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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데라 절―개운의 부처님
663년에 창건된 절입니다. 정식 명칭은 류가이지 절이지만, 오카에 있는
절이라하여 오카데라 절이라고 친근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본존인 여의륜관음상은 일본 최대의 소상이며 8세기에 건립되었습니다.
또, 오카데다 절은 일본 최초의 액막이 영지로 지금도 일본 각지에서
많은 참배자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엄한 여의륜관음상께 열심히 기원하셔서 풍요로운 미래를
얻으십시오.
경내 볼거리

지도

주소

나라현 다카이치군 아스카무라오카806

교통

긴테쓰 가시하라진구마에 역에서 버스→「오카데라마에」 하차

Web Site
(한국어)

여의륜관음좌상/본당

인왕문/절의 사철

오쿠노인

류가이이케 연못 전설

http://www.okadera3307.com/

배관요금

배관료

참배시간

어른

초등학생

400엔

무료

8:00-17:00（3月-11月）
8:00-16:30（12月-2月）

삼층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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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륜관음좌상
근엄한 표정의 본존 여의륜관음좌상은 소상으로서는 일본 최대의
크기이며 일본 3대 대불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색채가 벗겨져 하얀 모습이지만 입가와 눈가에는 8세기
건립당시에 입힌 색채가 남아있어 당시의 화려한 장식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 고보대사가 일본, 중국, 인도 3개국의 흙을 섞어서 이
관음상을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요문화재

＊일본 3대 대불
[동상] 도다이지 절 비로자나불（나라의 대불）
[목상] 하세데라 절 십일면관세음보살

본당

[소상] 오카데라 절 여의륜관음보살

4m를 넘는 본존이 안치되어 있으며 경내에서 유달리 눈에 띄는

본당입니다. 중요한 법회는 이 본당에서 행합니다. 19세기초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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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문
1612년 건립
지붕의 네 모서리에는 아훔의 사자 두 마리와 ,용, 그리고 호랑이가

장식되어있는 보기 드문 인왕문입니다. 중요문화재

사철의 꽃

4월/석남화

4월/모란

10월/석산화

11월/단풍

한국어

삼층보탑
예전의 삼층탑은 1472년에 태풍으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고보대사가 세상을 떠난 지 1150년을 맞이하는
기념으로

1984년에 삼층탑의 재건을 시작하여 1986년에

완성하였습니다. 거문고가 장식된 현재의 삼층탑은 일본에서
보기 드문 탑입니다.

종루당
오카데라 절의 종루에는 구멍이 7개 뚫려 있습니다. 이것은 제 2차 대전중 일본군이 이 종의

재질을 조사하기 위해 뚫은 것입니다. 무기 재료로 일본군에게 건내야 됐었는데 다행히
빼앗기지 않고 지금도 오카데라 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의 노고와
관음보살이 지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을 피하는 액막이 종으로, 또 평화를 비는

종으로 소중히 다루고 있으며 종소리 또한 아주 아름답습니다. 참배하러 오시면 개운을
기원하면서 꼭 한번 울려 보십시오.
19세기초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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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쿠노인
본당에서 산 쪽으로 비탈길을 올라가서 오쿠노인까지 이어지는 길은
계절의 꽃을 즐기면서 나무숲속을 산책할 수 있습니다.
도중에는 개조 기엔스님의 묘탑과 고보대사와 인연이 깊은 샘물,
불족석과 석불등이 있습니다.
「미륵굴」이라는 석굴당이 있으며 안에는 미륵보살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오카데라 절의 단풍은 유달리 아름답다
참배길의 단풍이 일제히 물들면 아름다운 터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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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이이케 연못 전설
옛날 이 지역에서 나쁜 짓을 저지른 마귀 『용』 을 오카데라 절의
개조인 기엔스님이 그 법력으로 용을 연못 속에 가두고 큰 돌로
『덮개』 를 했다는 전설이 오카데라 절의 정식 명칭인 「龍蓋寺
용개사」 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연못은 지금도 『류가이이케 연못』으로 경내에 있으며 덮개인 돌을
만지면 비가 온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카데라 절의 『액막이 신앙』 은 이 마귀의 『재앙』 을 막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용신 신앙에 대해서
용신은 일본에서는 주로 날씨와 물을 다루는 신으로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류가이지 절 (龍蓋寺)은 이름 그대로 용과 인연이 깊은 절입니다.
용이 드는 것은 여의보주이며 소원을 이루어 주는
보주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용 부적

용주옥 소원의 주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