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안내◎
****************************************************************************************************

1. 불살생(不殺生) : 자비스러운 불자가 될지언정 무자비하게 살생하지 말라.
2. 불투도(不偸盜) : 복덕스러운 사람이 될지언정 박복하게 투도하지 말라.
3. 불사음(不邪淫) : 청정스러운 존재가 될지언정 더러웁게 사음하지 말라.
4. 불망어(不妄語) : 진실스러운 바른이가 될지언정 허망하게 망어하지 말라.
5. 불음주(不飮酒) : 지혜스러운 보살이 될지언정 어리석게 취하지 말라.
****************************************************************************************************
수계를 받는 이유는 수행이 우리 삶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지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수계를 받은 다른 사람들과도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는 연대의식을 가짐으로써 나의 수행에
보탬이 되는 일입니다.

◈ 수계자격:
-

만 18세 이상(최소한 만 12세 이상도 가능하지만 그런 경우 지도하시는 스님의 동의하에 가능)

-

관음선종 국제선원에서 최소한 단기수련이나 1주일 이상의 결제에 참가해 본 사람

-

무상사 국제선원에서 지속적으로 일요 참선 법회에 참가해온 사람

◈참조
1. 수계식 거행 중에 불명을 받습니다.
2. 수계식을 주관하는 법사스님께 본인 정성껏 작아도 보시금을 올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수계식 전에 준비
하여 수계식 진행 전후 적당한 시간에 불단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투에 이름 기명은 선택입니다).
3.

수계식 진행도중 연비식이 있습니다. 팔 윗쪽에 조그맣게 불침(뜸)을 맞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이 전통은 연비를 받는 순간 여러분이 지어온 과거 억겁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후에 삶의 순간순간 연비를
받는 그 순간을 기억하며 우리의 불성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서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통증이
그디지 심하지 않으니 여법하게 연비식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수계식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들은 회색 동방을 착용하셔야 됩니다. 미처 구하지 못하신 분들은 절에서
빌려드립니다. 수계식 도중 오조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가사는 연비와 함께 오계를 받았다는 증표이며,
후에 관음선종 국제선원에서는 이 가사를 착용하셔도 됩니다.
(한국 전통 사찰에서는 착용치 말아주십시오).

◎ 오 계 (五戒) ◎
1. 불살생(不殺生) : 자비스러운 불자가 될지언정 무자비하게 살생하지 말라.
자비로 중생을 사랑하여 내 몸처럼 여겨야 하거늘,
만약 살생을 하면 자비의 씨가 없어진다는 내용이다.

2. 불투도(不偸盜) : 복덕스러운 사람이 될지언정 박복하게 투도하지 말라.
차라리 손을 끊을지언정 옳지 못한 물건은 가지지 말라.
보시하여 복덕을 지어야 하거늘,
오히려 남의 것을 훔치면 복덕의 씨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3. 불사음(不邪淫) : 청정스러운 존재가 될지언정 더러웁게 사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음욕으로 인해 몸을 망치고 집안이 망하게 된다.
음란한 삶은 청정한 죽음만 못하다. 만약 삿된 음행을 하면
청정의 씨가 없어진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4. 불망어(不妄語) : 진실스러운 바른이가 될지언정 허망하게 망어하지 말라.
진실한 생각의 말은 마음과 같아야 하고 법에 맞게 해야 하며,
거짓이 없어야 한다. 만약 거짓말을 하면 진실의 씨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5. 불음주(不飮酒) : 지혜스러운 보살이 될지언정 어리석게 취하지 말라.
술을 즐기는 사람은 날 때마다 바보가 되며,
지혜의 씨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 수계식 일시 : 오리엔테이션 오후 1시 오후 12시까지 도착 요망*
• 장
소 : 숭산 국제선원 무상사
• 참 가 비 용 : 5계 - 50,000 원 (5조 가사 비용 포함.)
• 접수 마감일 :
• 신 청 자 격 : 무상사 주관 3박4일 이상 수련회(안거) 참가자
* 수계 참가 여부는 신청서 접수 후 개별 통지합니다.

************************************************************************
신청서 접수: 무상사 종무소
전화 (042)841-6084 팩스 (042)841-1202
www.musangsa.org
e-mail : office@musangsa.org
참가비 입금 :
국민은행
계좌명 : 재단법인 숭산국제선원
계좌번호 : 733101-01-2593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