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참회문

보살의 참회법에 귀의합니다.

제이름은 ���라 합니다.

금강상사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법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1. 여래 응공 정변지 석가모니불께 예경합

니다.

2. 금강불괴여래께 예경합니다.

3. 보광여래께 예경합니다.

4. 용존왕여래께 예경합니다.

5. 정진군여래께 예경합니다.

6. 정진희여래께 예경합니다.

7. 보화여래께 예경합니다.

8. 보월광여래께 예경합니다.

9. 현무우여래께 예경합니다.

10. 보월여래께 예경합니다.

11. 무구여래께 예경합니다.

12. 용시여래께 예경합니다.

13. 청정여래께 예경합니다.

14. 청정시여래께 예경합니다.

15. 바루나여래께 예경합니다.

16. 수천여래께 예경합니다.

17. 견덕여래께 예경합니다.

18. 전단공덕여래께 예경합니다.

19. 무량국광여래께 예경합니다.

20. 광덕여래께 예경합니다.

21. 무우여래께 예경합니다.

22. 나라연여래께 예경합니다.

23. 공덕화여래께 예경합니다.

24. 청정광유희신통여래께 예경합니다.

25. 연화광유희신통여래께 예경합니다

26. 재공덕여래께 예경합니다.

27. 덕념여래께 예경합니다.

28. 선명칭공덕여래께 예경합니다.

29. 홍염제당왕여래께 예경합니다.

30. 선유보공덕여래께 예경합니다.

31. 투전승여래께 예경합니다.

32. 선유보여래께 예경합니다.

33. 주잡장엄공덕여래께 예경합니다.

34. 보련화선유보여래께 예경합니다.

35. 여래 응공 정변지 보련화 선주

사라수왕불께 예경합니다.

이와 같은 시방일체세계 여래•응공•정변

지•불•세존께서는 언제나 머무시니, 세상

에 주하시는 불•세존 그 모든 분들께서는 

저를 살펴 주시옵소서.

제가 이생과 무시이래로 윤회계에서 지은 

모든 악업과 짓도록 시킨 것과 악업을 짓

는 것을 보고 기뻐한 것과 

불탑의 물건, 승단의 물건, 시방 승가의 물

건을 훔친 것과 훔치도록 시킨 것과 훔치

는 것을 보고 기뻐한 것과 

오무간죄를 지은 것과 짓도록 시킨 것과 

짓는 것을 보고 기뻐한 것과 

열 가지 불선업不善業의 길을 원만하다고 

받아 행하고 행하도록 시킨 것과 행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 것과 

어떤 업장에 가리워서든 저와 유정중생들

이 지옥에 태어나게 됨과 축생계에 태어나

는 업을 지은 것과 아귀의 땅에 태어남과 

변방에 태어남과 용궁에 태어남과 장수천

에 태어남과 육신이 구족되지 못함과 삿된 

지견을 가진 것과 부처님께서 보시고 기뻐

하지 않으시고, 업장이 될 그 모두를 

불•세존 지혜의 화신이시고, 혜안을 구족

하신 재판관이시며, 진리의 척도가 되시는 

정변지-모든 것을 다 보시는 당신 앞에 발

로참회합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가리지도 

아니하고, 지금부터 다 끊어 없애어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불•세존, 여기 모든 분들께서는 저를 살펴 

주시옵소서.

제가 이생과 무시이래로 윤회계에서 다른 

이에게 보시를 하였거나, 조금이라도 축생

계에 태어난 것에 먹을 것을 한 덩어리라

도 준 선근과 제가 계율을 지킨 선근과 제

가 청정한 행위를 한 선근과 제가 유정중

생을 성숙케 한 선근과 제가 보리심을 일

으킨 선근과 제가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선근 등을 모두 한데 모아서 

더할 나위 없고 끊임없이 전하고 또 전해

온 스승님의 스승님께서 회향하신 위없 

는 원만 구족의 깨달음으로 원만히 회향합

니다.

이와 같이 과거의 불•세존들께서 모두 회

향하신 것과, 이와 같이 미래의 불•세존들

께서 모두 회향하신 것과, 이와 같이 현재

의 불•세존들께서 모두 회향하신 것과 

같이 저도 원만히 회향합니다. 

모든 악업은 낱낱이 참회합니다.

모든 공덕은 수희찬탄합니다. 

모든 불세존께 법륜을 굴리시기를 청하옵

니다.

제가 위없는 최상의 지혜를 얻기를 바라옵

니다.

현재에 계신 부처님들과 과거와 미래 부처

님들의 무한한 지혜의 바다와 같은 모든 

공덕을 찬탄하며 두손모아 마음깊이 귀의

합니다.

성삼취경聖三聚經이라는 대승경전을 마칩니다.

티베트 참회 35불도



악업 참회 기도문
-마명보살의 일체 악업을 한꺼번에 참회하는 기도문

오호라! 위없는 스승이신 금강지불 등 시

방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 청정

한 승가이시여, 저를 보아 주시옵소서.

저 이름이 ���라고 불리는 이가 시작 없

는 전생부터 지금까지 번뇌인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힘으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불선不善의 죄 열 가지, 무간죄 다섯 가지, 

이것과 비슷한 죄 다섯 가지 지은 것과 별

해탈계를 어긴 것, 보살의 학처學處를 어긴 

것, 밀교의 맹세를 어긴 것, 부모를 공경치 

않은 것, 전계화상과 교수아사리를 공경하

지 않은 것, 해탈을 추구하는 도반들을 공

경하지 않은 것과 삼보에게 해 끼친 업, 정

법을 버린 업, 승가를 비난한 업, 중생에게 

해 끼친 업 등 제가 짓거나, 짓게 했거나, 

남이 짓는 것을 따라 기뻐한 것 등 삼선도

三善道와 해탈의 장애가 되고, 윤회와 삼악

도의 원인이 되는 죄와 허물 모두를 위없

는 스승이신 금강지불 등 시방에 계시는 

모든 불보살님과 청정한 승가의 눈앞에 드

러냅니다. 이미 지은 죄업 감추지 않겠습

니다. 깊이 참회합니다. 다시는 짓지 않겠

습니다. 드러내고 참회하지 않으면 고통이 

따를 것이니, 드러내고 참회하여 저는 행

복에 머물겠습니다. (3번)

티베트어본 반야심경 번역

인도어로 

바가와띠 쁘라즈냐 빠라미따 흐리다야 

티베트어로 

세존모世尊母 반야바라밀의 핵심.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예배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영축산에서 비구대중과 보살대중

과 함께 머무셨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묘

현현이라는 법수삼매에 들어 계셨다. 또한 

그때 성관자재보살마하살께서는 반야바라

밀의 미묘행을 명확히 관찰하시고, 오온조

차도 자성이 비어 있음을 명확히 보셨다. 

그러자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장로 사리불

은 성관자재보살마하살께 이렇게 여쭈었

다. 선남자 누군가가 반야바라밀의 미묘

행을 닦기 원할 때 어떻게 배워야 합니까? 

이렇게 여쭙자 성관자재보살마하살께서는 

장로 사리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리

불이여! 선남자 선여인 누군가가 반야바라

밀의 미묘행을 닦기 원할 때 이렇게 명확

히 관찰하여야 한다. 오온조차도 자성이 

비어 있음을 명확히 바르게 살펴야 하느니

라. 물질은 비어 있고, 비어 있음 그 자체

는 물질이다. 물질과 별도로 비어 있음 그 

자체가 다르게 있지 않다. 비어 있음 그 자

체와 별도로 물질도 다르게 있지 않다. 이

와 같이 느낌•생각•지어감•의식들도 비

었느니라. 사리불이여! 이와 같이 모든 법

은 비어 있음 그 자체이니 정의된 것도 없

고, 생겨난 것도 없고, 소멸할 것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더러움을 여읨도 줄어듦도 

없으며, 늘어남도 없느니라. 사리불이여! 

그러한 까닭에 비어 있음 그 자체는 물질

도 없고,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지어

감들도 없으며, 의식도 없느니라. 눈도 없

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몸도 

없으며, 뜻도 없느니라. 형상도 없고, 소리

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닿임도 

없으며, 마음의 대상도 없느니라. 눈의 경

계부터 뜻의 경계까지 없으며, 의식의 경

계까지도 없으며,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

함도 없음으로부터 늙고 죽음까지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느니라. 괴로움

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이 없어짐과 괴

로움을 없애는 길도 없느니라. 지혜도 없

고 얻음도 없고, 얻음 없음도 없느니라. 사

리불이여! 이렇게 보살마하살들은 얻을 것

이 없기에 반야바라밀에 의지하여 머물러

서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

다. 뒤바뀐 헛된 생각에서 아주 떠나서 완

전한 열반에 든다. 과거•현재•미래에 머

무시는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반야바라밀

에 의지하여 위없는 원만구족한 깨달음을 

완전히 깨달은 분들이시다. 그렇기에 반야

바라밀의 만트라, 큰 밝음의 만트라, 위없

는 만트라, 비할 데 없는 만트라, 온갖 괴

로움을 완전히 멸하는 만트라는 거짓됨이 

없으므로 진리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반야

바라밀의 만트라를 외우노라. 『떼야따 가

떼 가떼 빠라가떼 빠라상가떼 보디 소하』 

사리불이여! 보살마하살은 이와 같이 반야

바라밀의 미묘행을 배워야 하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미묘현현 법수삼매로부터 일

어나셔서 성관자재보살마하살에게 “옳도

다.”라고 칭찬하시고, “옳도다. 옳도다. 선

남자여! 그래 그와 같다. 그렇게 네가 말

한 바와 같이 반야바라밀의 미묘행을 닦아

야 하느니라. 여래들께서도 수희 찬탄하느

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장로 사리불과 성관자재보살마하살과 일

체권속들과 천신과 사람과 아수라와 건달

바 등의 세계가 함께 기뻐하였고, 부처님

께서 말씀하셨음을 크게 찬탄하였다.

*불기 2563년

*번역상의 허물은 비구 현조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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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살라 불자들의 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