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무로지 절―득도한 부처님
무로지 절은 여인이 절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던 옛날부터 여성을
깊은 자비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고야산은 철저한 여인 금제로
유명하지만 무로지 절은 「여인 고야」라고 불리며 사랑받아온 역사를
갖고 있는 절입니다.
무로 마을은 깊은 산속에 맑은 물이 흐르며 예로 부터 용신이 살고
있는 영지로서 소중히 여겨져 왔습니다. 금당의 본존은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며 불교의 개조인 석가모니가 득도한 모습으로
민중을 구제하는 부처님으로서 두터운 신앙을 받고 있습니다.
볼거리

주소

나라현 우다시 무로78

교통

긴테쓰 무로구치오노역에서 버스 「무로지」하차

Web Site
(한국어)

지도

http://www.murouji.or.jp

석가여래/금당

오층탑/절의 사철

인왕문/요로이자카

오쿠노인/여인고야

배관 요금

배관료

참배 시간

어른 (중학생 이상)

초등학생

600엔

400엔

8:30-17:00（4월-11월）
9:00-16:00（12월-3월）

미륵당/간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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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여래입상/국보
금당의 본존인 석가여래입상은 불교의 개조인 석가모니가 득도하고
민중을 구제하는 부처님이 된 모습입니다.
깊은 명상의 표정을 지은 무로지 절의 석가여래는 원래
약사여래상이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평안시대 초기에 건립되었으며 화려한 무늬가 그려진 광배도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목조 높이 234.8cm

금당/국보
금당안에는 석가여래입상, 십이신장입상 등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9세기 중반쯤에 창건된 무로지 절에서 가장 오래 된 건물의
하나입니다. 에도시대 제 5대 장군인 도쿠가와 쓰나요시의 모친
게이쇼인이 불교를 깊이 신앙하여 무로지 절에 거액의 기부를
했습니다. 그 도움으로 금당의 대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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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층탑/국보
무로지 절의 오층탑은 우아한 모습으로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야외에 세운 오층탑으로서는 일본 최소규모로 높이 약 16 m입니다.
1998년에 큰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지만
그 뉴스를 접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불교 관계자뿐만 아니라
기독교 관계자한테서도 수리 자금으로 거액의 기부를
받았습니다.
아름답게 수리된 현재의 오층탑은 많은 사람의
애정을 받으면서 서 있습니다.

무로지 절의 사철-초여름의 석남화,가을의 단풍

4월,5월/석남화

3000그루의 석남화가 경내를 물들입니다.

여름・푸른 잎과 개구리

가을・단풍

겨울・정적에 쌓인
눈 경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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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죠도 당/여의륜관음좌상
간죠도 당 가마쿠라 시대 국보 1308년 건립
불교의 중요한 의식인 머리에 물을 붓는 간죠라는 의식을
하는 곳입니다.
여의륜관음좌상 목조 높이 78.7cm 평안시대 주요문화재
여성적이며 인자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여의륜관음은 일본 3대
여의륜관음중의 하나입니다. 여의주와 윤보를 들고 있으며 장수,
순산에 효험이 있다고 합니다.

미륵당 /미륵보살입상
미륵당은 가마쿠라 시대 중기의 건물이며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륵보살입상 나라시대 중요문화재
무로지 절에서 가장 오래 된 불상이며 머리가 크고 동자를
연상시키는 모습입니다.
본존의 협사인 석가여래입상은 예로부터 풍년, 순산,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켜주는 부처님으로서 널리 신앙을 받고
있습니다.

미륵보살입상

인왕문
1965년에 재건되었으며 붉은 색과 푸른 색의 인왕상이 새롭고
주홍색이 산뜻한 문입니다.
이 문을 들어가면 작은 연못이 있으며
나무 위에 알을 낳는 희귀한 개구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요로이자카 계단
신록과 엷은 분홍색의 석남화로 꾸며진 요로이자카 계단.
자연석을 꼼꼼히 쌓은 돌계단의 모양이 마치 무사가 입은 갑옷의
모양같다고 해서 요로이자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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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쿠노인 미에도 당
인왕문에서 오쿠노인까지의 700단의 계단을 올라가면
오쿠노인 미에도 당이 있습니다.

고보대사를 모시고 있으며 매월 21일에 문이
열려 배관할 수 있습니다.
중요문화재 가마쿠라 시대 후기 건립

여인 고야
「여인 금제」란, 승려의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여자가 절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는 규칙입니다.

19세기까지 고야산 등에서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무로지 절이 여성의 수행을 허용한 시기는 절에 의하면 가마쿠라 시대라고 합니다.
17세기 에도시대 제 5대 장군의 모친인 게이쇼인의 기부로 절의 가람이 수리되면서
「여인 고야・무로지 절」의 이름이 일본 각지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지금도 무로지 절을 찾아오는 참배객의 80퍼센트가 여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