜸가는 보배, 이와같은 질실에 의해서 모두 행복하소서! 

  

  

7.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여 평화로운 마음을 얻고, 

정신적 목마름을 벗어나, 죽음을 초월하여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한 

훌륭한 성자들. 

sanga*(주)는 으뜸가는 보배. 

이와같은 진실에 의해서 모두 행복하소서! 

  

  

8.땅속에 박힌 문기둥처럼 네가지 바람에 흔들림 없는 성자들. 

이 분들이야말로 진실로 올바른 사람들이며,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이라네. 

sanga 는 으뜸가는 보배. 

이와같은 진실에 의해서 모두 행복하소서! 

  

  

9.부처님에 의해서 잘 설해진 성스러운 진리를 이해하여 깊은 지혜 

갖추었으니, 

그들은 다시 태어나지 않나니. 

sanga 는 으뜸가는 보배. 

이와같은 진실에 의해서 모두 행복하소서! 

  



321 

 

  

10.그들은 수행을 통하여 앗따(我)가 있다는 견해, 부처님 가르침을 

의심하는것, 

종교의식에 집착하는 세가지 잘못된 견해에서 벗어났으니, 

그들은 네가지 악도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여섯가지 악행을 범하지 

않나니, 

sanga 는 으뜸가는 보배. 

이와같은 진실에 의해서 모두 행복하소서! 

  

  

11.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한 어떤 악행도 완전히 숨길 수 없나니, 

이미 진리를 본 사람은 더 이상 악행을 범하지 않나니, 

sanga 는 으뜸가는 보배. 

이와같은 진실에 의해서 모두 행복하소서! 

  

  

12.숲 속에서 자라나 피어나는 꽃 가운데 높으 나무의 것이 태양을 먼저 

받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최상의 행복으로 이끌어 주나니, 

부처님은 이세상에서 으뜸가는 보배. 

이와같은 진실에 의해서 모두 행복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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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A><_P>  

?x-content-disposition=inline  

  

팔리어 창송 열다섯번째로 보석경(寶石經, Ratana Sutta)을 

황혜음(黃慧音, Imee Ooi)창 13 분판으로 공양 합니다. 

  

  

http://m.86fo.cn/mp33/baoshijing_huanghy.mp3(27 분 9 초) 

 

   http://m.86fo.cn/mp33/baoshijing_huanghy.mp3(27 분) 

  

  http://www.puxian163.com/fo/fo-index-yyfb/fjyy/baoshi.mp3 

  

   

  

  

  

2008-01-2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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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산스크리트만트라 13] 문수보살오계진언(文殊菩薩五髻眞言), 

황혜음(黃慧音, Imee Ooi)창송 

  

  

  

 
  

Manjusri 

  

  

  

  

문수보살[ mañju śrī] 

  

만주(mañju) 즉 문수는 묘(妙)를 뜻하고, 슈리(śrī) 즉 사리란 두(頭), 

덕(德), 길상(吉祥)을 뜻한다. 요컨대 매우 지혜가 뛰어나서 묘한 

공덕을 지녔다는 뜻. 문수사리는 항상 부처님의 왼쪽에 자리를 잡고서 

불법의 지혜를 상징한다. 존상의 모습은 대체로 바른손에는 지혜의 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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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왼손에는 청련화를 쥐고 있으며, 위엄과 용맹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자를 타고 있다. 

  

  

  

대방광보살장경중문수사리근본일자다라니경 

(大方廣菩薩藏經中文殊師利根本一字陀羅尼經) 

  

당(唐)나라 때 보사유(寶思惟, Ratnacinta)가 702 년에 

천궁사(天宮寺)에서 번역하였다. 줄여서 

『문수사리근본일자다라니경』이라고 하며, 별칭으로 

『문수근본일자다라니법』 · 『문수일자다라니법』이라고도 한다. 

문수사리 근본일자 다라니와 그 공덕을 설한 경전이다. 부처님께서 

정거천(淨居天)의 보장엄(寶莊嚴) 도량에 계실 때, 보살들에게 문수사리 

동자의 행륜주법(行輪呪法)을 설하신다. 이 다라니는 소원을 성취하고 

모든 나쁜 종교를 물리치며, 절차대로 지송하면 자신과 가족 · 마을 · 

국가를 수호하고 온갖 재앙을 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문수사리 다라니의 염송의궤는 

『대방광보살장문수사리근본의궤경(大方廣菩薩藏文殊師利根本儀軌經)』

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역본으로 

『만수실리보살주장중일자주왕경(曼殊室利菩薩呪藏中一字呪王經)이 

있다. ⇒『대방광보살장문수사리근본의궤경』 

  

  

  

  

산스크리트(범어) 만트라 열여섯번째로 

문수보살오계진언(文殊菩薩五髻眞言), 황혜음(黃慧音, Imee 

Ooi)창송으로 공양 합니다. 

  

  

 

  

  http://bbs.jcedu.org/upload_yr/fjgq/wspswjzy.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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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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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중국어 만트라 9] 나무관세음보살 성호창송(南無觀世音菩薩 

聖號唱誦), 황혜음(黃慧音, Imee Ooi) 

  

  

  

 
  

  

관세음보살 (觀世音菩薩, Avalokiteshvara) 

  

산스크리트로 아바로키테슈바라(Avalokite?vara)이며, 중국에서 뜻으로 

옮겨 

광세음(光世音)·관세음(觀世音)·관자재(觀自在)·관세자재(觀世自在)

·관세음자재(觀世音自在) 등으로 썼는데 줄여서 관음(觀音)이라 

합니다. 관세음은 구역이며 관자재는 신역인데, 산스크리트 

'아바로키테슈바라', 곧 자재롭게 보는 이[觀自在者]·자재로운 관찰 

등의 뜻으로 본다면 관자재가 그 뜻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일찍부터 관세음보살로 신앙되어 왔으며 관음보살이라 

약칭합니다. 

  

그래서 《묘법연화경(妙法蓮華經)》의 

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을 관음보문품(觀音普門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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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경(觀音經)이라 일컫는다. 관세음(觀世音)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살펴본다는 뜻이며, 관자재(觀自在)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재롭게 

관조(觀照)하여 보살핀다는 뜻이다. 결국 뜻으로 보면 관세음이나 

관자재는 같으며 물론 그 원래의 이름 자체가 하나입니다.  

  

보살(bodhisattva)은 세간과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성자(聖者)이므로 이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大慈大悲)의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는 

보살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구제하는 보살[救世菩薩], 세상을 구제하는 

청정한 성자[救世淨者], 중생에게 두려움 없는 마음을 베푸는 

이[施無畏者], 크게 중생을 연민하는 마음으로 이익되게 하는 

보살[大悲聖者]이라고도 합니다. 

  

  

중국어 만트라 아홉번째로 나무관세음보살 성호창송(南谟观世音菩萨 

聖號唱誦), 황혜음(黃慧音, Imee Ooi)창송으로 공양 합니다. 

  

  

  

  http://mp3.evdd.com/fyf/hhy/guanyin01.mp3 

  

  

  

2008-01-2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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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반야심경 만트라 8] 중국어 반야바라밀다심경, 제예(齊豫) 

  

  

  

 
  

  

색즉시공공즉시색[色卽是空空卽是色] 

  

《반야바라밀다심경》의 중심사상을 이루고 있어 널리 알려진 

말.《반야바라밀다심경》의 중심사상을 이루고 있어 널리 알려진 

말이다. 색(色)이란 형태가 있는 것, 대상(對象)을 형성하는 물질적인 

것, 넓게는 대상 전반을 가리킨다.  

  

첫구(句)는 색이란 모두 공(空)에 불과하다 하였고, 대상을 우리들은 

어느 특정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실은 그것은 광범한 연계(連繫) 

위에서 그때 그때 대상으로서 나타나는 것일 뿐이며,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이미 그것은 대상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변하는 것이므로 그 

대상에 언제까지나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 구는 그와 같이 원래부터 집착할 수 없는 것을 우리들은 헛되이 

대상으로 삼지만, 그것은 공이며 그 공은 고정성이 없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 인간의 현실(존재)이 있다고 설한다. 이것은 일체의 것,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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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에서 말하는 오온(五蘊) 모두에 미치며, 대상(對象:色)뿐만 아니라 

주관(主觀)의 여러 작용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반야심경 만트라 여덟번째로 중국어 반야바라밀다심경, 제예창을 공양 

합니다. 

  

   

  

  

 http://ftp.buda.idv.tw/music/XJ26.mp3  

  

  

  

  

般若波罗密多心经 

  

观自在菩萨，行深般若波罗蜜多时，照见五蕴皆空，度一切苦厄。舍利子，

色不异空，空不异色。色即是空，空即是色。受、想、行、识，亦复如是。

舍利子，是诸法空相，不生不灭，不垢不净，不增不减。是故空中无色，无

受、想、行、识；无眼、耳、鼻、舌、身、意；无色、声、香、味、触、法

；无眼界，乃至无意识界；无无明，亦无无明尽，乃至无老死，亦无老死尽
；无苦、集、灭、道；无智亦无得。以无所得故，菩提萨埵，依般若波罗蜜

多故，心无挂碍。无挂碍故，无有恐怖，远离颠倒梦想，究竟涅槃。三世诸
佛，依般若波罗蜜多故，得阿耨多罗三藐三菩提。故知般若波罗蜜多，是大

神咒，是大明咒，是无上咒，是无等等咒，能除一切苦，真实不虚。故说般

若波罗蜜多咒，即说咒曰：揭谛揭谛，波罗揭谛，波罗僧揭谛，菩提萨婆诃
。 

  

  

  

2008-02-1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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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대비주(大悲呪)20] 령은(聆听) 대비주, 황사정  

  

  

 
  

  

  

일체중생을 어머님으로 알자 

  

우리는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등의 평정한 

마음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 

친척과 원수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평정한 마음을 지니는 명상을 

실천하여야 한다.  

  

원수를 생각할 때 미워하고 화가나고 하는 마음의 원인을 살피게 되면 

전에 자기를 해롭게 한 이유 때문이다. 원수는 전생에 친척이었던 적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여 미워하고 화내는 마음을 없애야만 한다.  

  

친척 역시 전생에 셀수없이 원수였던 적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여 

좋아하는 마음을 없애야만 한다. 원수와 친척과 그 중간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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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지에 마음이 평정해지면 일체중생 모두에게도 마음이 평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평정한 마음을 지니지 않고 보리심은 생길 수 없다. 일체중생을 

어머님과 같이 생각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보리심을 얻을 수 없다. 

친척이나 원수 등도 전생에 어머님였을 적이 많았다고 명상하면 도움이 

된다.  

(초펠스님의 보리도차제론에서) 

  

  

  

대비주(大悲呪) 스무번째로  령은(聆听) 대비주, 황사정 창송으로 공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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聆听(大悲咒) 

http://mp3.evdd.com/fyf/zrfy/04.mp3 

  

  

 《聆听》 作词：巴布 曲：大悲咒 

微风荡啊荡啊荡 静静悄悄溜过原野，空气中飘着草香 

躺着看云朵随意的幻想，我的心啊 

飘啊飘向何方，飘啊漂浮啊飞上那青天摘啊摘云朵，流浪流浪 

一颗心找寻一个停泊的地方，心灵的家平静的芬芳，远方寺庙里传来悠悠的

吟唱，纳摩惹娜达拉雅雅 纳摩阿里雅佳纳 萨加拉贝勒佳纳 

尤哈拉佳雅达他加达雅 阿啦哈帝 桑雅桑布塔雅 

纳摩萨噜哇达他加提呗阿拉哈达呗桑雅桑布呗提 纳摩阿里雅阿鲁哇鲁格帝 

秀哇啦雅 布地萨埵哇雅 玛哈萨埵哇雅 玛哈佳噜尼加雅 达地雅 

他嗡达啦达啦 提力提力吐露吐露  

  

  

  

티벳대비주(藏传大悲呪, 十一面观音根本咒 ) 

namo ratna trayaaya  

纳牟 拉的纳 的拉呀呀 

namah aarya jn~aana saagara 

纳摩 阿利呀 及泥呀纳 萨阿噶拉 

vairocana vyuuha raajaaya 

拜漏佳钠 播优哈 拉阿加阿呀 

tathaagataaya arhate samyak-sambuddhaaya 

达他阿噶达阿呀 阿日哈带 萨呣呀个萨呣布塔阿呀 

namah sarva tathaagatebhyah arhatebhyah   

纳摩 萨日哇 达他阿噶带 破呀 阿日哈带 破呀 

samyak-sambuddhebhyah 

萨呣呀个萨呣布台 破呀 

namah aarya avalokite s/varaaya   

纳摩 阿利呀阿哇楼个依带 西哇拉阿呀  

bodhisttvaya mahaa-sattvaya mahaa-kaarun.i-ka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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包提萨的哇呀 玛哈阿 萨的哇呀 玛哈阿噶阿卢尼 

噶阿呀（其中的“卢”和“尼”都是卷舌音） 

tadyathaa aum 

达地呀他阿 阿乌呣 

dhara dhara dhiri dhiri dhuru dhuru 

塔拉 塔拉 替利 替利 吐卢 吐卢 

it.t.e va-it.t.e cale cale pra-cale pra-cale 

伊斋 外斋 佳类 佳类 播拉佳类 播拉佳类 

kusume kusumavare ilim ili citi 

固苏买 固苏玛哇累 伊丽呣伊丽 基帝 

jvalam aapanaaya svaahaa 

及哇喇呣阿叭纳阿呀 斯哇阿哈阿 

  

http://buddha.goodweb.cn/music/musictxt/dbz_zangchuan.asp 

  

  

2008-02-1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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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옴마니반메훔 만트라 19] 대보법왕육자대명주  

  

  

  

 
  

Nyingma protector 

  

  

  

  

탕카 (불화 [佛畵])  [幀畵, thang-ka] 

  

천이나 종이에 그림을 그려 벽에 거는 불화의 종류. 

  

족자 또는 액자로 만들어 사용했다. 탱화의 '탱'(幀)은 '틀에 그림을 

붙이는 것', '걸개', '서화를 세는 단위' 등을 뜻한다. 

  

티베트에서는 탕카(tanka)라고 하며, 주로 면직물 위에 그렸다. 그림을 

말아올릴 수 있도록 밑단에 대나무 막대를 붙였다. 사원이나 가정집의 



335 

 

불단에 걸기도 하고, 종교 행렬에 들고 나가기도 하며, 설법을 

도해(圖解)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명상을 돕는 

데에 있다.  

  

탕카는 서구 예술과 같이 자유롭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의궤의 

법칙에 따라 그려졌는데, 그 속에 담긴 주제를 통해서 티베트 

불교(라마교)를 잘 이해할 수 있다. 탕카에 주로 묘사하는 것은 

천신이나 라마승에 의해 둘러싸인 부처 및 그의 삶 속에 나타난 여러 

장면, 우주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만다라, 성자들 등이다.  

  

이것은 인도의 직물화(pata), 종교 제전에 이용하기 위해 땅 위에 그린 

만다라화, 이야기꾼들이 사용하던 두루마리 그림에서도 볼 수 있다. 

탕카는 화가의 서명이 없고 날짜도 기록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10 세기경에 대두된 것으로 보인다. 

 

 

초기의 탕카는 정 4각형이 많으나, 일반적으로 직 4각형이다. 그리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림을 그리기 위한 천은 대개 모슬린이나 아마로 틀 

위에 팽팽히 잡아 묶고 물에 갠 소석회와 동물아교를 섞어 바른 뒤 잘 

말려서 두꺼워진 표면을 조개껍데기로 문질러 부드럽고 윤기나게 

만들어서 준비한다. 먼저 숯으로 인물의 윤곽선을 그리고, 주로 

석회가루와 글루텐을 섞은 광물질의 색깔로 메워나간다. 색상은 회백색, 

빨간색, 비소가 섞인 노란색, 황산염이 섞인 녹색, 선홍색, 군청색, 

남색이 가장 널리 쓰이고, 배경과 장식은 금칠을 한다.  

  

그림 위에는 납작한 나무판, 밑에는 둥근 막대를 대며 가장자리는 

무늬를 넣어 짠 비단으로 고정시킨다. 때로는 먼지 방지용 커튼으로 

얇은 비단이 사용되기도 한다. 아래쪽의 가장자리에 꿰맨 무늬가 있는 

비단조각은 탕카의 '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태고의 조물주나 모든 

창조물의 근원을 나타낸다. 이것은 라마승의 감독하에 평신도가 그리는 

것이 보통이나 반드시 라마승에 의해 봉헌되어야만 비로소 종교적인 

가치를 갖는다 

  

  

  

옴마니반메훔 만트라 열아홉번째로 대보법왕육자대명주을 공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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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uddha.goodweb.cn/music/musicdownload6/6z_dabaofawang_2.mp3  

 

  

  

  

 
  

  

2008-02-1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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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대비주(大悲呪)21] 산스크리트 미지창편집(未知唱片集)  

  

  

  

<_A><_P> 

 

 

수월관음도 [水月觀音圖] 

  

관세음보살은 세상을 교화하기 위해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여러 가지 

형체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보문시현(普門示現)이라 하며, 

33 응신이라고 한다. 따라서 대자대비를 근본서원으로 하는 보살로 

일컬어진다. 관세음(觀世音)이라고 하면 세간의 음성을 관(觀)한다는 

뜻이다. 즉 사바세계의 중생이 괴로울 때, 그 이름을 오직 한마음으로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곧 구제한다고 하는데 

관자재·관세자재·관세음자재·관음 등으로도 불리워진다. 우리 

나라에서는 통일신라시대부터 널리 성행하였는데 오늘날까지 가장 

대중적인 보살로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관음신앙의 유행은 

벽화와 탱화로도 묘사되어 널리 성행하게 된다.  

  

해변가 보타락가산의 암반 위에 반가좌로 걸터앉은 관음보살이 

선재동자의 방문을 받고 있는 그림이다. 이러한 도상은 특히 고려시대에 

수월관음도라 하여 널리 유행하였다.  

 

 특히 관음화에서 짝을 이루는 선재동자는 《화엄경》의 <입법계품>에 

나오는 구도(求道)의 보살이다. 문수보살의 설법을 듣고 발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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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인의 선지식을 차례로 만나는데, 그중 28 번째 만나는 보살이 바로 

보타락가산의 관세음보살인 것이다. 이처럼 종교화로서 불화는 경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고려시대 수월관음의 경우 《화엄경》의 

<입법계품>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는 반면 조선시대에 들면 선종의 

강세로 이러한 전통적인 수월관음 도상에 흰 천의를 내려 쓴 백의관음이 

표현됨으로써 당대의 교리나 신앙적 변화상이 불화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옮긴글) 

  

  

  

대비주(大悲呪) 스물한번째로 산스크리트 미지창편집(未知唱片集)판을 

공양 합니다. 

  

  

♪다운로드♬ 

大悲咒 未知唱片集 

http://www.fozi.cn/bbs/UploadFile/2006-12/dabeizhou.mp3 

  

  

  

2008-02-17 

진흙속의연꽃 

  

 

 

  

 

 

 

 

 

 

 

 

 

 



339 

 

95. [대비주(大悲呪)21] 청음대비주 7분판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 

 

 

法頂스님 옮김 

 

 

1. 열 가지 큰 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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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거룩한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여러 보살과 선재동자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부처님의 공덕은 비록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들께서 

수없이 많은 세월을 두고 계속하여 말씀할지라도 

끝까지 다하지는 못할 것이니라. 

만일 그러한 공덕을 성취하려면 

열 가지 크나큰 행원을 닦아야 하느니라. 

그 열 가지 행원이란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함이요 

둘째는 부처님의 덕행을 찬탄함이며 

셋째는 여러 가지로 공양함이요 

넷째는 지은 허물을 참회함이요 

다섯째는 남의 공덕을 같이 기뻐함이요 

여섯째는 설법해 주기를 청함이요 

일곱째는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함이며 

여덟째는 부처님을 본받아 배움이요 

아홉째는 이웃의 뜻에 따름이며 

열째는 모두 다 돌려줌이니라. 

선재동자가 물었으되 

거룩하신 이여! 

어떻게 예배하고 공경하며 

어떻게 돌려주리오리까? 

 

 

2.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고 공경합니다 

 

보현보살은 선재동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 세계의 

수없이 많은 부처님들께 

보현의 수행과 서원의 힘으로 깊은 신심을 내어 

눈앞에 뵈온 듯이 받들고 

청정한 몸과 말과 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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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니라. 

낱낱 부처님께 

수없이 많은 몸을 나타내어 

수많은 부처님께 두루 예배함이니라 

허공계가 다해야 나의 예배와 공경도 다하겠지만 

허공계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이 예배와 공경도 

다함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들 이웃의 세계가 다하고 

이웃의 업이 다하고 

이웃의 번뇌가 다해야 

나의 예배도 다하겠지만 

우리들 이웃과 이웃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이 예배와 공경도 

다함이 없느니라. 

순간마다 계속하여 끊임없어도 

몸과 말과 뜻에는 

조금도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3.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선남자여, 부처님을 찬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온 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불국토에 

수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 계신 데마다 보살들이 둘러싸 모시고 있느니라. 

그분들을 내가 깊고 뛰어난 지혜로써 

눈앞에 나타난 듯 알아보고 

음악의 여신인 변재천녀보다도 더 뛰어난 변재로써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찬탄하며 

모든 세월이 다하도록 계속하여 끝나지 않고 

법계가 끝날 때까지 두루 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이웃의 세계가 다하고 

이웃의 업이 다하고 

이웃의 번뇌가 다해야 나의 찬탄도 다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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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공계와 우리 이웃들 번뇌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찬탄도 다함이 없느니라. 

순간마다 계속하여 끊임없어도 

몸과 말과 뜻에는 

조금도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4. 여러 가지로 공양 올립니다 

 

선남자여, 

또 여러가지로 공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온 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불국토에 

수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 께신 데마다 

온갖 보살들이 둘러싸 모시고 있느니라. 

내 보현의 수행과 서원의 힘으로 

깊은 믿음과 지혜를 일으켜 

그분들을 눈앞에 나타난 듯 알아보며 

여러 가지 훌륭한 공양거리 공양하느니라. 

이른바 꽃과 꽃타래와 천상의 음악과 

천상의 일산과 옷과 여러 가지 천상의 향들 

즉 바르는 향, 사르는 향, 가루향 등 

이와 같은 것들의 낱낱 무더기가 수미산만 하며 

여러 가지로 켜는 등불은 

우유등, 기름등, 향유등인데 

심지는 각각 수미산과 같고 

기름은 바닷물과 같으니라. 

이런 여러 가지 공양거리로 항상 공양하느니라. 

 

선남자여, 

그러나 모든 공양 가운데 법공양이 으뜸이니라.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과 

이웃들을 거두어 주는 공양과 

이웃들의 고통을 대신 받는 공양과 

착한 일을 하는 공양과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과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 등이 바로 그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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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자여, 

앞서 말한 꽃, 음악, 옷, 향, 등불로써 공양한 그 공덕을 

잠깐 동안 법으로 공양한 공덕과 비교한다면 

그 백 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 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며 

백천만 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부처님들은 법을 존중하기 때문이며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함이 

곧 부처님을 출현케 하는 일이고 

보살들이 법공양을 행하면 

이것이 곧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니라. 

이와 같이 수행함이 참다운 공양이니라. 

넓고 크고 가장 훌륭한 이 공양은 

허공계가 다하고 우리들 이웃의 세계가 다하고 이웃의 업이 다하고 

이웃의 번뇌가 다해야 나의 공양도 다하겠지만 

허공계와 이웃의 번뇌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공양도 다하지 않느니라. 

이와 같이 순간마다 계속하여 끊임없어도 

몸과 말과 뜻에는 

조금도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5. 지은 허물을 참회합니다 

 

선남자여, 

지은 허물을 참회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보살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다짐하느니라. 

"내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두고 살아오면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탓으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악한 업이 

한량없고 끝이 없을 것이리니 

만일 그 악한 업에 어떤 형체가 있다면 끝없는 허공으로도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오리다. 

내가 이제 몸과 말과 뜻의 청정한 업으로 

법계에 두루 계시는 부처님과 보살님들 앞에 

지성으로 참회하고 다시는 악한 업을 짓지 않으며 



344 

 

항상 청정한 계육의 

모든 공덕에 머물러 있으오리다. 

이와 같이 허공계가 다하고 

우리들 이웃의 세계가 다하고 

이웃의 업이 다하고 

이웃의 번뇌가 다해야 

나의 참회도 다할 것이지만, 

허공계와 이웃의 번뇌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참회도 다하지 않느니라. 

순간마다 계속하여 끊임없어도 

몸과 말과 뜻에는 

조금도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6. 남의 공덕을 같이 기뻐합니다 

 

선남자여, 

남의 공덕을 같이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온 법계·허공계·시방삼세 불국토의  

수많은 부처님이 처음 발심한 때로부터 

모든 지혜를 위하여 복덕을 부지런히 닦을 때에 

몸과 목숨도 아끼지 않고 

수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머리와 눈과 손발까지도 아끼지 않고 

헤아릴 수 없이 보시하였느니라. 

또 행하기 어려운 고행을 하면서 

갖가지 보살의 행을 원만히 갖추었고 

보살의 지혜에 들어가 

부처님의 가장 훌륭한 보리를 성취하였으며 

열반에 든 뒤에는 

그 사리를 나누어 공양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온갖 착한 일을 나도 같이 기뻐하며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등 여섯 갈래 길에서 

태(胎), 란(卵), 습(濕), 화(化) 네 가지로 생겨나는 

이웃들이 지은 털끝만한 공덕일지라도 

내 일처럼 기뻐하느니라. 

자기만을 위해 수행하는 소승적인 성문과 벽지불의 



345 

 

배우는 이나 더 배울 것 없는 이의 공덕도 

내가 같이 기뻐하며 

보살이 행하기 어려운 고행을 하면서 

가장 높은 진리를 구하던 

그 넓고 큰 공덕도 

또한 내가 같이 기뻐하느니라.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우리들 이웃의 세계가 다하고 

이웃의 업이 다하고 

이웃의 번뇌가 다할지라도 

나의 함께 기뻐함은 다하지 않느니라. 

순간마다 계속하여 끊임없어도 

몸과 말과 뜻에는 

조금도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7. 설법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선남자여,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온 법계·허공계·시방삼세 불국토의 

아주 작은 미미한 것에도 

수많은 부처님 세계가 있는데 

그 낱낱 세계 안에서 잠깐 동안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들께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 여러 보살들이 에워싸 있느니라. 

그 때 내가 몸과 말과 뜻의 갖가지 방편으로 

설법해 주시기를 청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우리들 이웃의 세계가 다하고 

이웃의 업이 다하고 이웃의 번뇌가 다할지라도 

내가 모든 부처님께 

항상 설법해주시기를 청하는 일은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순간마다 계속하여 끊임없어도 

몸과 말과 뜻에는 

조금도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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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합니다. 

 

선남자여,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온 법계·허공계·시방삼세 

모든 불국토의 수많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려 하거나 

또는 보살 성문 연각의  

배우는 이와 더 배울 것 없는 이와 

선지식들에게 열반에 들지 말고 

무량겁이 지나도록 

세상에 오래 머무르면서 

모든 이웃을 이롭게 하여 달라고 청하느니라.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이웃의 업이 다하고 

이웃의 번뇌가 다할지라도 

나의 권청하는 일은 다하지 않느니라. 

순간마다 계속하여 끊임없어도 

몸과 말과 뜻에는 

조금도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9. 부처님을 본받아 배웁니다. 

 

선남자여, 

부처님을 본받아 배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바세계에 오시기까지 법신인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한 때로부터 정진하여 물러나지 않으시고 

수없이 많이 몸과 목숨을 보시하고 

살갗을 벗겨 종이를 삼으며 

뼈를 쪼개 붓을 삼고 

피을 뽑아 먹물을 삼아서 

경전 쓰기를 수미산만큼 하였느니라. 

부처님은 법을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목숨도 아끼지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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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물며 제왕의 자리나 도시나 

시골 궁전이나 동산 등 재산과 

하기 어려운 갖가지 고행인들 

어찌 문제될 수 있었겠는가.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이루던 일이며 

여러 가지 신통을 보이고 변화를 일으키며 

많은 대중이 모인 곳에서 

여래의 화신을 나타내기도 하였느니라. 

보살들이 모인 도량이나 

성문과 벽지불이 모인 도량, 

이 세상을 진리로써 다스리는 전륜성왕과 

작은 나라의 왕과 그 권속들이 모인 도량, 

혹은 군인·바라문·부호·거사들이 모인 도량, 

심지어 천, 용 등 팔부신중과 

인비인(人非人)들이 모인 도량에서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법을 설하여 

그들의 소원에 따라 이웃들의 기틀을 성숙시키고 

마침내 열반에 드신 

이와 같은 일들을 내가 모두 본받아 배우느니라. 

지금의 부처님께 하듯이 

온 법계·허공계·시방삼세 모든 불국토의 

부처님들의 자취도 본받아 배우느니라.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우리들 이웃의 세계가 다하고 

이웃의 업이 다하고 

이웃의 번뇌가 다할지라도 

나의 이 본받아 배우는 일은 

다하지 않을 것이니라. 

순간마다 계속하여 끊임없어도 

몸과 말과 뜻에는 

조금도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10. 이웃의 뜻에 항상 따릅니다. 

 

선남자여, 

이웃의 뜻에 항상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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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법계·허공계·시방세계의 이웃들이 

여러 가지 차별이 있어 알에서 나고 

태나 습기에서 나고 혹은 저절로 나기도 하는데 

그들은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을 

의지하여 살기도 하고 

허공을 의지하여 살기도 하며 

풀과 나무를 의지하여 살기도 하느니라. 

여러 가지 생류와 여러 가지 몸과 

형상·모양·수명·종족·이름·성질·소견·욕망· 

뜻·행동·의복·음식등으로 살아가느니라. 

여러 시골의 마을과 도시의 큰 집 

혹은 궁전에서 살기도 하며 

그들은 또 하늘과 용, 팔부(八部)신중과 

인비인들이기도 하느니라. 

발 없는 것, 두발 가진것, 

네 발 가진 것, 여러 발 가진 것, 

형체 있는 것, 형체 없는 것, 

생각 있는 것, 생각 없는 것, 

생각 있는 것도 생각 없는 것도 아닌 것들  

모두에게 내가 순종하여 

여러 가지로 섬기고 

공양하기를 마치 부모와 같이하고 

스승과 같이 받들며 아라한이나 

부처님과 다름없이 받드느니라. 

병든 이에게는 의사가 되어 주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가리켜 주며 

어둔 밤에는 등불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재물을 얻게 하느니라. 

이와 같이 보살은 모든 이웃을 

평등하고 이롭게 하느니라. 

왜냐하면, 보살이 이웃의 뜻에 따르는 것은  

곧 부처님께 순종하여 공양하는 일이 되고 

이웃들을 존중하여 받드는 것은 

곧 부처님을 존중하여 받드는 일이 되며 

이웃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느니라. 

부처님은 자비심으로 근본을 삼기 때문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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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으로 인해 큰 자비심을 일으키고 

자비심으로 인해 보리심을 내고 

보리심으로 인해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것은 마치 넓은 벌판에 서 있는 큰 나무의 뿌리가 수분을 받으면 

가지와 잎과 열매가 무성하듯이 

생사 광야의 보리수도 이와 같으니라. 

모든 이웃은 뿌리가 되고 

부처님이나 보살들은 꽃과 열매가 되며 

자비의 물로 이웃들을 이롭게 하면 

그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므로 

보리는 이웃에게 달린 것이며 

이웃이 없다면 보살은 끝내 깨달음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라. 

 

선남자여, 

그대는 이 이치를 분명히 알아야 하느니라. 

이웃에게 마음을 평등히 함으로써 

원만한 자비를 성취하고, 

자비심으로 이웃들을 따라줌으로써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니라. 

보살은 이와 같이 이웃을 따라주어야 하느니라. 

허공계가 다하고 

우리들 이웃의 세계가 다하고 

이웃의 업이 다하고 

이웃의 번뇌가 다할지라도 

나의 따르는 일은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순간마다 계속하여 끊임없어도 

몸과 말과 뜻에는 

조금도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11. 지은 공덕을 모든 이웃에게 돌려드립니다 

 

선남자여, 

모두 다 돌려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처음 예배하고 공경함으로부터 

이웃의 뜻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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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모든 공덕을 온 법계에 있는 

모든 이웃에게 돌려보내어 

이웃들로 하여금 항상 평안하고 

즐겁고 병고가 없게 하느니라. 

나쁜 짓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착한 일은 모두 성취되며, 

온갖 나쁜 길의 문은 닫아버리고 

인간이나 천상이나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은 

활짝 열어보이느니라. 

이웃들이 쌓아온 나쁜 업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온갖 무거운 고통의 과보를 

내가 대신 받으며 

그 이웃들이 모두 다 해탈을 얻고 

마침내는 더없이 훌륭한 보리를 성취하도록 

힘쓰는 것이니라. 

보살은 이와 같이 남김없이 돌려주느니라. 

허공계가 다하고 

우리들 이웃의 세계가 다하고 

이웃의 업이 다하고 

이웃의 번뇌가 다할지라도 

나의 이 돌려줌은 다하지 않을 것이니라. 

순간마다 계속하여 끊임없어도 

몸과 말과 뜻에는 

조금도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대비주(大悲呪) 스물한번째로 중국어 청음대비주 7분판(미상)을 공양 

합니다. 

  

  

  

  

  http://www.czjinli.net/大悲咒.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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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구 대비주 

  

  

1. 南無喝囉怛那哆囉夜耶  NA MWO HE LA DA NWO DWO LA YE YE  

2. 南無阿唎耶  NA MWO E LI YE  

3. 婆盧羯帝爍缽囉耶  PWO LU JYE DI SHI BU LA YE  

4. 菩提薩埵婆耶  PU TI SA TWO PE YE  

5. 摩訶薩埵婆耶  MWO HE SA TWO PE YE  

6. 摩訶迦盧尼迦耶  MWO HE JYA LU NI JYA YE  

7. 唵  NAN 

8. 薩皤囉罰曳  SA PAN LA FA YE 

9. 數怛那怛寫  SWO DA NA DA SYIE 

10. 南無悉吉塛埵伊蒙阿唎耶  NA MWO SYI JI LI TWO YI MENG E LI YE  

11. 婆盧吉帝室佛囉楞馱婆  PE LU JI DI SHIR FWO LA LENG TWO PE 

12. 南無那囉謹墀 NA MWO NA LAN JING CHI 

13. 醯唎摩訶皤哆沙咩  SYI LI MWO HE PAN DWO SA MIE 

14. 薩婆阿他豆輸朋   SA PE E TWO DO SHU PENG  

15. 阿逝孕   E SHI YUN 

16. 薩婆薩哆那摩婆薩多那摩婆伽 SA PE SA DWO NA MWO PE SA DWO NA MWO 

PE CHYE 

17. 摩罰特豆  MWO FA TE DO  

18. 怛姪他  DA JI TA  

19. 唵阿婆盧醯  NAN A PE LU SYI 

20. 盧迦帝  LE JIA DI  

21. 迦羅帝  JIA LA DI 

22. 夷醯唎  JI XI LI 

23. 摩訶菩提薩埵  MWO HE PU TI SA TWO 

24. 薩婆薩婆  SA PE SA PE 

25. 摩囉摩囉  MWO LA MWO LA 

26. 摩醯摩醯唎馱孕  MWO HE SYI MWO SYI LI TWO YUN 

27. 俱盧俱盧羯蒙  JU LU LU JYE MENG 

28. 度盧度盧罰闍耶帝 DU LU DU LU FA SHE YE DI 

29. 摩訶罰闍耶帝  MWO HE FA SHE YE DI 

30. 陀囉陀囉  TWO LA TWO LA 

31. 地唎尼  DI LI NI 

32. 室佛囉耶  SHR FWO LA 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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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遮囉遮囉  JE LA JE LA 

34. 麼麼罰摩囉  MWO MWO FA MWO LA 

35. 穆帝隸  MU DI LI 

36. 伊醯伊醯  YI SYI YI SYI 

37. 室那室那  SHI NWO SHI NWO 

38. 阿囉嘇佛囉舍利  A LA SHEN FWO LA SHE LI 

39. 罰娑罰嘇  FA SHA FA SHEN 

40. 佛囉舍耶  FWO LA SHE YE 

41. 呼盧呼盧摩囉  HU LU HU LU MWO LA 

42. 呼盧呼盧醯利  HU LU HU LU SYI LI 

43. 娑囉娑囉  SWO LA SWO LA 

44. 悉唎悉唎 SYI LI SYI LI 

45. 蘇嚧蘇嚧  SU LU SU LU 

46. 菩提夜菩提夜  PU TI YE PU TI YE 

47. 菩馱夜菩馱夜  PU TWO YE PU TWO YE 

48. 彌帝利夜  MI DI LI YE 

49. 那囉謹墀  NWO LA JIN CHI 

50. 地利瑟尼那  DI LI SHAI NI NWO 

51. 婆夜摩那 PE YE MWO MWO 

52. 娑婆訶  SWO PE HE 

53. 悉陀夜  SYI TWO YE 

54. 娑婆訶  SWO PE HE 

55. 摩訶悉陀夜  MWO HE SYI TWO YE 

56. 娑婆訶  SWO PE HE 

57. 悉陀喻藝  SYI TWO YU YI 

58. 室皤囉耶  SHI PAN LA YE 

59. 娑婆訶  SWO PE HE 

60. 那囉謹墀  NWO LA JIN CHI 

61. 娑婆訶  SWO PE HE 

62. 摩囉那囉  MWO LA NOU LA 

63. 娑婆訶  SWO PE HE 

64. 悉囉僧阿穆佉耶  SYI LU SENG A MU CHYE YE 

65. 娑婆訶  SWO PE HE 

66. 娑婆摩訶阿悉陀夜  SWO PE MWO HE A SYI TWO YE 

67. 娑婆訶  SWO PE HE 

68. 者吉囉阿悉陀夜  JE JI LA A SYI TWO YE 

69. 娑婆訶  SWO PE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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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波陀摩羯悉陀夜  BWO TWO MWO JIE SYI TWO YE 

71. 娑婆訶  SWO PE HE 

72. 那囉謹墀皤伽囉耶 NWO LA JIN CHI PAN CHYE LA YE 

73. 娑婆訶  SWO PE HE 

74. 摩婆利勝羯囉夜  MWO PE LI SHENG JYE LA YE 

75. 娑婆訶  SWO PE HE 

76. 南無喝囉怛那哆囉夜耶  NA MWO HE LA DA NWO DWO LA YE YE 

77. 南無阿利耶  NA MWO E LI YE 

78. 婆嚧吉帝 PWO LU JYE DI 

79. 爍皤囉夜  SHAO PA LA YE 

80. 娑婆訶 SWO PE HE 

81. 唵悉殿都  NAN SYI DIAN DU 

82. 漫多囉  MAN DWO LA 

83. 跋陀耶  BA TWO YE 

84. 娑婆訶  SWO PE HE 

http://buddha.goodweb.cn/ 

  

  

  

  

2008-02-2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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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만트라를 음악의 반열에 올려 놓은 이메이 우이 (Imee Ooi, 黃慧音) 

관련기사  

  

  

  

 
  

  

이메이 우이(Imee Ooi, 黃慧音, Huang Huiyin)는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 

그리고 티베트어, 북경어로 된 불교음악을 만들어 내는 보컬리스트이자 

작곡자이며 동시에 음반출판자이다. 또 그녀는 Siddhartha 와 Above 

Full Moon 이라는 두개의 매우 갈채 받는 뮤지컬의 작곡자 이자 연출가 

이기도 하다. 

  

우이는 1997 년에 I.M.M Musicworks 라는 이름의 회사를 설립 하였고 

20 개가 넘는 엘범을 내 놓기도 하였다.  그녀는 잘 교육 받은 고전음악 

피아니스트 이기도 하다. 

  

또한 그녀는 ‘티벳의 보석(Jewel of Tibet) 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뮤지컬에서 일하고 있기도 하다. 이 뮤지컬은 당나라 시대가 배경이고  

티벳으로 시집온 문성공주에 관한 이야기이다. 

  

다음은 이메이 우이가 발표한 엘범의 목록이다. 

  

Jayamangalagatha Man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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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nt of Metta  

Great Compassionate Mantra  

Mantra of Guanyin  

Mantras of the Sanskrit  

Namo Amitabha (Mandarin)  

Diamond Sutra (Mandarin)  

Arya Ekdasa-Mukha Dharani  

Medicine Buddha Dharani  

Amitabha (Mandarin)  

Karaniya Metta Sutta  

Series of 10 Short Mantras, Volume 1  

Series of 10 Short Mantras, Volume 2  

Tisarna  

  

  

  

다음은 이메이 우이에 관련된 기사 내용입니다. 

  

  

Meet Imee the mantra musician 

  

By Noel Achariam, New STraits Times, June 18, 2007 

  

NOEL ACHARIAM talks to producer-composer-vocalist Imee Ooi who, 

among other things, sets mantras to music in order to promote 

Buddhism via music. 

  

  

만트라 뮤지션 이메이 우이(Imee Ooi)를 만난다 

  

2007 년 6 월 18 일 뉴스트레이트 타임즈, 노엘 아차리암 

  

노엘 아차리암은 음악을 통하여 불교를 촉진 시키고져 만트라 음악을 

보급 하고  있는 프로듀서 이자 작곡가 이며 보컬리스트인 이메이 

우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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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ala Lumpur, Malaysia -- IMEE Ooi is a well-known music producer, 

composer, arranger and vocalist who has modernised Buddhist chants 

and let mantras (a religious or mystical syllable or poem, 

typically from the Sanskrit language) to music. Her Chant of Metta 

is frequently played at major Buddhist events all over the world. 

She is also the musical director and composer of two highly-

acclaimed stage musicals, Siddhartha and Above Full Moon.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지아 

  

이메이우이는 잘 알려진 음악프로듀서이자 작곡가 이며 어레인저 이고 

보컬리스트이다.  그녀는 불교챈트를 현대화 하였으며 만트라를 음악의 

반열에 올려 놓았다. 특히 종교적이고 신비적인 게송이나 운문을 

산스크리트어로 구현 하였다. 그녀의 ‘자비송(Chant of Metta)’은 

전세계적으로 주요 불교 행사에서 종종 시그널 뮤직으로 사용 되기도 

한다.  또한 그녀는 ‘Siddhartha’ 와 ‘Above Full Moon’ 이라는 

두개의 매우 평판이 좋은 뮤지컬의 음악감독이자 작곡가 이기도 하다. 

  

  

  

Ooi, a classical pianist by training, formed I.M.M, Musicworks in 

1997 and to date she has released over 20 albums. Some of her other 

well-known compositions are Jayamangalagatha, Heart Sutra 

Nilakantha Dharani-The Great Compassionate Mantra and The Guan Yin 

Mantra. 

  

잘 교육 받은 고전음악 피아니스트로서의 우이는 1997 년에 I.M.M, 

Musicworks 를 설립 하였고 20 개가 넘는 엘범을 내 놓았다.  그녀가 

작곡한 것 중에 잘 알려진 것은 자만갈라가타, 반야심경, 

니라간타다라니, 대비주, 관세음보살 만트라이다. 

  

  

  

 “Music can touch our hearts and minds deeply. It is a very 

effective way of expressing emotions, transferring messages and 

delivering hope. Thus, learning the Dharma through music and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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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as a bridge to bring the Dharma to people is a heartwarming 

journey of wonder and joy. It is an experience where religion, art 

and way of life come together,” said Ooi.  

  

“ 음악은 우리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깊이 있게 만들어요. 또 정서를 

일깨우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고 희망을 불어 넣은 역할도 

하지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다르마를 배우기도 하고 다르마를 전파 

하기 위하여 음악을 이용 하기도 하는 것 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환희의 길로 인도 하는 역할도 합니다.” 라고 우이는 말했다. 

  

  

  

Ooi promotes her music together with Maitreya, an international 

Buddhist organisation. “This is how my music is travelling all 

over the world. I’m currently working with Maitreya to raise funds 

for the world’s tallest Buddha project,” she said. 

She is also working on a musical entitled Jewel of Tibet which will 

be staged at the Istana Budaya next year in March. “The musical is 

set during the Tang Dynasty and is about a princess who marries a 

Tibetan and how he brings Buddhism to China,” she said. 

  

우이는 국제적인 부디스트 조직인 마이트레야와 함께 그녀의 음악을 

전파 하고 있다. “ 이 방법으로 내 음악이 어떻게 전세계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붓다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을 마련 하기 위하여 마이트레야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이는 말한다. 

또한 그녀는 내년 3 월에 이스타나 부다야(Istana Budaya)에서 공연될 

‘티벳의 보석 (Jewel of Tibet)’이라고 이름 붙여진 뮤지컬에서 

일하고 있다. “ 이 뮤지컬은 당나라 시대가 시대적 배경이고 티벳인과 

결혼한 공주와 중국에서 불교가 어떻게 전래 된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This is going to be her biggest musical production to date. Using 

more than a hundred actors and extras, this production will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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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i composing and arranging the music, while her partner, Ho Lin 

Huay will direct and produce the musical. 

  

이것은 그녀의 가장 큰 뮤지컬 작품이 될지 모른다. 수백명의 배우와 

엑스트라가 동원 되는 이 작품은 그녀가 음악을 작곡 하고 조정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녀의 파트너인 호 린 후아이가 감독을 하여 

뮤지컬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Lin Huay brought this ensemble together. The background will be 

based on Chinese and Tibetan settings and only at Istana Budaya can 

we house this enormous production,” said Ooi. 

  

“린 후아이와는 함께 호흡을 맞추어 왔어요. 배경은 중국과 티벳이고 

이스타나 부다야에서 셋팅 되는 이 무지컬은 엄청난 작품이 될 것 

입니다” 라고 우이는 말한다. 

  

  

  

“ Not everyone in the cast is a skilled actor, dancer or musician. 

Most of them are part-time actors who are students, doctors, 

lawyers and fans who simply enjoy musical theater.” They are doing 

this out of the love for musical theatre and their passion for the 

performing arts,” said Ooi. 

  

이 작품의 케스팅은 잘 훈련돤 배우와 댄서 그리고 뮤지션이 맡게 

되지는 않는다. 그들 대부분은 단순히 뮤지컬을 좋아 하는 학생, 의사, 

법조인과 팬들으로 이루어진 파트 타임 배우들이다. “ 그들은 뮤지컬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고 예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입니다”라고 우이는 말한다. 

  

  

  

Because of this, rehearsals are usually held in the evenings as the 

part-timers work during the day. “There are a lot of scenes and so 

every part has to be broken up into different segments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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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actors. There will be separate practices, and the main 

rehearsal will be held at Istana Budaya,” said Ooi. 

  

그렇기 때문에 리허설은 보통 일이 끝나는 저녁에 파트타임으로 하게 

된다. “거기에는 많은 장면이 있고 매 파트마다 매우 다양한 배우들이 

매 장면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메인 리허설은 이스타나 

부다야에서 열립니다”라고 우이는 말한다. 

  

  

  

She is currently composing music for the general scenes and some of 

the solos. “This is going to be a long musical lasting more than 

two hours. once we have finalised the main cast, we will sit down 

and discuss the music arrangements,” she said. 

  

그녀는 현재 전반적인 장면과 약간의 독립된 장면에 관한 음악을 작곡 

하고 있다. “ 이 뮤지컬은 두시간이 넘는 꽤 오랫동안 지속 되는 

뮤지컬이 될 것입니다. 한번 메인 케스트를 종료 하게 되면 우리들은 

앉아서 음악에 대한 조율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우이는 

말한다. 

  

  

  

According to Ooi, music with a good message will promote itself. 

“The power of music is very strong. We are trying to use music to 

convey positive messages,” she said. 

  

우이의 말에 따르면 좋은 메세지를 담고 있는 음악이 결국 홍보를 촉진 

할 것이라고 말한다. “ 음악의 힘은 매우 강렬합니다. 우리는 음악을 

이용 하여 긍정적인 메세지를 전달 하고져 합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I’m a person who don’t plan ahead. It is very much like 

Buddhist teaching ? live for now, don’t let the future ti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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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 don’t let the past trouble you and things will turn out 

well,” said Ooi. 

  

“ 나는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 입니다. 이것은 내가 매우 좋아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메달릴 필요가 없다. 또 지나간 과거에 집착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려 질 것이다”라고 우이는 

말한다.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I.M.M Musicworks at 18, Jalan 4/62D, 

Medan Putra Business Centre, Bandar Sri Menjalara, 52200 Kuala 

Lumpur, Malaysia. Tel: 603-62779448; Fax: 603-6272 9830; E-mail: 

immmusic@tm.net.my; Website: www.immmusic.com.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면 I.M.M Musicworks 를 접촉 하면 된다. 주소는 

말레이지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18, Jalan 4/62D, Medan Putra 

Business Centre, Bandar Sri Menjalara, 52200 Kuala Lumpur, 

Malaysia. Tel: 603-62779448; Fax: 603-6272 9830; E-mail: 

immmusic@tm.net.my; Website: www.immmusic.com. 이다. 

  

  

출처 www.buddhistchannel.tv/index.php?id=11,4338,0,0,1,0 

  

  

  

  

  

2008-02-2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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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팔리어 만트라 16] 길상승리게(Jayamangala-gatha, 8 분판, 

황혜음(黃慧音, Imee Ooi)창송 

  

  

  

<_A><_P> 

  

승리와 길상의 노래(Jayamangala-gatha, 길상승리게) 

  

  

1. Bahum sahassam-abhinimmita sayudham tam 

    Girimekhalam uditaghora sasenamaram 

    Danadidhammavidhina jitava munindo 

    Tam tejasa bhavatu te jayamangalani.  

2. Maratirekam-abhiyujjhita sabbarattim 

    Ghorampanalavakamakkha-m-athaddhayakkham 

    Khantisudantavidhina jitava munindo 

    Tam tejasa bhavatu te jayamangalani.  

3. Nalagirim gajavaram atimattabhutam 

    Davaggicakkam-asaniva, sudarunam tam 

    Mettambusekavidhina jitava munindo 

    Tam tejasa bhavatu te jayamangal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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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kkhittakhaggam-atihatthasudarunam tam 

    Dhavam tiyojanapathan'gulimalavantam 

    Iddhibhi sankhatamano jitava munindo 

    Tam tejasa bhavatu te jayamangalani.  

5. Katvana kattham-udaram iva gabbhiniya 

    Cincaya dutthavacanam janakayamajjhe 

    Santena somavidhina jitava munindo 

    Tam tejasa bhavatu te jayamangalani.  

6. Saccam vihaya matisaccakavadaketum 

    Vadabhiropitamanam atiandhabhutam 

    Pannapadipajalito jitava munindo 

    Tam tejasa bhavatu te jayamangalani.  

7. Nandopanandabhujagam vibudham mahiddhim 

    puttena therabhujagena damapayanto 

    iddh'upadesavidhina jitava munindo 

    Tam tejasa bhavatu te jayamangalani.  

8. Duggahaditthibhujagena sudatthahattham 

    Brahmam viduddhijuti middhibakabhidhanam 

    Nanagadena vidhina jitava munindo 

    Tam tejasa bhavatu te jayamangalani.  

9. Etapi buddhajayamangala atthagatha 

    Yo vacako dinadine sarate matandi 

    Hitvana neka vividhani c'upaddavani 

    Mokkham sukham adigameyya naro sapanno.  

  

  

1. 바-훙 사하쌈-아비님미따 사-유당 땅 

    기리메카랑 우디따고라 사세나마랑 

    다나디담마위디나 지따와 무닌도 

    땅 떼자사 바와뚜 데 자야망갈라니.  

2. 마라띠레깡 아비윳지따 삽바랏띰 

    고람빠날라와까막카-마탓다약캉 

    칸띠수단따위디나 지따와 무닌도 

    땅 떼자사 바와뚜 떼 자야망갈라니.  

3. 날라기링 가자와랑 이띠맛따부땅 

    다왁기짝깜 아사니와 수다루낭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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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멧땀부세까외디나 지따와 무닌도 

    땅 떼자사 바와뚜 떼 자야망갈라니.  

4. 욱킷따칵감- 아띠핫타수다루낭 땅 

    다왕 띠요자나빠탄굴리마라완땅 

    이디비 산카따마노 지따와 무닌도 

    땅 떼자사 바와뚜 떼 자야망갈라니.  

5. 까뜨와나 깟탐- 우다랑 이와 갑비니야 

    찐짜야 둣타와짜낭 자나까야맛제 

    산떼나 소마위디나 지따와 무닌도 

    땅 떼자사 바와뚜 떼 자야망갈라니.  

6.삿짱 위하야 마띠삿짜까와다께뚱 

    바다비로삐따마낭 아띠안다부땅 

    빤냐빠디빠잘리또 지따와 무닌도 

    땅 떼자사 바와뚜 떼 자야망갈라니. 

7. 난도빠난다부자강 위부당 마힛딩 

    뿟떼나 데라부자게나 다마빠얀또 

    이두우빠데사외디나 지따와 무닌도 

    땅 떼자사 바와뚜 떼 자야망갈라니.  

8. 둑가하딧티부자게나 수닷타핫탕 

    브라흐망 위둣디주띠 밋디바까비다낭 

    냐냐가데나 위디나 지따와 문닌도 

    땅 떼자사 바와뚜 떼 자야망갈라니.  

9. 에따삐 붓다자야망갈라 앗타가타 

    요 와짜꼬 디나디네 사라떼 마딴디 

    히뜨와나 네까 위위다니 쭈빳다야니 

    목캉 수캉 아디가멧야 나로 사빤노.  

  

  

  

  

  

승리와 행운을 노래하오니 

Jayamangala-gatha  

 

[전재성 역, <예불문(Buddha Vandana)> (광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1997), pp.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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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마가 수천의 무기들을 가지고 

    기리메칼라라고 불리는 무서운 코끼리 위에 타고, 

             군대를 동원하였을 때, 

    성자들의 제왕 자비로운 가르침으로 섭수하셨네. 

    이 위대한 힘으로 승리의 행운 제게 임하길 바라옵니다.  

2. 악마보다 더욱 흉폭해서 참을 수없이 완고한 

    야차 알라바까 밤낮으로 싸움걸어 올 때. 

    성자들의 제왕 인내와 자제로 섭수하셨네. 

    이 위대한 힘으로 승리의 행운 제게 임하길 바라옵니다.  

3. 코끼리 날라기리가 미친 나머지 

    산불처럼 번개처럼 달려들 때, 

    성자들의 제왕 자비의 세례로써 섭수하셨네. 

    이 위대한 힘으로 승리의 행운 제게 임하길 바라옵니다.  

4. 살인자 앙굴리말라 손에 칼을 들고 

    흉포하게 덤비면서 달려들 때, 

    성자들의 제왕 마음에 갖춘 신통력으로 섭수하셨네. 

    이 위대한 힘으로 승리의 행운 제게 임하길 바라옵니다.  

5. 여인 찐짜가 자신의 배에 통나무 넣고 

    임신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했을 때, 

    성자의 제왕 고요함과 부드러움으로 섭수하셨네. 

    이 위대한 힘으로 승리의 행운이 제게 임하길 바라옵니다.  

6. �짜까가 진리를 버리고 진리에서 벗어난 

    논쟁에 맹목적으로 뛰어들었을 때, 

    성자들의 제왕 지혜의 불 밝혀 섭수하셨네. 

    이 위대한 힘으로 승리의 행운 제게 임하길 바라옵니다.  

7. 간교하고 영험한 난도빠난다 용 

    뱀으로 변화시켜 제자인 장로 길들이듯, 

    성자들의 제왕 신통력 보이시어 섭수하셨네. 

    이 위대한 힘으로 승리의 행운이 제게 임하길 바라옵니다.  

8. 청정하고 빛나고 위력 있는 범천 바까가 

    삿된 생각의 뱀에 손 물렸을 때, 

    성자들의 제왕 지혜의 의약으로 섭수하셨네. 

    이 위대한 힘으로 승리의 행운이 제게 임하길 바라옵니다.  

9. 이 부처님의 승리의 행운을 나타내는 

    여덟 게송을 매일매일 게으름 없이 독송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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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닌 수많은 불행을 극복하고 

    슬기로운 자 해탈과 지복 얻을 것이 옵니다.  

  

  

승리와 축복의 노래 

 

[거해스님 편역, <근본불교 예불문> (서울: 삼영불교출판사, 1994), 

pp.161-165.]  

 

1. 마군들이 수천개의 손을 만들고 무장한 채 보좌를 점령해 앉았고 

    기리메 칼라 사나운 코끼리가 무리지어 공격해 올 때 

    대장부께서는 보시 공덕의 힘으로 그들을 조복 승리하셨다. 

    이같은 축복으로 나에게도 승리의 축복이 있어지이다.  

2. 마군들보다 더욱 사나운 흉악한 도깨비 알아왁까 

    밤을 세우며 전쟁을 일으켰으나 대장부께서는 

    인내와 자비심으로 그들을 조복 승리하셨다. 

    이같은 축복으로 나에게도 승리의 축복 있어지이다.  

3. 술에 취해 사납기로 유명한 코끼리 나라끼링 

    마른숲의 불꽃처럼 맹렬하게 공격해 옴이 

    마치 천둥번개 같을 때 대장부께서 자비성수를 그에게 뿌리시어 

    그를 조복 승리하셨다. 

    이같은 축복으로 나에게도 승리의 축복 있어지이다.  

4. 사악한 앙굴리말라가 피묻은 칼을 높이들고 

    가까이 접근해 올 때 대장부께서는 '멈추어라' 말씀과 함께 

    신통력으로 그를 조복 승리하셨다. 

    이같은 축복으로 나에게도 승리의 축복 있어지이다.  

5. 찐짜마나 외도여인이 바가지를 배에 감아 

    임신을 가장하고 많은 대중 앞에서 대장부를 

    고발 비난할 때 대장부께서는 고요히 

    침묵으로 그녀를 조복 승리하시었다. 

    이같은 축복으로 나에게도 승리의 축복 있어지이다.  

6. 교활한 삿짜까 진리를 무시한채 

    맹목적 이론으로 토론을 즐기는 그에게 대장부께서는 

    지혜의 등불을 밝히셔 그를 조복 승리하셨다. 

    이같은 축복으로 나에게도 승리의 축복 있어지이다.  

7. 영리한 난도빠난다 독용을 대장부께서는 

    으뜸제자 목갈라나의 신통력으로 그들 조복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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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케 하시었다.(제자의 힘으로 스승의 힘을 깨닫게 함) 

    이같은 축복으로 나에게도 승리의 축복 있어지이다.  

8. 청정하고 광명이 찬란한 브라흐마의 손을 

    난폭한 독용이 깨물어 고통스러워 할 때 

    대장부께서는 지혜의 약(관찰력)으로 

    그의 고통을 다스리게 하시었다. 

    이같은 축복으로 나에게도 승리의 축복 있어지이다.  

9. 어느 누구나 현명한자는 부처님께서 승리하신 

    이 여덟게송의 경을 기억하고 신심으로 독송하면 

    모든 불행을 제거하게 되고 공덕을 쌓으며 

    깨달음(닙바나)의 축복이 그대에게 있을 것이다.  

  

  

  

  

팔리어 만트라 열여섯번째로 길상승리게 8 분판을 황혜음(黃慧音, Imee 

Ooi)창송으로 공양 합니다. 

  

  

吉祥胜利偈 巴利文宝石经 巴利文 

http://mp3.evdd.com/fyf/hhy/jixiangjie.mp3 

  

  

2008-02-2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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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산스크리트만트라 14] 문수보살심주(文殊菩薩心呪) 21 분 

  

  

 
  

Manjushri 

  

  

  

선재(善財)동자.  

  

《화엄경》에서 또 다른 중요한 테마는 〈입법계품〉이다. 선재라는 

동자의 구법행각을 적어 놓은 것인데, 여기서 선재란 진리에 목말라하는 

구도의 나그네를 상징한다.   

  

쉰세 명의 선지식을 만나 법을 묻고 법을 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선재에게 처음 법을 전하는 선지식은 문수보살이다. 이후 그가 만나는 

선장, 어부, 심지어는 창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군상들이다. 그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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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통해 불법의 위대한 진리를 깨달아 간다. 맨 마지막에 

보현보살을 만난다. 그 직전에 만난 선지식 미륵이 손가락을 튕김에 

의해 선재는 궁극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부처의 자리에 올라보니 그 

자리가 자신이 출발했던 자리라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 가지 상징과 은유가 담겨있다. 선재동자의 경우 

만났던 쉰세 명의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중에는 깡패도 

있었으며 창녀도 있었다. 결국 선재동자는 도 높은 이를 만나면 그 길을 

따라 걷고, 자신보다 도가 낮은 이를 만나면 자극을 받으며 정진한 끝에 

성불을 하였던 것이다. 또 처음 만난 이가 문수였고, 마지막 보살이 

보현이었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문수가 지혜의 상징이고, 보현이 비원의 상징이라면, 결국 이 구성은 

불교의 입문은 지혜, 그 회향은 행원(行願)이라는 뜻이다. 불교는 알고 

믿어야 하는 종교이다. 결코 믿음만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불교적 이상의 완성은 결코 알음알이에 있지 아니하다. 행동이 수반된 

믿음, 동체대비를 실현하는 일이야말로 불교의 궁극적 목표라는 

의미이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마주치는 사람들 모두 선지식 

아님이 없다. 또한 깨달음을 얻고 보니 제자리였다 함은 앞서 배운 

여래장사상에 등장하는 본각의 입장과 동일하다.  

 

《화엄경》에서 말하기를 "밤에 잠이 든 사람이 여행하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그는 본래 제자리에 있었음과 똑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진실로 깨달은 자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다. 깨달음, 부처, 

이러한 것들은 기묘하고 거룩한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성, 지나치기 쉬운 상식 속에 진리가 숨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신라 화랑들에게 있어서 이 선재는 바로 인격적 모델이었다고 생각되어 

진다. 불교는 '본래의 제자리로 돌아옴' 등의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위대한 화엄조사 의상은 이렇게 말한다. "간다, 

간다 하지만 본래 그 자리, 닿았다, 닿았다 하지만 떠난 그 

자리(行行本座 至至發處)." www.sunslife.com 

  

  

  

산스크리트만트라 열네번�로 문수보살심주(文殊菩薩心呪) 21 분판을 

공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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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XZ01.mp3   

  

  

2008-03-0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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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옴마니반메훔 만트라 20] 육자대명주 장음여성경유판 8분 

  

  

 
  

Gampopa 

  

  

  

카규파 (티베트 불교 종파)  [Bka'-brgyud-pa] 

  

Kagyupa 라고도 씀.  

(티베트어로 '전해진 말씀'이라는 뜻) 

티베트에서 3 번째로 큰 불교 종파. 

  

11 세기에 재가생활을 하면서 불경의 번역가로 이름을 떨친 위대한 스승 

마르파(Mar-pa)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마르파는 인도에서 

위대한 요가 수행자 나로파(Nāropa)의 지도 아래 수학했으며, 이 

종파에서는 힘을 중시하는 요가인 하타 요가(Haṭha Yoga)를 철저히 



371 

 

수련할 것을 강조한다. 마르파의 주요한 제자 가운데 하나인 

밀라레파(Mi-la ras-pa)는 티베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 성자로 

존경받는다. 밀라레파는 마르파로부터 배운 가르침을 감포파(Sgam-po-

pa)에게 전했고, 감포파의 제자들은 각각 카규파에 속하는 독립적인 

소종파들을 세웠다. 모두 6 개에 이르는 이 소종파들은 대개 중심이 되는 

사원의 이름에 따라 알려졌으며 사상적으로는 차이점이 거의 없다. 그 

가운데 카르마파(Karma-pa)는 거기서 분파해나간 이른바 

홍모파(紅帽派)의 활약에 의해 널리 알려졌는데, 15 세기부터 17 세기 

초반에 오늘날 티베트의 지배적인 종파가 된 겔룩파(Dge-lugs-pa)를 

상대로 티베트의 세속적 권력 쟁취를 위해 주도권 다툼을 벌이기까지 

했으며 룩파('Brug-pa)는 부탄에서 지배적인 불교 종파가 되었다. 

 

 

  

  

옴마니반메훔 만트라 스무번째로 육자대명주 장음여성경유판(六字大明咒  

藏音 女声 轻柔版)8 분을 공양 합니다. 

  

  

 

http://music.bhfj.com/music/六字大明咒 21/六字大明咒[藏音%20 女声%20

轻柔版]%20.mp3 

  

  

  

2008-03-1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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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팔리어 16] 삼귀의(Ti-Sarana), 황혜음(黃慧音, Imee Ooi) 25 분판 

  

  

  

 
  

  

Buddham saranam gacchami. 

Dhammam saranam gacchami. 

Sangham saranam gacchami.  

  

Dutiyampi Buddham saranam gacchami. 

Dutiyampi Dhammam saranam gacchami. 

Dutiyampi Sangham saranam gacchami.  

Tatiyampi Buddham saranam gacchami. 

Tatiyampi Dhammam saranam gacchami. 

Tatiyampi Sangham saranam gacchami.  

  

붓당 사라낭 갓차미. 

담망 사라낭 갓차미. 

상강 사라낭 갓차미.  

  

두띠얌삐 붓당 사라낭 갓차미. 

두띠얌삐 담망 사라낭 갓차미. 

두띠얌삐 상강 사라낭 갓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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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띠얌삐 붓당 사라낭 갓차미. 

따띠얌삐 담망 사라낭 갓차미. 

따띠얌삐 상강 사라낭 갓차미.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다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다시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다시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또 다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또다시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또 다시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Notes: 붓다 재세시 석가족의 마하나마(Mahanama) 왕이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여쭈었다. "어느 정도의 조건을 갖추어야 불교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때 부처님께서는 "불법승 삼보를 존중하는 것만으로 

불교도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이 게송을 일러주었다고 한다. 그 이후 

불교에 귀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삼귀의문을 세 번 

암송했다.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불교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남방불교의 모든 의식은 이 삼귀문의 암송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의식문으로서 불교신앙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 삼귀의문은 

會中의 최고 원로장로의 선창에 따라 모든 대중이 후창한다.(마성스님) 

  

  

팔리어 만트라 열여섯번째로 삼귀의(Ti-Sarana), 황혜음(黃慧音, Imee 

Ooi) 25 분판을 공양 합니다. 

  

  

  

 

1)http://www.xianmifw.com/%E6%B3%95%E9%9F%B3%E5%AE%A3%E6%B5%81/%E6%

A2%B5%E9%9F%B3%E4%B9%90%E6%9B%B2/%E4%B8%89%E7%9A%88%E4%BE%9D.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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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ttp://www.alyta.com/cd/CDs/Ti_Sarana1.mp3 

  

  

  

  

 
  

  

  

2008-04-2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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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팔리어 만트라 17] 인중사자게(narasihagatha), 황혜음(黃慧音, 

Imee Ooi) 16 분판 

  

  

<_A><_P> 

  

인중사자게(人中狮子偈) 

  

야쇼다라비가 라훌라에게 지어준 부처님을 찬탄한 시 ‘인간 사자의 

노래(인중사자게-人中狮子偈,naras1-ha ga-tha)’는 남방불교에서 널리 

재가의 일상생활에서 애송되는 시이다. 부처님이 모든 중생의 아버지, 

사생(四生)의 자부(慈父)라는 대승불교의 이념은 야소다라비가 아들을 

위해 지은 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붉은 성스러운 두 발은 탁월한 법륜으로 장식되고,  

긴 팔꿈치는 성스러운 징표들로 치장되셨고,  

발등은 불자(拂子)와 양산으로 분장되셨으니,  

이분이 참으로 당신의 아버지 인간의 사자이시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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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하고 고귀한 석가족의 왕자님,  

몸은 성스러운 징표로 가득 차시고,  

세상의 이익을 위하는 사람 가운데 영웅이시니,  

이분이 참으로 당신의 아버지 인간의 사자이시옵니다.  

 

 

 

얼굴 빛은 보름달처럼 빛나고 하늘사람과 인간에게 사랑받으며,  

우아한 걸음걸이는 코끼리의 제왕과 같으시니 인간 가운데 코끼리,  

이분이 참으로 당신의 아버지 인간의 사자이시옵니다.  

  

  

왕족으로 태어난 귀족으로서 하늘사람과 인간의 존귀함을 받는 님,  

마음은 계율과 삼매로 잘 이루어진 님,  

이분이 참으로 당신의 아버지 인간의 사자이시옵니다.  

  

  

잘 생긴 목은 둥글고 부드러우며, 턱은 사자와 같고,  

몸은 짐승의 왕과 같고, 훌륭한 피부는 승묘한 황금색이니,  

이분이 참으로 당신의 아버지 인간의 사자이시옵니다.  

  

  

훌륭한 목소리는 부드럽고 깊고,  

혀는 주홍처럼 선홍색이고,  

치아는 스무개씩 가지런히 하야시니,  

이분이 참으로 당신의 아버지 인간의 사자이시옵니다.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칠흙같은 심청색이고,  

이마는 황금색 평판처럼 청정하고 육계는 새벽의 효성처럼 밝게 빛나니, 

이분이 참으로 당신의 아버지 인간의 사자이시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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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별들의 무리에 둘러싸여 달이 창공을 가로지르는 것처럼 

수행자들의 제왕은 성스러운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이분이 참으로 당신의 아버지 인간의 사자이시옵니다. 

  

  

  

 (전재성 역) 

   

  

  

팔리어 만트라 열일곱번째로 인중사자게(人中狮子偈)를  황혜음(黃慧音, 

Imee Ooi)창송으로 16 분판을 공양 합니다. 

  

  

  

1. http://audio.buddhistdoor.com/...47a26c6a/1.mp3(6 분 18 초) 

2：http://rm.njsss.com/...依》/02.人中狮子偈.wma(25 분 9 초) 

  

  

  

1. Cakkavaraïkitarattasupàdo,  

lakkhaõamaõóita-àyatapaõhã,  

càmarachattavibhåsitapàdo,  

esa hi tuyha pità narasãho.  

  

2. Sakyakumàravaro sukhumàlo,  

lakkhaõacittikapuõõasarãro,  

lokahitàya gato naravãro,  

esa hi tuyha pità narasãho.  

 

 

  

3. Puõõasasaïkanibho mukhavaõõo,  

devanaràna' piyo naranàgo,  

mattagajindavilàsitagàm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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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a hi tuyha pità narasãho.  

 

 

  

4. Khattiyasambhava-aggakulãno,  

devamanussanamassitapàdo,  

sãlasamàdhipatiññhitacitto,  

esa hi tuyha pità narasãho.  

 

 

  

5. âyatatuïgasusaõñhitanàso,  

gopakhumo abhinãlasunetto,  

indadhanå-abhinãlabhamåko,  

esa hi tuyha pità narasãho.  

  

6. Vaññasumaññasusaõñhitagãvo,  

sãhahanå migaràjasarãro,  

kaÿcanasucchavi-uttamavaõõo,  

esa hi tuyha pità narasãho.  

 

 

  

7. Siniddhasugambhiramaÿjusaghoso,  

hiïgulabandhusurattasujivho,  

vãsativãsatisetasudanto, 

esa hi tuyha pità narasãho. 

 

 

  

8. Aÿjanavaõõasunãlasukeso,  

kaÿcanapaññavisuddhanalàño,  

osadhipaõóarasuddhasu-uõõo,  

esa hi tuyha pità narasãho.  

  

9. Gacchati nãlapathe viya cando,  

tàragaõàpariveñhitarå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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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àvakamajjhagato Samaõindo, 

esa hi tuyha pità narasãho ti. 

 

 

  

  

2008-05-0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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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팔리어만트라 18] 자비경(자비송, Metta Sutta)9 분 황혜음(Imee 

Ooi)창송 

  

  

 
  

  

자비경 (慈悲經, Metta Sutta) 

  

보석경, 길상경과 함께 남방불교의 재가신자들이 호주(護呪, paritta)로 

널리 암송되고 있습니다. 자비송, 자경 이라고도 합니다. 

  

  

avy pajjho homi   

제가 성냄에서 벗어나기를! 

an gho homi 

제가 격정에서 벗어나기를! 

sukh  - att na  parihar mi   

제가 행복하게 지내게 하여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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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a m t pitu   

저의 부모님, 

cariya ca   ti mitta ca   

스승들과 친척들, 친구들도,    

sabrahma-c rino ca   

거룩한 삶(梵行)을 닦는 이, 그분들도  

aver  hontu   

증오를 여의어지이다. 

aby pajjh  hontu  

성냄을 여의어지이다.   

  

an gh  hontu  

격정을 여의어지이다. 

sukh  - att nam pariharantu  

그 분들이 행복하게 지내게 하여지이다! 

 

Imasmi   r me sabbe yogino  

여기 가람에 있는 모든 수행자들이 

aver  hontu   

증오를 여의어지이다. 

aby pajjh  hontu  

성냄을 여의어지이다.   

  

an gh  hontu  

격정을 여의어지이다. 

sukh  - att nam pariharantu  

그 분들이 행복하게 지내게 하여지이다! 

 

Imasmi   r me sabbe bhikkhu  

이 승가의 모든 스님들도 

s ma era ca   

사미승들도 

up saka - up sik yo ca  

우바새(優婆塞-남자 재가불자), 우바이(優婆夷-여자 재가불자)도 

aver  hontu   

증오를 여의어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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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y pajjh  hontu  

성냄을 여의어지이다.   

  

an gh  hontu  

격정을 여의어지이다. 

sukh  - att nam pariharantu  

그 분들이 행복하게 지내게 하여지이다! 

 

Amh ka  catupaccaya - d yaka   

4 가지 생필품(옷, 음식, 약, 잠자리)을 보시해준 이  

aver  hontu   

그 분들이 증오를 여의어지이다. 

aby pajjh  hontu  

성냄을 여의어지이다.   

  

an gh  hontu  

격정을 여의어지이다. 

sukh  - att nam pariharantu  

그 분들이 행복하게 지내게 하여지이다! 

 

Amh ka   rakkh  devat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女)신들   

Imasmi  vih re 

이 집(절)에서 

Imasmi   v se  

이 처소에서 

Imasmi   r me  

이 가람에서 

 rakkha devat   

지켜주는 (여)신들 

aver  hontu   

그들이 증오를 여의어지이다. 

aby pajjh  hontu  

성냄을 여의어지이다.   

  

an gh  hontu  

격정을 여의어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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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kh  - att nam pariharantu  

그들이 행복하게 지내게 하여지이다! 

 

Sabbe satt   

모든 유정(有情-중생)들 

sabbe p     

모든 숨쉬는 것 

sabbe bh t   

모든 생명체 

sabbe puggal   

모든 개별적인 존재들(補特伽羅) 

sabbe attabh va - pariy pann   

'나'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自體) 

sabbe itthoiyo  

모든 암컷 

sabbe puris   

모든 수컷 

sabbe ariy   

모든 성인(聖人) 

sabbe anariy   

모든 범부(凡夫) 

sabbe dev   

모든 신(神) 

sabbe m nuss   

모든 인간 

sabbe vinip tik   

모든 악처(惡處-지옥, 아귀, 아수라, 축생) 중생들이 

aver  hontu   

증오를 여의어지이다. 

aby pajjh  hontu  

성냄을 여의어지이다.   

an gh  hontu  

격정을 여의어지이다. 

sukh  - att nam pariharantu  

그들이 행복하게 지내게 하여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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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kkha muccantu  

고(苦)에서 벗어나지이다! 

Yattha-laddha-sampattito m vigacchantu  

이미 성취한 것을 잃지 않게 하여지이다! 

Kammassaka  

세상의 모든 중생은 자기 업의 주인입니다.(자기 업의 지배자입니다.) 

Puratthim ya dis ya  

동쪽이나 

pacchim ya dis ya  

서쪽이나 

uttar ya dis ya  

북쪽이나 

dakkhi  ya dis ya  

남쪽이나 간에. 

puratthim ya anudis ya  

남동쪽이나 

pacchim ya anudis ya  

북서쪽이나 

uttar ya anudis ya  

북동쪽이나 

dakkhi  ya anudis ya  

남서쪽이나 간에. 

he  him ya dis ya  

가장 낮은 곳이든 

uparim ya dis ya  

가장 높은 곳이든 간에. 

 

Sabbe satt   

모든 유정(有情-중생)들 

sabbe p     

모든 숨쉬는 것들 

sabbe bh t   

모든 생명체 

sabbe puggal   

모든 개별적인 존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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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be attabh va - pariy pann   

'나'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 

sabbe itthoiyo  

모든 암컷 

sabbe puris   

모든 수컷 

sabbe ariy   

모든 성인(聖人) 

sabbe anariy   

모든 범부(凡夫) 

sabbe dev   

모든 신(神) 

sabbe m nuss   

모든 인간 

sabbe vinip tik   

모든 악처(惡處-지옥, 아귀, 아수라, 축생) 중생들이 

aver  hontu   

증오를 여의어지이다. 

aby pajjh  hontu  

성냄을 여의어지이다.   

an gh  hontu  

격정을 여의어지이다. 

sukh  - att nam pariharantu  

그 분들이 행복하게 지내게 하여지이다! 

 

Dukkha muccantu  

苦에서 벗어나지이다. 

Yattha-laddha-sampattito m vigacchantu  

이미 성취한 것을 잃지 않게 되어지이다! 

Kammassaka  

세상의 모든 중생은 자기 업의 주인입니다.(자기 업의 지배자입니다.) 

 

Uddha  y va bhavagga ca  

위로 가장 높은 천상의 중생에서부터 

adho y va av ccito  

아래로 아비지옥(가장 고통스런 지옥) 중생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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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anta cakkav  esu  

철위산(鐵圍山-윤회세계의 중심)의 주변 모두 (즉, 윤회 세계 모두) 

ye satt  pathav cara  

땅위에서 걸어 다니는 것은 무엇이든 

aby pajjh  nivera ca  

성냄도 없고, 증오도 없게   

nidukkha ca nupaddava  

苦도 없고, 재난도 없게 하여지이다! 

 

Uddha  y va bhavagga ca  

위로 가장 높은 천상의 중생에서부터 

adho y va av ccito  

아래로 아비지옥(가장 고통스런 지옥) 중생에 이르기까지 

samanta cakkav  esu  

철위산 주변 모두 

ye satt  udakecara  

물 속에 돌아다니 것들은 무엇이든 

aby pajjh  nivera ca  

성냄도 없고, 증오도 없게 

nidukkha ca nupaddava  

苦도 없고, 재난도 없게 하여지이다! 

 

Uddha  y va bhavagga ca  

위로 가장 높은 천상의 중생에서부터 

adho y va av ccito  

아래로 아비지옥(가장 고통스런 지옥) 중생에 이르기까지 

samanta cakkav  esu  

철위산 주변 모두 

ye satt   k secara  

허공에 (날아)다니는 것 모두 

aby pajjh  nivera ca  

성냄도 없고, 증오도 없게 

nidukkha ca nupaddava  

苦도 없고, 재난도 없게 하여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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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리어 열여덥번째로 자비경(자비송, Metta Sutta)을 황혜음(Imee 

Ooi)창송으로 공양 합니다. 

  

  

  

http://www.buddhanet.net/filelib/mp3/metta.mp3 

  

  

  

2008-05-2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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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치료음악으로서 이메이우이(Imee Ooi) 만트라 

  

  

  

주로 팔리어와 산스크리트어 티벳어로 이루어져 있고 중국계 불자가수 

이메이우이(Imee Ooi, 黃慧音)가 불렀습니다. 내용은 경전과 다라니 

그리고 진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 큰 공덕을 쌓게 

되고 환희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메이우이는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는 물론 티벳어 중국어로 된 

불교음악을 만들어 내는 보컬리스트이자 작곡자이며 동시에 

음반출판자입니다. 또 그녀는 잘 교육 받은 고전음악 피아니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불교의 챈트(Chant)를 현대화 하였으면 특히 '만트라'를 

음악의 반열에 올려 놓았습니다. 특히 종교적이고 신비적인 게송이나 

운문을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로 구현 하였는데 그 중에 '자비송(Chant 

of Metta)'과 같은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불교행사가 열릴때 

시그널송으로 사용 되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만든 음악의 다양성 입니다. 노래의 언어는 북경어, 

광동어, 팔리어, 산스크리트어, 티벳어, 영어등으로 다양 합니다. 이와 

같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 할 뿐만 아니라 경전을 독송 한다고 생각 

들지 않을 정도로 음악적으로도 매우 유려 하게 구성 되어 있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언제나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름답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음색은 듣는 이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메이우이의 주요 만트라 음악 입니다. 원문과 우리말표기, 

그리고 우리말해석을 곁들였습니다. 

  

  

1. Ratana Sutta(Pali)  보석경_팔리어 

  

  

  

   http://m.86fo.cn/mp33/baoshijing_huanghy.mp3(27 분) 

 http://www.puduw.com/music/jixiang_huanghy.mp3  

  http://www.puxian163.com/fo/fo-index-yyfb/fjyy/baoshi.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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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Mantar of Sanskrit(Sanskrit)  불정존승다라니 

  

 

ZSZ03.mp3   

  

  

3. The Chant of Metta (Pali) 메타_팔리어 

  

보석경, 길상경과 함께 남방불교의 재가신자들이 호주(護呪, paritta)로 

널리 암송되고 있습니다.  

자비송, 자경 이라도 합니다. 

  

  

  

http://www.buddhanet.net/filelib/mp3/metta.mp3 

  

  

  

4. Jayamangala-gatha (Pali)  길상승리게_팔리어 

  

  

http://mp3.evdd.com/fyf/hhy/jixiangjie.mp3 

  

  

  

5. Medicine Buddha Dharani (Sanskrit)  약사여래진언 

  

티벳 의사들이 항상 외우는 진언으로 약사여래를 찬탄하는 진언입니다. 

이 진언은 의사가 치료를 베풀 때도 외우는 진언이며, 환자가 약을 먹기 

전 외우는 진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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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mp3.evdd.com/fyf/hhy/ysz02.mp3  

  

http://vod.bhfj.com/海螺音?凉佛?/html/?潮唱片地?/music/TCD-

9141??灌??言-?慧音唱??梵音?琴伴奏版?.mp3 

  

  

  

6. Green Tara(Tibetan)  녹색타라_티벳어 

  

  

티베트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이 흘리는 자비의 눈물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타라는 관세음보살과 더불어 티베트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보살입니다.  

  

  

  

http://www.puxian163.com/fo/fo-index-yyfb/fjyy/rou.mp3 

  

   

7. The Heart Sutra(Sanskrit) 반야심경_산스크리트어 

  

  

http://www.forfo.net/soft/soft/hhyfyxj.mp3 

  

  

  

8. Manjusri Mantra1(Sanskrit)  문수보살진언_산스크리트어 

  

   

이 다라니로 삼매를 수행하는 자는 능히 범부의 몸으로도 부처의 몸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 입니다. 

  

  

  

WSXZ01.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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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Narishiha Gatha(Pali)  사자게_팔리어 

  

야쇼다라비가 라훌라에게 지어준 부처님을 찬탄한 시 ‘인간 사자의 

노래’는 남방불교에서 널리 재가의 일상생활에서 애송되는 시입니다.  

  

  

  

  

1. http://audio.buddhistdoor.com/...47a26c6a/1.mp3(6 분 18 초) 

2：http://audio.buddhistdoor.com/...a26c6a/1.mp3(25 분 9 초) 

  

  

   

10. Tisarana(Pali)  삼귀의_팔리어 

  

  

  

http://www.alyta.com/cd/CDs/Ti_Sarana1.mp3 

  

  

  

 11. Om Mani Padme Hum(Tibetan)  옴마니반메훔_티벳어 

  

  

http://st.fjyy.org/2007-11/20071123liuzihuanghuiyin.mp3 

  

  

  

  

  

2008-06-1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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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옴마니반메훔 만트라 21] 옴마니반메훔-나무관세음보살 23 분 

  

  

  

  

 
  

 통영 연화도 연화사의 해수관음상 

  

  

연꽃속에 있는 보석이여! 

  

옴마니반메훔은 나라 마다 부르는 발음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 

산스크리트형태는 '옴마니파드마훔(Om Mani Padma Hum)' 이고 

티벳형태는 '옴마니페메훙(Om Mani Peme Hung)' 이다. 어느 형태이든지 

근본적인 뜻은 같다. 즉 이 진언을 부르면 여러가지 재앙이나 재난에서 

관세음보살이 지켜 줄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문자의 뜻은 "옴, 연꽃속에 

있는 보석이여, 훔"으로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진언이다. 특히 이 

진언은 티벳불교에서 많이 외우고 있고 이진언을 외우는 그 자체 

만으로도 영험이 있다고 믿고 있다. 

  

관세음보살은 여러 보살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살이다. 대승불교권의 

국가에서는 예외 없이 관음신앙은 널리 퍼져 있다. 중국 한국 일본은 

물론 남방소승불교국가에서도 관세음보살은 숭배의 대상이다. 한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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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꽃을 들고 있고 머리에는 화려한 보관을 쓴 관세음보살의 이미지는 

어떤면에서 보면 매우 귀족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이리 보면 남성 

같기도 하고 저리 보면 여성 같기도 한 모습이다. 모든 중생을 구제 

한다는 의미로 본다면 남자와 여자의 이미지와 관계없이 중성적인 

모습으로 비추어 지기도 한다.  

  

관세음보살은 역사적인 인물이었을까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인 관세음보살은 역사적인 인물이었을까. 경전 

어디에도 관세음보살이 역사적인 인물이었음을 말해 주는 대목은 없다. 

그런데 화엄경의 입법계품을 보면 선재동자가 관세음보살을 친견 했다고 

나온다. 그리고 의상대사와 같이 고승들은 관세음보살을 직접보았다고도 

전해져 오고 있다. 자신의 마음만 열어 놓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관세음보살은 역사적으로 실존 하였던 인물은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혜와 자비의 화신으로서의 관세음보살은 늘 숭배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가 사는 살았던 곳도 남인도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 모양이다. 그런 내용은 화엄경의 입법계품에 나온다. 

선재동자가 선지식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중에 관세음보살을 친견 하는 

장면이다. 바다가 보이는 따뜻한 남쪽나라의 '포타라카(Potalaka)'라는 

곳이다. 우리말로는 '보타락가' 이다. 관음성지에 가보면 예외 없이 

보타락가 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흔한 이름이다. 

산이름도 '보타락가산'이라고 하고 관세음보살이 모셔진 법당을 

'보타전'이라고도 한다. 특히 바다에 면한 지역에 관음성지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동해의 낙산사, 남해의 보리암, 서해의 보문사가 바로 그런 

경우일 것이다. 심지어 바다가 없는 티벳 같은 경우는 강을 바다로 생각 

하고 관세음보살이 사는 장소를 '포탈라궁'이라고 한다. 포탈라는 

포타라카의 티벳식 발음이다. 또 포탈라궁은 달라이라마의 거처이기도 

하다. 즉 티벳인들은 달라이라마를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생각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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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벳 라싸의 포탈라궁 

  

  

관음정근을 하게 되면 

  

천수경은 생활경전이다. 많은 대승경전이 있지만 재가신자들이 가장 

많이 염송 하고 즐겨 읽는 경전으로서 하나의 훌륭한 생활지침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천수경은 문자그대로 관세음보살에 대한 

경전이다. 천수경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 할 수 있는 

'신묘장구대다라니'같은 경우는 산스크리트 원어로 되어 있다. 우리말 

발음대로 하다 보니 원래의 음과는 차이는 나지만 내용은 관세음보살의 

보살행을 찬탄 하는 내용이다. 불자들은 이 다라니를 외우기도 하고 

테이프로 듣기도 한다. 외우고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공덕을 

쌓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거의 생활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긴 다라니를 외우는 것 하고 관세음보살을 한번 부르는 것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불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관음정근이다. 입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는 것이다. 관음정근 하는 것 만으로도 

마음이 안정 되고 청정 해지는 효과가 있다.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 까지 닿아서 불가사의한 힘을 낼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염하는 공덕에 감응을 한다는 것이다. 절대자에게 무엇을 

달라고 단순히 기도 하는 것과 달리 염하는 마음은 일종의 수행이라 볼 

수 있다. 다른 말로 이런 방법을 '염불수행'이라고도 말한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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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니를 외우는 것이나 관세음보살을 명호 하는 것이나 결국 같은 

효과라고 볼 수 있다.  

  

관세음보살인가 나무관세음보살인가 

  

만트라음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느낀 사항이다. 주로 

중국에서 만들어진 관세음보살 정근은 반드시 '나무'를 붙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냥 "관세음보살" 하지만 중국의 

정근음악은 '나무관세음보살'이라고 말한다. 중국식발음으로 하면 

'나모관시인푸사'이다. 관세음보살을 중국식으로 하면 '관시인푸사 

(guān shì yīn pú sà)'인 것이다.  

  

나무를 붙이고 안붙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나무를 붙이는 것은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 간다는 의미이다. 즉 귀의 

하는 것이다. 나무아미타불 할 때도  단순히 아미타불 이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아미타불 앞에는 나무가 붙어 있는데 관세음보살 앞에는 붙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추측컨데 앞에서 나무를 붙였기 때문에 뒤에서는 

생략 하지 않았을 까 생각 해 본다. 그렇다면 관세음보살만을 정근 할 

때는 나무를 붙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 일 것이다. 단순히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과 '관세음보살께 귀의 합니다' 라는 표현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진언과 같다. 6 자진언인 옴마니반메훔은 부르는 것 만으로도 공덕을 

쌓는다고 한다. 그런 진언을 틈만 나면 부르고 듣는 것은  큰 효과가 

있다고 한다. 거기에다 나무관세음보살을 추가 하여 부른다면 더욱 더 

효과가 클 것이다. 즉 '옴마니반메훔+나무관세음보살' 하는 것이다. 

이런 진언은 우리나라 에서는 아직 보지 못 하였다. 그런데 

만트라음악에서는 이둘을 합쳐 놓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옴마니반메훔 

관세음보살님께 귀의 합니다" 또는 "옴마니반메훔 관세음보살님 품으로 

되돌아 갑니다"라는 뜻이다. 

  

  

  



396 

 

"옴마니반메훔 나무관세음보살, 옴마니반메훔 나무관세음보살, 

옴마니반메훔 나무관세음보살....." 

  

  

  

옴마니반메훔 만트라 스물한번째로 옴마니반메훔-나무관세음보살 23 분을 

공양 합니다. 

  

  

LZDMZ21.mp3 (옴마니반메훔 나무관세음보살 만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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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불교음악의 진수 십일면관음대비주,마음의 치유와 자비심의 

이메이우이음악 

  

  

  

위키피디아로 찾아 본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살이다. 사찰에 가보면 

석가모니 부처님 옆에 지장보살과 함께 협시불로 모셔져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도량이 아미타여래나 비로자나불이 주불이라면 별도의 

관음전이 있는 것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바닷가에 면한 사찰에는 

해수관음이 모셔져 있고 관음성지로서 수 많은 기도객과 관광객이 찾고 

있다.  

  

관세음보살은 우리나라에서만 인기있는 보살은 아니다. 동아시아 에서도 

단여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자로 관음이라 불리는 관세음보살은 

각나라 마다 조금씩 발음이 다르게 나지만 관음이라는 어근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영문 위키피디아(Wikipedia)에 

나와 있는 관음에 대하여 번역해 보았다. 

  

  

<_P>  

?x-content-disposition=inline  

십일면관세음보살, 사진 www.ev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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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Guan Yin) 

  

'관인(Guanyin, 觀音)'은 보통 여성이미지로서 동아시아 불자들에게 

경배되는 연민의 보살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또한 중국인의 자비의 

보살로도 알려져 있다. 관인이라는 이름은 '관시인(Guanshiyin, 

觀世音)'의 약자이고 세상의 소리를 관찰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관인은 산스크리트어의 '아바로키테스바라(Avalokitesvara)'에서 

유래하고 있고 관인의 남자이름이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양에서는 

'자비의 여신(Goddness od Mercy)'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관인은 

중국도교에서도 불사의 상징으로 존경 되고 있다. 그러나 도교의 신화와 

관인과의 뿌리는 다르며 아바로키테스바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을 유의 해야 한다. 

  

관인의 기원에 관해서는 학자들간에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공식적인 

불교도 관점에서 보면 관인은 남성이미지의 아바로키테스바라에서 

기원하고 있다. 그러나 관인은 관시인에서 기원 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고 중국이나 한국, 일본, 베트남의 보살(여성으로서)의 이미지는 

또 다른 소스로 부터 나온다. 해당 국가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던 관인은 

그 지역의 토착적여신 즉 서양의 황태후(Queen Mother)와 같은 이미지 

이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의 불리는 여러 이름 

  

관시인이 관인으로 변경 된 이유는 당나라 시대 태종인 이세민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 자신의 가운데 이름인 세을 사용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관인으로 불리워졌다는 설이다. 일본에서는 관인은 '칸온(Kannon, 

観音)'으로 발음 된다. 종종 '카논(Kanon)' 또는 더 공식적으로는 

'칸제온(Kanzeon, 観世音)'으로도 발음 된다. 스펠링 Kwannon 은 근대에 

사용된 발음 형식이고 종종 사용 되고 있다. 한국에는 '관음(Gwan-eum)' 

또는 '관세음(Gwanse-eum)'으로, 타이에서는 '콴임(Kuan Eim)' 또는 

'프라 매 콴임(Prah Mae Kuan Eim)'으로, 베트남에서는 '콴암(Quan Âm)' 

또는 '콴 테 암 보 탓(Quan Âm or Quan Thế Âm Bồ Tát)'으로 불라워 

지고 있다. 홍콩에서는 '콴음(Kwun Yum)'이라고 쓰여진 사찰이름을 많이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데비(Devi)' 또는 여신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위(Dewi)' 를 참작한 '콴임(Kwan Im)' 또는 '데위 

콴임(Dewi Kwan Im)' 이라는 이름을 볼 수 있다. 같은 나라에서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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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같은 경우는 다른 발음의 칸지자이 (Kanzejizai, 観自在)가 또한 

잘 입증 되고 있다.  

  

  

위키디피아를 보면 관음의 어원은 아바로키테스바라이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한자어 관음이 각국어로 변형되어 

불리 우고 있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중국어로는 관인이고 일본어로는 

칸온이다. 베트남에서는 콴암이라 하고 홍콩에서는 콴음, 

인도네시아에서는 콴임이라 한다. 발음상 약간 차이는 있지만 어원은 

같다고 볼 수 있다. 한가지 특이한 것은 일본에서는 관음과 관자재가 

어우러져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관음신앙으로 본 다면 동아시아는 하나의 단일 문화권이라 볼 수 있다. 

불교라는 공통적인 정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불교문화가 

가장 꽃피웠던 시기는 당나라시대이다. 이때 퍼진 불교가 지금까지 

1000 년 이상 면면히 이어 와서 불교를 매개로 한 아시아적 가치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 보는 관세음보살이나 일본에서 보는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보는 

관세음보살과 똑 같다. 다만 형상화 하였을 때 그 나라의 생활과 풍속이 

어느 정도 반영 되었지만 자비를 기반으로 한 중생구제자로서의 

관세음보살의 이미지는 동일 하다.  

  

불교음악의 새로운 장르 

  

관세음보살에 관한 대표적인 경전은 관음경이다. 법화경에 있는 

관세음보살보문품이다. 관세음보살을 명호 하면 7 난을 피해 갈 수 있고 

구남 구녀 할 수 있다는 어찌보면 타력신앙적인 요소가 다분한 

경전이다. 그러나 명호 하는 것이 절대자에게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명호 하는 것도 일종의 자기수행으로 보기 

때문이다. 명호함으로써 자신을 청정히 하였을 때 비로서 명호에 대한 

감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관음경 못지 않게 인기 있는 경전이 

천수경이다. 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포 되어 있고 일종의 생활경전화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천수경중에서도 다라니가 있다. 주로 

관세음보살의 보살행을 찬탄 하는 내용이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한자투의 문장을 그대로 한글화 한 것이다. 그래서 원래의 산스크리트 

하고는 발음상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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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라음악이 있다. 생소한 음악 장르라고 볼 수 있다. 경전의 게송이나 

진언, 다라니를 현대음악으로 구현 한 것이다. 현대판불교음악이라 볼 

수 있다. 만트라음악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시작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중국사이트를 

통해서이다. 그 이전 까지는 천수경이나 금강경을 독송용 테이프로 듣는 

것이 고작이었으나 지금으 현대음악이 가미 되어 단순하고 지루 하지 

않게 때로는 흥겨운 리듬으로 작곡한 것이 특징이다. 만트라 음악 

중에서도 불자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음악이 옴마니반메훔과 

대비주 일 것이다. 옴마니반메훔은 6 자로 된 진언으로서 옴마니반메훔을 

계속 반복 하여 내 보내고 있다. 여기에다 리듬을 섞어서 곡을 만들면 

좀 더 색다른 맛이 난다. 이렇게 하여 여러 버전이 나와 있다.  

  

이에 비하여 대비주는 비교적 긴 다라니를 채용했기 때문에 반복성은 

적다고 볼 수 있다. 다라니에 리듬을 주고 현대음악적인 요소를 가미 

했기 때문에 마치 유행가를 듣는 기분이 들 때도 있다. 잔잔하게 흐르는 

조용한 분위기의 곡이 있는가 하면 경쾌한 무곡풍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지 다라니 내용은 변함 없고 음악 장르만 다를 뿐이다. 

다라니가 현대음악과 만나면서 대중화 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기도 한다. 

이런 작업은 불교를 쉽게 접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교효과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가 단기간 동안 퍼져 나간 이유도 바로 

찬송가와 같이 따라 부를수 있는 노래가 있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신심을 더 키워 나갔던 데 있을 것이다.  

  

인터넷시대에 중국으로 부터 건너온 대표적인 만트라음악인 대비주는 

크게 세가지 종류가 있다. 즉 113 구대비주(금강지삼장역본)와 

84 구대비주 그리고 십일면관음근본주(속칭 장전대비주, 일명 

티벳대비주)이다.  

  

113 구대비주 

  

금강지삼장역본은 당나라 현장법사가 다라니를 직접번역한 다라니이다. 

113 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113 구 다라니라고도 한다. 우라나라의 

천수경에서 보는 신묘장구대다라니와 매우 유사하다. 

  

  

금강지삼장역본 113 구 다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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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手千眼观自在菩萨广大圆满无碍大悲心陀罗尼咒本一卷】 

曩慕啰(引)怛曩(二合)怛啰(二合)夜耶(一)曩莫阿(引)哩夜(二合二) 

嚩[口*路]枳谛湿嚩(二合)啰(引)耶(三)冐(毛上音下同)地萨多嚩(二合下同)

耶(四) 莽(浮声呼)贺萨多嚩(同上)耶 

(五)莽(浮声呼)贺迦(去)噜聍(卷舌呼)迦(引)耶(六)萨摩(上)满陀(上)曩(七

)泚娜曩迦啰(引)耶(八)萨摩(上)婆嚩(九)娑母(浮声呼)捺唠(二合)酢洒拿(

卷舌呼)迦啰耶(十)萨摩(上)弥夜(二合)地(十一)跛啰(二合)舍莽(浮声呼)曩

迦啰(引)耶(十二)萨谜底多庾(二合)跛[木*奈]啰(二合)嚩(十三)尾那舍曩(

浮声呼)迦啰(引)耶(十四)萨摩(上)婆曳数(十五)怛啰(二合)拿迦啰(去引)耶

(十六)亸思每(二合)曩莽思吉哩(三合)多嚩(二合)伊(去)那摩阿哩夜(二合十

七)嚩[口*路]枳帝湿嚩(二合)啰皤使单儞罗建姹闭(十八)曩(引)莽缬哩(二合

)娜耶(十九)摩物刺(二合)亸以使夜(二合)弭(二十)萨末(引)他些驮建(二十

一)戍畔阿尔延(二十二引)萨摩部跢南(二十三)婆嚩末誐尾戍驮剑(二十四)怛

儞也(二合)他(二十五)唵(二十六)阿(引)[口*路]计阿(引)[口*路]迦莽底(二

十七)[口*路]迦(引)底讫[口*阑](二合)谛傒贺[口*(隶-

木+士)]阿哩夜(二十八) 

嚩[口*路]枳谛湿嚩(二合)罗(二十九)莽(浮声呼)贺冒地萨多嚩(二合三十)傒

冒地萨多嚩(二合三十一)傒莽(浮声呼)贺冒地萨多嚩(二合三十二)傒比哩(二

合)也冒地萨多嚩(二合三十三)傒莽(浮声呼)贺迦(引)噜聍(卷舌呼)迦(三十

四)徙莽(二合)啰缬哩(二合)娜延(三十五)呬呬贺[口*(隶-

木+匕)]阿哩耶(三十六)嚩[口*路]枳谛湿嚩(二合)啰(三十七)莽(浮声呼)傒

湿嚩(二合)啰(三十八)跛啰莽(浮声呼)多啰(二合)质多(三十九)莽(浮声呼)

贺迦噜聍(卷舌呼)迦(四十)矩噜矩噜羯满些大耶些大耶(四十一)尾儞延(二合

四十二)聍傒祢傒多嚩[口*阑](四十三)迦满誐莽(四十四)尾捍誐莽尾誐莽悉

陀(上)谕擬(引)湿嚩(二合)啰(四十五)杜噜杜噜尾演底(四十六)莽贺尾演底(

四十七)驮啰驮罗达[口*(隶-木+士)]印涅[口*(隶-

木+士)](三合)湿嚩(二合)罗(四十八)左攞左攞尾莽(浮声呼)逻莽罗(四十九)

阿哩夜(二合五十)嚩 

[口*路]枳帝湿嚩(二合)罗(去五十一)尔曩讫哩(二合)使拏(二合五十二)惹咤

(引)莽(浮声呼)矩咤(五十三)嚩览摩跛罗(二合)览摩尾览摩(五十四)莽(浮声
呼)贺徙陀(上)尾儞夜(二合)驮啰(五十五)皤罗皤啰莽贺皤啰(五十六)么攞么
攞莽贺么攞(五十七)左啰左啰莽贺左啰(五十八)讫哩(二合)史拏(二合)物[口

*栗](二合)拏儞[口*栗]伽(五十九)讫哩(二合)史拏(二合)跛乞洒(二合)怩茄

(去)跢曩(浮声呼六十)傒跛娜莽(二合)贺徙多(二合六十一)左罗左罗聍舍左[

口*(隶-木+士)]湿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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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合)啰(六十二)讫哩(二合)史拏(二合)萨啰跛讫哩(二合)亸也尔谕(二合)

跛尾多(六十三)翳傒兮莽(浮声呼)贺嚩啰贺母(浮声呼)佉(六十四)怛哩(二合

)补啰娜贺宁湿嚩 

(二合)啰(六十五)曩啰也拿嚩[口*路]跛(六十六)嚩罗末誐阿(上)唎傒聍罗建

姹傒么贺迦(去)罗(六十七)贺罗贺罗(六十八)尾沙(上)怩尔跢[口*路]迦写(

六十九)啰(去)誐尾沙(上)尾曩(引)舍曩(七十)那味(二合)沙(上)尾沙(上)尾

曩舍曩(七十一)慕贺尾沙(上)尾曩(引)舍曩(七十二)户噜户噜莽罗户噜贺[口

*(隶-

木+士)](七十三)莽贺跛那莽(二合)曩(引)婆(七十四)萨啰萨啰(七十五)徙哩

徙哩(七十六)苏噜苏噜(七十七)母噜母噜(七十八)母地也(二合)母地也(二合

七十九)冐大也(二合)冐大也(二合八十)弭帝(八十一)儞啰建姹翳醯兮摩莽思

体(二合)多徙应(二合)贺母佉(八十二)贺娑贺娑(八十三)闷左闷左(八十四)

莽贺咤(去)咤(上)贺珊(八十五)翳醯兮抱莽贺悉陀(上)谕诣湿嚩(二合)罗(八

十六)娑拏娑拏嚩(引)济(八十七)些大耶些大耶尾儞延(二合八十八)徙莽啰徙

莽罗(八十九)瞻婆誐满单[口*路]枳多尾[口*路]枳单(九十)[口*路]计湿嚩(

二合)[口*阑](去)怛他(上)誐单(九十一)娜娜(引)醯名娜哩舍(二合)曩(九十

二)迦莽写那哩(二合)舍难(九十三)跛啰(二合)纥逻(二合)娜耶莽曩莎贺(九

十四)悉驮也莎贺(九十五)莽贺悉驮也莎贺(九十六)莽贺悉驮也莎贺(九十七)

悉驮谕诣湿嚩 

(二合)逻耶莎贺(九十八)儞罗建姹耶莎贺(九十九)嚩啰(引)贺母佉(去)耶莎

贺(一百)莽贺娜逻徙应(二合)贺母佉耶莎贺(一百一)悉驮尾儞夜(二合)达逻
耶莎贺(一百二)跛娜莽(二合)贺萨跢(二合)耶莎贺(一百三)讫哩(二合)史拏(

二合)萨波讫哩(二合)[亭*夜]也尔谕(二合)跛尾跢耶莎贺(一百四)莽贺攞矩

咤陀(上)逻(去)耶莎贺(一百五)斫羯啰(去)庾驮耶莎贺(一百六)胜佉(去)摄
那儞冒驮曩(去)耶莎贺(一百七)摩莽思建(二合)陀(上)味沙(上)思体(二合)

多讫哩(二合)史拏(二合)尔曩(去)耶莎贺(一百九)弭夜(二合)佉啰(二合)折

莽儞嚩娑曩(去)耶莎贺[口*路]计湿嚩(二合)罗(去)耶莎贺(一百一十)萨摩(

上)悉第湿嚩(二合)罗耶莎贺(一百一十一)曩慕婆誐嚩谛阿(引)哩夜(二合)嚩
[口*路]枳谛湿嚩(二合)啰(去)耶冒地萨怛嚩(二合)耶莽贺萨怛嚩(二合)耶莽

贺迦(去)噜聍迦耶(一百一十二)悉殿(二合)睹名满多罗(二合)跛娜耶莎贺(一

百一十三) 

  

  

금강지삼장역본 113 구 다라니에 대한 산스크리트 원문은 다음과 같다. 

  

 

na mo raa tna tra yaa ya na ma.h aa ryaa va lo 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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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sva raa ya bo dhi sa tvaa ya ma haa sa tvaa ya 

ma haa kaa ru .ni kaa ya sa rva ba ndha na cche da 

na ka raa ya sa rva bha va sa mu dra.m su k.sa .na 

ka raa ya sa rva vya dhi pra `sa ma na ka raa ya 

sa rve ti tyu bha ndra va vi naa `sa na ka raa ya 

sa rva bha ye .syo tra .na ka raa ya ta smai na ma 

sk.r tvaa i na maa ryaa va lo ki te `sva ra bha .si 

ta.m ni ra ka.m .ta bhe naa ma h.r da ya ma vra ta 

i cchya mi sa rvaa tha sa dha ka.m `su va.m a ji ya.m 

sa rva bhuu ta na.m bha va ma rga vi `su ddha ka.m ta 

dya thaa o.m aa lo ke aa lo ka ma ti lo kaa ti 

kra.m te he ha re aa ryaa va lo ki te `sva ra ma 

haa bo dhi sa tva he bo dhi sa tva he ma haa vo 

dhi sa tva he vi rya bo dhi sa tva he ma haa kaa 

ru .ni kaa smii ra h.r da ya.m hi hi ha re aa ryaa 

va lo ki te `sva ra ma he `sva ra pa ra ma tra 

ci tta ma haa kaa ru .ni kaa ku ru ku ru ka rma.m 

sa dha ya sa dha ya vi dvya.m .ni he .ni he ta va 

ra.m ka ma.m ga ma vi ga ma si ddha yu ge `sva ra 

dhu ru dhu ru vi ya nti ma haa vi ya nti dha ra 

dha ra dha re i ndre `sva ra ca la ca la vi ma 

la ma ra aa ryaa va lo ki te `sva ra ji na k.r 

.s.ni ja .taa ma ku .ta va ra.m ma pra ra.m ma vi ra.m 

ma ma haa si ddha vi dya dha ra va ra va ra ma 

haa ba ra ba la ba la ma haa ba la ca ra ca 

ra ma haa ca ra k.r .s.ni v.r .na dii rgha k.r .s.ni pa 

k.sa dii rgha ta na he pa dma ha sti ca ra ca ra 

di `sa ca le `sva ra k.r .s.ni sa ra pa k.r ta ya 

jyo pa vi ta e hye he ma haa va ra ha mu kha 

tri puu ra da ha ne `sva ra na ra ya .na va ru 

pa va ra ma rga a ri he ni ra ka.m .ta he ma 

haa kaa ra ha ra ha ra vi .sa ni rji ta lo ka 

sya raa ga vi .sa vi naa `sa na dvi .sa vi .sa vi 

naa `sa na mu ha vi .sa vi naa `sa na hu lu hu 

lu ma ra hu lu ha le ma haa pa dma naa bha sa 

ra sa ra si ri si ri su ru su ru mu ru mu 

ru bu dvya bu dvya bo ddha ya bo ddha ya mai te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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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 ka.m .ta e hye he ma ma sthi ta syi.m ha mu kha 

ha sa ha sa mu.m ca mu.m ca ma haa .taa .ta ha sa.m 

e hye he pa.m ma haa si ddha yu ge `sva ra sa .na 

sa .na vaa ce sa dha ya sa dha ya vi dvya.m smii ra 

smi ra `sa.m bha ga va.m ta.m lo ki ta vi lo ki ta.m 

lo ke `sva ra.m ta thaa ga ta.m da daa he me da r`sa 

na ka ma sya da r`sa na.m pra kra da ya ma na svaa 

haa si ddhaa ya svaa haa ma haa si ddhaa ya svaa haa si 

ddhaa yo ge `sva ra ya svaa haa ni ra ka.m .ta ya svaa 

haa va raa ha mu khaa ya svaa haa ma haa da ra syi.m 

ha mu kha ya svaa haa si ddha vi dvya dha ra ya svaa 

haa pa dma ha sta ya svaa haa haa k.r .s.ni sa rpa k.r 

dhya ya jyo pa vi ta ya svaa haa ma haa la ku .ta 

dha raa ya svaa haa ca kra yu dha ya svaa haa `sa ^nkha 

`sa vda ni bo ddha naa ya svaa haa ma ma ska nda vi 

.sa sthi ta k.r .s.ni ji naa ya svaa haa vyaa ghra ca ma 

ni va sa naa ya svaa haa lo ke `sva raa ya svaa haa 

sa rva si ddhe `sva ra ya svaa haa na mo bha ga va 

te aa ryaa va lo ki te `sva raa ya bo dhi sa tvaa 

ya ma haa sa tvaa ya ma haa kaa ru .ni kaa ya si 

dvya ntu me va ntra pa daa ya svaa haa 

  

http://buddha.goodweb.cn/ 

  

  

금강지삼장역본을 현대음악풍으로 만든 만트라 음악의 일부이다. 

황혜음(黃慧音, Imee Ooi)창이다. 

  

http://www.puxian163.com/fo/fo-index-yyfb/fjyy/da_113.mp3 

  

   

  

84 구대비주 

  

한자로 84 구로 이루어져 있어서 84 구진언이라고도 한다. 

중국의인터넷사이트에서 많이 볼 수 있고 현대악곡풍으로 수 많은 

버전이 나와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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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구 대비주의 한자어는 다음과 같다. 

  

  

大悲咒 

出自《千手千眼观世音菩萨广大圆满无碍大悲心陀罗尼经》(八十四句) 

  

南无、喝啰怛那、哆啰夜耶．南无、阿唎耶，婆卢羯帝、烁钵啰耶．菩提萨
埵婆耶．摩诃萨埵婆耶．摩诃、迦卢尼迦耶．唵，萨皤啰罚曳．数怛那怛写
．南无、悉吉栗埵、伊蒙阿唎耶．婆卢吉帝、室佛啰楞驮婆．南无、那啰谨
墀．醯利摩诃、皤哆沙咩．萨婆阿他、豆输朋，阿逝孕，萨婆萨哆、那摩婆

萨哆，那摩婆伽，摩罚特豆．怛侄他．唵，阿婆卢醯．卢迦帝．迦罗帝．夷

醯唎．摩诃菩提萨埵，萨婆萨婆．摩啰摩啰，摩醯摩醯、唎驮孕．俱卢俱卢
、羯蒙．度卢度卢、罚阇耶帝．摩诃罚阇耶帝．陀啰陀啰．地唎尼．室佛啰
耶．遮啰遮啰．摩么罚摩啰． 

穆帝隶．伊醯伊醯．室那室那．阿啰参、佛啰舍利．罚沙罚参．佛啰舍耶．

呼嚧呼嚧摩啰．呼嚧呼嚧醯利．娑啰娑啰，悉唎悉唎．苏嚧苏嚧．菩提夜、

菩提夜．菩驮夜、菩驮夜．弥帝唎夜．那啰谨墀．地利瑟尼那．波夜摩那．

娑婆诃．悉陀夜．娑婆诃． 

摩诃悉陀夜．娑婆诃．悉陀喻艺．室皤啰耶．娑婆诃．那啰谨墀．娑婆诃．

摩啰那啰． 

娑婆诃．悉啰僧、阿穆佉耶，娑婆诃．娑婆摩诃、阿悉陀夜．娑婆诃．者吉

啰、阿悉陀夜．娑婆诃．波陀摩、羯悉陀夜．娑婆诃．那啰谨墀、皤伽啰耶

．娑婆诃．摩婆利、胜羯啰夜．娑婆诃．南无、喝啰怛那、哆啰夜耶，南无

、阿唎耶．婆嚧吉帝．烁皤啰夜．娑婆诃．唵，悉殿都．漫多啰．跋陀耶，

娑婆诃 

  

  

84 구 대비주의 범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南無喝囉怛那哆囉夜耶  NA MWO HE LA DA NWO DWO LA YE YE  

2. 南無阿唎耶  NA MWO E LI YE  

3. 婆盧羯帝爍缽囉耶  PWO LU JYE DI SHI BU LA YE  

4. 菩提薩埵婆耶  PU TI SA TWO PE YE  

5. 摩訶薩埵婆耶  MWO HE SA TWO PE YE  

6. 摩訶迦盧尼迦耶  MWO HE JYA LU NI JYA YE  



406 

 

7. 唵  NAN 

8. 薩皤囉罰曳  SA PAN LA FA YE 

9. 數怛那怛寫  SWO DA NA DA SYIE 

10. 南無悉吉塛埵伊蒙阿唎耶   NA MWO SYI JI LI TWO YI MENG E LI YE  

11. 婆盧吉帝室佛囉楞馱婆  PE LU JI DI SHIR FWO LA LENG TWO PE 

12. 南無那囉謹墀 NA MWO NA LAN JING CHI 

13. 醯唎摩訶皤哆沙咩  SYI LI MWO HE PAN DWO SA MIE 

14. 薩婆阿他豆輸朋   SA PE E TWO DO SHU PENG  

15. 阿逝孕   E SHI YUN 

16. 薩婆薩哆那摩婆薩多那摩婆伽 SA PE SA DWO NA MWO PE SA DWO NA MWO 

PE CHYE 

17. 摩罰特豆  MWO FA TE DO  

18. 怛姪他  DA JI TA  

19. 唵阿婆盧醯  NAN A PE LU SYI 

20. 盧迦帝  LE JIA DI  

21. 迦羅帝  JIA LA DI 

22. 夷醯唎  JI XI LI 

23. 摩訶菩提薩埵  MWO HE PU TI SA TWO 

24. 薩婆薩婆  SA PE SA PE 

25. 摩囉摩囉  MWO LA MWO LA 

26. 摩醯摩醯唎馱孕  MWO HE SYI MWO SYI LI TWO YUN 

27. 俱盧俱盧羯蒙  JU LU LU JYE MENG 

28. 度盧度盧罰闍耶帝 DU LU DU LU FA SHE YE DI 

29. 摩訶罰闍耶帝  MWO HE FA SHE YE DI 

30. 陀囉陀囉  TWO LA TWO LA 

31. 地唎尼  DI LI NI 

32. 室佛囉耶  SHR FWO LA YE 

33. 遮囉遮囉  JE LA JE LA 

34. 麼麼罰摩囉  MWO MWO FA MWO LA 

35. 穆帝隸  MU DI LI 

36. 伊醯伊醯  YI SYI YI SYI 

37. 室那室那  SHI NWO SHI NWO 

38. 阿囉嘇佛囉舍利  A LA SHEN FWO LA SHE LI 

39. 罰娑罰嘇  FA SHA FA SHEN 

40. 佛囉舍耶  FWO LA SHE YE 

41. 呼盧呼盧摩囉  HU LU HU LU MWO LA 

42. 呼盧呼盧醯利  HU LU HU LU SYI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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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娑囉娑囉  SWO LA SWO LA 

44. 悉唎悉唎 SYI LI SYI LI 

45. 蘇嚧蘇嚧  SU LU SU LU 

46. 菩提夜菩提夜  PU TI YE PU TI YE 

47. 菩馱夜菩馱夜  PU TWO YE PU TWO YE 

48. 彌帝利夜  MI DI LI YE 

49. 那囉謹墀  NWO LA JIN CHI 

50. 地利瑟尼那  DI LI SHAI NI NWO 

51. 婆夜摩那 PE YE MWO MWO 

52. 娑婆訶  SWO PE HE 

53. 悉陀夜  SYI TWO YE 

54. 娑婆訶  SWO PE HE 

55. 摩訶悉陀夜  MWO HE SYI TWO YE 

56. 娑婆訶  SWO PE HE 

57. 悉陀喻藝  SYI TWO YU YI 

58. 室皤囉耶  SHI PAN LA YE 

59. 娑婆訶  SWO PE HE 

60. 那囉謹墀  NWO LA JIN CHI 

61. 娑婆訶  SWO PE HE 

62. 摩囉那囉  MWO LA NOU LA 

63. 娑婆訶  SWO PE HE 

64. 悉囉僧阿穆佉耶  SYI LU SENG A MU CHYE YE 

65. 娑婆訶  SWO PE HE 

66. 娑婆摩訶阿悉陀夜  SWO PE MWO HE A SYI TWO YE 

67. 娑婆訶  SWO PE HE 

68. 者吉囉阿悉陀夜  JE JI LA A SYI TWO YE 

69. 娑婆訶  SWO PE HE  

70. 波陀摩羯悉陀夜  BWO TWO MWO JIE SYI TWO YE 

71. 娑婆訶  SWO PE HE 

72. 那囉謹墀皤伽囉耶 NWO LA JIN CHI PAN CHYE LA YE 

73. 娑婆訶  SWO PE HE 

74. 摩婆利勝羯囉夜  MWO PE LI SHENG JYE LA YE 

75. 娑婆訶  SWO PE HE 

76. 南無喝囉怛那哆囉夜耶  NA MWO HE LA DA NWO DWO LA YE YE 

77. 南無阿利耶  NA MWO E LI YE 

78. 婆嚧吉帝 PWO LU JYE DI 

79. 爍皤囉夜  SHAO PA LA 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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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娑婆訶 SWO PE HE 

81. 唵悉殿都  NAN SYI DIAN DU 

82. 漫多囉  MAN DWO LA 

83. 跋陀耶  BA TWO YE 

84. 娑婆訶  SWO PE HE 

http://buddha.goodweb.cn/ 

  

  

 

84 구 대비주의 대표적인 현대악풍 버전은 다음과 같다(Imee Ooi). 

大悲咒(八十四句 黄慧音 唱) 

  

  

십일면관음근본주 

  

속칭 '장전(藏传)대비주' 일명 '티벳대비주'라고도 한다. 113 구 

대비주나 84 구 대비주에 비하여 짧은 것이 특징이다. 이 장전대비주도 

수많은 버전이 나와 있고 가장 인기 있는 대비주라 볼 수 있다. 

무곡풍서부터 매우 다양한 장르가 나와 있다.  

  

범어 원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namo ratna trayaaya  

纳牟 拉的纳 的拉呀呀 

namah aarya jn~aana saagara 

纳摩 阿利呀 及泥呀纳 萨阿噶拉 

vairocana vyuuha raajaaya 

拜漏佳钠 播优哈 拉阿加阿呀 

tathaagataaya arhate samyak-sambuddhaaya 

达他阿噶达阿呀 阿日哈带 萨呣呀个萨呣布塔阿呀 

namah sarva tathaagatebhyah arhatebhyah   

纳摩 萨日哇 达他阿噶带 破呀 阿日哈带 破呀 

samyak-sambuddhebhyah 

萨呣呀个萨呣布台 破呀 

namah aarya avalokite s/varaaya   

纳摩 阿利呀阿哇楼个依带 西哇拉阿呀  

bodhisttvaya mahaa-sattvaya mahaa-kaarun.i-ka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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包提萨的哇呀 玛哈阿 萨的哇呀 玛哈阿噶阿卢尼 

噶阿呀（其中的“卢”和“尼”都是卷舌音） 

tadyathaa aum 

达地呀他阿 阿乌呣 

dhara dhara dhiri dhiri dhuru dhuru 

塔拉 塔拉 替利 替利 吐卢 吐卢 

it.t.e va-it.t.e cale cale pra-cale pra-cale 

伊斋 外斋 佳类 佳类 播拉佳类 播拉佳类 

kusume kusumavare ilim ili citi 

固苏买 固苏玛哇累 伊丽呣伊丽 基帝 

jvalam aapanaaya svaahaa 

及哇喇呣阿叭纳阿呀 斯哇阿哈阿 

  

  

십일면관자재보살근본진언의 티벳어와 산스크리트 및 한자를 한번에 볼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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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P>  

?x-content-disposition=inline  

  

  

십일면관자제보살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대비중에 가장 인기 있는 십일면관자제보살은 누구인가.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십일면관음보살  

  

열 하나의 얼굴을 지닌 관음보살. 6 관음의 제 4. 6 도(道) 중의 아수라를 

교화한다. 관음신앙이 확산되면서 가장 일찍 힌두교의 신과 접합하여 

변화된 관음보살이다. 십일면관음신주심경(-神呪心經)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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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보살의 기본 얼굴을 제외하고 머리 위에 붙인 11 면이 있다. 두상의 

전면에 3면, 그 좌우에 각각 3면, 후면에 1면, 정상에 1 면. 

관세음보살의 별명으로서, 모든 방면을 관찰하여 보살핀다는 구제자로서 

지녀야 할 능력을 구체화한 보살이다. 앞의 3면은 자비의 모습이며, 

선한 중생을 보고서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켜 찬양함을 나타낸다. 좌측의 

3 면은 진노의 모습이며, 악한 중생을 보고서 동정심을 일으켜 고통에서 

구하려 함을 나타낸다. 우측의 3면은 흰 이를 드러내어 미소짓는 

모습이며, 청정하게 실천하고 있는 자를 보고서 더욱 불도를 정진하도록 

권장함을 나타낸다. 뒤의 1 면은 포악과 폭소의 모습이며, 선하거나 악한 

모든 부류의 중생이 함께 뒤섞여 있는 모습을 보고서 이들을 모두 

포섭하는 큰 도량을 보임을 나타낸다. 정상의 1 면은 부처의 모습이며, 

대승의 근기를 지닌 자들에게 불도의 궁극을 설함을 나타낸다. 이 

11 면에 대해 정상의 1면은 부처가 됨을, 나머지 10 면은 보살의 열 가지 

단계인 10 지(地)를 나타낸다고 하며, 11 품의 무명을 끊는다는 의미가 

있다고도 해석한다. 중국, 한국, 일본에서도 널리 신앙되었으며, 

한국에서는 석굴암의 십일면관음보살상이 유명하다. 

  

http://www.sutra.re.kr/ 

  

  

<_P>  

?x-content-disposition=inline  

십일면관음, 사진 www.evdd.com/ 

  

  

십일면관자재보살은 얼굴이 열한개이다. 기본 얼굴을 제외 하고 전면에 

3 면, 그 좌우에 각각 3면, 후면에 1 면, 정상에 1 면 이렇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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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얼굴이 되는 것이다. 산스크리트어로 아바로키테스바라는 

관자제보살로 번역된다. 더욱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천수천안관자재보살이 된다. 천개의 손과 천개의 얼굴을 가진 보살이다. 

두루 두루 살피어서 잘 보고 잘 들어서 구제 해준 다는 뜻이다. 천개의 

손과 천개의 얼굴을 표현 하는 것은 한개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본얼굴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좌우상으로 얼굴을 나타냄으로서 사방을 

보고 있다는 상징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십일면관자재보살은 힌두교와 습합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황혜음의 또 다른 음악세계 십일면관자재보살 

  

만트라음악의 대표적인 곡인 대비주가 3 가지 계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삼장법사가 번역한 금강지삼장역본 113 구 대비주이고 또 하나는 

84 구 대비주이고 마지막으로 십일면관음대비주이다. 보통 현대악곡풍의 

만트라는 이 십일면관음대비주가 가장 인기가 있다. 여러가수가 노래를 

불렀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황혜음(黃慧音, Imee Ooi)이 돋 보인다. 

황혜음의 노래는 듣는이로 하여금 마음의 치유와 자비와 지혜의 파동을 

가져다 주는 마력이 있다. 그녀가 부른 많은 만트라음악 중에서도 

대비주가 있다. 여러 버전이 있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대비주가 

십일면관자재보살근본진언이다. 산스크리트어로는 'Arya Ekadasa-Mukha 

Dharani' 이다. 이 노래는 기존의 'the Great Compassionate Mantra'의 

후속 버전이라 할 수 있다. 곡은 매우 느리게 진행 되고 마치 영혼을 

정화 하는 듯한 분위기를 주고 있다. 황혜음의 또 다른 음악세계를 보는 

것 같다. 

  

  

십일면관자재보살근본진언 (Arya Ekadasa-Mukha Dharani - Sanskrit, 

Imee Ooi ) 

http://mp3.evdd.com/fyf/zhuanji/jsy0ry01ekd.mp3  

http://buddha.goodweb.cn/music/musicdownload3/jsy_01.mp3 

  

  

  

  

2008-10-17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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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이메이우이(Imee Ooi) 불교음악 십소주 1, 관세음보살영감진언, 

환희와 희열을 

  

  

불자들이 가장 즐겨 듣는 음악은 

  

불교에도 음악이 있을까. 만트라음악을 접하기 전까지는 

독경테이프정도가 불교음악의 전부 인줄 알았다. 물론 찬불가도 있지만 

불자들이 가장 즐겨 듣는 음악은 천수경과 금강경 테이프일 것이다. 

보통 집에서도 듣고 차타고 가면서도 듣는다.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차분해진다고 한다. 그래서 불자들은 다른 음악 보다 도 

독경 테이프를 즐겨 듣는 경향이 있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연꽃세상' 같은 좋은 찬불가도 많이 있지만 독경 

테이프를 듣는 이유는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공덕을 쌓는 것이라 생각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듣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독경 테이프는 거의 대부분이 

한문투라는 것이다. 내용을 이해 하고 들으면 더 와 닿으나 그저 소리만 

듣는다면 외국어를 듣는 것과 하등의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음악도 훌륭한 포교도구가 될 수 있을 것 

  

블로그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와 관련된 자료를 많이 접하게 

되었다. 주로 불교관련신문에서 저장 하고 싶은 내용을 열심히 퍼 

날랐다. 오른쪽 마우스버튼을 허용 한다는 것은 퍼 가도 좋다는 뜻으로 

알고 블로그에 담아 갔다. 불교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좋다라는 의식도 작용한 때문이다. 자료를 퍼 나르거나 스크랩 

하다 보니 그 중에 불교음악도 있었다. 그 중에 가장 신선한 충격을 

느낀 음악이 산스크리트어로 된 반야심경이었다. 말로만 듣던 

산스크리트어 반야심경을 들었을 때 무척 흥분 했었고 그 감동이 오래 

동안 지속 되었다. 산스크리트어라면 부처님 당시의 언어이다. 그 

음악을 듣고 있노라면 마치 부처님 당시에 있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었고 부처님에게 더 가까이 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음악이 

신심을 고취시키고 불자로서 자긍심을 고양시켜 주는 훌륭한 포교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 순간이다. 

  

우연히 다운받은 산스크리트어 반야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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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마니반메훔이나 대비주와 같은 만트라음악을 스크랩하여 듣곤 

하였으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서비스가 중단 되곤 하였다. 설령 

다시 사이트를 뒤져서 스크랩 하였지만 인터넷에 접속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뒤따랐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또 서비스가 중단 되곤 

하였다. 그러다가 어느 사이트에서 산스크리트어 반야심경을 우연히 

다운 받게 되었다. mp3 파일 이었던 것이다. 다운 받아서 들으니 

언제든지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다운 받아 놓으면 서비스가 중단 될 

일이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들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이다. 

  

만트라음악을 다운 받을 수 있는 중국사이트 

  

반야심경 뿐만 아니라 자비송과 같이 타종교인도 좋아 하는 불교음악도 

있다. 남방불교 경전인 자비경의 내용을 말레이지아 불자가수인 

이메이우이(Imme OoI, 황혜음)이 부른 곡으로서 듣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신심이 나는 훌륭한 곡이다. 이런 곡을 다운 받아서 듣는 

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 하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곡을 다운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발견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없고 중국본토에 

있는 사이트에서 이다. 구글에서 'Imee Ooi'나 '黃慧音' 키워드를 집어 

넣으면 발견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이트가 http://www.mp3top.cn/ 과 

http://www.buda.idv.tw/,  http://buddha.goodweb.cn/music/index.htm 

이다. 

  

블로그에 '만트라공양방'을 만들고 

  

이들 사이트에 있는 만트라음악을 '불로그공양방'에 올려 놓았다. 

만트라음악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불자들을 위해서이다. 만트라음악을 

듣고서 신심이 우러나오고 환희심을 느낀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이들 만트라 음악중에 추천 할만한 곡은 이메이우이가 부른 

노래이다. 이메이우이 노래는 어느 곡을 들어도 다 좋다. 

중국사이트에서 이메이우이에 관련된 곡은 빠짐 없이 소개 하였다. 

중국사이트에서 서비스를 계속 하는 한 열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변의 

알고 지내는 사람들도 한문투의 독경테이프와 만트라를 번갈아 듣는 

다고 한다. 그런데 어떨때는 만트라음악을 더 많이 들을 때가 많다고도 

말한다. 아무래도 노래를 부른 가수의 영향이 가장 컷을 것이고 

두번째로는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는 부처님 당시의 언어이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로 더 가까이 다가 가고 싶다는 열망의 반영 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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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으로 된 경전과 마찬가지로 만트라도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내용을 알고 들으면 더 감동적 일것이다. 인터넷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말 

해석본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이메이우이의 10 소주(十小咒)에 있는 곡중에서 

  

이번에 소개하는 만트라는 이메이우이의 10 소주(十小咒)에 있는 곡이다. 

중국어 사이트에서는 10 소주가 조만과송집《早晚课诵集》에 있다고 쓰여 

있다. 처음 듣는 생소한 경전이다. 그 경전안에 10 개의 소주가 있는데 

그 첫번째를 소개 한다. 곡명은 관음보살영감진언(观音菩萨灵感真言) 

진언이다. 

  

  

  

观音菩萨灵感真言(관음보살영감진언 25 분, 黃慧音) 

   http://st.mp3.zgfj.cn/2008-06/shixiaozhou-

gyjt/20080613gylgzy.mp3  

출처 ; http://mp3.baidu.com/m?tn=baidump3&ct=134217728&lf=&rn=&lm=-

1&li=111&word=%B9%DB%D2%F4%C1%E9%B8%D0%D5%E6%D1%D4+%BB%C6%BB%DB%D2%

F4+%C7%E5%D0%C4%CA%AE%D0%A1%D6%E4%D6%AE%D2%BB+%B9%DB%D2%F4+%BE%BB%C

D%C1 

  

  

관음보살영감진언 가사 

ĀRYAVALOKITEŚVARĀ BODHISATTVA VIKURVANA DHĀRAṆĪ  
(The True Words to Bring a Response From Kuan Yin 觀音靈感真言)  

Oṃ maṇi padme hūṃ 
Oh! Jewel on the lotus 蓮花上之如意寶  

mahā niryāṇa cittot-pāda 

Determined to leave greatly (the passions and delusions) 發大出離心  

citta-kṣana vitarka 

Constant thought of reflection 須叟思維  

sarvārtha bhūri siddha kāma pūrṇa 

圓滿大成就一切義 All truths are greatly accomplished (siddha) with 

full (pūrṇa) satisfaction (kāmam)  

bhūri dyotot-p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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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festation (utpannā) of great (bhūri) luminosity (dyota) 

大光明現前  

Namaḥ lokeśvarāya svāhā 
頂禮 觀自在 吉祥! Adoration to the Lord (iśvarā) of the world. All 

hail!  

  

  

  

 한자어 가사  

  

唵 嘛呢叭弥吽 麻葛倪牙纳积都特巴达 积特些纳 

微达哩葛萨而斡而塔卜里悉塔葛 纳补啰纳 纳卜哩 丢忒班纳 

奈麻嚧吉说啰耶莎诃 

  

ōng má ní bā mī hōng。má gé ní yá nà。jī dū tè bā dá。 

  jī tè xiē nà。wēi dá lǐ gé。sà ér wò ér tǎ。 

  bǔ lǐ xī tǎ gé。nà bǔ là nà。nà bǔ lǐ。 

  diū tè bān nà。nuò má lú jí。shuō là yē suō hē。 

  

  

  

관음영감진언에 대한 중국사이트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此真言是《早晚课诵集》中十小咒之一。这是观世音菩萨的咒语。诚心读诵
此咒，可以驱妖辟邪，可解除灾难，念的遍数越多越好。 

真言原文： 

唵嘛呢叭咪吽。麻曷倪牙纳。积都特巴达。 

  积特些纳。微达哩葛。萨而斡而塔。 

  卜哩悉塔葛。纳补啰纳。纳卜哩。 

  丢忒班纳。喏麻嚧吉。说啰耶娑诃。 

观音灵感真言注音： 

ōng má ní bā mī hōng。má gé ní yá nà。jī dū tè bā dá。 

  jī tè xiē nà。wēi dá lǐ gé。sà ér wò ér tǎ。 

  bǔ lǐ xī tǎ gé。nà bǔ là nà。nà bǔ lǐ。 

  diū tè bān nà。nuò má lú jí。shuō là yē suō hē。 

发音注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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唵（ōng）嘛（má）呢（ní）叭（bā）咪（mī）吽（hōng）：有多种读诵读法

，①嗡嘛呢呗（bài）咪（mī）吽；②唵嘛呢啤咩（miē）吽；③嗡马泥悲咩
烘；④嗡玛尼贝美吽……唵（ōng）是藏语系佛教的读法。汉语系佛教读（ǎn
俺）。 

咪：其它写法[口+弥]、[口+迷]等。 

曷：读（gé 格），有的方音读（gě 舸），有的方音读（hé 合）。 

积都（dū督）特巴达。 

葛：常读（gé 格），也有读（gě舸）音。 

斡：读音为（wò卧）。 

啰：各地多读成（là 辣），此字与喇通假，喇，古读（là辣）。有读第一声
（lā 拉）的。 

忒：读（tè 特）。 

喏：读（nuò诺）。有的书写作“捺”、“[口+奈]”。 

功德简介： 

此真言最大效用：佛光普照，事事顺利，吉祥如意，幸福平安。 

观音菩萨，誓愿宏深，随感赴应，寻声救苦，观音菩萨的咒很多，都是随缘
而说，只要持之以恒，虔诚所至，必生感应。 

此灵感真言中的“唵嘛呢叭咪吽”，即是为所有佛门弟子所推崇的六字大明

神咒，又称观音六字真言、观音心咒等。持诵此咒，利益颇多。具体细节请
参阅本站“六字大明咒的真实功德”网页。 

  

http://www.dizang.org/zy/gylg.htm 

  

  

  

  

2008-11-0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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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이메이우이(Imee Ooi) 불교음악 십소주 2, 칠구지불모심대준제주, 

부처님의 어머니  

  

  

  

<_P>  

?x-content-disposition=inline  

  

  

  

칠구지불모소설준제다라니경(七俱 佛母所說准提陀羅尼經)  

  

K-1338(36-1115). T-1076(20-178). 당(唐) 시대(A.D. 746∼774) 번역. 

[역] 불공(不空). [약] 칠구지불모다라니경(七俱 佛母陀羅尼經), 

준제다라니경(准提陀羅尼經), 준제경(准提經). [이] 

불설칠구지불모심대준제다라니경(佛說七俱 佛母心大准提陀羅尼經), 

불설칠구지불모준제대명다라니경(佛說七俱 佛母准提大明陀羅尼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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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제(准提) 다라니의 염송법과 그 공덕을 설명한 경이다. 칠구지(七俱 ) 

불모(佛母)는 준제 보살의 다른 이름이며, 태장계 만다라 가운데 

편지원( 知院)에 자리하고 있다.  

  

경은 크게 부처님이 준제 다라니를 설하고 그것을 독송하는 자의 공덕을 

말하는 부분과 그 다라니를 염송하는 절차로 나누어 진다.  

  

먼저 부처님은 미래의 중생들을 위해 불모(佛母) 다라니, 또는 준제 

다라니를 설한다. 그리고 그 진언을 90 만 번 외우면 과거생에 지은 모든 

죄를 씻고 다시 태어나는 생마다 불보살을 만나며 재물이 풍족해진다고 

한다. 또한 진언을 1만 번 외우면 꿈에서 부처님을 본다는 등의 공덕을 

말한다.  

  

그 다음 이 불모 준제 다라니를 염송하는 절차를 설한다.  

  

먼저 작단법(作壇法)을 설하는데, 천지(天地) 진언으로 터를 청정히 

하고 본존인 칠구지 불모의 형상을 만다라 가운데에 안치한 후, 공양 

예배한다. 그 다음 불부(佛部), 연화부(連華部), 금강부(金剛部)의 

3 부의 진언과 수인으로 관상을 행하고, 제 2 근본인(根本印)으로 몸의 

갑주(甲胄)를 장엄하게 꾸민다. 또 대허공장(大虛空藏) 진언으로 공양을 

위한 도구를 갖추어 놓고, 호화로운 가마로 준제 보살을 영접할 준비를 

한다.  

  

그 다음 여러 가지 본존 진언을 통해 본존을 도량에 임하기를 청한다. 

화원(火院) 진언으로 도량을 안전하게 하며, 알가(閼伽) 진언으로 그 

본존의 발을 씻는다. 본존에게 꽃과 향, 음식 등을 공양하고 찬양한다. 

그 다음은 그 본존 다라니의 각 글자를 머리에서 발 끝까지 신체의 각 

부분과 연결시켜 각 글자의 이치를 깨닫는다. 이것의 이치를 

깨달음으로써 실체의 세계에 들어가 궁극적인 진리를 증득하게 된다. 

다시 공양을 하고 본존을 봉송한다. 다시 3부 진언으로서 염송을 

마친다.  

  

이 염송 절차 외에도 경의 말미에 네 가지의 호마법(護摩法)과 준제 

불모의 화상(畵像)을 그리는 법을 설한다.  

  

이 경은 잡부(雜部) 밀교에 속하는 경으로, 이역본으로는 

금강지(金剛智)와 지바가라(地婆訶羅)의 번역이 있지만, 불공의 번역은 



420 

 

전형적인 다라니 염송법을 고려해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그의 번역이 열여덟 가지의 수순을 밟아 염송한다는 18 도차제(道次第)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금강지의 번역과는 염송 절차가 다소 차이가 있다. 

http://211.46.71.249/cgi-bin/kyunginfo.exe?kId=K1338000 

  

  

  

칠구지불모란 7 억 부처님을 낳을 수 있는 어머니 

  

  

준제보살은 천수, 마두, 십일면, 여의륜, 성관음과 함께 육관음을 

이루는 관세음보살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 준제보살을 칠구지불모라고도 

하는데, 칠구지는 7 억을 말하는 것으로 칠구지불모란 7 억 부처님을 

낳을 수 있는 어머니라는 뜻이 된다. 

 

참으로 막강한 힘을 표현하는 말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와같이 많은 수의 부처님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인가. 

준제의 산스크리트명은 춘디이며, 준니라고도 음역되는데, 춘디는 바로 

청정이라는 뜻이다. 즉 청정함이 칠억의 부처님을 낳을 수 있는 

근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불모준제보살의 청정함은 존재론적인 청정함이라기보다는 

수행론적인 청정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준제보살의 청정함의 힘은 

준제다라니를 통하여 발현되며, 성인의 경지에서 요구되는 

수행이기보다는 중생들의 삶을 보살피는 내용에서 발견된다. 

 

즉, 준제진언을 90 만 번 외우면 과거 생에 지은 모든 죄를 씻고 다시 

태어나는 생마다 불보살을 만나며 재물이 풍족해진다고도 

하며([칠구지불모소설준제다라니경]), 준제진언은 공덕의 무더기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염송하면, 어떠한 재난도 이 사람을 침노하지 

못하고, 목숨과 복이 부처님과 같으니, 결정코 가장 큰 법을 이루리라고 

하는 설명이 ([천수경]) 그것이다. cafe.buddhapia.com/ 

  

  

  

칠구지불모심대준제주 19 분을 황혜음((이메이우이,Imee Ooi)창송으로 

공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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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구지불모심대준제주(七俱胝佛母心大准提咒, 黄慧音)      

http://st.fjyy.org/2008-06/shixiaozhou-dztz/20080616dztz.mp3   

출처 http://tieba.baidu.com/ 

  

  

2008-11-1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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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이메이우이(Imee Ooi) 불교음악 십소주 3, 왕생정토신주, 소리도 

향내가 있을까 

  

  

소리에도 향내가 있을까 

  

소리에도 향기가 있을까. 언젠가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 소리의 냄새를 

맡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매우 특수 하고 드문 케이스 이긴 하지만 

실제로 소리를 냄새 맡기도 하고 심지어는 빛깔까지 느낀 사람도 있다고 

하니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향내가 나는 듯한 사람이 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매우 탁한 기운을 내뿜는 듯한 사람도 있다. 똑 같은 장소와 똑 

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 오면 향내가 나는 듯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들어 오면 탁한 기운이 뻗치는 것은 왜 그럴까. 아마도 그 

사람의 이제 까지 살아온 환경과 마음씀씀이 또 그로 인해 생긴형상과 

분위기에 무관 하지 않을 것이다. 

  

향내나는 사람과 곁에 있으면 서로 말하지 않아도 즐겁다. 그 내뿜는 

향기에 때문에 주변 모두가 향내로 가득한 듯한 느낌이 든다. 반면에 

몹시 탁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 들어 오면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뀐다.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긴장 되는 분위기이다. 아무래도 도둑놈이나 

사기꾼이 들어 온다면 왠지 모르게 그런 분위기를 감지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부르는 가수를 보면 

  

TV 에서 보는 가요프로그램은 댄스뮤직 일색이다. 여려명의 젊은 남녀가 

나와 댄스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 그 힘든 댄스를 하면서 노래를 부른 

다는 것은 무리이다. 그래서 그럴까 댄스뮤직 음악은 대부분이 

'립싱크'이다. 마치 붕어처럼 입맛 벙긋 하는 것이다. 그 대신 수려한 

용모를 가진 출연자가 함께 일정한 동작과 함께 볼거리를 제공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류의 노래를 보통 '힙합송'이라고 한다. 

중얼거리듯이 리듬미컬 하게 내 뱉는 것이다. 단지 춤추는 동작 외에는 

노래를 통한 감동을 받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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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기타 가수가 있다. 오로지 통기타 하나로 연주 하면서 노래를 한다. 

주로 움직이지 앉고 앉아서 노래 하거나 서서 하는 데 특징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른 다는 것이다. 사람이 많건 적건 간에 가창력 하나로 

승부 하는 것이다. 이들이 혼신을 다 해서 부르는 노래는 주변을 쩌렁 

쩌렁 울릴 뿐만 아니라 혼이 들어가 있다.  

  

혼이 들어가 있는 노래는 영혼을 일깨운다. 그리고 향기롭다. 그런 

노래는  언제 들어도 새로운 느낌이고 질리지 않는다. 감정이 실려 있고 

호소력이 있기 때문이다.  

  

향내가 나는 '이메이 우이'의 노래 

  

혼이 실린 음악은 종교음악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타종교와 달리 

불교음악은 불모지나 다름이 없다. 특히 현대음악형식으로 된 

불교음악을 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척박한 현실속에서 외국의 

음악가가 부르는 노래를 듣는 것은 행운이라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이메이 우이의 노래는 잠자는 영혼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마력을 

가지고 있다. 그녀의 수 많은 음악 중에 십소주계열의 음악을 

인터넷으로 접하게 된 것도 인터넷 시대에 커다란 행운이다.  그녀의 

노래를 들으면 향내가 나는 듯 하다. 노래가 냄새는 나지 않지만 그녀의 

노래를 들으면 항상 향내가 나는 듯 하다. 

  

  

  

황혜음의 십소주계열의 세번째 곡 왕생정토신주(往生淨土神呪) 24 분를 

공양 합니다. 

  

  

  

黄慧音居士唱颂十小咒 往生净土神咒 

作曲：黄慧音 

编曲：黄慧音 

制作：黄慧音 

钢琴：黄慧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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拔一切业障根本得生净土陀罗尼（往生净土神咒）  

   http://st.mp3.zgfj.cn/2008-06/shixiaozhou-

gyjt/20080613wsjtz.mp3    

출처 http://mp3.baidu.com/m?tn=baidump3&ct=134217728&lf=&rn=&lm=-

1&li=111&word=%B0%CE%D2%BB%C7%D0%D2%B5%D5%CF%B8%F9%B1%BE%B5%C3%C9%F

A%BE%BB%CD%C1%CD%D3%C2%DE%C4%E1+%BB%C6%BB%DB%D2%F4+%C7%E5%D0%C4%CA%

AE%D0%A1%D6%E4%D6%AE%D2%BB+%B9%DB%D2%F4+%BE%BB%CD%C1 

  

  

  

 왕생정토신주 가사 

  

SUKHÂVATÎ-VYÛHA DHĀRAṆĪ (The Future Rebirth Mantra 往生淨土神咒) 

'Embellishments of the Land of of Ultimate Bliss' Mantra  

Namo Amitābhāya Tathāgatāya. Tadyathā: Om amṛtod bhave, amṛta 
siddhaṃ bhave, amṛta vi-krānte, amṛta vi-krānta gāmine, gagana 
kīrti-karī svāhā. 

(namo a'mi'ta'ba'ya ta'tha'ga'ta'ya.   Tad'ya'ta: a'mri'tod 

bha've,   a'mri'ta sid'dham bha've, a'mri'ta vi'kran'te.   A'mri'ta 

vi'kran'ta ga'mi'ne,   ga'ga'na kir'ti ka're saw'ha) 

 

Adoration to the Perfect one of Infinite Light, namely: Nectar-

producing one! Nectar-creation-perfecting one! Nectar-miracle 

one!   (One) performs miracle with nectar, he makes (nectar) to 

pervade as widely as sky, All Hail!  

  

  

  

한자어 가사 

  

神咒原文 1： 

  

  南无阿弥多婆夜。哆他伽多夜。哆地夜他。 

  阿弥利都婆毗。阿弥利哆。悉耽婆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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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阿弥唎哆。毗迦兰帝。阿弥唎哆。毗迦兰多。 

  伽弥腻。伽伽那。枳多迦利。娑婆诃。 

  往生净土神咒注音： 

  nā mó ā mí duō pó yè。duō tuō qié duō yè。duō dì yè tuō。 

  ā mí lì dū pó pí。ā mí lì duō。xī dān pó pí。 

  ā mí lì duō。pí jiā lán dì。ā mí lì duō。pí jiā lán duō。 

  qié mí nì。qié qié nuó。zhǐ duō jiā lì。suō pó hē。 

  

  

神咒原文 2： 

  

南 na 无 mo 佛 fo 驮 tuo 耶 ye 南 na 无 mo 达 da 摩 mo 耶 ye 

南 na 无 mo 僧 seng 伽 qie 耶 ye 唵(ong 或 an) 悉 xi 帝 di 护 hu 噜 

lu 噜 lu 

悉 di 都 du 噜 lu 只 zhi 利 li 波 bo 吉 ji 利 li 婆 po  

悉 xi 达 da 哩 li 布 bu 噜 lu 哩 li 娑 suo 嚩 wa 诃 he 

  

  

십조주공덕 

诵此咒一遍，如礼大佛，名经、四万五千四百遍，所造众业，纵愈世界微尘
数，应堕阿鼻地狱者，虔持此咒、临终亦能往生西方，其功效之大可知矣。 

  

  

  

2008-12-0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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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풍부한 성량의 중국 불자가수, 황사정(黃思婷)의 복전(福田) 

  

  

중국은 땅덩어리가 엄청 나게 크다. 인구 또한 엄청 나게 많다. 따라서 

중국의 일부를 보고서 중국을 파악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이나마 직접 보고 듣고 느낀다면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다.  

  

중국의 4 성급 호텔을 가보니 

  

중국에 업무로 들렀던 곳은 동관이었다. 동관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우는 주강삼각주에 자리 잡고 있다. 주강 삼각주에는 거대도시들이 

포진 하고 있다. 먼저 광동성의 성도인 광주(廣州, Guangzhou)가 있으며 

무역의 중심지 홍콩이 있다. 홍콩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이 유명한 

심천(深圳,Shenzhen)경제특구이다. 심천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개발된 

곳이 바로 위에 있는 동관(東莞,Dongguan)이다. 이 곳의 경제력은 중국 

전체 GDP 의 20 프로를 차지 할 정도로 중국에서 가장 활기가 넘치는 

곳이고 등소평의 개혁개방의 실험장이기도 하다.  

  

동관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만이나 일본과 같은 현지공장이 많이 

진출해 있다. 따라서 이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가 활기 차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텔이다. 4 성급 호텔이 우리나라 

돈으로 10 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호텔이 단순하게 숙박 하는 것으로 

돈을 벌지 않는다. 가라오케시설을 만들어 놓고 접대 하는 장소로도 

활용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그 규모에 놀라게 된다. 호텔 한층이 

전부 가라오케 방으로 꾸며져 있다. 물론 여기에서 근무 하는 종업원도 

있다. 그 종업원의 규모도 상상을 초월한다. 수십명이 아니라 수백명이 

됨직 하다. 이런 것도 물량공세 내지 인해전술이라 볼 수 있을 까.  

  

매우 감성적인 중국어 노래 

  

중국의 호텔 가라오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우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 룸싸롱과 같은 수준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 하는 필수적인 장비가 가라오케 

장치이다. 한국손님과 일본손님이 많아서 일까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노래가 모두 저장 되어 있다. 물론 영어로 된 팝송도 빠지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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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 있다. 한국노래는 왠만한 곡은 다 들어가 있으나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아서인지 약간은 흘러간 노래 위주이다.  

  

중국인들이 접대를 하면 자신들은 주로 자국의 중국노래를 부른다. 화면 

아래에는 한자 자막이 나오고 남자 또는 여자 가수가 부르는 노래는 

듣기에도 매우 부드럽고 유려 하다. 그들이 말하는 투와 노래는 완전히 

딴판인 듯한 느낌이다.  

  

중국 노래를 들어 볼 기회가 거의 없다. 단 몇 년 전에 유행 하였던 

'첨밀밀'의 경우를 제외 하고 이다. 대부분의 중국노래가 첨밀밀과 같이 

듣기에도 부르기에도 부담 없는 듯하다. 중국노래도 우리나라 못지 않게 

감성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불자 가수 황사정을 알고 나서 

  

또 다른 중국의 노래를 접하게 된 것은 불교음악을 통해서이다. 중국의 

불교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 하는 노래이다. 내용은 불보살의 

공덕과 보살행을 찬탄 하는 노래이다. 우리나라가 불교대중음악의 

황무지나 다름 없이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중국만큼은 이 분야에서 앞서 

가는 느낌이다. 특히 세계적인 불교음악가인 이메이우이(黃慧音, Imee 

Ooi) 같은 중국계 가수는 전세계의 모든 불자들로 심금을 울리는 혼이 

실린 아름다운 곡을 들려 준다. 그런데 불교음악가중에 이메이우이 못지 

않은 훌륭한 가수가 많이 있다는 것도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제예(齐豫)라든가, 경선원, 광미운(邝美云), 이등가대 등과 같은 

불자가수들이다. 그 중에 대만 출신 불자가수인 '황사정(黄思婷)'을 

주목 하게 되었다. 중국의 불교포털 사이트인 buddha.goodweb.cn 에 

그녀의 음악이 추천 되어 전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자유(自由)' 전집을 보면 불교적인 가사에다 현대음악을 접목하여 

만들었는데 듣기에도 부담이 없다. 풍부한 성량에다 부드럽게 넘어 가는 

중국어음성은 팝송을 듣는 것 보다 때로는 더욱 더 친숙함을 느낄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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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황사정의 두번째 엘범 '정연 (情缘) '에 나와 

'복전(福田)'입니다.  

  

台语歌手黄思婷《情缘》专辑 

.福田  

buddha.goodweb.cn/ 

  

  

복전가사 

  

打开心中那个充满梦想的地方 

你会发现冲破人生层层的阻挡  

向天空向海洋展开快乐的翅膀  

种福田梦飞翔在身上  

像风一样吹落你满怀的忧伤 小雨滋润你那干枯的心房  

像雨一样飘落在暖暖的天空 你会发现世界一样充满阳光 

  

  

2008-12-0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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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우리 전생에 만난 적이 있지요(We have met before, Cecilia) 

  

  

영화 '제 5 원소'에서 제 5 원소는 무엇일까. 영화 말미에서 보여 주는 

제 5원소는 '사랑'이었다. 그렇다면 1원소 부터 4 원소까지는 무엇인가. 

그 것은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이다. 흔히 4 대로 불리우는 

'지수화풍(地水火風)'이 바로 그것이다. 4 대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하는 삼라만상이고 사람 또한 마찬 가지이다. 영화에서 말하는 5 원소는 

4 대에 사랑이 하나가 더 추가 되어 5원소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5 원소라는 말대신에 5대라는 말을 써도 무방 할 듯 하다. 

  

영화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사랑도 사랑 나름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사랑이 있을 수 있다. 부모와 자식간의 조건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고 남녀간에 주고 받는 상대적인 사랑도 있을 수 있다. 또 

유일신 종교에서 보는 조물주와 피조물과의 계약관계에 의한 조건부 

사랑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어니 해도 사랑은 조건과 이해관계와 

계약을 떠난 사랑 그 자체를 말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용어가 자비가 

아닐까 생각 한다.  

  

자비란 무엇일까 

  

자비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자비(慈悲) 

  

1.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2.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없게 함 

  

이상은 인터넷 국어사전으로 본 사랑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이다. 가엽게 

여긴다는 마음으로 주로 불교에서 쓰이는 용어로 나와 있다. 요즘은 

유일신 종교에서도 자비를 많이 쓰고 있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신과의 

계약관계에 의한 조건부 사랑과는 근본 적인 차이가 있다. 

  

자비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백과사전을 찾아 보면 불교용어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산스크리트어인 '마이트리 카루나(maitri-

karuna)'를 음역 했기 때문이다. 산스크리트어인 마이트리는 벗이라는 

뜻으로 미트라(mitra)에서 유래한 말로 진실한 우정을 뜻한다. 이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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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로 표기 하면 자(慈)가 된다. 카루나는 동감, 동정, 연민, 함께 

슬퍼함을 뜻하는 말로 한자로 옮기면 비(悲)가 된다. 이렇게 자비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이는 이를 두고 안쓰러운 마음이라고 표현 

하기도 한다. 중생들이 살아 가는 모습이 안쓰럽다는 것이다. 지금 

행복하게 살아 가는 것도 반대로 불행에 처한 것도 모두 안쓰럽다는 

것이다. 비록 부귀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을지라도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행복한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일시적인 만족이나 스트레스 해소성 

행복이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체중생의 살아 가는 모습이 

안쓰러운 것이다.  

  

우주가 무상한 것도 고(苦)다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고 말한다. 지혜가 열리면 자비도 동시에 

따라 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떻게 얻어 지는 것일까. 정답은 

3 법인에 있다. 3 법인은 불교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기준이다. 3 법인 

제행무상인(諸行無常印), 제법무아인(諸法無我印), 

일체개고(一切皆苦)를 말한다. 우주의 모든 사물은 늘 돌고 변하여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우주가 이렇다면 사람도 마찬가지라 볼 

수 있다. 영원히 머물러 있는 나는 있을 수 없다. 4 대가 모여서 형상을 

이루었다가 때가 되면 다시 4 대로 흩어 진다. 그러므로 삼라만상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해 가기 마련이다. 이렇게 삼라만상이 변해 가는 것도 

고(苦)로 본 것이다. 고 그 자체인 고고성 (苦苦性)과 여러가지 사물이 

변하고 죽는데서 느끼는 괴고성 (壞苦性), 그리고 우주가 무상하게 

변하는 광범위한 변화도 고로 보는 행고성(行苦性 )이다. 이 모두를 

합쳐서 일체개고로 보는 것이다.  

  

티벳불교의 가르침 하나 

  

일체가 무상하고 일체가 고함을 알 때 자비심이 나올 것이다. 그런 

자비심을 내는 데 있어서 티벳불교만한 가르침이 없다고 느껴진다. 가장 

인상깊게 느낀 부분은 '보리도차제론'에서 보는 '상사도'에서이다. 

상사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일체중생을 어머니로 여겨라"는 

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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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는 전생과 윤회를 인정 하는 종교이다. 수억겁 동안 살아 오면서 

수억겁의 생을 살아 왔을 것이다. 그 때 마다 나를 낳아 준 어머니 또한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체중생이 한번쯤 나를 낳아준 어머니 

이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자비는 바로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윤회 과정에서 돌고 돌아 서로 역할을 바뀌었을 가능성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런 과정을 노래로 표현한 곡이 있다. 가사는 아래와 

같다.  

  

  

  

  

 
  

  

  

우리 전생에 만난 적이 있지요 

  

  

We Have Met Before /  Cecilia  

 

We have met before  

Perhaps you have forgotten  

The tea we shared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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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bridge of rope  

 

우린 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아마 당신은 기억을 못하나 봐요. 

우리는 밧줄로 엮어진 다리 위에서 

차를 함께 마셨었죠. 

 

Near by the river  

Close to the waterfall  

There by a mountain  

In a Place in Tibet  

 

티베트에 있는 

산기슭 옆 

폭포 근처 

강가에서.. 

 

Remember all those days  

In those heavy mists of time  

You were father,I was child  

We keep reversing roles 

 

깊은 안개에 싸인 시절, 

그 당시 모든 날들을 기억해보세요. 

당신은 아빠, 난 아이었고 

우린 역할을 계속 바꾸었죠.. 

 

playing out these games of life 

in a different culture every time 

I am you and you are me 

we seemed to be as one 

 

매번 다른 문화에서 

이러한 인생의 게임들을 하면서 

난 당신이고, 당신은 내가 되어. 

우린 마치 하나인것 같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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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her, son, mother child  

lover, traitor, saint  

our destinies have intertwined  

we played these different roles  

 

아버지 아들,어머니와 어린아이.. 

연인,배신자,성인 

우리의 운명이 서로 뒤엉켜 있기에 

이러한 다른 역할을 맡았던거에요. 

 

We have met before  

Perhaps you have forgotten  

The tea we shared together  

On the bridge of rome  

 

우린 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아마 당신은 기억을 못하나 봐요. 

우리는 밧줄로 엮어진 다리 위에서 

차를 함께 마셨었죠. 

 

Near by the river  

Close to the waterfall  

There by a mountain  

In a Place in Tibet  

 

티베트에 있는 

산기슭 옆 

폭포 근처 

강가에서.. 

 

father, son, mother child  

lover, traitor, saint  

our destinies have intertwined  

we played these different roles  

 

아버지 아들,어머니와 어린아이.. 

연인,배신자,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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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운명이 서로 뒤엉켜 있기에 

이러한 다른 역할을 맡았던거에요. 

 

We have met before  

Perhaps you have forgotten  

The tea we shared together  

On the bridge of rope  

 

우린 만난 적이 있는데 

아마 당신은 기억을 못하나 봐요. 

우리는 로마에 있는 다리 위에서 

차를 함께 마셨었죠. 

 

Near by the river  

Close to the waterfall  

There by a mountain  

In a Place in Tibet  

 

티베트에 있는 

산기슭 옆 

폭포 근처 

강가에서.. 

 

There by a mountain  

In a Place in Tibet  

 

티베트에 있는 

산기슭 옆에서.. 

 

We have met before  

 

우리는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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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ewonsa.or.kr/webbase/community/dc13.aspx?mode=view&cat

=&aseq=12854&page=1&sk=&sv= 

  

  

  

  

  

2008-12-1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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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이메이우이(Imee Ooi) 불교음악 십소주 4, 소재길상다라니, 

안전운행을 위하여 

  

  

불자들의 차량을 보면 여러가지 장식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염주나 연꽃과 같은 '차량걸이'이다. 차량에 걸려 있는 상징물만 보아도 

보아도 불자인지 타종교신자인지 쉽게 구별이 간다. 개신교 신자의 

경우는 천편일률적으로 십자가 차량걸이이다. 그러나 천주교신자 같은 

경우는 잘 보아야 한다. 겉으로 보아서 염주와 묵주가 구별이 잘 가지 

않기 때문이다. 

  

안전운행을 하기 위해서 

  

차량걸이는 밖에서 보이지만 보이지 않은 곳에 부적을 달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주로 안전운행을 기원 하는 진언이다. 이런 부적들은 

쇼핑몰에서 판매 되기도 한다. 안전운행에 관련된 것은 부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진언도 있다. 자동차 전면 유리창에 핸드폰번호 알림판이 

있는데 그 뒷면에 진언을 써 놓은 경우가 있다. 부적과 진언 모두 운행 

중에 사고 없이 무사 하게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기원 하는 

상징이다. 그러나 운전 하다 보면 부적이나 진언이 붙어 있는지 조차 

잊어 버릴 때가 많다. 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불편을 해소 

주는 것이 있다면 소리로 듣는 것이다. 지금은 CD 나 mp3 가 많이 보급 

되어 있지만 여전히 테이프로 듣는 경우도 많이 있다. 어느 경우이든지 

소리로 듣게 될 경우 그 효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 

  

운행중에 테이프를 들으면 

  

불자들은 운행중에 테이프를 많이 듣는다. 주로 경전용 독송테이프이다. 

대표적으로 천수경, 금강경과 같은 경우이다. 독송용 테이프도 취향에 

따라 골라 듣는다. 자주 듣다 보면 자신과 맞는 스님의 테이프가 있다. 

많이 들으면 거의 외울지경이 된다. 그런데 독송용 테이프는 아무리 

들어도 지루 하지 않다는 것이다. 들을 때마다 새로운 기분이 나는 

것이다. 천수경이나 금강경을 들으면서 운전 하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다다른다. 그리고 운행중에 마음이 차분해 져서 안전운행에도 도움을 

준다. 공덕도 쌓고 안전운행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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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스크리트어는 익숙한 언어 

  

매일 같은 음식만 먹다 보면 식상 한다. 때에 따라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 하다. 기분전환을 하면 새로운 생각도 떠오르고 그 동안 잊고 

지냈던 사항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매일 독송용 테이프를 듣고 

있다면 찬불가를 한번 쯤 들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모두 다 불 

보살의 공덕을 찬탄 노래 이기 때문에 공덕 짖는 것은 똑 같다고 볼 수 

있다. 찬불가 중에는 우리나라 말로 부르는 것도 있지만 외국곡도 있다. 

외국곡이라고는 하지만 그 뜻은 모두 불 보살의 공덕을 찬탄 하는 

내용이다. 단지 못 알아 들을 뿐이다. 주로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산스크리트어에 익숙하다. 어느 때든지 

독송하는 천수경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음악과 만난 '소재길상다라니'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로 된 만트라음악이 나온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경전이나 게송, 진언을 현대음악과 접목 하여 대중화 시킨 음악이 

만트라음악이다. 주로 외국가수가 부르고 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가수가 부르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외국 불자 가수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메이 우이(Imee Ooi, 黄慧音)'일 것이다. 그녀가 부른 수많은 

만트라음악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랑 받고 있고 음반 또한 가장 

많이 팔려 나가고 있다. 그런 곡중에 '소재길상다라니'가 있다. 모든 

재난을 소멸하는 뜻의 다라니이다. 차량 운행중에 이 다라니를 듣는다면 

부적을 붙인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반복해서 들음으로서 공덕을 쌓을 

수 있고, 자주 들음으로서 마음이 편안 해져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인터넷을 검색 하는 과정에서 '소재길상다라니'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독송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느 사이트에서는 스님이 목탁을 

치면서 독송 하는 것도 들었다. 모든 재난을 소멸시킨다는 다라니의 

효과 때문일 것이다. 이런 길상다라니를 현대음악으로 편곡한 

이메이음악으로 들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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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이우이(Imee Ooi, 黄慧音)의 십소주계열 네번째곡, 

소재길상다라니(消 災吉祥陀罗尼, Maha Jvalosnisa Dharani) 

20 분입니다. 

  

  

  

 
  

출처 http://tieba.baidu.com/f?kz=305540167 

  

  

  

黄慧音居士唱颂十小咒  

 

作曲：黄慧音  

编曲：黄慧音  

制作：黄慧音  

演唱：黄慧音  

钢琴：黄慧音 

  

  

大炽盛光佛顶大威德火轮金刚消灾吉祥陀罗尼( Maha Jvalosnisa Dharani) 

  

http://www.dymf.cn/...uanlan/消灾吉祥陀罗尼.mp3 

  

  



439 

 

  

소재길상다라니 가사 

JVALA MAHĀUGRA DHĀRAṆĪ  

(The Mantra for Dispersing Calamities and Bringing Auspicious Good 

Will 消災吉祥神咒) 

NAMAḤ SAMANTHA BUDDHĀNĀṂ APRATIHATĀ ŚĀSANANĀṂ 
Adoration to the universal Buddhas (and their) unimpeded religions 

(śāsana)! 普遍(平等) 諸佛, 無礙 聖教!  

TADYATHĀ: OṂ KHA KHA, KHĀHI KHĀHI, HŪṂ HŪṂ 
Thus: om! in the sky (ākāśa 虛空中), in emptiness, destroy, destroy 

(all obstacles), the holy mind! the holy mind! 

JVĀLĀ-JVĀLĀ, PRAJVALA-PRAJVALA; TIṢṬHA-TIṢṬHA 
Flame, light, brilliant light, brilliant light, stay, stay. 熾盛光  

ṢṬIRI-ṢṬIRI SPHOṬA-SHPOṬA ŚĀNTIKA ŚRIYE SVĀHĀ 
Shatter, shatter, burst, burst, disperses calamities (and brings) 

fortune/opulence (śrī) So be it! 消災, 吉祥 

  

  

  

한자어 

  

曩谟三满哆。母驮喃。阿钵啰底。贺多舍。 

娑曩喃。怛侄他。唵。佉佉。佉呬。佉呬。吽吽。 

入嚩啰。入嚩啰。钵啰入嚩啰。钵啰入嚩啰。 

底瑟姹。底瑟姹。瑟致哩。瑟致哩。 

娑癹吒。娑癹吒。扇底迦。室哩曳。娑嚩诃 

  

  

우리말  

  

나무 사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사 사나남 

다냐타 옴 카카 카혜 카혜 훔 훔 아바라 

아바라 바라아바라 바라아바라 지따 지따 

지리 지리 빠다 빠다 선지가 시리예 사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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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灾吉祥神咒功德简介(소제길상신주공덕소개)： 

 

  

按佛学大辞典：消灾吉祥咒为禅林所用四陀罗尼之一，亦为密教通用之息灾

法。又称消灾咒、消灾真言、消灾陀罗尼。乃消除诸种灾害，成就吉祥事之

神咒。出于炽盛光大威德消灾吉祥陀罗尼经（唐代不空译）及大威德金轮佛

炽盛光如来消灭一切灾难陀罗尼经（译于唐代，译者佚名）。敕修百丈清规
卷一所述祈晴祈雨，皆用此咒。 

 

  

按丁福保佛学大辞典：此咒出于佛说炽盛光大威德消灾吉祥陀罗尼经，一卷

，不空译。佛说大威德金轮佛顶炽盛光如来消除一切灾难陀罗尼经，一卷，

唐代失译。二经同本异译。此中说之。经曰：“念此陀罗尼一百八遍或一千

遍。若一日二日三日乃至七日。 

依法修饰坛场。至心受持读诵。一切灾难皆悉消灭不能为害。……此陀罗尼

。一切如来同共宣说。若有苾刍苾刍尼族姓男族姓女。受持读诵此陀罗尼者

。能成就八万种吉祥事。 

能除灭八万种不吉祥事。……。 http://tieba.baidu.com/f?kz=420063820 

  

  

  

  

  

2008-12-31 

진흙속의연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