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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DDHANARA 
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둘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시  동지 기도 법회 

                                                넷째주 일요일 11시  반야심경 사경법회 
                                                 
                                                                                        

                불국사 콜롬비아 지역 법등 법회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Sun Meeting -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  나태와 우유부단하게 
               백년을 사는 것 보다,  
               단 하루   
               용기와 힘찬 지혜 추구하는  
               생활보다 못하리. 
                   

 a hundred years lived in idleness and in weakness is a single day of life 
age and powerful striving.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도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http://www.buddhanara.net/


석주 정일 불국사 조실 큰스님 행장 
현재 미국 세인트루이스 불국사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조실 석주 큰스님께서 세수 96세 법납 81세로 양력 11월 
14일 입적하셨습니다. 12월과 1월은 큰스님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소식지에 큰스님에 대한 특집을 두달에 걸쳐서 
싣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입적을 하셨어도 불국사 의  정신적인 지주인 조실스님은 예전과 다름없이 석주 
큰스님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불국사는 큰스님의 뜻을 받들어 포교에 매진할 것입니다.  

한국 현대불교의 산 증인 , 평생 역경불사와 포교,불교혁신에 힘써... 

석주큰스님은 한일합방 한해전인 1909 년 경북 안동에서 

탄생하셨습니다.  

 

15 세 되시던 해인 1923 년 서울 선학원에서 남전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6 년간 선학원에서 행자생활을 하시고 

1933 년 범어사 강원 대교과를 마쳤습니다. 이후 오대산 

상원사, 금강산 마하연, 덕숭산 정혜사, 묘항산 보현사 등 제방 

선원에서 당대의 선지식을 찾아 참선 정진을 하시며 

수선안거를 성만하셨습니다. 

 

1958 년 불국사 주지를 역임하신데 이어 1961 년 선학원 

이사장, 1976 년 은해사 주지, 1977 년 조계종 초대 포교원장, 

1971 년, 1978 년, 1984 년 조계종 총무원장을 3 차례 

역임하시는 등 종단행정을 두루 맡으셨습니다. 또한 역경과 

교육사업에 남다른 원력을 가지고 1989 년부터 

동국역경사업진흥회 이사장, 1970 년 청소년 교화연합회 총재, 1980 년 중앙승가대학교 초대 학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1994 년 조계종 개혁회의 의장을 거쳐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을 맡기도 하셨습니다. 

1997 년 충남 아산에 보문사를 창건하고 외로운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안양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바친 역경불사의 원력 

석주스님은 평생 역경에 대한 원력을 세우셔서 한국전쟁 이후에 선학원에서 불교사전을 출판하셨던 

운허스님과 함께 1961 년 5 월 현 동국역경원의 전신인 법보원을 설립하여 역경불사에 활력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열반경, 법화경, 유마경, 육조단경, 현우경, 선가귀감 등을 번역 출판하셨고, 부모은중경, 목련경, 

 

 1 



우란분경은 직접 번역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1964 년 동국역경원 설립이후에는 운허스님과 함께 

한글대장경 편찬사업에 착수, 37 년만인 2002 년 9 월 318 권의 한글대장경을 완간하셨습니다. 

1989 년부터는 동국역경사업 진흥회의 이사장을 맡으시어 역경사업의 활성화에 진력하신 바 있습니다.  

 

큰스님의 역경불사 원력은 주석하시던 칠보사의 대웅전을 친히 ‘큰법당’이라고 현판을 바꾸시고 우리말 

경전 보급에 친히 앞장 서셨던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불자들에게 한글대장경이라는 

귀중한 한글 경전이 출현하여 진리의 빛을 열어준 것은 모두 석주 큰스님의 원력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혁신에 헌신하시다. 

석주 큰스님은 선학원에서 수행하시는 동안 만해 한용운 스님 등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선각자들과 

교유하시며 민족의식을 싹틔우셨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해방직후부터 석주큰스님을 왜색불교청산과 

자주적 독립국가 건설운동에 앞장서게 만들었습니다.  

 

해방직후에 어떻게 해서든 불교를 혁신시키자는 기치아래 불교혁신운동을 일으키셔서 경봉, 용담, 대의, 

석기 스님과 조명기 박사와 이구열, 장상곤 등의 불교 청년, 그리고 혁신회를 만들었던 이종익 박사와 

여성동맹이 모두 모여 통도사의 경봉스님을 이사장으로 1946 년 불교혁신 연맹을 조직하셨습니다. 

1953 년부터는 왜색불교 청산을 위해 불교 정화운동을 주도하셔서 마침내 불교 정화를 이룩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큰스님의 저서 ‘한국불교 근세 100 년’(중앙일보사 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불교혁신운동과 정화운동을 주도했던 큰스님은 종단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항상 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 

길에 앞장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으니 이른바 94 년 종단개혁과정에서는 개혁회의 의장을 맡아 종단개혁을 

손수 지휘하셨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이처럼 현 조계종의 역사의 현장에서 항상 중요한 위치에서 바른 길을 

제시하셨기에 현대 한국불교의 산 증인이라고 일컬어지고 계십니다.  

 

평생 포교에 헌신하시다. 

석주 큰스님은 종단이 아직 어린이 포교에 역량을 투입하지 못했던 1965 년에 칠보사에 어린이회를 

창립하시어 어린이 포교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셨으며 1966 년에는 대한불교청소년 교화연합회 고문, 

1970 년 동회의 총재를 역임하시는 등 청소년 포교에도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또한 총무원장으로 재직하시던 1975 년에는 부처님 오신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여 오늘날 부처님 

오신 날을 모든 국민이 경축하게 하도록 만드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큰스님의 이러한 포교의 원력으로 1977 년 조계종 초대 포교원장을 역임하신바 있고 평생 청소년 교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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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의 한글화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1989 년 제 2 회 포교대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후학들의 양성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1980 년 중앙승가대학 초대 학장, 1988 년 동 대학 

명예학장을 역임하시면서 현대식 승가교육의 정착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만년에도 큰스님께서는 칠보사와 봉은사 그리고 미국 세인트루이스 불국사의 조실로 주석하시면서 

불자대중들의 교화에 매진하셨습니다. 1997 년 부터는 큰스님과 같은 연배인 노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온양 

보문사에 불교사회복지 시설인 안양원을 설립하시어 외로운 노인들의 노년을 위한 복지사업에 

매진하셨습니다. 이처럼 큰스님은 실로 평생동안 포교활동에 헌신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조계종보도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회소식  NEWS 
 

 
-   불국사의 정신적인 지주이셨던 강석주 큰스님께서 11월 14일 입적을 하셨습니다. 불국사는 예전과 
다름없이 큰스님의 뜻을 받들어 해외포교에 매진할 것입니다. 불국사 주지 연암 선각스님께서는 석주 
큰스님의 49제 참석차 12월 27일부터 1월 14일까지 한국에 일시 귀국하십니다.  강석주 큰스님의 
49제는 2005년 1월 1일 큰스님께서 조실스님으로 계셨던 봉은사에서 갖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불국사 후원회 불자님들 중에서 큰스님 49제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봉은사로 오시기 바랍니다. 

 
- 올 겨울에도 예외없이 새로운 감기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릴거라 합니다만 감기 백신이 부족한 관계로 
예방 접종을 받으시지 못한 불자님들이 많으실줄 압니다.  한국에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여러가지 
민간요법과 운동으로 감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12월 19일 12월 셋째주 일요일에 동지 기도 법회를 봉행하오니 신도님들은 잊지마시고 법회에 
동참하셔서 힘든 겨울을 씩씩하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부처님 전에 기도도 올리고 옹심이가 
듬뿍 들어간 팥죽도 함께 공양하십시다. 그리고 이날 내년 달력도 배포할 예정에 있으니 달력도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 2005년 1월 법회는 불국사 주지 연암 선각스님이 한국에서 1월 14일날 귀국하시는 관계로 첫째주 
법회와  둘째주 법회는 쉽니다. 또한 부처님 되신날인 2549번째 성도재일이 양력으로 1월 17 (음력 
12월 8일)이므로 신도님들의 시간을 참고해서 용맹 정진 날짜를  셋째주 토요일 (1월 15일 저녁)에 
입제해서 셋째주 일요일 아침  6시에 회향합니다.   그러므로 셋째주 일요 정기 법회는 없습니다.  
넷째주에는 1월 인등 기도가 있고 5째주 특별법회는 쉽니다.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불국회에서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불국사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서울 칠보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로원인 안양원으로 김장 담아주기 불사를 하러 11월 말경에 온양으로 봉사하러 갑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봉사하실 뜻이 있으신 불자님들 깨서는 불국사나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로 연락 바랍니다.  

 
- 11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148번 병자생 민병희 , 147번 행효자 월성 이우곤 복위 망부 전주 후인 
이갑수 영가 - 인등기도 및 영가 인등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현재  불국사에서는 지붕 불사를 합니다.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께 또는 불국회 회장님 및 두분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 성불하십시오. -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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