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4 회 까규 기원 대법회 일정표 

기원 법회 예비 법문 

날 짜 : 2017년 2월 9일- 11일  

주 제 : 《마하무드라 예비수행》법문 (구루요가) 

장 소 : 기원 법회장 

 

진행 1: 오전 8:00-11:30 

진행 2: 오후 2:00-5:30 

………………………………………………………………………… 

간략한 마하깔라 법회  

날 짜 : 2017년 2월 21일-26일  

주 제 : 《마하무드라 예비수행》법문 (구루요가) 

장 소 : 기원 법회장 

 

진행 1: 오전 9:00 

진행 2: 오후 1:00-6:00 

………………………………………………………………………… 

마하깔라 법회 1 

날 짜 : 2017년 2월 22일-23일  

진 행 1-6: 오전 4:00- 오후 9:30 

………………………………………………………………………… 

마하깔라 법회 2 



날 짜 : 2017년 2월 24일  

진 행 1-3: 오전 2:00- 10:30 

금강무 : 낮 12:30-3:30 

진 행 4: 오후 4:00-5:30 

………………………………………………………………………… 

마하깔라 본 법회  

날 짜 : 2017년 2월 25일  

진 행 1: 밤 11:00- 새벽 2:00 

진 행 2: 새벽 2:00-5:30 

진 행 3: 오전 6:30 (까르마빠 존자님 가피) 

진 행 4: 오전 7:00 (똘갹 행진) 

진 행 5: 오전 8:30-10:00 (여성 본존 금강무)  

진 행 6: 오전 10:30-오후 3:30 

진 행 7: 오후 5:00 

마무리 : 오후 5:30-6:00 

………………………………………………………………………… 

성취 수여 의식과 향 공양  

날 짜 : 2017년 2월 26일 오전 4:00 

장수 관정: 오전 10:00 

………………………………………………………………………… 

티벳력 새해 맞이 행사 

날 짜 : 2017년 2월 27일 -3월 1일 



진 행 1: 2월 27일 오전 3:30 

진 행 2: 2월 28일 오전 8:00 

진 행 3: 3월 1일 오후 7:00 

………………………………………………………………………… 

점등 의식 

날 짜 : 2017년 3월 2일 오후 7:30 

………………………………………………………………………… 

 

 

 

 

 

 

 

 

 

 

 

 

 

 

 

 



제 34회 까규 대기원 법회 세부 일정표 

 

첫째날 : 2월 13일 

제 1 과정 오전 6:00-8:30  

대승 포살                                               3 

범어 기도문                                             7 

귀의와 발보리심                                         17-21 

현현장엄경                                              43 

현관장엄론의 미륵보살 찬불송                            62  

참회지(삼온경) 강해      

                               

제 2 과정 오전 9:00-10:30  

만달라 공양                                            633 

보살계 전승 기청문                                     282 

법문: 뽀또와의 긴 독백 

보리도 차제 기원문                                     353 

간략한 회향문                                          174 

명양회향문                                             176 

소원성취진언                                           181 

시방사세제불보살기원문                                 642 

 

제 3 과정 오후 1:30-3:00  

보현행원품                                             120 



미륵보살 찬탄문                                        135 

입보살행론 회향품                                      142 

          

제 4 과정 오후 3:00-5:00  

진실성취 기원문                                        343 

유정 복락 기원문                                       347 

보리도 차제 기원문                                     352     1 

통합불교 호지 기원문                                   187 

마하깔라 기도                                          495 

티벳안락기원문                                         433 

천자소문길상게                                         205 

월장경                                                 183 

진리성취대기원문                                       229 

둘째날 : 2월 14일 

제 1 과정 오전 6:00-8:30  

대승 포살                                               3 

범어 기도문                                             7 

귀의와 발보리심                                         17-21 

호국문경                                                54 

문수보살 예찬문                                         235  

관세음보살 예찬문                                       238 

참회지(삼온경)                                          82    

                               



제 2 과정 오전 9:00-10:30  

만달라 공양                                            639 

보살계 전승 기청문                                     282 

법문: 뽀또와의 긴 독백 

명상                                                  5분간 

보리도 차제 기원문                                     352 

간략한 기원문                                          174 

명양회향문                                             176 

소원성취진언                                           181 

시방사세제불보살기원문                                 642 

 

제 3 과정 오후 1:30-3:00  

보현행원품                                             120 

극락 정토 발원문                                       156 

 

제 4 과정 오후 3:30-5:00  

샹최 기원문                                            354 

파찍 담바 쌍계의 30발원문                              362 

통합불교 호지 기원문                                   187 

장수기원문                                             620 

마하깔라 기도                                          495 

티벳안락기원문                                         433 

십이행적의 축복                                        197 

월장경                                                 183 



진리성취대기원문                                       229 

 

셋째날 : 2월 15일  

제 1 과정 오전 6:00-8:30  

대승 포살                                               3 

범어 기도문                                             7 

귀의와 발보리심                                         17-21 

경장엄론송                                              62 

미륵찬탄문                                              243  

관세음보살 예찬문                                       238 

참회지(삼온경)                                          82    

         

제 2 과정 오전 9:00-10:30 

만달라 공양                                            639 

보살계 전승 기청문                                     282 

법문: 뽀또와의 긴 독백 

명상                                                  5분간 

보리도 차제 기원문                                     352 

간략한 기원문                                          174 

명양회향문                                             176 

소원성취진언                                           181 

시방사세제불보살기원문                                 642 

 

제 3 과정 오후 1:30-3:00  



따라보살 예찬문                                        289 

묘음천녀 찬탄문                                        312 

 

제 4 과정 오후 3:30-5:00  

관세음 기원문                                          371 

딱룽탕빠의 발원문                                      378 

토푸 발원문                                            383 

통합불교 호지 기원문                                   187 

장수기원문                                             620 

마하깔라 기도                                          495 

티벳안락기원문                                         443 

십칠사의 길상어                                        191 

월장경                                                 183 

진리성취대기원문                                       229 

 

넷째날 : 2월 16일  

제 1 과정 오전 6:00-8:30  

대승 포살                                               3 

범어 기도문                                             7 

귀의와 발보리심                                         17-21 

미륵찬불송                                              62 

지장 찬탄문                                             259  

보현 찬탄문                                             262 

6대 논사 2대 율사 찬탄문                               274 



참회지(삼온경)                                          82    

                               

제 2 과정 오전 9:00-10:30  

만달라 공양                                            633 

보살계 전승 기청문                                     282 

법문: 뽀또와의 긴 독백 

명상                                                  5분간 

보리도 차제 기원문                                     352 

간략한 기원문                                          174 

명양회향문                                             176 

소원성취진언                                           181 

시방사세제불보살기원문                                 642 

 

제 3 과정 오후 1:30-3:00  

장애 소멸 기원문                                      317 

자연 성취 기원문                                      331 

장애소멸 청구문 

 

제 4 과정 오후 3:30-5:00  

옐빠 발원문                                             391 

여의주 발원                                             392 

칠선발원문                                              395 

통합불교 호지 기원문                                    187 

달라이라마 장수 기원문                                  615 



마하깔라 기도                                          495 

티벳안락기원문                                         443 

최승도사                                               192 

월장경                                                 183 

진리성취 기원문                                        229 

 

다섯째날 : 2월 17일  

제 1 과정 오전 6:00-8:00  

대승 포살                                               3 

범어 기도문                                             7 

귀의와 발보리심                                         17-21 

미륵찬불송                                              62 

25조사 기원문                                           280 

금강총지 기원문                                        278 

참회지(삼온경)                                         82    

중관보만론                                             116                                

 

제 2 과정 오전 8:00  

대장경 탑돌이 

 

오전 9:00-10:30  

만달라 공양                                            633 

불적 12행찬                                            69 

대장경 독송  



시방사세제불보살기원문                                 642 

 

제 3 과정 오후 1:30-3:00  

파드마삼바바 발원 칠구게                               316 

교정기원문                                             별책 

샤캬 법왕 장수 기원문                                  별책 

닝마 전승 대사 장수 기원문                             별책 

 

제 4 과정 오후 3:30-5:00  

보현행원품                                             120 

마하무드라 기원문                                      364 

바롬 발원문                                            421 

팍모 두빠 발원문                                      424 

첼빠 발원문                                           426 

불공 회향 발원문                                      432 

통합불교 호지 기원문                                  187 

 옐빠 발원문                                             391 

여의주 발원                                             392 

칠선발원문                                              395 

통합불교 호지 기원문                                    187 

장수 기원문                                             615 

마하깔라 기도                                           495 

티벳안락기원문                                          443 



십칠사의 길상어                                         191 

월장경                                                  183 

진리성취 기원문                                         229 

 

여섯째날 : 2월 18일  

제 1 과정 오전 6:00  

대승 포살                                               3 

범어 기도문                                             7 

귀의와 발보리심                                         17-21  

16아라한 예경 공양문                                   485 

다함 없는 유정                                         38 

16아라한 예경 공양문                                   485 

메똑 담빠                                               73 

간략한 참회문                                             

수희지                                                    

쌍게 뚤바                                              493 

 

제 2 과정 오전 7:00  

십육나한 예경 의식 

 

제 3 과정 오후 1:30-3:00  

타이 선왕 추모 의식 

 

제 4 과정 오후 3:30-5:00  

극락정토 발원문                                          457 



불공 회향 발원문                                      432 

통합불교 호지 기원문                                  187 

장수 기원문                                             615 

마하깔라 기도                                           495 

티벳안락기원문                                          443 

십칠사의 길상어                                         192 

월장경                                                  183 

진리성취 기원문                                         229 

 

2월 18일  오후 5:00 

부동불 천도 의식 

 

일곱째날 : 2월 19일 

 삼년 무문관 결사 회향 행렬 

제 1 과정 오전 6:00-8:30  

대승 포살                                               3 

범어 기도문                                             7 

상사공양 의궤                                           549 

까규 군최 참가자 시상식 

연기 핵심의 찬가 공양 

상사공양 의궤                                           579 

 

제 2 과정 오전 9:00-10:30 

참회지(삼온경)                                          82    



상사공양 의궤                                           587 

                               

제 3 과정 오후 1:00-2:30 

약사칠불 공양 약식 의궤                                 517 

 

제 4 과정 오후 3:00-5:00 

팔성물 길상문                                            212 

특별 법어                                                30분 

대기원문                                                 164 

밀라레빠 기원문                                          352/815 

티벳안락기원문                                           355/817 

마르빠 길상게                                            223 

십칠사의 길상어                                          191 

홍법원문(대집경)                                         183 

가르첸 길상문                                            225 

진리 성취 기원문                                         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