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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정확한 발음의) 대불정능엄신주

능엄신주(Surangama mantra)로 검색해 보면, 각기 다른 발음/띄워쓰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기왕이면, 올바른 단어로 익히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하지만 너무들 제각각이어서 왠지 하나로 모으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와 스님들에게 알려진 능엄주를 기준 삼아봤습니다.

능엄주 HD - 성수스님 

; https://www.youtube.com/watch?v=40h2_JdeHcE

위의 동영상에 나온 성수스님의 능엄주가 대체로 국내에서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도서출판 동진'에서 나온 것도 이와 유사했습니
다.

정리하다 보니 알게 된 건데,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원문과 틀린 부분이 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동영상의 10분 27초 부분에 보
면,

bhuta-graha, putana-graha, kataputana-graha, kumbhnda-graha,

라고 나오는데요. 스님은 순서가 틀리게 (하지만 동진 출판사에서 나온 것과 동일하게)

부타-그라하, 쿰반다 그라하, 푸타나-그라하, 카타푸타나-그라하,

성태의 닷넷 이야기

사용자

메뉴

Digital Stories

방명록

최근 덧글

[정성태] 이 글에서 설명한 기
능은 다음의 레지스트리 설정
과 동일합니다. ...

[정성태] 홈 에디션에서는
gpedit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준티] 실례합니다. 혹시 윈10
홈에디션에서는 gpedit.msc 가
...

[정성태] 일단, 인스톨 설정 화
저작 도서

[예제 코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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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마지막에 나와야 할 "쿰반다 그라하"가 "부타 그라하" 다음에 나오는 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기왕이면 저도 이 부분을 고치고 싶긴 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다른 분들과 함께 외우실 때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냥 두었
습니다.

그 외에, 띄워쓰기 등은 최대한 여러 번역본과 영어 버전을 참고하여 기존의 국내에서 다뤄지고 있는 능엄신주에 최대한 어긋나지 않는 선에
서 정리를 해봤으니, 혹시나 능엄주 공부를 해보고 싶은 분은 이 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첨부한 파일은 아래의 능엄주를 인쇄하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프린터로 인쇄해서 보실 분들은 첨부한 파일을 내려받으시
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없는 분들을 위해 텍스트 파일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SECTION 1: THE VAJRA DIVISION (EASTERN DIRECTION) 

-. 나맛   타타가토스니삼  시타타파트람  아파라지탐  프라튱기람   다라니
   (Namas Tatagatosnisam Sitatapatram Aparajitam Pratyangiram Darani)

-. 나맣   사르바 붇다   보디사트베뱧.

   (Namah Sarva Buddha Bodhisattvebhyah.)

    

-. 나모  샆타남    사먘-삼붇다      코티남    사-스라바카  삼-가남.

   (Namo Saptanam Samyak-sambuddha Kotinam, Sa-sravaka  Sam-ghanam.)

-. 나모 로케 아르한타남.

   (Namo Loke Arhantanam.)

-. 나모 스로타-판나남.

   (Namo Srota-pannanam.)

-. 나모 스크르타가미남.

   (Namo Sakrdagaminam.)

-. 나모 아나가미남.

   (Namo Anagaminam.)

-. 나모 로케 사먁-가타남      사먘-프라티판나남.

   (Namo Loke Samyag-gatanam Samyak-pratipannanam.)

-. 나모 라트나-트라야야.

   (Namo Ratna-trayaya.)    

    

-. 나모 바가바테  드르다-수라 세나  프라-하라나 라자야  타타가타야  아르하테 사먘-삼붇다야.

   (Namo Bhagavate Drdha-sura Sena Pra-harana  Rajaya Tathagataya Arhate  Samyak-sambuddhaya.)

[예제 코드 다운로드]

(가능한 정확한 발음의) 대불정능엄신주 http://www.sysnet.pe.kr/Default.aspx?mode=0&sub=0&pageno=0&detail=1&wid=490

15 중 2 2018-09-12 오후 5:32



-. 나모 바가바테   아미타바야 타타가타야   아르하테 사먘-삼붇다야.

   (Namo Bhagavate Amitabhaya Tathagataya Arhate  Samyak-sambuddhaya.)

-. 나모 바가바테   앜소뱌야   타타가타야   아르하테 사먘-삼붇다야.

   (Namo Bhagavate Aksobhyaya Tathagataya Arhate  Samyak-sambuddhaya.)

-. 나모 바가바테  바이사이쟈-구루-바이투랴-프라바-라자야   타타가타야   아르하테 사먘-삼붇다야. 

   (Namo Bhagavate Bhaisajya-guru-vaidurya-prabha-rajaya Tathagataya Arhate   Samyak-sambuddhaya.)

-. 나모 바가바테  삼푸스피타  사렌드라  라자야  타타가타야  아르하테 사먘-삼붇다야.

   (Namo Bhagavate Sampuspita Salendra Rajaya Tathagataya Arhate  Samyak-sambuddhaya.)

-. 나모 바가바테   사캬무나예  타타가타야   아르하테 사먘-삼붇다야.

   (Namo Bhagavate Sakyamunaye Tathagataya Arhate  Samyak-sambuddhaya.)

-. 나모 바가바테  라트나 쿠수마 케투  라자야 타타가타야   아르하테 사먘-삼붇다야.

   (Namo Bhagavate Ratna Kusuma Ketu Rajaya Tathagataya Arhate   Samyak-sambuddhaya.)

-. 나모 바가바테   타타가타  쿠라야.

   (Namo Bhagavate Tathagata Kulaya.)

-. 나모 바가바테   파드마 쿠라야.

   (Namo Bhagavate Padma  Kulaya.)

-. 나모 바가바테  바즈라 쿠라야.

   (Namo Bhagavate Vajra Kulaya.)

-. 나모 바가바테   마니 쿠라야.

   (Namo Bhagavate Mani Kulaya.)

-. 나모 바가바테  가르자 쿠라야.

   (Namo Bhagavate Garja Kulaya.)

    

-. 나모 데바르시남.

   (Namo Devarsinam.)

-. 나모  싣다   비댜-다라남.

   (Namo Siddha Vidya-dharanam.)

-. 나모  싣다   비댜-다라    르시남  사파누-그라하 사마르타남.

   (Namo Siddha Vidya-dhara Rsinam, Sapanu-graha Samarthanam.)

-. 나모 브라흐마네. 

   (Namo Brahmane.)

-. 나모 인드라야.

   (Namo Indr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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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모 바가바테  루드라야 우마파티 사헤야야.

   (Namo Bhagavate Rudraya Umapati Saheyaya.)

-. 나모 나라야나야  랔삼미 사헤야야  팜차  마하-무드라 나마스크르타야.

   (Namo Narayanaya Laksmi Saheyaya Panca Maha-mudra Namaskrtaya.)

-. 나모 마하카라야  트리푸라-나가라  비드라파나 카라야 아디-뭌토카  스마사나 바시니 마트르-가나 나마스-크르타야.

   (Namo Mahakalaya Tripura?nagara  Vidravana Karaya Adhi-muktika Smasana Vasini Matr-gana  Namas-krtaya.)

    

-. 에뵤  나마스-크르트바  이맘  바가바타스    타타가토스니삼   시타타파트람.

   (Ebhyo Namas-krtva    Imam  Bhagavantahs Tathagatosnisam Sitatapatram.)

-. 나모  아파라지타 프라튱기람.

   (Namo Aparajita  Pratyangiram.)

-. 사르바 데바 나마스-크르탐.

   (Sarva Deva Namas-krtam.)

-. 사르바 데베뱧    푸지탐.

   (Sarva  Devebhyah Pujitam.)

-. 사르바 데베스차 파리파리탐.

   (Sarva  devesa  Paripalitam.)

-. 사르바 부타  그라하 니그라하-카림.  

   (Sarva  Bhuta Graha Nigraha-karin.)

-. 파라 비댜   체다나-카림.   

   (Para Vidya Chedana-karin.)

-. 두-남타남     사트바남   다마캄  두스타남  니바라님.  

   (Dur-dantanam Sattvanam Damakam Dustanam Nivaranin.) 

-. 아카라-므르튜  프라-사마나-카림.

   (Akala-mrtyu   Pra-samana-karin.)

-. 사르바  반다나    뫀사나-카림.

   (Sarva  Bandhana Moksana-karin.)

-. 사르바 두스타 두스바프나  니바라님   차투라시티남   그라하 사하스라남  비드밤사나-카림.   

   (Sarva  Dusta Duh-svapna Nivaranin Caturasitinam Graha  Sahasranam Vidhvamsana-karin.)

-. 아스타-빔사티남   낰사트라남  프라사다나-카림.

   (Asta-vimsatinam  Naksatrnam Prasadana-karin.)  

-. 아스타남 마하 그라하남 비드밤사나-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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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anam Maha Grahanam Vidhvamsana-karin.)

-. 사르바 사트루 니바라님.

   (Sarva  Satru Nivaranim.)

   

-. 구람   두-스바프나남  차  나사님.

   (Ghoram Duh-svapnanam Ca Nasanin.) 

-. 비사 사스트라 아그니  우다카 우-트라님.

   (Visa Sastra  Agni   Udaka  Ut-taranin.)

-. 아파라지타 구라,  마하 찬남,   마하-디프탐,  마하-테잠,   마하-스베탐-즈바라,

   (Aparajita Ghora, Maha Candam, Maha-diptam, Maha-tejam, Maha-svetam-jvala,)

    마하-바라-스리야-판다라바시님    아랴-타라 브르-쿠팀 체바  잠    바즈라 마레티,

   (Maha-bala-sriya-pandaravadini  Arya-tara Bhr-kutim ceva Vijay Vajra  Maliti,)

    

    비-스루탐 파드마크맘,  바즈라-지흐바 차  마라 체바 아파라지타,

   (Visrutam Padmaksan,  Vajra-jihva  Cah Mala ceva Aparajita,)

    바즈라-단디  비사라  차 산타  바이데하 푸지타,  사이미 루파.

   (Vajra-dandi  Visala Ca Santa Vaideha Pujitah, Saumi Rupa.) 

-. 마하 스베타,  아랴타라,  마하-바라  아파라지타,

   (Maha Sveta, Arya-tara, Maha-bala Aparajita,)

    바즈라 상카라   체바 바즈라 코마리   쿠란-다리,

   (Vajra  Samkala ceva Vajra Kaumarih Kulam-dhari,)

    바즈라 하스타 차 마하 비댜  타타   캄차나  마리카,    쿠숨바    라타나 체바 바이로차나 쿠다-르토스니사,   

   (Vajra  Hasta Ca Maha Vidya Tatha Kancana Malikah,   Kusumbha Ratna  ceva Vairocana Kuta-sthosnisa,)

    비-즈름바  마나 차  바즈라 카나카  프라바 로차나, 

   (Vi-jrmbha Mana Ca  Vajra  Kanaka Prabha Locanah,)

    바즈라-툰디  차 스베타 차 카마랔사,   사시프라바, 

   (Vajra-tundi Ca Sveta  Ca Kamalaksa, Sasiprabha,)

    

    이톄-테 무드라 가나,  사르베 랔삼   쿠르반투  마마샤.

   (Ity-adi Mudra Ganah, Sarve  Raksam Kurvantu Mamasya.)

SECTION 2: THE JEWELS DIVISION (SOUTHERN DIRECTION) 

-. 옴  리시-가나  프라-사스타스 타타가토스니사
   (Om, Risi-gana Pra-sastas  Tathagatosnisa)

    

    훔  브룸  잠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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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 Bhrum Jambhana)

    훔  브룸  스탐바나
   (Hum Bhrum Stambhana)

    훔  브룸  보하나 

   (Hum Bhrum M(B)ohana)

   

    훔  브룸  마타나
   (Hum Bhrum Mathana)

   

    훔  브룸  파라  비댜  삼-밬사나-카라
   (Hum Bhrum Pra  Vidya Sam-bhaksana-kara)

   

    훔  브룸  사르바  두스타남 스탐바나-카라
   (Hum Bhrum Sarva  Dustanam Stambhana-kara)

   

    훔  브룸  사르바 얔사  랔사사  그라하남  비드밤사나-카라
   (Hum Bhrum Sarva Yaksa Raksasa Grahanam Vidhvamsana-kara)

   

    훔  브룸   차투라시티남  그라하  사하스라남 비나사나-카라
   (Hum Bhrum Caturasitinam Graha  Sahasranam Vinasana-kara)

   

    훔  브룸  아스타-빔사티남  낰사트라남   프라-사다나-카라
   (Hum Bhrum Asta-vimsatinam Naksatranam Pra-sadana-kara)

   

    훔  브룸  아스타남 마하  그라하남  비드밤사나-카라
   (Hum Bhrum Astanam  Maha Grahanam Vidhvamsana-kara)

    

    랔사  랔사   맘.

   (Raksa Raksa Mam.)

-. 바가밤스   타타가토스니사,   마하  프라튱기레,

   (Bhagavans Tathagatosnisa,  Maha Pratyangire,)

    마하 사하스라-부제,   사하스라-시르사이, 코티-사타  사하스라-네트레, 아벰댜   즈바리타  나타나카, 

   (Maha Sahasra-bhuije, Sahasra-sirsai,   Koti-sata Sahasra-netre,  Abhedya  Jvalita  Natanaka,)

    마하 바즈로-다라  트르부바나 만다라,   옴  스바스티르  바바투  마마.

   (Maha Vajra-dhara Tribhuvana Mandala, Om  Svastir    Bhavatu Mama.)

SECTION 3: THE LOTUS DIVISION (WESTERN DIRECTION) 

    

-. 라자-바야,  초라-바야,   아그니-바야, 우다카-바야,

   (Raja-bhaya, Cora-bhaya, Agni-bhaya, Udaka-bh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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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사-바야,  사스트라-바야, 파라차크라-바야,  두르-빜사-바야,

   (Visa-bhaya, Sastra-bhaya, Paracakra-bhaya, Dur-bhiksa-bhaya,)

    아사니-바야,  아카라-므르튜-바야,  다라니-부미-캄파-바야,      우르카-파타-바야,

   (Asani-bhaya, Akala-mrtyu-bhaya,  Dharani-bhumi-kampa-bhaya, Ulka-pata-bhaya,)

    라자-단다-바야,    나가-바야,  비듀-바야,     수프라니-바야.

   (Raja-danda-bhaya, Naga-bhaya, Vidyut-bhaya, Supranin-bhaya.)

-. 얔사-그라하,  랔사사-그라하,  프레타-그라하, 피사차-그라하,

   (Yaksa-graha,  Raksasa-graha, Preta-graha,  Pisaca-graha,)

    부타-그라하,  쿰반다 그라하,   푸타나-그라하, 카타푸타나-그라하,

   (Bhuta-graha, Kumbhanda-graha, Putana-graha, Kataputana-graha,)

    스칸다-그라하, 아파-스마라-그라하, 운마다-그라하, 차야-그라하,  레바티-그라하,

   (Skanda-graha, Apa-smara-graha,   Unmada-graha, Chaya-graha,  Revati-graha,)

    

    우자하리냐,  가르바하리냐,   자타하리냐,   지비타하리냐,

   (Ojaharinya,  Garbhaharinya, Jataharinya, Jivitaharinya,)

    루디라하리냐,    바사하리냐,   맘사하리냐,    메다하리냐,

   (Rudhiraharinya, Vasaharinya,  Mamsaharinya, Medhaharinya,)

    마자하리냐,   반타하리냐,    아수챠하리냐,    치차하리냐,

   (Majjaharinya, Vantaharinya, Asucyaharinya,  Cittaharinya,)

    

    테삼  사르베삼  사르바 그라하남.

   (Tesam Sarvesam Sarva  Grahanam.)

-. 비댬   친다야미    키라야미 파리-브라자카 크르탐.

   (Vidyam Chindayami Kilayami Pari-vrajaka  Krtam.) 

-. 비댬   친다야미    키라야미 다카다키니  크르탐.

   (Vidyam Chindayami Kilayami Dakadakini Krtam.)

-. 비댬   친다야미    키라야미 마하-파수파티  루드라 크르탐.

   (Vidyam Chindayami Kilayami Maha-pasupati Rudra  Krtam.) 

-. 비댬   친다야미   키라야미   타트바 가루다  사헤야 크르탐.  

   (Vidyam Chindayami Kilayami Tattva Garuda Saheya Krtam.)

-. 비댬   친다야미   키라야미  마하-카라 마트르-가나 크르탐.

   (Vidyam Chindayami Kilayami Maha-kala Matr-gana  Krtam.)

-. 비댬   친다야미   키라야미  카파리카 크르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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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dyam Chindayami Kilayami Kapalika Krtam.)

-. 비댬   친다야미   키라야미  자야카라-마두카라    사르바르타-사다나 크르탐.

   (Vidyam Chindayami Kilayami Jayakara-madhukara Sarvartha-sadhana Krtam.)

-. 비댬   친다야미   키라야미  차투르-바기니  크르탐.

   (Vidyam Chindayami Kilayami Catur-bhagini Krtam.)

-. 비댬   친다야미   키라야미  브름기리티카  난디케스바라  가나파티  사헤야 크르탐.

   (Vidyam Chindayami Kilayami Bhrngiritika Nandikesvara Ganapati Saheya Krtam.)

-. 비댬   친다야미   키라야미  나그나 스라마나 크르탐.

   (Vidyam Chindayami Kilayami Nagna Sramana  Krtam.)

-. 비댬   친다야미   키라야미  아르한타 크르탐.

   (Vidyam Chindayami Kilayami Arhanta Krtam.)

-. 비댬   친다야미   키라야미  비타-라가  크르탐.

   (Vidyam Chindayami Kilayami Vita-raga Krtam.)

-. 비댬   친다야미   키라야미  바즈라-파니 크르탐.

   (Vidyam Chindayami Kilayami Vajra-pani Krtam.)

-. 비댬   친다야미   키라야미  브라흐마 크르탐, 루드라 크르탐, 나라야나 크르탐.

   (Vidyam Chindayami Kilayami Brahma  Kratam  Rudra Krtam,  Narayana Krtam.)

-. 비댬   친다야미   키라야미  바즈라-파니 구햐카디파티    크르탐.

   (Vidyam Chindayami Kilayami Vajra-pani Guhyakadhipati Kram.)

    

-. 비댬   친다야미   키라야미  랔사  랔사   맘.

   (Vidyam Chindayami Kilayami Raksa Raksa Mam.)

SECTION 4: THE BUDDHA DIVISION (CENTRAL DIRECTION) 

-. 바가밤    시타타파트라 나모 스투테.

   (Bhagavan Sitatapatra  Namo Stute.)

-. 아시타 나라르카 프라바 스푸타  비-카  시타타파트레,

   (Asita Narakah Prabha Sphuta Vi-Kas Sitatapatreh,)

   즈바라 즈바라,  다카 다카,  비-다카 비-다카,   다라 다라,

   (Jvala Jvala ,  Daka Daka,  Vi-daka Vi-daka, Dara Dara,)

   비-다라 비-다라   친다   친다,    빈다   빈다,

   (Vi-dara Vi-dara, Chinda Chinda, Bhinda Bhinda,)

   훔  훔  파트 파트  스바하 헤헤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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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 Hum Phat Phat Svaha  Hehe Phat.)

-. 아모가야  파트. 

   (Amoghaya Phat.)

-. 아프라티하타야 파트.

   (Apratihataya Phat.)

-. 바라-프라다야 파트. 

    (Vara-pradaya Phat.)

-. 아수라 비드라파카야  파트.

    (Asura  Vidarapakaya Phat.)

 

-. 사르바   데베뱧     파트. 

    (Sarva  Devebhyah Phat.)

-. 사르바   나게뱧     파트.

    (Sarva  Nagebhyah Phat.)

-. 사르바   약세뱧     파트.

    (Sarava Yaksebhyah Phat.)

-. 사르바   랔사세뱧      파트.

    (Sarva  Raksasebhyah Phat.)

-. 사르바   가루데뱧     파트.

    (Sarva  Garudebhyah Phat.)

-. 사르바  간다르베뱧     파트.

    (Sarva Gandharvebhyah Phat.)

-. 사르바   아수레뱧     파트.

    (Sarva  Asurebhayah Phat.)

-. 사르바   킨다레뱧      파트.

    (Sarva  Kimnarebhyah Phat.)

-. 사르바   마호라게뱧     파트.

    (Sarva  Mahoragebhyah Phat.)

-. 사르바  부테뱧     파트.

    (Sarva Bhutebhyah Phat.)

-. 사르바   피사체뱧     파트.

    (Sarva  Pisacebhyah P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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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르바   쿰반데뱧        파트.

    (Sarva  Kumbhandebhyah Phat.)

-. 사르바   푸타네뱧     파트.

    (Sarva  Putanebhyah Phat.)

-. 사르바   카타푸타네뱧     파트.

    (Sarva  Kataputanebhyah Phat.)

-. 사르바   두르-람기테뱧       파트.

    (Sarva  Dur-langhitebhyah Phat.)

-. 사르바  두스-프렠시테뱧   파트.

    (Sarva Dus-preksitebhyah Phat.)

-. 사르바  즈바레뱧   파트.

    (Sarva Jvarebhyah Phat.)

-. 사르바  아파스마레뱧  파트.

    (Sarva Apasmarebhyah Phat.)

-. 사르바   스라마네뱧    파트.

    (Sarva  Sramanebhyah Phat.)

-. 사르바  티르티케뱧    파트.

    (Sarva Tirthikebhyah Phat.)

    

-. 사르바   운맘데뱧     파트.

    (Sarva  Unmadebhyah Phat.)

-. 사르바   비댜-차례뱧      파트.

    (Sarva  Vidya-Acaryebhyah Phat.)

     

-. 자야카라-마두카라     사르바르타-사다케뵤    비댜-차례뱧       파트.

    (Jayakara-madhukara Sarvartha-sadhakebhyo Vidya-Acaryebhyah Phat)

-. 차투르-바기니뱧       파트.

    (Catur-bhaginibhyah Phat.)

-. 바즈라   코마리  쿠란-다리   비댜라제뱧      파트.

    (Vajra  Kaumari Kulam-dhri Vidyarajebhyah Phat.)

-. 마하   프라튱기레뱧       파트.

    (Maha Praty-angirebhyah Phat.)

-. 바즈라  상카라야  프라튱기라    라자야 파트.

    (Vajra Samkalaya Praty-angira Rajaya P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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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카라야   마트르-가나 나마스-크르타야 파트.

    (Mahakalaya Matr-gana  Namas-krtaya   Phat.)

     

-. 인드라야 파트.    브라흐미니예 파트.

    (Indraya Phat.    Brahmanaya  Phat.)

-. 루드라야 파트.   비스나비예  파트.

    (Rudraya Phat.   Vaisnaviye Phat.)

-. 비스네비예 파트. 브라흐미예 파트.

    (Visnuya   Phat. Brahmiye  Phat.)

-. 아그니예 파트.  마하-카리예 파트.

    (Agniye  Phat.  Maha-kaliye Phat.)

-. 로드리예 파트.  카라-단디예  파트.

    (Raudriye Phat. Kala-dandiye Phat.)

-. 아인드리예 파트. 마트리예 파트.

    (Aindriye  Phat. Matriye Phat.)

-. 차문디예 파트.  카라-라트리예 파트.

    (Camundiye Phat Kala-ratriye Phat.)

-. 카파리예 파트.  아디-뭌토카   스마사나 바시니예 파트.

    (Kapaliye Phat. Adhi-muktika Smasana  Vasiniye Phat.)

-. 예 케-칱타   사트바 마마.)

    (Ye Ke-cid  Sattva Mama.)

SECTION 5: THE KARMA DIVISION (NORTHERN DIRECTION) 

-. 두스타-칱타,  파파-칱타,  로드라-칱타,   비-드바이사-칱타, 아마이트라-칱타,

    (Dusta-citta ,Papa-citta, Raudra-citta, Vi-dvesa-citta,  Amitra-citta,)

   우트-파다얀티,   키라얀티,  만트라얀티,   자판티,   조 한티.

    (Ut-padayanti, Kilayanti, Mantrayanti, Japanti, Cyut Hanti.)

     

-. 우자하라,  가르바하라,  루디라하라,

    (Ojahara, Garbhahara, Rudhirahara,)

   맘사하라,    메다하라,   마자하라,  바사하라,

    (Mamsahara, Medhahara, Majjahara, Vasahara,)

   자타하라,   지비타하라,  마랴하라,    바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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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tahara, Jivitahara, Malyahara,  Balyahara,)

   간다하라,     푸스파하라, 파라하라,  사샤하라.

    (Gandhahara, Puspahara, Phalahara, Sasyahara.)

-. 파파-칱타   두스타-칱타.

    (Papa-citta, Dusta-citta.)

     

-. 데바-그라하, 나가-그라하,

    (Deva-graha, Naga-graha,)

   얔사-그라하,   랔사사-그라하, 아수라-그라하, 가루나-그라하,

    (Yaksa-graha, Raksasa-graha, Asura-graha,  Garuda-graha,)

   킨나라-그라하,   마호라가-그라하, 프레타-그라하, 피사차-그라하,

    (Kimnara-graha, Mahoraga-graha, Preta-graha, Pisaca-graha,)

   부타-그라하,   푸타나-그라하, 카타푸타나-그라하, 쿰반다-그라하,

    (Bhuta-graha, Putana-graha, Kataputana-graha, Kumbhanda-graha,)

   스칸다-그라하,  운마다-그라하,  차야-그라하, 아파스마라-그라하,

    (Skanda-graha, Unmada-graha,  Chaya-graha, Apasmara-graha,)

   다카-다키니-그라하,  레바티-그라하, 자미카-그라하, 사쿠니-그라하,

    (Daka-dakini-graha, Revati-graha, Jamika-graha, Sakuni-graha,)

   난디카-그라하,   람비카-그라하,  칸타파니-그라하.

    (Nandika-graha, Lamvika-graha, Kanthapani-graha.)

     

-. 즈바라  에카히카, 드바이티야카, 트레티야카, 차투르타카, 

    (Jvara  Ekahika, Dvaitiyaka, Traitiyaka, Caturthaka,)

   니탸-즈바라,   비사마-즈바라, 바티카, 파이티카, 스레스미카, 산-디파티카,

    (Nitya-jvara, Visama-jvara, Vatika, Paitika, Slaismika, Sam-nipatika,)

   사르바  즈바라, 시로르티, 아르다바베다카, 아로차카,

    (Sarva Jvara, Sirorti,  Ardhavabhedaka, Arocaka,)

     

   앜시 로감, 무카 로감,    흐르드 로감,

    (Aksi Rogam, Mukha Rogam, Harda Rogam,)

     

   카르나 수람,   단다 수람,    흐르다야 수람,

    (Karna Sulam, Danta Sulam, Hrdaya Sulam,)

   마르마 수람,    파라스바 수람, 프르스타 수람,

    (Marman Sulam, Parsva Sulam, Prstha Su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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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라 수람,   카티 수람,   바스티 수람,

    (Udara Sulam, Kati Sulam, Vasti Sulam,)

   우루 수람,   잠가 수람,      하스타 수람,

    (Uru Sulam, Jamghas Sulam, Hasta Sulam,)

   파다 수람,    사르방가-프라튱가     수람;

    (Pada Sulam, Sarva-Anga-pratyanga Sulam;)

     

-. 부타,    베타다, 다카 다키니,  즈바라, 다드루, 칸듀,  키티바,   로타,  바이사르파, 로하-링가;

    (Bhuta, Vetada, Daka Dakini, Jvara,  Dadru, Kandu, Kitibha, Luta,  Vaisarpa,  Loha-linga;)

-. 소사트라   사가라,    비사 요가, 아그니 우다카, 마라 베라  칸타라,   아카라-므르튜;

    (Sastra   Sam-gara, Visa Yoga, Agni  Udaka,  Mara Vaira Kantara, Akala-mrtyu)

-. 트라이무카,    트라이-라타카, 브르스치카, 사르파, 나쿠라,

    (Try-ambuka, Trai-lataka,   Vrscika,   Sarpa,  Nakula,

   심하,    뱌그라,  맄사,  타라맄사,  차마라,  지비   베,    테삼  사르베삼.

    (Simha, Vyaghra, Rksa, Taraksa,   Camara, Jivita Bhite, Tesam Sarvesam.

-. 시타타파트라,   마하 바즈로스니삼,  마하 프라-튱기람,

    (Sitatapatra,  Maha Vajrosnisam, Maha Praty-angiram,)

   야바  드바다사  요자나 뱐타레나       사마-반담    카로미.

    (Yavad Dvadasa Yojana Abhy-antarena Sima-bandham Karomi.)

     

-. 디사 반담    카로미.

    (Disa Bandham Karomi.)

-. 파라 비댜   반담   카로미.

    (Para Vidya Bandham Karomi.)

-. 테조 반담    카로미.

    (Tejo Bandham Karomi.)

-. 하스타 반담   카로미.

    (Hasta Bandham Karomi,)

-. 파다 반담    카로미.

    (Pada Bandham Karomi.)

-. 사르방가-프라튱가     반담    카로미.

    (Sarva Anga-pratyanga Bandham Karomi.)

     

-. 타댜타,     옴 아나레 아나레 비사다 비사다,  반다   반다,   반다니    반다니,

    (Tadyatha, Om Anale Anale  Visada Visada, Bandha Bandha, Bandhani Bandhani,)

(가능한 정확한 발음의) 대불정능엄신주 http://www.sysnet.pe.kr/Default.aspx?mode=0&sub=0&pageno=0&detail=1&wid=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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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댓글 쓴 사람  

   바이라 바즈라-파니 파트, 훔  브룸   파트 스바하.

    (Vira   Vajra-pani Phat, Hum Bhrum Phat Svaha.)

-. 나모스  타타가타야  수가타야 르하테  사먘-삼붇다야       시댬투    만트라-파다  스바하.

    (Namos Tathagataya Sugataya Arhate Samyak-sambuddhaya Sidhyantu Mantra-pada Svaha.)

[이 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틀리거나 미흡한 부분 또는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십시오.]

[최초 등록일: 4/15/2015 ]
[최종 수정일: 4/15/2015 ]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by SeongTae Jeong, mailto:kevin13@chol.com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No Writer Date Cnt. Title File(s)

512 정성태 8/20/2018 320 번개는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현상?

(가능한 정확한 발음의) 대불정능엄신주 http://www.sysnet.pe.kr/Default.aspx?mode=0&sub=0&pageno=0&detail=1&wid=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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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Writer Date Cnt. Title File(s)

511 정성태 7/22/2018 411 [종료] DDR 3 4GB * 4EA, AMD 페넘II-X4 905e, 메인 보드 GA-770TA-UD3를 드립니다. [3]

509 정성태 6/12/2018 793 목/허리가 아픈 개발자들을 위한 근육 마사지 치료법 - KSNS

508 정성태 6/4/2018 1503 로이 베나비데스

507 정성태 4/13/2018 1014 sysnet 블로그 관련 수치

506 정성태 1/20/2018 2662 삼성 A/S 경험 - 오디세이(Odyssey) 노트북이 게임 도중 갑자기 전원이 나가는 경우

505 정성태 1/9/2017 6122 모니터 간단 소개 - LG IPS LED 24MA53, 델 UltraSharp 24 - U2414H, 알파스캔 AOC 2477 IPS

504 정성태 9/25/2016 8421 모니터 3대를 NVidia Surround로 연결하기 - 두번째 [3]

503 정성태 9/22/2016 6837 Wacom BAMBOO 타블렛 - Tablet PC Defined 메뉴가 없는 경우 [1]

501 정성태 5/31/2016 7127 twoomail.com으로부터 온 "'...'님이 쪽지를 보냈습니다."는 twoo.com의 스팸 메일입니다.

500 정성태 3/29/2016 7362 XIGNCODE 어떻게 생각하세요?

499 정성태 2/16/2016 8209 2016년 작업 PC ^^ [2]

498 정성태 12/17/2015 5306 BTN 앱에서 법문에 대한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

497 정성태 10/2/2015 7935 NVIDIA Surround 설정/해제를 간편하게 하는 방법?

496 정성태 9/30/2015 7804 도서 - 누워서 읽는 알고리즘

495 정성태 9/3/2015 7810 도서 - Embedded Recipes [2]

494 정성태 8/21/2015 7491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문서에서 위/아래 첨자 단어 검색하는 방법 [2]

493 정성태 8/11/2015 7026 XBox One의 헤일로 게임 ^^ [2]

492 정성태 6/1/2015 7312 윈도우 10 무료 업그레이드 예약 시작

491 정성태 5/9/2015 9448 hiberfil.sys 파일의 위치를 옮길 수 있을까요?

490 정성태 4/15/2015 11018 (가능한 정확한 발음의) 대불정능엄신주 2

489 정성태 3/24/2015 8350 파티션 관리 프로그램 추천 - MiniTool Partition Wizard

488 정성태 3/20/2015 17796 유튜브(youtube) 동영상을 다운로드 하는 프로그램 youtube-dl 소개 [10]

487 정성태 2/26/2015 16093 미라캐스트 vs 크롬캐스트 1

486 정성태 2/11/2015 8583 성태도 해본 ^^ PC-Fi 구성 [2]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이 사이트에 게재된 문서는 어떤 보증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정확한 발음의) 대불정능엄신주 http://www.sysnet.pe.kr/Default.aspx?mode=0&sub=0&pageno=0&detail=1&wid=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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