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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세데라 절-자비의 부처님
하세데라 절은 일본 전국에 3천여개의 말사를 보유하고 있는
총본산입니다. 이 절이 위치하는 하쓰세라고 하는 지역은 예로부터
신이 깃든 성지라고 하며 만요슈 가집이나 겐지모노가타리 소설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이고쿠 33개소 제 8번 관음 순례지로도 잘 알려진 하세데라 절은
「꽃의 사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봄에는 벚꽃과 모란, 여름에는 자양화,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겨울모란이 만개하여 많은 순례자가 찾는 곳입니다.

주소

나라현 사쿠라이시 하쓰세731-1

교통

긴테쓰 하세데라역 하차 도보15분

Web Site
(한국어)

지도

ㄹ경내 볼거리

http://www.hasedera.or.jp/

십일면 관세음보살
(중요문화재)

본당(국보)

배관요금

배관료

참배시간

어른

초등학생

500엔

250엔

8:30～17:00（４월～９월）
9:00～16:30（10월～３월）
※모란 축제기간은 시간 연장 있음

노보리로
(중요문화재)

오층탑

인왕문
(중요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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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면관세음보살
황금빛이 눈부신 관음상은 자비로움이 가득한 인자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십일면관세음보살은 머리 위에 얼굴이 열개 있는 일본 최대
목조관음상입니다. 왼손에는 수병을, 오른손에는 석장과 염주를 들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현세의 복을 주시는 부처로서 많은 신앙을
받아왔습니다.
현재의 관음상은 1538년에 재건되었습니다.
높이 10m18cm 중요문화재

부처님의 발
본당안에 모셔진 거대한 본존은 평상시에는 상반신만 볼 수 있지만
봄과 가을에 실시하는 특별배견 기간에는 안에 들어가 관음상의 발을 직접
어루만지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수 백년에 걸쳐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신 관음상의 발은
금박이 벗겨진 자리가 검게 빛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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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대비각)
본존 십일면관세음보살상이 안치되어 있는 현재의 본당은
에도시대 제 3대 장군인 도쿠가와 이에미쓰에 의해 재건되었습니다.
2004년에 국보로 지정된 이 본당은
위풍당당한 모습이며, 무대에서 바라보는
경치도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열심히 수행하는 승려들
하세데라 절은 젊은 승려가 정신 수양을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많은 승려들이 매일 심신을 수련하며 수행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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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리로
인왕문과 본당으로 이어지는 노보리로 (중요문화재)는
지붕이 덮여 있는 399단의 돌계단으로 되어 있으며 원형 모양의
등롱이 매달려 있습니다.
노보리로는 4월 하순부터 5월 초순에 걸쳐 만발하는 모란꽃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사계절의 꽃들

4월 /벚꽃

5월/모란

6월/자양화

11월/단풍

1월/겨울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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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층탑
1954년, 전쟁 후에 일본에서 처음 세워진 오층탑이며
「쇼와시대의 명탑」이라고 절찬받는 아름다운 탑입니다.

행사
꽃의 사원, 하세데라 절에서는 봄을 알리는 「다다오시」라는 행사가 매년 개최됩니다.
매년 2월 8일부터 시작되는 전통행사 「슈니에」의 마지막 날인 2월14일에 행해지는 불축제이며
세 마리의 마귀가 활활 타는 횃불을 손에 들고 본당 안팎을 뛰어다니는 모습은 행사의 압권입니다.
4m를 넘는 큰 횃불이 서로 부딪치면서 불티가 튈 때마다 참배객들의 큰 환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일년 내내 건강과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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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문
하세데라 절의 정문. 절의 수호신으로 좌우에 인왕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손에는 밀교에서 사용하는 법구를 들고 있으며 분노의
형상으로 부처님의 세계를 지킵니다.
현재의 인왕문은 1894년에 재건되었습니다. 중요문화재

관음신앙
일본의 관음신앙 순례는 하세데라 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세데라 절의 기초를 쌓은 8세기의 고승 도쿠도 스님이 병을 얻어 몸져누웠을 때
꿈에 염라 대왕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염라대왕은 도쿠도 스님에게 죽지 말고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을 위해
33개소 관음순례지를 만들 것을 명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일본에서 처음으로
사이고쿠 33개소 관음순례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관음보살의 자비를 깊이 신앙하는
순례자가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