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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법회 봉행
대보름달처럼 넉넉한 마음내길

삼각산 도선사는 지난 2일 오전 9시30분
호국참회원 3층 강당에서 무술년 정월대보
름법회를 봉행했다. 음력 새해가 지나고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이날 법
회에 참석한 사부대중들은 새해 안녕과 평
안을 기원하며 기도 올리고, 조상의 음덕과
한 해 풍년이 들기를 비는 제사를 올렸다.
이날 정월대보름법회 초청법사로 나선 강
원도 원주포교당 주지 각원스님은“인생은
자신이 노력하여 개척하는 것이지 누구도
대신 만들어주지 않는다”
며“안과 밖이 없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차별을 끊어버리고 깨달
음을 향해 보살도를 실천하고 수행 정진하
라”
고 법문했다.
한편 정월대보름법회 후에는 도선사를 찾
은 모든 불자들에게 밤·호두 등 부럼을 나
누어 주었다. 이 부럼은 지난 겨울동안 군고
구마와 군밤을 판매한 수익금을 불자들에게
회향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

성지순례·방생통해‘자비구현’다짐

무술년 정월‘성지순례’및‘방생법회’원만 회향
삼각산 도선사는 2018 무술년
정월을 맞아‘정월성지순례’와
‘정월방생법회’
를 봉행했다.
지난 2월 26일‘지리산의 보물’
구례 화엄사와 사성암으로 떠난
정월성지순례는 완연한 봄날씨 속
에서 여법하게 진행됐다.
오전 7시 도선사 주차장을 출발
해 정오 무렵 구례 사성암에 도착
한 도선사 사부대중은 사성암 주
지 대진스님이 반갑게 맞아주는
가운데 사성암 지장전에 올라 기
도와 법회를 올렸다. 해발 530m의
오산(鼇山) 암벽에 자리한 사성암
은 원효·의상·도선·진각 네 분
의 고승이 머물며 수행한 곳으로,
법회 후 불자들은 험준한 바위절
벽 사이에 암벽과 하나인 듯 아슬

아슬하게 지어진 약사전과 원효스
님이 손톱으로 그렸다고 전해지는
‘마애약사여래불’
을 참배하고 간
절한 기도를 올렸다.
이어 순례단은 가람배치가 아름
다운 천년고찰 화엄사로 향했다.
화엄사 사회복지국장 해덕스님의
안내로 도량을 참배하고 국보 제
67호 각황전에서 화엄사에 대한
소개를 들었다. 각황전은 현존하
는 목조건물로는 국내 최대 규모
로 그 웅장한 외양이 신심을 북돋
는 가운데 불자들은 기도를 올리
며 간절한 소원을 발원한 뒤, 국보
4점, 보물 5점, 천연기념물 1점, 지
방문화재 2점 등 많은 문화재를
간직한 화엄사를 돌아보았다.
한편, 지난 5일 강화도 보문사

해변에서 봉행된‘정월방생법회’
에는 많은 불자들이 동참해‘정월
방생’
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방생법회에 동참한 불자들
은 한 해를 시작하는 정월에 생명
을 살리는 작은 선근을 베풀고 심
어 새로 시작된 1년이 무탈하고
소구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불교적
세계관에서 볼 때 모든 존재는 한
몸으로 연결되며, 궁극적으로 불살
생과 자비의 구현으로 이어지게 된
다”
며“넓은 의미에서 방생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임을 잊지말
라”
고 법문했다.〈관련 화보 8면〉

불기
256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불기 2562년
2562년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오신날 봉축
봉축
불기
불기
256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燈)불사
소원성취 석불전
석불전 100일
100일 등
등(燈)
불사
소원성취
귀의삼보하옵고,
삼각산 도선사는 무술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석불전에 등(燈)을 밝히는
연등(燃燈)불사를 봉행합니다. 석불전에 올리는 정성어린 등불하나가 우리의
삶을 밝히는 지혜의 인연이 되기를 발원하며, 동참하신 인연공덕으로 밝고
평안한 가정을 이루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입 재 : 3월 17일(음력 2월 01일)
•회 향 : 6월 24일(음력 5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종 합

불기 2562년 3월 5일(음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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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열반절특별정진기도

석불전 100일 연등 불사

24일~31일까지, 호국참회원서

무술년 부처님오신날 맞아 소원성취 기원
불기 2562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기
도처인 도선사 석불전 연등불사
가 시작된다.
도선사는 불교 최대 명절인 부
처님오신날을 앞두고‘소원성취
석불전 100일 연등불사’
를 봉행
한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5월
22일(양력)로, 음력 2월 초하루인
오는 17일부터 밝힐 연등은 앞으
로 100일 동안 석불전을 장엄하
게 된다.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
고 도선사는 석불전에 가장 먼저
봉축 연등을 밝히는데, 이 땅에
아기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며 각
자 소구 소망하는 일들의 원만성
취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부처님 전에 정성이 담긴 등을
밝히는 등 공양은 무명의 어둠을
걷어내어 지혜의 마음을 밝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어두운 재
앙을 물리치고 소원을 성취하게
하며, 또한 횡액과 우환, 질병에

서 벗어나 무병장수하고 집안의
안녕과 행복을 가져오게 한다.
특히 도선사 석불전은 신비스
럽고 영험이 있다고 하여 기도객
이 끊이지 않는 기도처이다. 이곳
에 연등을 밝히는 것은 몸과 입,
그리고 뜻으로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하고, 자비 원력을 실천해 참
된 불자의 삶을 살겠다는 서원이
담겨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부처님
도량에 등불을 밝히는 일은 내 주
변 법계를 환하게 밝히는 첫 시
작”이라며“어려움을 극복하는
희망의 등, 나눔의 등, 지혜의 등
을 밝혀 올바른 삶의 방향을 새롭
게 세우길 바란다”
고 동참을 당
부했다.

자비도량참법 100일 정진기도
매일낮12시30분, 석불전
지난 9일 입재한‘자비도량참
법 100일 정진기도’
가 매일 낮
12시 30분 석불전에서 봉행되고
있다. 이 기도는《자비도량참법》
을 독송하며,‘지심귀명례’
로시
작해 구절마다 부처님 명호를 부
르며 절을 하는 기도정진이다.
《자비도량참법》
은 양무제(겳武
帝)가 편찬한 수행법으로, 모든
중생의 죄와 업장을 내 허물로 삼
아 기도하며 자비를 증장해서 고
해에서 해탈케 해주는 참회의 법

문이며, 참법에 의하여 원결을 풀
면 원수가 없어지고 병이 낫고 어
둠을 깨뜨리는 밝은 등이 되어 뭇
생명을 이롭게 한다는 수행법이
다. 또한 참법은 다양한 수행법이

유기적으로 조화돼 수행자의 감
정을 정화시키고, 새로운 인간상
을 확립하는 종합 수행법으로 알
려져 있다.
회향은 6월 16일(음 5. 3)이다.

2월 (음) 초하루

신중기도 법회

삼각산 도선사는 부처님 출가재일인 오는 24일
(음력 2월 8일)부터 열반재일인 31일(음력 2월 15
일)까지, 매일 오전10시 호국참회원 3층에서‘출
가-열반절 108배 특별정진기도’
를 봉행한다.
불교계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재일과 열
반재일 사이 일주일 기간을‘경건주간’또는‘정진
주간’
으로 정해 부처님 출가의 의미와 가르침을 되
새기며 수행에 더욱 용맹정진하는 시간을 갖는다.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육신으로써의 부처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법신(法身)으로 이 우주에
영원히 계신다”
면서“용맹정진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 가운데서 이 법신의 부처님을 찾기 바란다”
고
기도 동참을 당부했다.

실달불교대학 수강생 모집
기본교육과정·대승불교반
삼각산 도선사는 2018년도 실달불교대학 수강생
을 모집한다. 실달불교대학은 기본교육과정인 실달
학원(불교입문 기본반)과 심화교육과정인 대승불교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교육과정인 실달학원(실달 29기)은 1학기 3
월∼7월, 2학기 9월∼11월로 나누어 1년 과정이며
△종교일반 △석가모니의 사상과 초기불교의 특색
△한국불교의 특징과 역사 △대승불교란 무엇인
가? △반야심경의 공사상을 배운다. 강의는 매주 토
요일 오후 2시(90분 수업, 강사 : 교무국장 도권스
님) 선묵당에서 진행되며, 수강료는 교재비 및 성지
순례비 포함 30만원이다.
심화교육과정인 대승불교반 강의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90분 수업, 강사 : 교무국장 도권스님) 선
묵당에서 진행되며, 1학기에 △관음신앙과 대승불
교 △천수경 강의를 중심으로 한 관음신앙 △관음
성지순례기도(년 1회)를, 2학기에 △대승불교의 특
질 △정토신앙의 시작과 완성 △정토삼부경을 중심
으로 △미타신앙이란? 등을 교육한다. 교육시기는
실달 29기와 같으며, 수강료는 교재비 및 성지순례
비 포함 30만원이다.

(現) 구룡사 회주·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前) 통도사 주지·군종특별교구장

모든 가정과 사회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길 기원하며 도선
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까지 신중기도를 올리오니, 불자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정우큰스님
초청대법회

신중기도 법회

일 정

3월 17일(토) ~ 3월 19일(월)

3월 17일(음 2월 초하루) 사시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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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안으로 가는 길

올 한해는
‘넉살 좋게’삽시다
우리 선조들은 설과 대보름에는 여러 가지 민속
놀이를 해왔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날
리기입니다.
연날리기는 중국·일본·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에서도 비슷한 풍속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줄을 끊거나 연을 상하좌우로 조종하거나, 급강
하·급상승, 후퇴·전진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기예
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연(방패연)을 만들 때는 대나무 살 5개가 필요합
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 연날리기 대회에서 강화
도 출신의 한 사람이 대나무 살 4개로 만든 연으로
참가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이를 비웃었지만,
그는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래된 말이 바로“넉살이 좋다.(넉살 강화연이 좋
다)”
입니다.‘넉살’
은 연의 좌우를 가로지르는 허릿
살이 없는 연을 말합니다.
세월이 흘러‘넉살이 좋다’
는 말은‘부끄러운 기
색 없이 비위 좋게 군다’
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
다. 능글맞다거나 체면·염치가 없다는 소리로 들
릴 수도 있겠지만, 달리‘성격이 좋다’
고 풀이할 수
도 있습니다. 대가족 대신 3~4인 가족이 크게 늘었
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 역시 급증하는 추세입
니다. 그렇다보니 인간관계가 서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관계에 서툰 사람은 대부분 마음이 유리잔처
럼 약한 사람입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
고, 행동 하나에 의기소침합니다. 때로는 마음 한구
석에 섭섭함을 쌓아두다가 어느 순간, 터트려 상황
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세상은 마음
의 중심이 잘 잡혀 있는 사람, 마음의 벽이 단단한
사람이 살아가기 좋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잘 잡혀
있고, 벽이 단단한 사람은 심성도 올바르게 형성되
기 마련입니다.
도선사 불자여러분, 자신을 위해, 타인을 위해 올
한해도 넉살 좋게 살아보길 당부 드립니다.
청담문도회 문장 진불장 혜성 대종사

법 문

불기 2562년 3월 5일(음 1. 18)

내 주변 살피는 게 방생의 시작
주지 송산도서 스님의

지·상 ·법·문

무술년
정월방생법회
도선사 불자 여러분, 무술년 봄입니다. 도선사는
매년 정월에 일주일간 지장기도를 모시고 회향하면
서 그 공덕을 모든 생명들에게 회향을 하는 정월방
생을 해오고 있습니다.
옛날부터‘방생은 정월방생’
이라는 말이 있습니
다. 방생을 하는 시기에 특별히 좋은 날은 없겠지
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정월에 방생의 복덕을
지어서 다가오는 한 해가 무장무애하기를 빌었던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연지대사께서는 방생의 공덕에 대해서“방생을
하면 선신이 보호하고, 재난과 횡액을 막아주고 수

방생은 자비실천의 기본‘덕목’
이웃의 고통 나누는 것부터 실천
명을 늘린다. 자손이 어질고 효도하며 순종하고, 길
하고 상서로운 일이 많으니 다 열거하여 말할 수 없
을 정도다.”이와 반대로“살생은 널리 원한의 업을
쌓는 것이며, 아울러 숙세에 쌓아온 복과 수명을 점
점 줄어들게 만든다. 그러므로 매년 해가 바뀌는 때
나 경사스러운 날에는 마땅히 널리 방생을 행해야
하며, 이때에 살아있는 목숨을 죽이거나 자연계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선사에서는 지난 수년간 여주 신륵사 남한강변
에서 정월방생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강화도 방생
도량에서 정월방생을 하고 관음도량 보문사를 참배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덕목보다 생명존중사상을
강조하는 불교에서 방생은 죽음의 고통에 허덕이는
생명을 살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생
명을 괴롭히지 않고, 더불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자비 실천의 덕목입니다
지난 5일 봉행한 무술년 정월방생에서 우리는 어
린 물고기들을 바다에 놓아주는 바다 방생을 하였
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방생은 잡혀 있는 물
고기를 놓아주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병든
사람의 치료를 돕고, 불쌍한 아이들을 보살펴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한 끼의 음식을 보시하며, 노약자에게 자리
를 양보하는 모든 실천이 방생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 무분별한 개발로 황폐해진 자연을
되살리고, 환경을 보호하며, 이러한 의미를 널리 알
리는 것 또한 중요한 방생의 하나입니다.
도선사 불자 여러분! 이렇게 방생을 멀리 가서 하
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배려하며, 더 편안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방생의 시작입니다. 내 옆에 있
는 사람도 편하게 해주지 못하면서 힘들게 멀리까
지 가서 억지로 방생할 것이 아니라, 방생의 시작은
내 주변을 살피고 내 주변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부
터 시작해야 합니다.
동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살펴서 없애주거나, 어려움을 도와주지 않고서는
결코 내 삶이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 사람부터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방생법회에 동참하지 못하였
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방생의 마음을 실천하고,
부처님 전에 올리는 기도에 마음을 담아 발원하면
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오늘 저희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에 눈을 뜨는 불자가 되
게 하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
기까지도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불자
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금년에도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하고, 온갖 장애와 어려움이 없어
지게 하소서.”
부처님께서는 방생에 동참한 공덕은 공덕대로,
마음을 담은 자비행 실천의 기도는 기도대로 화답
해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공덕으로 올 한 해 불자
님들과 가족 모두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삼각산
도선사
석불전
삼각산
도선사
석불전
삼각산
도선사
석불전
삼각산
삼각산도선사
도선사석불전
석불전
삼각산
도선사
석불전
삼각산
도선사
석불전

원불(願佛)
(願佛)
(願佛)
원불
(願佛)
(願佛)
(願佛)
(願佛)
(願佛)
(願佛)
원불
봉안불사
봉안불사
봉안불사
봉안불사

삼각산 도선사 석불전은 오래 전부터
일심(一心)으로 기도하면‘한 가지 소
원은 꼭 이루어진다’는 영험(괈驗) 있
는 기도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렇게 영험 높은 원불에 불을 밝혀 소구
소망을 기원하여 성취토록 하는 등불이
되고자 석불전 원불 봉안 불사를 모연
합니다.
천년 대작불사에 선남선녀들께서는
수희 동참하시어, 그 수승한 공덕으로
모든 환난재앙(患難災殃)이 소멸되어
일신에는 건강이, 가정에는 화목이, 사
업에는 번창이, 사회에는 안녕이, 국가
와 민족에는 번영, 인류세계에는 평화
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문 의*
도선사 종무소(993 - 3161~3)

사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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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 4/4분기 재정 현황

‘자비나눔쌀’지원현황
2017년 도선사 신도님들께서 정성스럽게 올린 공양미를 공
공기관 및 산하시설, 군법당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했
습니다. 앞으로도 신도님들의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각산 도선사는 2017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4/4분기 재정현황을 공고합니다. 재정현황은
일반회계·불사 특별회계·적립금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로 분류하여 게재합니다. - 재무부 -

■ 일반회계 수입 / 지출 보고

단위:포(40kg 기준)

수 입
분류(관)

2017년 예산

분류

지 출
4/4분기 결산

예산대비율

분류(관)

2017년 예산

4/4분기 결산

예산대비율

일반 수입

805,000,000

288,442,000

36%

법요행사비

555,000,000

135,132,500

24%

불공 수입

5,680,000,000

1,682,797,000

30%

종무수행 및 보시

1,417,000,000

316,575,596

22%

법요ㆍ행사 수입

1,035,000,000

-

0%

관리운영비

2,196,600,000

623,273,250

28%

-

-

-

분 담 금

1,331,000,000

332,750,000

25%

교육연수 수입
문화재입장료 수입

-

-

-

자산취득비

78,000,000

58,259,520

75%

671,685,000

387,716,821

58%

일반사업비

95,000,000

48,688,000

51%

교무금 수입

8,000,000

460,000

6%

목적사업비

1,501,000,000

441,607,060

29%

차 입 금

-

-

-

성보관리비

100,000,000

29,700,000

30%

50,000,000

-

0%

기타지출

257,900,000

65,694,085

25%

특별회계전출금

기타 수입

전년도 이월금

합계

8,249,685,000

2,359,415,821 28.60%

518,185,000

443,000,000

85%

차입금상환

-

-

-

대 여 금

-

-

-

반 환 금

-

-

-

예 비 비

150,000,000

-

0%

차년도이월금

50,000,000

25,521,933

51%

8,249,685,000

2,520,201,944

31%

합계

기
관

분류(관)
호국참회원
단청 및 기와

2017년 예산

1,394,000,000 298,090,771 21%

-

조계종성역화

150,000,000

국유지매입

280,000,000

청담기념관보수

130,000,000

14

영구위패

508,285,000

32,572,498

6%

65,072,916

혜명복지법인
푸드뱅크마켓

- 319,006,906

-

-

십이지신전촛대

- 123,654,797

-

대웅전개금·단청

- 173,540,299

-

합계

0%

-

26,715,722 10%

-

57,693,387

2,462,285,000 973,581,007

분류(관)
호국참회원
단청 및 기와

예산
4/4분기 결산
대비율

2017년 예산

1,394,000,000 417,612,473 30%

조계종성역화

150,000,000

-

국유지매입

280,000,000

4,866,700

130,000,000

30,628

0% 130,000,000 청담기념관보수
영구위패

-

0%

-

2% 1,039,699,824

청담문화기금
퇴직적립금

합계

4/4분기 결산

348,814,939

695,109,295 160,147,500

19

죽암사

4

복싱협회

10

도솔암

120

부산 FC 축구단

40

미타사

50

부산 금정구청 생활보장과

40

백련사

70

북한산 관리공단

60

봉암사

60

수유3동 주민센터

40

성륜사

40

중앙승가대학교

40

성불사

105

726포

수덕사

160

e 한우리 봉사회

34

수원 봉녕사

40

강북 교통 장애인 협회

40

순천 정혜사

40

강북 장애인 단체 연합회

80

안동 세심사

40

강북사암연합회

60

안성 대중사

20

군포 매화 종합복지관

40

연화사

68

나눔의 향기

20

원명사

40

노원구(상계1동 주민센터, 쉼터요양원)

34

은혜사

40

대전 감로 요양원

40

의정부 용현사

20

대전 법동 종합사회복지관

40

이천 보림사

20

도봉 교통장애인 협회

10

지장사

60

도봉사랑 나눔 봉사회

110

창녕 관륜사

40

목포 불우이웃

75

창원 자비사

40

법원읍 아름다운 누리

40

태안사

40
40

사
찰

삼각산 경로당

3

통영 용화사

성원 경로당

3

상계동 관음선원

10

소귓골 경로당

3

함양 남산사

40
40

화엄사

신안 노인 전문 요양원

80

우리사랑나눔

40

우이 경로당

3

좋은인연

8

-

48,256,037

- 대웅전개금·단청

-

1,871,546

- 171,668,753

2,462,285,000 1,052,529,615

43% 1,259,624,614

2017년 예산

4/4분기 결산
-

예산
대비율

이월금

346,294,356

퇴 직 금

348,814,939

62,759,763 18% 200,458,438

합계

695,109,295

62,759,763

염불봉사는 단순히 망자를 위해 극락왕생 발원하는 의미를 넘어서 불자
들이 염불하는 곳곳마다 수많은 불국정토를 세운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염불봉사단은 이 세상에 불국정토를 실현한다는 서원으로 염불봉사에
임하는 것이며 이타를 통한 자리의 수행입니다.
:
:
:
:

매월 첫째·셋째 토요일 오후 1시(60분), 교육관
무료 •강사 : 사회국장 무이스님
선착순 50명(남·여, 연령 제한없음)
① 염불봉사단이란? ② 불교의 죽음 이해
③ 사십구재의 의례와 절차 ④ 염불 습의
⑤ 염불봉사단 기수별 상담
•동 참 문 의 : 지장회 부회장 능인성님(010-6449-2501)
*염불봉사단은 삼각산 도선사 총신도회 지장회 소속이며
교육을 이수해야만 활동 할 수 있으며 지장회와 함께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20

성북 종합사회 복지관

50

0% 360,314,611
9% 560,773,049

사
찰

40
사찰 합계

산
하
시
설

아리랑 어린이집
청담 복지관
청담학교
산하시설 합계

25

51사단 금강 포교당

합천댐 나눔 복지회

80

5사단 전차대대

6
1,024포

고성 보현암 약사

40

광덕사

20

구례 화엄사

100

기
타

1,514포

관할 어린이집

아름다운행동 장애인

복지시설 합계

청담문화기금

【염불봉사단】모집

관악 장애인 종합복지관

호수 경로당

지 출

교통장애인(불우이웃)
도선사 직원
함평연꽃 나비축제
현대가(불우이웃 지원)
기타 합계

총 합계 : 4,076포(163,040kg)

출가재일∼열반재일 기간

도선사 총신도회 지장회

•교육시간 및 장소
•교
육
비
•모 집 인 원
•강 의 내 용

대전 도광스님

5

5

함양 벽송사

90,207,320

23% 428,996,817

40

40

-

36,096,452 10% 202,852,461

논산 법계사

40

- 십이지신전촛대

346,294,356 124,051,048 36% 226,144,356

120

송광 정심원

-

분류(관)

금천구청

60

3

속초 자그만 국수 쉼터

-

예산
전년도 이월금
대비율

남원 반야정사

-

수 입
2017년 예산

140

-

■ 적립금 특별회계 수입 / 지출 보고
분류(관)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0%

혜명복지법인
푸드뱅크마켓

합계

구절사

508,285,000 218,934,042 43%
- 319,006,906

40% 252,766,303

복
지
시
설

출고량

171

기관 합계

이월금

시설(기관)명

강북구청

도봉 벚꽃축제

지 출

예산
4/4분기 결산
전년도 이월금
대비율

출고량 분류

도곡2동 주민센터

■ 불사 특별회계 수입 / 지출 보고
수 입

시설(기관)명

108배 특별정진기도
삼각산 도선사는 부처님 출가 및 열반절을
맞아 이 기간을 정진주간으로 정하고 부처님
출가의 의미와 가르침을 되새기는 108배 특별
정진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께서는 동참
하시어 선근복덕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입재
•회향
•시간
•장소

:
:
:
:

3월 24일(음 2. 8)
3월 31일(음 2.15)
매일 사시(오전 10시)
호국참회원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삼각산 도선사
도선사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103
6
334
180
623포
8
10
4
121
40
6
189포

교 리

제1655호

불기 2562년 3월 5일(음 1. 18)

행위의 책임은 전가할 수 없다

깨달음의 노래

홍인弘忍 대사

〈轉嫁〉

지구환경과 업보
매년 봄이면 우리나라 하
늘은 중국과 몽골 내륙에서
발생한 미세한 모래 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날아와 뿌옇
게 뒤덮습니다. 몇 해 전까지
는 주로 3월부터 5월까지 날
아오던 황사만 걱정했는데, 지난 2월에는 때
이른 미세먼지로 곤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난 겨울, 정부는 대기 미세먼지가 심해지
자 주의보와 함께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습니
다. 1월에 이미 두 차례나 내려 서울의 경우,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일
각에서는 이를 두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
었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켰
다는 측면에서 잘 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을 뒤덮으면
중국 탓을 하곤 합니다. 중국이‘세계의 제조
업 공장’
이라 불리기 때문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 중국이 해외에
서 수입하던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을 전면 중
단하면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일부 선진국
에 비상이 걸린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그동안 일부 선진국들은 자국에서 사용한
폐플라스틱이나 폐전자제품을 자국의 환경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다른 나라에 떠안겨왔
습니다.
중국도 매년 영국의 폐플라스틱 50만 톤을
수입해 왔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경제적

불
교
상
식

Q 원이삼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사찰 전각의 지붕에서 볼 수 있는, 둥
근 원 속에 작은 원 세 개가 삼각형으로 그
려진 것을 말합니다.
이 원이삼점(圓伊三點)의 점들은 하나면서

이득 때문입니다. 중국이 2016년 한해 수입해
가공한 폐지와 금속 및 폐플라스틱은 무려
730만톤에 달했습니다. 강대국인 중국이 이러
한데, 가난한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프리카 가나의 예를 보면 선진국의 환경
폐기물 떠넘기기는 더욱 노골적입니다. 영국
의 한 가전제품 재활용 전문업체는 몇 년 전
재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폐기물이나 다름없
는 중고 냉장고를 아프리카 가나에 다량 수출
했습니다. 가나 정부가 수입을 금지하자, 이 업
체는 가나 정부에 서한을 보내“수출 금지조치
를 철회하지 않으면 약속했던 투자계획을 철
회하겠다.”
고 협박을 했습니다.
나와 내 이웃이 쓰고 버린 쓰레기는 태우든
지, 파묻든지 우리 동네에서 해결하는 게 원칙
입니다. 남의 동네에 처리를 떠넘기며 그에 상
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동네
에서 넘겨받기를 거부한다면 해결은 자신들의
몫입니다. 이와 함께 더 이상 쓰레기가 발생하
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게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개인 간,
국가와 국가 간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내가 행한 행위의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는 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
이지만,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
은 모든 업(業), 그에 따르는 찌꺼기는 우리 스
스로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과보는 누군가
에게 전가할 수도, 사고 팔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무국장 도룡 스님

하나가 아니고, 앞과 뒤를 따로 두지않는 전
체적인 융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
법·승 삼보의 상징으로써, 진리의 표상으
로 삼고있습니다. 사찰 벽면이나 기타 장소
에서 많이 보이는 이 그림은 그림이라기보
다 표식이라고 보는것이 좋습니다.

유정래하종(有情걐下種)
인지과환생(因地果還生)
무정기무종(無情旣無種)
무성역무생(無性亦無生)
홍인대사(弘忍, 601~674)는 호북성 황매현(黃梅縣) 사람이
다. 일곱 살 때 도신(道信)대사를 따라 출가했으며, 51살에 법
통을 이어 받았다. 그는 쌍봉산(雙峰山) 동쪽의 풍무산(馮茂
山)에 도량(道場)을 만들어 동산사(東山寺)로 불렀다. 그래서
그의 선학(禪學)을‘동산법문(東山法門)’혹은‘황매선(黃梅
禪)’
으로 불렀다. 초조 달마(達磨)대사에서 시작하는 중국 선
종의 실제적인 확립자로 불린다.
《불조도영(佛祖道影)》권1에는 홍인(弘忍)대사와 도신대사
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그려진다. 홍인대사의 어릴 때
이름은 무성(無性)이었는데, 도신대사가“너는 성이 무엇이
냐?”
하고 물었다. 무성은“불성(佛性)입니다”
하고 답했다. 도
신대사가 기특해 다시 묻기를“너는 무성이 아니냐?”
하니“불
성은 공(空)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했다. 도신대사는 그 길
로 아이의 부모를 만나 출가를 허락받고 홍인이라는 법명을
주었다는 게 내용이다.
그런데 이 사제 간의 만남과 관련해 보다 극적인 설화가 전
한다. 홍인대사는 전생에 도교의 수행자였는데, 이때 도신대
사를 만나 출가를 원했다. 하지만 나이가 너무 많은 것을 본
도신대사가“그대의 몸이 늙었으니 몸을 바꾸어 오는 게 좋을
것이다.”
하고 말했다. 홍인대사는 황매산에 소나무를 심어 각
오를 전한 후 마을로 내려가 빨래하는 처녀를 보고“내가 그
대의 집을 빌려서 하룻밤을 묵고자 하노라.”
하고 말했다.
이렇게 처녀의 몸을 빌려 태어나게 된다. 소나무를 심었다
고 해서‘재송도자(栽松道者)’
라 불렀다. 일설에는 도신대사
가 황매산에 올라온 어린 홍인대사를 만났을 때“그대는 누구
냐?”
하고 묻자“바로 저기에 서 있는 저 소나무를 심은 사람입
니다.”
하고 답하며 게송을 읊었다고도 한다. 그 게송은 지면상
생략하고,《육조단경》
‘행유품’
에 혜능대사에게 전한 전법게
는 위와 같다. 원문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정이 남아 종자를 다시 심으니
인연 있는 땅에 열매가 나네.
무정은 이미 종자가 없으니
성품도 없고 태어남도 없네.

대웅전 삼존불·후불목탱화

귀의삼보하옵고, 제불보살님의 큰 자비심으로 신도님들의 가
정에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삼각산 도선사는 대웅
전 삼존불·후불목탱화·지장탱화·신중탱화 개금 및 단청불
사를 모연합니다. 큰 복전이 될 이번 개금 및 단청불사에 인연
있는 모든 사부대중들께서 동참하시어, 소원성취는 물론 수승
한 법연을 맺으시기를 기원합니다.

| 문 의 | 종무소 및 화주실(☎993-3161)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불기 2562년 3월 5일(음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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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뉴스
*대웅전 삼존불·후불목탱화
개금 및 단청불사 모연
삼각산 도선사는 2018 무술년 새해를 맞아
대웅전 삼존불·후불목탱화 개금 및 단청
불사를 모연한다.
‘개금불사’
는 불상에 새로이 금칠을 행하는
의식으로써, 부처님께 새 옷을 지어드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개금불사를 3번 맞이하
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개금불
사 동참은 큰 선업을 쌓는 의식이다.
《관세음보살보문품》
에서는‘부처님 명호를
수지하고 한 때라도 예배공양하면 그 사람
의 복덕은 62억 항아의 모래수 만큼 큰 공덕
이 된다’
고 하였으며,‘부처님께 의복·음
식·침구·의약을 공양한 복덕은 백천만겁
토록 다하지 않는다’
고 전하고 있다.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부처님께 의복을 공
양함은 곧 우리 마음의 복전(福田)을 싹 틔
우는 일이므로 우리 생에 다시없는 영광이
될 것”
이라며“뜻 깊은 불사에 수희 동참하
여 모두 업장소멸하고 수승한 법연을 맺길
바란다”
고 동참을 당부했다.
문의: 종무소 및 화주실(02-993-3161)

*2월 초하루 큰스님 초청법회
구룡사 회주 정우 큰스님 법문
삼각산 도선사는 오는 17일 음
력 2월 초하루를 맞아 정우 큰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정우 큰스님은 1968년 통도사
에서 사미계를, 1971년 통도
사에서 월하 큰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9~12대 중앙종
회의원을 역임하고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을 맡아 군불교의 활성화와 발전에도 헌신
했다. 또한 미국, 캐나다, 인도 등 해외에도
절을 창건하고 해외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현 구룡사 회주이며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장이다.

마음을
마음을 청정케
청정케 하는
하는 자비도량참법
자비도량참법

자비도량참법이란?
불교에서 참회는 지극한 신심의 길과 믿음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참회란 자신의 청정한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며, 참회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허물을 살피고, 다른 이들을 존경하
고 사랑해야 한다. 이런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가
르침을 실천하는 참회기도 가운데 널리 독송되
는 기도가 자비도량참법(慈悲道場懺法)이다.
자비도량참법은 미륵 부처님의 현몽에 의하여
《자비도량참법》
이라고 이름하였다. 그리고 양나
라의 무제가 닦았으므로《양황보참(겳皇寶懺)》
이
라고도 한다.
중국의 양나라 무제가 살아생전에 성품이 악독
하여 질투심으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죽어서
구렁이 몸을 받은 부인 황후 치씨를 위하여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제가 구렁이가 된 치씨의
하소연을 듣고 난 후, 스님들을 궁궐 뜰에 모아놓
고 그 사실을 말하고 가장 좋은 계책을 물어 고통
을 구제하려 하자 지공스님이 대답했다.
“모름지기 부처님께 예배하면서 참법(懺法)을
정성스럽게 행해야 합니다.”
무제는 그 말을 옳게 여기고 여러 불경을 열람
해 명호를 기록하고 생각을 펴서 참회문을 지으
니 모두 10권인데, 부처님의 말씀을 찾아서 번거
로운 것은 덜어버리고 참법을 만들어 독송했다
고 한다. 어느 날, 궁전에 향기가 진동하면서 점
점 주위가 아름다워지는 가운데 무제가 우러러
보니 한 천인이 있었다. 그는 용모가 단정했다.

무제에게 말하기를“저는 구렁이의 후신입니다.
폐하의 공덕을 입어 이미 도리천에 왕생했사오
며 이제 본신을 나타내어 영험을 보이나이다.”
그리고 은근하게 사례하고는 마침내 보이지 않
았다. 그 후《자비도량참법》
은 양 나라 때부터 오
늘까지 많은 불자들에게 전해져 독송되고 있다.
《자비도량참법》
을 읽어 죄를 참회하는 방식으
로 수행을 하면 영험을 받을 수 있어 죄가 없어져
복이 생기고, 나아가 망령을 제도하면 오랜 고륜
(苦輪 :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과보가 수레바퀴처
럼 돌아 쉴 사이가 없음)을 이탈할 수 있으므로
병으로부터 구하고 어둠을 깨뜨리는 공덕이 생
긴다. 즉, 본인과 망령들의 업장을 소멸하고, 보
살의 환희지를 높이고, 죄가 없어지고 또 원결이
풀리는 것이다.
자비도량참법은 전체가 10권으로 이루어져 있
다. 참법기도는 나의 잘못만을 참회하는 것이 아
니고 남의 잘못을 내 허물로 삼아 참회하고 모든
중생의 죄와 업장을 내 허물로 삼아 참회한다.
‘지심귀명례’
로 시작해 구절마다 부처님의 명호
를 부르며 절을 하고, 나머지는 독송하는데, 대개
모두 10권 38장을 독파한다. 제1권을 시작함으
로써 입재가 시작되고. 마지막 제10권 째 회향을
하는 것이다.
참법기도를 통해 업장을 소멸하고, 나를 위한
회향보다는 남을 위한 회향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부처님을 보호하고, 중생을
제도한다는 마음을 먼저 베푼다면 그것이 사회
로 번져 이상적인 사회가 되고 불국토가 되는 길
이 될 것이다.

도선사 일요법회
일요법회
도선사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일요법문
•사홍서원
•산회가(폐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20분
대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삼각산 도선사
도선사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법 공 양

제1655호

불기 2562년 3월 5일(음 1. 18)

삼각산 도선사
찾아오시는 길
*개

금불사

강재은, 강재호, 이윤균, 임도경, 이창열, 윤경희, 이융, 이준, 김주경, 김주형, 김주상, 권성택, 고희경,
권한수, 권한정, 권한준, 김복주, 김형상, 김미성, 정성윤, 정승환, 이동은, 조화순, 전수영, 김정회, 이연자, 김태훈, 박정하,
김선우, 김유정, 김을석, 김종우, 이상봉, 신지연, 이시원, 이유진, 강남일, 강동원, 김명진, 이수연, 김혜영, 김수진, 김연수,
박금자, 박현덕, 박수미, 오혜진, 이영수, 이종범, 이종수, 이종화, 정병기, 정의흔, 정홍주, 정경목, 정준기, 정주은, 정유정,
조봉환, 이재혁, 최병호, 최문석, 최문성, 최영미, 황수빈, 문광희, 권동우, 권민아, 김경민, 김민준, 김종헌, 김수현, 김덕호,
김명철, 류재연, 백승주, 허부영, 백경서, 백민재, 송병규, 오민정, 육군주, 이도영, 이수연, 이예찬, 이예림, 이현진, 신승희,
이홍민, 남궁미영, 홍성일, 남궁훈석, 정익승, 장순진, 변호령, 정찬덕, 정찬숙, 정지연, 강동희, 강태원, 亡권순분, 김민우,
김민재, 김정원, 이형석, 박은숙, 이동훈, 이동준, 이형진, 허영선, 이재원, 이성우, 김철현, 김호현, 류옥기, 박귀순, 소현지,
송원길, 황연자, 송동근, 송수경, 송주하, 송유경, 송지섭, 이민현, 이상민, 이상엽, 이시연, 박재윤, 박규태, 이종덕, 이주영,
이진홍, 임지영, 한상순, 강미예, 김준, 김태홍, 김지현, 남창희, 최순분, 서순례, 문두태, 문두환, 김병준 송옥순, 신동훈,
신중철, 신혜원, 장기중, 장기현, 장영례, 오충근, 정영순, 신주경, 정욱재, 간도연, 김기동, 홍혜숙, 김경환, 김병희, 김대희,
亡김평기, 김한순, 김나율, 성백현, 오언년, 권도윤, 유제임, 유준우, 이기섭, 서덕순, 이장호, 김은영, 이근호, 이정한,
이채원, 이영주, 이경주, 최성기, 김은숙, 최홍록, 최경록, 최훈나, 소세영, 강민석, 김민영, 유승철, 유미영, 유원철, 유하성,
고현진, 김재우, 고준환, 박영수, 박정윤, 박정민, 김동운, 엄용회, 이상훈, 박유란, 이묘림, 박진수, 亡조천준, 亡정순화,
亡박병은, 亡김은한, 亡조영선, 김영철, 김승덕 강성환, 손봉우, 손경아, 최현자, 윤창훈, 신효한, 윤성욱, 정춘자, 김분희,
전금식, 전승환, 안영환, 양길자, 양창희, 김이택, 길윤근, 홍승범, 김동주, 김성호, 안명숙, 김정주, 김지혜, 황종남, 신후미,
황용, 황웅, 황현식, 황현호, 황성현, 장은지, 이도훈, 김영자, 서구현, 김금란, 서원만, 서원용, 오태호, 최가람, 문상호,
안문수, 박선영, 안한수, 윤석중, 김영주, 신아승, 강유형
*설

판 기 도 김선학, 김요근, 김은순, 김택수, 김흥영, 문성옥, 박해조, 배현작, 서동수, 서정도, 성국석[준호], 손종헌,
손준익, 송안호, 송재환, 유명수, 이선우, 이의원, 이재성, 정일호, 천장명, 최동철, 최병수, 최성태, 추옥란
*방

생 총신도회, 관음회, 문수회, 지장회, 합창단, 서동수, 서진수 박건호, 김영진, 이미연, 조경자, 조성숙,
최금녀, 앙판섭, 김은순, 이병욱, 김대선, 임동호, 정인숙, 조상철, 김근형, 유충환, 유승열, 안천석, 이영규, 박선영, 안한수,
안문수, 진헌, 진은이, 진하연, 권민선, 권용진, 박정현, 박시현, 장민수, 김재민, 엄영애, 이병수, 주영미, 이은정, 이양지,
김상범, 김수연, 이옥자, 김강민, 이예지 이윤주, 성구경, 김요성, 박성분, 오주선, 김미선, 손지연, 허태수, 안지혜, 안준영,
최동순, 김미원, 이경아, 송유순, 전경자 곽복남, 황윤숙, 김분희, 김영수, 전춘자, 백금안, 백명숙, 류호철, 김금례, 양흥순,
정정순, 송영희, 김정임, 이동우, 정춘자, 손종헌, 최미라, 김성훈, 김명희, 이옥자, 주군강, 김순야, 박명자, 최영자, 우자경,
강춘선, 최연승, 정형구
*원

불

*독

불 공
이승계, 한광익
*단

청

*땅

한 평

*찹

쌀보시

*팥

보 시

한영조, 한수민, 전성주, 황인섭
최계주, 박준희, 최승희, 홍정미, 최지훈, 우종성, 최지선, 우도윤, 최지우, 박지용, 한광재, 정세윤,

【지하철 이용안내】
•경전철 : 북한산우이역(도선사입구)
2번 출구
•4호선 : 수유역 3번 출구 →
120번 또는 130번 버스 승차 →
우이동 종점 하차 →
맞은편 도선사버스 승차
•7호선 : 노원역 7번 출구 →
노원15번 승차 →
우이동 종점 하차 →
맞은편 도선사버스 승차
【버스 이용안내】
•109·120·130·144·1166번
(우이동 종점 하차)
•101·151·153·노원 15번·1144
(도선사 입구 하차)

도선사 버스운행
시/간/표
120번 종점
주차장

도선사
매점

04:20
05:30
06:30
07:00
07:45
08:15
08:45
09:15
09:45
10:15
10:45
11:15
11:45
12:15
12:45

05:10
06:00
06:45
07:25
08:00
08:30
09:00
09:30
10:00
10:30
11:00
11:30
12:00
12:30
13:00

점심시간
신재호, 신혜정, 김건

*찰

밥공양

김도연, 최판동

*보

탑

조창만, 이상훈, 조은경, 이준희, 이제희

이창보, 박성용, 안종우

*과

일

안천석, 이영규, 박선영, 안문수, 안한수

양길자, 손봉우

대웅전 개금 및 단청불사

*선

방

배상규, 박성용, 김민순, 이의원

어재경, 어석현

*각

종시주

신강식, 박문현

과일 및 각종 공양물 / 선방대중공양

삼각산 도선사는 신도들의 정성어린 설판공양을 받습니다. 문의 : 종무소(☎ 993-3161)

13:45
14:15
14:45
15:15
15:50
16:30
17:10
17:50
18:50
19:30

14:00
14:30
15:00
15:30
16:10
16:50
17:30
18:20
19:10
20:00

자비도량참법(慈悲道場懺法)은 양무제(겳武帝)가 여러 학승들을 통해 황후 치 씨를 위해 편찬한 가장 오래
된 참법입니다. 양나라의 무제가 닦아 양황보참(겳皇寶懺)이라고도 불리는 이 참법은 자비를 증장해서 고해에
서 해탈케 해주는 참회의 법문입니다. 참법에 의하여 원결을 풀면 원수가 없어지고 병이 낫고 어둠을 깨뜨리는
밝은 등이 되어 뭇 생명을 이롭게 한다는 수행법입니다. 신도님들께서도 이 기도에 동참하시어 죄업 참회는 물
론 이웃에게도 기도의 영험을 전해 다같이 불국정토를 이루는데 힘을 모읍시다.

※ 회향날 선망조상님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조상합동천도재’
도 봉행합니다.

•기도시간 : 매일 낮 12시 30분
•장

소 : 석불전

•회

향 : 6월 16일(음 5.3)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불기 2562년 3월 5일(음 1. 18)

화 보

제1655호

정월성지순례▶화엄사·사성암

정월방생법회▶강화 보문사 해변

삼각산 도선사는 2월 26일‘지리산의 보물’전남 구례 화엄사와 사성암에서
무술년‘정월성지순례’
를 봉행했다.

삼각산 도선사는 지난 5일 강화도 보문사 해변에서 무술년‘정월방생법회’
를 봉행하고, 어족 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치어를 방생했다.

도
선
사

이
모
저
모

푸에르토리코 복구성금 2천만원 전달

3.1독립운동 재현행사 도선사 범종 타종식

삼각산 도선사는 2월 27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
장 설정스님을 예방하고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에‘푸에르토리코 복
구성금’2천만원을 전달했다.
지난해 9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는
허리케인 피해로 약 1000여 명의 희
생자가 발생하는 등 국토의 80%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총무원장 설정스님은“푸에르토리코는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지켜
준 고마운 나라”
라며“정성을 모아준 도선사에 고마울 따름”
이라고 감사
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도선사 주지 송산도서 스
님을 대신에 회주 동광스님이 참석했다.

지난 1일 제99주년 3.1절을 맞아 도선사 범종각에서 주지 송산도서 스님
을 비롯해 박겸수 강북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제15회 3.1독립운동
재현행사 도선사 범종 타종식’
을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