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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나이) 일 자 내  용

1864(1)

음 5. 8 전북 남원군 하반암면 죽림리 252번지 출생

-   현재 지명, 전북 장수군 번암면 죽림리 252번지

5남매 중 장남, 속명은 相奎 아명은 亨喆

법명은 震鍾, 법호는 龍城

1870(7) 유년시절 한학 공부

1877(14) 남원 德密庵 출가

1879(16)

해인사로 재출가(지관의 「용성조사 행적비」, 용성문도회가 인정)

-   19세 출가설:  「龍城大禪師 舍利塔碑」(한용운, 해인사 용탑선원), 

龍城禪師語錄

1880(17) 고운사 水月 永旻(1817~1893)에게 大悲呪 지도받음

1881(18) 9개월간 남북으로 다니며 千手呪와 六字呪 지송

1882(19) 보광사(파주) 도솔암에서 1차 悟道

1883(20)
보광사에서 六祖壇經 열람

표훈사(금강산)의 無融禪師에게 無字話頭 참구 권유받음

1884(21)

3월

3월

10월

보광사 도솔암에서 無字話頭 수행 중, 2차 悟道

통도사 金剛戒壇에서 禪谷律士로부터 비구계와 보살계 수지

지리산 금강대에서 동안거 수행

1885(22) 4월 송광사 삼일암에서 傳燈錄 열람, 3차 悟道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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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23) 9월 구미의 낙동강을 건너는 뱃전에서 4차 悟道

1887(24) 3월 전라도 금구군 용안대에서 道植禪師와 문답

1888(25)
4월

7월

송광사 감로암의 湖鵬講伯 회상에서 起信論, 法華經, 禪要, 
書狀 등 열람

하안거 수행(지리산 上禪庵), 33인의 禪伯들과 참선

태안사(곡성) 水鯨講伯 회상에서 禪要, 書狀 열람

1889(26)
4월

청화산의 石矯律師 회상에서 梵網經, 四分律 열람

청화산에서 하안거 수행, 33인의 道友와 수행

1890(27) 송광사의 湖鵬講伯 회상에서 華嚴經 열람

1891(28) 해인사의 月華講伯 회상에서 拈頌 열람

1892(29) 대승사의 月華講伯 회상에서 華嚴十地, 緇門 열람

1900(37)
8월

10월

慧月禪師(1861~1937)와 천장암(내포)에서 법거량

송광사 조계봉의 토굴에서 동안거 수행

1901(38)

2월

4월

10월

해인사에서 霽山禪師(1862~1930)와 법거량

통도사 옥련암 東隱講伯 회상에서 拈頌 열람 

청암사(김천) 수도암에서 동안거 수행

1902(39)

2월

9월

화엄사 탑전에서 하안거 수행

滿空(1871~1946)과 법거량, 鳳城首座와 법거량

선암사 칠전에서 동안거 수행

1903(40)
2월

9월

上毘盧庵에서 禪會를 열고, 金峰講伯과 문답

금강산 불지암에서 동안거 수행

1904(41) 2월 보개산(철원) 성주암에서 禪會 개설

1905(42)

9월

9월

12월

보개산에 觀音殿을 건립, 禪門要旨 저술

상석대에서 선회 개설

망월사에서 법문

1906(43)

1월

3월

4월

9월

망월사로 林 尙宮 내방

궁중에서 제공한 재원으로 해인사 대장경판 보수

해인사 백련암 하안거 중, 上堂 법문

덕유산 호국사에 선회 개설, 동안거 수행

1907(44)

3월

9월

덕유산 내의 舊基에 선원 法泉庵 건립

중국 관음사(북경), 장안사(요녕성), 보타산 등지에서 중국 승려들과 

법거량

1908(45)
2월

2월

중국 화엄사(통주) 참배, 중국 승려에게 조선의 瑞祥受戒 전통 알려 줌

중국에서 귀국, 서울 신도들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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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46)

3월 해인사 원당암에서 彌陀會 창설, 화두 법문

해인사 약수암의 불상 점안식, 설법(성주 비구니 요청)

南泉(1868~1936)과 선문답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설법

1910(47)
5. 10.

7. 10.

지리산 칠불암 宗主, 歸源正宗 저술

歸源正宗 탈고

1911(48)
2월 그믐 上京, 신도 姜 씨의 집에서 도회지 참선 포교

신도 康永均 집(가회동 211번지)에서 도회지 참선 포교

1912(49)

5. 26.

5월

6월

朝鮮臨濟宗中央布敎堂(경성부 중부 寺洞 28통 6호) 開敎師長 취임

-   한용운과 함께 주석

조선불교월보 4호(5월)에 「落笑謾話」 기고

일제의 외압으로 朝鮮臨濟宗中央布敎堂을 ‘朝鮮禪宗布敎堂’으로 

명칭 변경함

1913(50)

3월

4월

6. 8.

10. 27.

12월

범어사에서 大禪師 법계 받음

백양사 운문암 祖室 취임

歸源正宗 초판 발간

佛門入敎問答 발간(조선선종중앙포교당)

조선선종중앙포교당에서 금강반야 법회 개설, 법문

1914(51) 임제법맥의 37대손임을 주장

1915(52)
5월

5월

경성 長沙洞에 朝鮮臨濟派講究所 설립

임제선풍 강의

1916(53)

서울 봉익동 1번지에 大覺寺 창건

-   1914년 설: 朝鮮의 類似宗敎(조선총독부)

-   1916년 설: 3·1운동 당시 서대문감옥, 예심판사와의 문답

금광(북청) 경영

1917(54) 대각사 주석, 금광 경영 중단 후

1918(55) 10월 한용운이 발행하는 唯心 2호에 「破笑論」 기고

1919(56)

2. 20.

2. 26.

2. 27.

3. 1.

8월

한용운과 최린(천도교), 각 종교계 대표 인물을 민족대표로 참여시킬 

것을 상의

한용운 대각사 방문, 민족대표 참여 요청, 백용성 수용

- 이날 저녁, 백용성이 한용운 거처(유심사)를 방문

- 만해 不在, 만나지 못함(상좌 이동헌 증언) 

한용운, 백용성 도장으로 민족대표란에 도장을 대신 찍음

3·1운동 기념식 참석(종로, 명월관 지점 태화관)

- 독립선언문 발표 직후에 경찰에 체포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음

서대문감옥에 구금

1921(58)

음 3월(5.5.)

5월

8월

9. 25.

11. 30.

경성감옥(마포)에서 출옥

梵網經演義 번역

역경사업 조직체인 三藏譯會 출범

心造萬有論 발간(삼장역회, 가회동 211번지)

禪學院 창건의 발기인으로 동참



1922(59)

1. 16.

1. 30.

3월

3. 30.~4. 1.

4월 초파일

4월

5월

6월

7. 8.

9. 3.

9. 8.

9. 15.

新譯大藏經 金剛經講義 발간(삼장역회, 가회동 211번지)

新譯大藏 金剛摩訶波羅蜜經 발간(삼장역회)

首楞嚴經 鮮韓演義(一) 발간(삼장역회)

선학원 禪友共濟會 창립 발기

‘大覺敎’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

해인사에서 구족계, 보살계 설함

大覺敎堂 설립(봉익동 2번지)

修心正路 번역 탈고

首楞嚴經 鮮韓演義(二) 발간(삼장역회, 봉익동 2번지)

覺頂心觀音正士 總持經 발간(대각교회, 봉익동 2번지)

金毗羅童子威德經 발간(대각교회)

八相錄 발간(삼장역회)

1923(60)

2. 5.

5월

5월

운문암 선원 祖室로 추대

禪門撮要 발간(범어사, 총 발매소는 한성도서주식회사)

祥譯科解 金剛經 번역

대각사에서 백용성 수연 기념 모임 개최

-   30여 명의 민족지사, 종교지도자 참여

-   이때 지은 龍城大宗師 壽宴帖이 전함

1924(61)

4월

6. 15.

7. 8.

7. 15.

11. 15.

11. 23.

대각사 주석 중, 치아에서 사리 1顆 나옴(3차례 방광)

鮮漢文譯禪門撮要 발간(삼장역회)

-   부록으로 修心正路 게재

大方廣圓覺經 발간(삼장역회)

불교 창간호에 「禪話漏說」 기고, 2~9호에 同 제목으로 연재

불교 5~6호에 「인연관」 기고

佛日 편집 동인으로 참여(‘白相奎’의 이름으로)

-   창간호에 「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 譯解」 기고

1925(62)

8월

9월

음 10.15.

10월

망월사 萬日參禪結社會를 불교 14호(8월)에 홍보

-   선전문, 지원서, 개칙 등 

망월사 萬日參禪結社會를 불교 15호(9월)에 홍보

-   규칙, 입회선중 주의사항 등 

만일참선결사회 출범, 수좌 50여 명 동참

해인사 금강계단에서 수계법회 거행

1926(63)

4. 29.

5월 3일

5월

5월, 9월

음 8. 3.

음 8. 23.

祥譯科解 金剛經 발간(삼장역회)

華嚴經 번역 착수

만일참선결사회, 천성산 통도사 내원암으로 이전

帶妻食肉 반대 建白書를 총독부에 제출

-   1차 127명 연명 서명

-   2차에서는 대안 제시

       (無妻僧侶와 有妻僧侶 구분, 비구 전용사찰 할애)

회령 염불당(대흥사) 건립, 봉불식에서 염불 지도

대각사에서 放生 법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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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64)

8월

9월

10월

10. 20.

10. 20.

11. 5.

만일참선결사회 자진 해소

대각교 선언

-   중앙본부는 대각사, 지부는 함양과 연변의 龍井

-   연변 대각교당 설립, 봉불식(9. 11.) 거행

-   농장 2개 지역(明月村ㆍ寧鳳村)에서 운영

함양 백운산에 華果院 건립

-   선농불교와 혁신불교를 실천

-   이곳의 재원이 임시정부 후원금으로 전달

大覺敎 儀式 발간(대각교중앙본부)

華嚴經 번역 마침

조선글 화엄경 1권 발간(삼장역회)

1928(65)

1. 5.

3. 28.

3. 30.

4월

4. 15.

八陽經 발간(삼장역회)

조선글 화엄경(전 12권) 발간 완료(삼장역회)

조선어 능엄경 발간(삼장역회)

대각사에서 조선글 화엄경 講義會 실시(음력 2. 20.~3. 17.)

-   강사: 백용성, 이근우, 이춘성

대각교회, 大覺日曜學校 설립

-   고문 백용성·이인표·이만승·고봉운·최창훈, 교장 이근우, 

교사 이춘성과 안수길 등

-   학생 80여 명

1929(66)

4. 8.

4월

4~7월

8월

8월

9월

해인사에서 大乘戒와 具足戒를 설함

유점사 평양포교당의 금강계단 증사

대각교당 禪會 개설

대각교당 부인 禪會 개설

-   「부인선원 방함록」이 현존

조선글 화엄경 염가 제공

一光(중앙불전 잡지) 2호에 「世界起始論」 기고

1930(67)

3. 10.

9. 25.

10. 9.

10. 15.

覺海日輪 발간

-   부록으로 「修心正路」, 「六祖壇經」 게재

大乘起信論 발간(대각교중앙본부)

八相錄 재판 광고(대각교회)

灌頂伏魔經 발간(대각교중앙본부)

1931(68)

1월

2. 18.

6월

10. 6.

11월

12. 23.

釋尊頂骨 舍利塔廟 讚仰會(오대산 상원사) 발기인으로 참여

-   大覺院 會主 백용성의 이름으로

선학원의 한용운, 이탄옹, 김적음, 설운 등이 구정 새해인사 옴

대승사 선원 祖室

禪苑 창간호에 「禪話漏說」 기고

선학원 祖室로 동안거 수행

선학원 부인선우회 정기총회에서 설법

「大覺敎 제칭 理由書」 집필

- 朝鮮의 類似宗敎(조선총독부, 1935)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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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69)

2. 1.

2. 14.

3. 1.

3. 16.

선원 2호 광고란에 ‘京城 大覺敎堂 白龍城’으로 게재

선학원 관음기도 시, 「達磨四行論」 강론

불교 93호에 「中央行政에 對한 希望」 기고

回光(학인연맹 기관지) 2호에 「唯心唯物不二論」 기고

1933(70)

1. 31.

4. 15.

6. 17.

覺說梵網經(上·中·下 합편) 발간(대각교중앙본부)

-   「대각교 수계의식」과 「대각교 참회 행법」이 부록으로 게재

경봉(통도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종단 탈퇴를 개진

-   승려의 대처식육과 사찰재산 매각 등의 이유

晴空圓日 발간(대각교중앙본부)

1934(71) 9. 20. 대각교 재산을 조선신탁회사에 맡김

1935(72)

6월 大覺敎 灌頂師 遺憲 발간(대각교중앙본부) 

화과원에서 華嚴經 번역 재시도(원고는 전함)

-   김달진, 변봉암과 함께

-   출판 허가는 받았으나 미출간

1936(73)

2. 16.

4. 6.

7. 15.

7. 16.

9. 30.

11. 10.

11. 18.

11. 18.

11월

12월

대각교당에서 관음재일을 이용하여 법맥 상속식 거행

-   東軒, 道庵, 雷默, 峯庵에게(전법게문 전함)

修心論 발간(대각교중앙본부)

-   「大覺敎旨趣」에서 법제자 8명에게 전법게송을 밝힘

-   법제자: 檀庵, 德雲, 普光, 檜庵, 東軒, 道庵, 雷默, 峯庵

釋迦史 발간(대각교중앙본부)

대각교당의 재산을 해인사 경성포교소로 이전 수속 검토, 미실행

臨終訣 발간(삼장역회)

八相錄 3판 발간

범어사 내원암 宗主로 동안거 수행

범어사에서 하동산에게 戒脈 전수

대각교당이 범어사 경성포교소로 이전 수속

三千里 8권 12호에 「나의 懺悔錄」 기고

1937(74)

6. 9.

6. 20.

10. 13.

12. 20.

吾道의 眞理 발간(삼장역회)

吾道는 覺 탈고 

六字靈感大明王經 발간(삼장역회)

대각교가 ‘朝鮮佛敎 禪宗 叢林’으로 전환

1938(75)

3. 10.

4. 3.

5. 15.

吾道는 覺 발간(삼장역회)

용정 대각교회의 해산이 통고되었다고 동아일보에 보도됨

千手經 발간(삼장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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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76)

4. 18.

11. 2.

지장보살본원경 발간(삼장역회와 조선불교 선종 총림)

범어사 내원암 宗主(하안거 수행)

대각교(선종 총림) 재산, 재단법인 禪理參究院에 기부 계약 체결

-   미이행, 명의만 등록

-   선리참구원은 계약 이행 촉구

1940(77) 음 2. 24. 대각사에서 입적

1941

음 7월

9. 20.

해인사에 「龍城大禪師 舍利塔碑」 건립

-   만해 한용운의 찬술

龍城禪師語錄 발간(삼장역회)

-   발문은 동산, 편찬과 저작 겸 발행자는 대은스님(김태흡)

1944
3. 13. 대각사가 ‘大覺禪院’으로 기재됨

-   표회암이 대각선원 원장으로 임명

1945

12. 12. 임시정부 요인, 김구 일행이 대각사를 방문

-   관련 사진 전함

-   용성스님의 크신 뜻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김구 발언

1947
8. 23. 해인사 용탑선원 상량식 거행

-   도감은 경성, 상량문은 변월주(봉암)가 지음

1953 4. 1. 신탁된 대각사 재산을 환수

1955 신소천, 백용성 사상을 계승하는 법인 추진(미성사)

1962
3. 1. 정부에서 백용성을 독립운동가(건국 공로훈장)로 선정

이능가, 백용성 사상을 구현하는 법인 추진(미성사)

1969
9. 11. 백용성 사상을 계승하는 대각회(재단법인) 인가, 출범

-   초대 이사장 동헌, 사무국장 도문

1975 5. 21. 대각회출판부 등록(1-91호)

1981 5. 8. 한보광, 용성선사 연구 발간(감로당)

1987 4. 30. 대각사 중창(대각사 주지 효경)

1988 4. 8. 「대각회 대각사 사적기」 건립(대각사)

1990

10. 9. 정부에서 문화 창달에 기여한 백용성의 공로를 인정

-   은관 문화훈장 수여

한글학회에서 문화발전에 기여한 백용성의 업적을 인정 

- 감사패 수여

1991
5. 8. 용성대종사 전집 (전 18권) 발간

-   대각회 이사장 자운의 부촉, 대각사 주지 도문이 펴냄

1994
음 5. 11. 해인사에 「龍城祖師 行蹟碑」 건립

-   비문은 지관의 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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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3. 1.

3. 13.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 3월의 독립운동가로 백용성을 선정

-   기념행사(음악회, 전시회, 강연, 현장 탐방 등) 개최

백용성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하는 대각사상연구원 설립

-   이사장 광덕, 원장 보광

-   제1회 학술 세미나 개최(대각사)

1999 6. 10. 김광식, 백용성의 일대기 용성 발간(민족사)

2000
8. 31. 화과원 유적이 경상남도 기념물 제229호인 ‘咸陽 白龍城禪師 華果院 

遺墟址’로 지정

2001

4월 「龍城大禪師碑銘」을 범어사에 건립

-   오세창(3·1운동 민족대표)의 찬술

-   범어사 주지 성오

2007

10. 9. 죽림정사(백용성 생가, 전북 장수), 낙성 회향법회 봉행

-   생가 복원, 용성교육관, 용성기념관 등 준공

-   죽림정사 祖室, 도문의 주관으로 사업 추진, 완성

2011

10. 3. 華果院(함양, 백운산) 복원불사(1단계) 회향, 점안식 개최

-   봉유대(인법당)와 요사채(1동)

-   화과원 원장, 혜원 주도

2013

2. 28.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 및 전산화 사업 개시

-   대각회와 대각사상연구원

-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와 산학협동으로 추진

2014

10. 29.

10. 29.

10. 29.

10. 29.

10. 29.

12. 26.

백용성의 유품, 등록문화재 지정

-   조선글 화엄경(죽림정사 소장)

-   선한역 대방광불화엄경 원고(죽림정사 소장)

-   신역대장 금강마하바라밀경(죽림정사 소장)

-   조선어 능엄경(죽림정사 소장)

-   「萬日禪會 芳銜錄」(정토사 소장)

-   신역대장경 금강경강의(원광대 소장)

2015
6. 29.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 및 전산화 사업을 위한 MOU 체결

-   대각회와 동국대 불교학술원 

2016 12. 13. 백용성 대종사 총서(전 20권) 출간 기념 고불식(법안정사) 개최

2017
6. 26. 화과원의 국가사적지 지정을 위한 업무 협약(동국대)

-   함양군, 동국대, 대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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