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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모니불 봉축 7일기도
음력4월초하루(5월5일)부터
도선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오는 5월
5일(일, 음 4.1)부터 12일(일, 음 4.8)까지 석
가모니불 봉축 7일기도를 봉행한다. 도선사
는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부대중이
함께 석가모니불 기도를 봉행하고 있다.
석가모니불은 청정한 법신인 비로자나불
이 사바세계에 나투어 중생을 제도함에 천
백억의 모습으로 현현해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전지전능한 화
신의 부처님이므로 가장 수승한 힘을 지녔
다는 의미에서 대웅(大雄)이라고 한다. 따라
서 석가모니불 정근기도는 부처님의 전지
전능한 지혜와 능력을 내 스스로가 실현하
겠다는 의지의 다짐이다.
또한 정근기도는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명
호를 반복해 염송하는 것으로, 제불보살님
을 부르면서 내 자신이 불보살님을 닮아가
고자 하는 수행법이다. 따라서 정근기도는
참선이나 절을 올리는 용맹정진 못지않게
중요한 수행법으로 전해오고 있다.
도선사는 해마다 석가모니불 봉축 7일기
도를 통해 나의 참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얻도록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기
도 정진을 한다.

2019년

▲부처님오신날 연등불사 도선사는 음력 3월 초하루인 지난 5일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 연등불사를 입
재했다. 대웅전 앞마당을 장엄한 찬란한 분홍색 연등을 4월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기도 날 처음으로 불을 밝
혔다. 앞으로 도선사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찬탄하는 연등으로 도량 곳곳을 장엄하고 불을 밝힌다.

제6회 산신대제 18일(목)부터 3일간 봉행
불교전통의식으로 고혼 윤회해탈 기원
삼각산 도선사는 오는 18일(목,
음 3.14)부터 20일(토, 음 3.16)까지
경내 대웅전 앞 특설법단에서‘제6
회 신령스러운 삼각산 산신대제’
를 봉행한다.
이번 산신대제는 삼국시대 한강
쟁탈 전쟁과 몽골과 전쟁ㆍ임진왜
란ㆍ병자호란ㆍ의병운동ㆍ한국전
쟁 등 수많은 전란으로 목숨을 잃

은 사람들과 산에서 죽은 동ㆍ식물
들,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성(城)을
쌓다 돌아가신 원혼 등을 모두 모
셔 불교 전통 시식(施食)으로 진행
할 예정이다.
도선사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
“산신제를 통해 삼각산에서 영면
한 모든 유주무주 고혼들이 부처님
의 가피와 삼각산 산신의 원력으로

4월 18일(목, 음 3.14) ~ 20일(토, 음 3.16)

※호국영령과 갖가지 인연으로 산에서 돌아가신 영혼을 위한
시식도 베풀어집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삼각산 도선사
도선사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극락왕생하고, 이승과 저승의 모든
존재들이 겪는 번뇌를 해소해 소통
과 화합의 기운이 충만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도선사는 국가의 제사를 지
냈던 전통, 삼각산 내에 있는 사찰
들이 행했던 각종 축원을 위한 재
(齋)와 호국불교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송산도서 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으면부터 삼각산 산신제를 해마
다 봉행하고 있다.

종 합

불기 2563년 4월 10일(음 3. 6)

노후 종무소(천불전) 개·보수 불사
십시일반 사부대중 보시 통해 현대식으로 개선
도선사 신도들이 경건한 마음
으로 기도·수행하는 공간이 법
당과 석불전이라면, 신도 관리와
교육·포교 등 신도들의 신행활
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중심
공간은 천불전이라고 불리는 종
무소다. 도선사 종무소는 신도들
의 행정지원을 365일 지속하다
보니, 지난 수십 년 간 내부 개·
보수를 하지 못했다. 도선사는 기
해년을 맞아 노후한 종무소를 보
다 현대적 시설로 개·보수하는
공사에 착수한다.
도선사는 이번 종무소 개·보
수 공사를 신도들의 보시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정해진 불사 동
참비용은 없고, 십시일반 접수를
받고 있다. 종무소는 그 어떤 법
당 못지않게 사찰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전각이다. 특히
도선사 종무소는 달리 천불전이
라고도 불리기 때문에, 종무소
개·보수 불사에 동참하는 공덕
은 부처님을 모신 법당 불사에 참
여하는 공덕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주지 송산도서 스님

은“종무소가 현대식으로 변모하
면 종무행정을 담당하는 종무원
들의 편의증진은 물론 각종 기도
접수를 하는 신도님들도 쾌적하
고 안락한 환경에서 보다 나은 서
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다.”
면서
종무소 불사에 많은 신도님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불기2563년 부처님오신날 연등불사
사업성취108등·장엄등·일년등·석불전 100일등, 도량 곳곳 장엄
삼각산 도선사는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연등불사
를 봉행하고 있다.
봉축 연등은 부처님 오심을 기
뻐하며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고 건강과 행
복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대웅전
일년등·사업성취108등·장엄
등·석불전 100일등을 비롯해
포대화상과 안양암 미소부처님
까지 도량 곳곳에 등을 밝혀 장엄

하게 된다.
우리가 부처님께 올린 한 등,
한 등의 밝은 불빛은 법당을 밝히
고 우주를 장엄하며 탐·진·치
로 물든 어둠을 없애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자비와 광명이 함
께하는 더 없이 좋은 생명의 날에
다 같이 부처님 오신 참뜻을 새기
며, 지혜와 자비의 연등을 밝혀
사바세계의 등불이 되기를 발원
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전에 따르면, 등을 공양해서
쌓는 수많은 공덕에는 △부처님
으로부터 장차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는 것 △지혜의 눈을 얻
을 수 있는 것 △재앙을 물리치고
소원을 성취하는 것 등이 있다.
주지 송산도서 스님은“봉축
연등불사에 수희동참하여 가족
과 이웃, 우리사회에 희망과 기쁨
의 등을 켜는 무량공덕을 쌓길 바
란다”
고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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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전 성역화 불사’
한창
역대 큰스님 사리탑 봉안
도선사는 중흥조 청담 대종사 사리탑을 오르는
입구를 재정비하고 부도전을 새로 조성하는 성역화
불사가 한창이다.
부도전 부도탑 불사는 청담 대종사 석상 및 도선
사 사적비 봉안단 일대이며, 도선사 사적비는 범종
각 옆으로 이미 이전했다. 또한 청담 대종사 사리탑
을 오르는 하단에 신규로 조성되는 부도전에는 최
근 입적하신 청담문도회 문장 진불장혜성 대종사와
조실 경하현성 대선사의 부도탑 등을 조성해 봉안
할 계획이다.
한편 도선사는 부도전 부도탑 조성불사 모연을
하고 있으며, 모연금액에 상관없이 십시일반 동참
가능하다.

어린이·학생회 법회 회원 모집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정기법회
도선사는 어린이·학생회 법회 회원을 모집한다.
어린이·학생회 법회는 포교국장 혜명 스님을 지도
법사로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호국참회원 2층 교
육관에서 열린다.
도선사 어린이·학생회 법회 1부는 삼귀의·예
불·반야심경·청법가·어린이오계·정근·명상
및 법사 스님의 법문이, 2부는 매주 주제를 다르게
하여 학년별로 진행된다. 이밖에도 찬불동요 부르
기·야외법회·생일법회·시장법회 등 다양한 활
동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
도하고 있다. 또한 방학 동안에는 특별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여름에는 신나고 활기찬 물놀이와 겨울
에는 스키캠프 등이 마련된다.
지도법사 혜명 스님은“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희망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관심
과 사랑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도선사 어린이·학
생회 법회는 스님과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 교육·
육아·수행에 대한 대화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며“따뜻한 부처님 품 안에서 언제나 행복한 이곳,
도선사 어린이·학생회에 친구들을 초대한다.”
고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삼각산 도선사는 종무소 개·보수 불사를 위해 불자님들의 신심어린 모연을 받습니다.
불교에서 종무소는 사찰의 종무행정과 포교 그리고 각종 기도접수 등을 수행하는 중요
한 공간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도선사 종무소는 낙후되어 그동안 많은
불자님들께서 불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도선사는 기해년을 맞아 종무소를 현대식으로 환경을 개선키로 하고 모연을 받습
니다. 도선사 신도님들께서는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종무행정과 각종 기도접
수를 할 수 있도록 십시일반의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모연 금액 관계없이 십시일반 동참 가능합니다*
동참문의:화주실 및 종무소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02-993-3161~3)

법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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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안으로 가는 길

만물을 포용하는
산처럼 살아가자
봄바람이 잦아들면서 따스한 기운이 대지에 가득
합니다. 요즘은 산에 나무를 심는 시기인데, 산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산은 뭇 생명에게 어머니
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나운 맹수는 물론 순한 동물
들의 삶의 터전이고, 사람들 역시도 산에서 산나물
을 캐고, 나무 수액을 채취하고, 죽거나 부러진 나
무로 불쏘시개를 쓰는 등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습
니다.
산이 만물을 포용하는 모습은 부처님의 자비로움
마음을 닮았습니다. 폭우가 그칠 줄 모르고 내리면
빗물을 머금어 홍수를 막아주고, 가뭄이 들어 시냇
물이 마를라치면 머금었던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
뭇 생명을 감로수로 적셔줍니다. 도선사를 품은 삼
각산 둘레를 거닐다보면 산비탈에 자리 잡은 식물
들의 놀라운 생명력에 감탄을 하곤 합니다. 작은 잎
이 돋아나더니,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게 성장
합니다.
이런 모습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큰 평
안과 기쁨을 얻습니다. 산책하다가 자칫 돋아난 잎
사귀를 밟을 새라 조심하게 되고, 그 기특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마음은 저절로 순화가 됩니다.
간혹 다람쥐라도 마주치게 되면, 입가에 떠오른 미
소가 한동안 가시지를 않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기
도하고, 염불하는 것만이 아니고, 세상 만물을 바라
보면서 사랑의 마음을 넓혀가는 것 역시 중요한 수
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중국 송나라 때 문인인 왕안석(王安石, 1021~
1086)은 신심 돈독한 불자입니다. 그의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終日看山不厭山 買山終待걛山間 山花갳盡山長
在 山水空流山自閑(그때나 지금이나 산은 늘 봐도
좋아서 / 산에 들어 산에 살다, 산에서 결국 늙어가
네. / 산꽃이 시들었더라도 산은 늘 그대로이고, / 산
개울물이 맘대로 흘러도 산은 조용하다.)”
산처럼 모두를 사랑하는 불자가 됩시다.
회주 혜암동광 큰스님

불기 2563년 4월 10일(음 3. 6)

서로 의지하는 자연을 본 받자
주지 송산도서 스님의

지·상 ·법·문

인연생기의
법칙
꽃향기가 세상 천지에 가득한 봄입니다. 도선사
불자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꽃향기가 피어오르길 진
심으로 기원합니다. 씨를 뿌리면 싹이 트고, 꽃이
피면 열매를 맺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런 자연
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흙이 있어서 나무가 잘 자라
고, 꽃이 피면 나비와 벌이 날아든 덕분에 열매가
맺고, 열매가 맺어진 덕분에 온갖 새와 다람쥐가 맛
난 먹을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뚝 서 있는 나무 한그루를 보면서 세상 만물은
더불어 살아간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세
상은 5G 시대가 개막됐다며 떠들썩합니다. 5G는
인터넷 속도가 기존보다 수십 배 빨라졌음을 의미
하는데, 이로 인해 우리의 생활은 빠르게 변화할 가
능성이 큽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가 성큼
다가서는 등 신기술의 발달은 우리 사회에 큰 변화
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 인간은 더
욱 소외되고, 개인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
록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불교 용어 중에는‘인드라망(因陀갥網)’
이란 단
어가 있습니다.‘인드라의 그물’
이란 뜻의 이 용어
는 고대 인도신화에서 유래합니다. 인드라 그물은
인드라 신이 사는 선견성(善見城) 위의 하늘을 덮고
있는 일종의 무기로, 그물코마다 보배 구슬이 박혀
있습니다. 이 구슬에서 나오는 빛은 무수히 겹쳐 신
비한 세계를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끊
임없이 서로 연결되어 온 세상으로 퍼지는‘법의
세계’
를 인드라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6년간의 고행 끝에 깨달으
신 연기법(緣起法)도 알고 보면 바로 세상이 인드라
망을 얽혀 있다는 것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연기
는‘인연생기(因緣生起)’
를 뜻합니다. 이와 관련해
경전에서는“모든 존재는 이것이 생(生)하면 저것

이 생(生)하고, 이것이 멸(滅)하면 저것이 멸(滅)한
다.”
는 말로 만물의 본질과 상호의존성을 설명합니
다. 이 연기법은 부처님께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미 우주법계에 본래부터 존재하던 보편적인 진리입
니다. 이 진리를 부처님께서는 깨달았고, 12연기 등
을 통해 중생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생은 혼자 잘난 맛에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신 혼자 잘 났기 때문에 이웃
과 더불어 살기를 거부합니다. 부모나 형제조차도
돌아보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있어야 하고, 그 부모의 부모(조부
모)가 있어야 한다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문명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집을 짓는 사람, 도
로를 만드는 사람, 생필품을 생산하는 사람이 있어
야 합니다. 누군가는 농사를 지어야, 다른 누군가는
음식을 만들어서 팔고, 그때서야 자신이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다는 걸 떠올리지 못합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사람은 무엇을 의지하여
머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은“사람은 벼
나 보리를 의지하여 머문다.”
고 답하셨습니다. 이에
다시“벼와 보리는 무엇을 의지해 머뭅니까?”물으
니“벼와 보리는 땅을 의지해 머문다.”
고 답합니다.
이후 대화는 땅은 물을, 물은 바람을, 바람은 허공
을 의지해 머문다고 이어집니다.
삼라만상은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존재합니다.
이런 우주의 존재원리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보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
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다투고, 경쟁하며
사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격려하며 살아야 합니
다. 우리의 몸가짐 하나, 마음가짐 하나, 말 한마디
가 바뀌면 내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고, 점차 세상
구석구석까지 밝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인드라망인지를 잘 보여
주는,《선문염송》
에 나오는 게송을 들려드리며 법
문을 마칠까 합니다.
“한 집에 일 생기니 백 집이 바쁘고 / 봄기운 돌아
오니 풀은 저절로 자란다. / 동쪽 재의 달빛에 서쪽
개울물은 뚜렷하고 / 국화꽃은 시들건만 중양(重陽)
을 기다린다.(一家有事百家忙 春暖才廻草自長 東嶺
月分西澗水 菊殘猶自俊重陽.)”

부처님오신날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봉축
봉축7일기도
7일기도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을 찬탄하며 그 명호를 염송하게 되면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마침내 열반의 도리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행되는 석가모니불 봉축
7일기도에 동참하시어 소원성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 재 5월 05일(일, 음력 4월 1일)
회 향 5월 12일(일, 음력 4월 8일)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사부대중

불기 2563년 4월 10일(음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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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산 산신대제의 의미

불기 2563(2019)년

부처님과 산신 원력으로
모든 고혼 극락왕생 기원

도선사 1/4분기 재정 현황

삼각산 도선사는 오는 18일(목)부터 20일(토)까지
3일 간 제6회 삼각산 산신대제를 거행한다.
삼각산 산신제의 전통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때 시
작되어 면면히 끊어지지 않고 700여 년을 이어왔다.
삼각산 산신제에는 국가의 안녕과 마을의 번영, 개인
의 수명장수와 부귀영화, 소원성취를 기원하였다.
생명의 시원(始原)은 자연, 곧 산(山)이다. 산은 자
연의 기(氣)가 가장 강하게 뭉친 곳이며, 모든 생명이
태동하는 근원이기도 하다. 산에 오르면 막혔던 가슴
이 뻥 뚫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몸에는 자신도 모
르는 강한 기운을 느끼게 된다. 그 이유는 바로 산에
오르면 우리가 태어난 본성으로 돌아가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산신각은 도량에서 가장 위쪽에 위치한
다. 도량을 수호하고 정법을 옹호하는 호법(護法)의
선신(善神)이다. 또한 산신은 인간의 재물과 수명 그
리고 복덕을 관장한다고 한다. 산신은 생명의 신·자
연의 신이며, 이 땅 어디에도 머무시지 않는 곳이 없
다. 만덕(萬德)을 두루 갖추시어 지극히 신령스럽고
지극히 거룩한 존재이다.
제불보살님과 삼각산 산신을 모시고 베풀어지는
삼각산 산신제는 삼각산 산신을 모셔서 국가 제사를
지냈던 전통으로 삼각산 내에 있는 사찰들이 각종 축
원을 위한 재와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6
년 전부터 지내고 있다.
삼국시대의 한강 강탈 전쟁과 함께 몽골과의 전쟁,
임진왜란·병자호란·의병운동·한국전쟁 등 삼국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생하였던 수많은 전
란으로 돌아가신 분들과 산에서 서식하다가 죽은 동
식물들, 산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성을
쌓다가 돌아가신 원혼들 등 모두 모셔서 시식의례로
설행한다.
이를 통해 삼각산에서 영면한 모든 유주무주고혼
들이 부처님의 가피와 삼각산 산신의 원력으로 극락
왕생하고, 이승과 저승의 모든 존재들이 겪는 번뇌를
해소하여 소통과 화합의 기원이 충만한 사회를 건설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삼각산 도선사는 2019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1/4분기 재정현황을 공고합니다. 재정현황은
일반회계·불사 특별회계·적립금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로 분류하여 게재합니다. - 재무부 -

■ 일반회계 수입 / 지출 보고
수 입
2019년 예산

일반 수입

1,167,300,000

276,045,500

24%

법요행사비

불공 수입

6,418,176,000

1,837,701,137

29%

소임공제 및 보시

법요·행사 수입

:
:
:
:
:

예산대비율

분류(관)

2019년 예산

1/4분기 결산

예산대비율

754,046,000

164,156,000

22%

1,809,800,000

421,559,170

23%

1,085,534,000

214,735,000

20%

관리운영비

1,533,661,000

405,258,893

26%

-

-

-

분 담 금

1,451,000,000

362,750,000

25%

문화재입장료 수입

-

-

-

자산취득비

148,460,000

18,097,490

12%

262,575,000

71,338,158

27%

일반사업비

168,000,000

32,943,770

20%

교무금 수입

8,600,000

3,485,000

41%

목적사업비

1,785,570,000

437,875,320

25%

차 입 금

-

-

-

성보관리비

118,800,000

29,700,000

25%

45,000,000

57,030,806

127%

기타지출

267,848,000

44,597,340

17%

특별회계전출금

670,000,000

68,500,000

10%

차입금상환

-

-

-

대 여 금

-

-

-

반 환 금

-

-

-

예 비 비

250,000,000

-

-

차년도이월금

30,000,000

-

-

8,987,185,000

1,985,437,983

22%

기타 수입

전년도 이월금

합계

8,987,185,000

2,460,335,601 27.38%

합계

■ 불사 특별회계 수입 / 지출 보고
수 입
분류(관)
영구위패

2019년 예산
500,000,000

지 출

1/4분기 결산

예산
전년도이월금
대비율

분류(관)

1/4분기 결산

예산
대비율

이월금

500,000,000

1,957,745

0%

-

국유지매입

1,707,102,500

16,179,218

1%

-

1%

-

원주포교당
불사

5,000,000,000

38,500,000

1%

-

138,935,000 135%

81,010,294

부도탑 불사

103,295,000

91,700,120 89%

-

300,000,000

-

-

-

1,707,102,500

1,220,000

원주포교당
불사

5,000,000,000

38,500,000

부도탑 불사

103,295,000

206,976,570

영구위패

2019년 예산

0% 1,636,857,832

61,425,000 12%

국유지매입

대중공양간
개선공사

300,000,000

-

-

-

대중공양간
개선공사

종무소
리모델링공사

200,000,000

13,320,000

7%

-

종무소
리모델링공사

200,000,000

82,978

0%

-

계단
개보수공사

200,000,000

-

-

-

계단
개보수공사

200,000,000

-

-

-

8,010,397,500

253,400,000

8,010,397,500

148,420,061

2%

-

합계

3% 1,924,844,696

합계

■ 적립금 특별회계 수입 / 지출 보고
수 입
분류(관)

2019년 예산

지 출

예산
1/4분기 결산
대비율

전년도이월금

청담문화기금

403,755,000

30,087,714

퇴직적립금

352,023,000

36,000,000 10% 207,921,256

합계

755,778,000

66,087,714

매월 첫째·셋째 토요일 오후 2시~4시, 선묵당
무료
포교국장 혜명 스님
선착순 50명(남·여, 연령 제한없음)
1부-염불봉사의 의미와 목탁습의
2부-염불실습과 조가연습
•동 참 문 의 : 도선사 종무소(02-993-3161~3)
포교국장 혜명 스님(010-9498-2070)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1/4분기 결산

교육연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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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간 및 장소
•교
육
비
•강
사
•모 집 인 원
•강 의 내 용

지 출

분류(관)

7% 283,594,826
9% 491,516,082

분류(관)

2019년 예산

1/4분기 결산

예산
대비율

이월금

청담문화기금

403,755,000

2,380,952

1%

퇴 직 금

352,023,000

8,510,892

2%

-

합계

755,778,000

10,891,84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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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리

이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을까?
끽다거(喫茶去)
이 무렵 남녘은 본격적으
로 차가 수확되는 철입니다.
다향(茶香)이 깊은 사찰에서
는 춘다례와 추다례를 열어,
차와 선(禪)이 하나가 되는
다선일여(茶禪一如)의 선풍
을 이어갑니다. 춘다례는 대개 3월 3일 삼짇
날 무렵에 열립니다. 삼짇날은‘중삼일(重三
日)이라고도 해서 봄날 가운데 양기가 가장
강한 길일로 꼽힙니다. 가을의 9월 9일 중구
일(重九日)과 짝을 이루어 봄·가을의 양기가
충만한 날입니다. 불자들은 삼짇날 사찰에 가
서 불공을 올리고, 마을에서도 이날 산신제나
장승제를 올리면서 각자 소원을 빌었습니다.
모두 봄의 생명력을 함께 나누는 풍습입니다.
차와 관련된 당나라 조주(趙州) 스님의 다음
과 같은 선문답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어느 날 한 객승이 찾아오자 조주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전에 여기 온 적이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차나 한 잔 마시게.”
오후가 되어 다른 객승이 문안인사를 올리
자 스님은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전에 여기 온 적이 있는가?”
“아닙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차나 한 잔 마시게.”
곁에서 이를 지켜본 원주(院主)는 이상하게
여겨 나중에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어째서 예전에 이곳에 온 적이 있는
사람에게도 차를 들라 하시고, 이곳에 온 적
이 없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차를 들라고 하십
니까?”
“원주, 차나 한 잔 마시게.”
이렇게 조주 스님은 법을 물으며 찾아오는
이들에게‘차나 마시게[喫茶去]’
라는 말로

응대함으로써 조주다(趙州茶)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진리를 구하고 선(禪)을 하
는 것은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니라, 일상적으
로 차를 마시듯 장소나 때에 구애됨 없이 평
상심을 잃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물론 이
선문답도 공안(公案)으로 쓰이지만 일상의 언
어로 풀어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
한 이야기로, 마조(馬祖) 스님의 일화가 있습
니다.
어느 날 한 승려가 당나라의 마조 스님을
찾아와서 여쭈었습니다.
“스님의 높은 경지를 늘 흠모해왔습니다.
어떻게 도를 닦아야 스님과 같은 깨달음의 경
지에 이를 수 있습니까?”
“도를 닦는 것이 별 거겠소. 그저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거지요.”
“그거야 세상사람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럴까.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이 생각 저 생각 끊임없이 공상하고, 잠잘 때
도 오만 가지 매듭을 풀었다 지었다 하지요.
난 그저 밥 먹을 땐 밥을 먹고 잘 땐 잠을 잘
뿐이지요.”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것, 이처럼
쉬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인생의
주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에 쫓기면서
사는 자신을 돌아보면, 이런 것마저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어쩌
면 번뇌 없이 순간순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있는지도 모르겠
습니다.
이 봄날 삶의 먼지를 털고 환기를 시키는
것은 내 삶의 주인공을 되찾기 위함이고, 이
봄날 산을 찾는 것은 내 안의 부처를 찾고 모
든 이들과 자비로운 세상을 이루려는 원을 되
새기기 위함이며, 이 봄날 꽃을 심고 나무를
심는 것은, 내 마음의 원이 시들지 않도록 물
을 주고 거름을 주며 가꾸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잠잘 때 잠만 잘 수 있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내원국장 법은 스님

불기 2563년 4월 10일(음 3. 6)

깨달음의 노래

향엄지한 (下)

我有一機 瞬目視伊
겭人겘會 別喚沙彌
나에게 하나의 기틀이 있으니, 두 눈을 깜빡여 그걸 보이네.
그래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번에는 사미를 불러보리라.
지난 호에 이어‘향엄죽격’
의 공안을 만들어낸 향엄지한(香
嚴智閑, ?~898) 스님의 이야기를 한 가지 더한다. 도량을 청소
하다가 돌멩이를 대밭에 던진 후 깨달음을 얻은 향엄 스님은
곧바로 스승인 위산영우 선사에게 돌아와 자신의 견해를 털어
놨다. 제자의 말을 들은 위산영우 선사는 향엄 스님의 깨달음
을 기꺼이 인가해 주었다.
그런데 이때 앙산혜적 스님이 외출에서 돌아왔다. 앙산혜적
스님은 향엄 스님에게 사형이 된다. 사제의 깨달음 소식을 전
해들은 앙산혜적은 스승인 위산영우 선사에게“스승님께서 직
접 점검해보셨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다.
그런데 위산영우 선사는 짐짓 모르는 척하면서 말했다.
“아니”
이에 앙산혜적 스님은 향엄 스님에게 찾아가 깨달은 경지를
다시 한 번 읊어달라고 말했다. 이때 향엄지한 스님은‘去年貧
未是貧 今年貧始是貧 去年無卓錐之地 今年其錐也無也.’
라는
게송을 지어보였다. 이 게송의 뜻은“지난해 가난은 가난이 아
니고, 금년 가난이 비로소 가난이로다. 지난 해 가난은 송곳 꽂
을 땅이라도 있더니, 금년 가난은 송곳조차도 없네.”
라고 풀이
할 수 있다. 무소유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수행자의 모습을 여
실히 느낄 수 있는 게송이다.
하지만 이 게송을 들은 앙산혜적 스님은“사제는 여래선은
깨쳤지만, 조사선은 꿈에도 보지 못하고 있군.”
하고 말했다. 앙
산혜적 스님의 말을 들은 향엄 스님은 아무런 말도 없이 다음
의 게송 하나를 더 지어보였는데, 바로 위의 게송이다. 이 게송
을 듣고서야 앙산혜적 스님은 사제 향엄 스님의 깨달음을 인
정하고, 스승인 위산영우 선사에게 돌아와 사제의 깨달음을 고
했다.
훗날 향엄지한 스님은‘향엄상수(香嚴上樹)’
라는 화두도 남
긴다. 내용은 이렇다.“그대가 나무 위에 올라가 손으로 가지를
잡지 않고 발로도 나무를 밟지 않은 채 오직 입으로만 나뭇가
지를 물고 매달려 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나무 밑에 와서 진리
를 묻는데, 대답하지 않으면 질문을 외면하는 것이 되고, 대답
하면 나무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삼각산 도선사는 종각 옆 청담 대종사 사리탑 일대를 새롭게 조성하는 성역화 불사를 시작합니다.
성역화 불사는 청담 대종사의 부도전 축대 보강정비 및 사적비 이전, 그리고 청담문도회 문장 진불장
혜성 대종사와 조실 경하현성 대선사의 부도탑을 조성해 봉안하게 됩니다.
이에 도선사는 부도전 부도탑 조성불사 모연을 시작하오니,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모연금액 상관없이 십시일반으로도 동참가능합니다】

※ 설판 : 1인당 100만원 / 특설판 : 1,000만원 이상 ※
(설판 시주자는 공덕비에 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동참문의 : 화주실 및 종무소(☎ 02-993 - 3161~3)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불기 2563년 4월 10일(음 3. 6)

도선뉴스

기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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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불교성지순례 특집 ⑧ - 룸비니

*석불전 100일 연등불사
소망하는 일 원만성취 기원

“부처님 탄생지, 불자들 마음의 고향”

도선사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소원성
취 석불전 100일 연등불사’
를 봉행하고 있
다.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도선사
는 석불전에 가장 먼저 봉축등을 밝힌다.
도선사 석불전은 신비스럽고 영험이 있다
고 하여 기도객이 끊이지 않는 기도처이다.
이곳에 연등을 밝히는 것은 몸과 입, 뜻으로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하고, 자비 원력을 실
천해 참된 불자의 삶을 살겠다는 서원이 담
겨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도선사‘염불봉사단’모집
매월 첫째·셋째 토요일 오후 2시
도선사는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염
불하는 곳곳마다 불국토를 실현하기 위해
염불봉사를 펼칠 염불봉사단을 모집한다.
염불봉사단 교육은 포교국장 혜명 스님의
지도하에 △염불봉사의 의미와 목탁습의
△염불실습과 조가연습 등의 과정으로 진
행된다. 강의는 매월 첫째·셋째 토요일 오
후 2시부터 4시까지 선묵당에서 진행하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교육비 무료).

*매월 2·4주 토, 새신도 교육
오후 1시 선묵당, 무료로 진행
도선사는 매월 둘째·넷째주 토요일‘새신
도 교육’
을 진행하고 있다. 새신도 교육은
△삼보·삼귀의·오계 등 신앙대상에 대한
교육 △절하는 법·합장·차수·향과 초
꽂는 법·도량에서의 예절 등 기본예절 교
육 △각종 법회와 일상 기도 안내 △불교 기
본교육 과정 및 천수경반, 불교문화반 등 각
종 교육프로그램 소개 등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불
자님들은 종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장소 : 선묵당, 시간 : 오후 1시~3시)

1895년 독일 고고학자에 의해 발견, 전 세계 수행자들의 성지
룸비니(걄毘尼, Lumbini)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난 곳으로, 정확히는 인도가 아니라 네팔에 속
해있기 때문에 룸비니로 가기위해서는 인도와 네팔
의 국경을 넘어야 한다.
네팔 남부 테라이 지방에 있는 룸비니는 부처님께
서 깨달음을 얻은 보드가야, 첫 설법을 한 녹야원, 열
반에 든 쿠쉬나가르와 함께 불교의 4대 성지 중 하나
이다. 1895년 독일 고고학자인 포이러(Feuhrer)가 히
말라야 산기슭의 작은 언덕을 배회하다 석주 하나를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전설에 따르면 기원전 623년 샤카족의 왕비인 마
야부인은 당시의 관습에 따라 출산을 위해 고향으로
가던 중, 갑자기 산기를 느끼고 룸비니에 있는 무우
수(無憂樹) 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게 되고 그곳에서
석가모니를 낳게 된다. 흔히‘룸비니 동산’
이라고 하
지만 룸비니 동산은 언덕이라기 보다는 잘 가꾸어진
평지, 정원에 가까워 보인다.
거울처럼 맑다는 연못, 푸스카르니(Puskarni) 연못
도 마야부인이 아기부처님을 낳은 후 목욕을 했다고
알려진 성스러운 곳이지만 네모반듯하게 정비돼 있
어 2,500여 년 전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쉽지는 않
다. 그 옆으로 독일 고고학자 포이러가 발견했다는
높이 6.5m의 아쇼카왕 석주가 우뚝 서 있다.

상륜부를 장식했을 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석주 표면에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다.
“신들에게 사랑받는 자비로우신 아쇼카왕은 즉위
후 20년이 지나 스스로 여기에 와서 공양했다. 이곳
은 석가모니가 탄생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곳이 세
존이 탄생한 곳임을 알리기 위해, 왕은 아름다운 담
을 쌓아올리고 석주를 건립했다. 왕은 룸비니 마을
의 세금을 감하여 수확의 8분의 1만 내게 하였다.”
이 석주의 명문은 그리 길지 않지만 그 의미는 참
으로 놀랍다. 부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명백히 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아쇼카왕 석주 옆에는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부인
을 기념하는 순백색의 마야데비(Mayadevi) 사원이
있다. 내부에는 아름다운 부조, 그리고 아기부처님
이 세상에 첫 발을 딛을 때 남긴 발자국이 새겨져 있
다는 바위가 유리 보호막으로 덮여 보존돼 있는데,
마야데비 사원 내부에서는 일체의 사진 촬영을 금지
하고 있다.
무우수가지를 붙잡고 서있는 마야부인, 그 오른쪽
옆구리를 통해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아기부처님과
이들을 둘러싼 시녀 혹은 천신들이 부조돼 있는 석
판이 있지만 심하게 훼손된 상태인 점이 안타깝다.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순례날짜
11월
29일(금)~
12월
11일(수)
2019년 11
월 29
일(금)~12
월 11
일(수) [13일간]
[13일간]
•순례날짜 :: 2019년
•순례성지
•순례성지 :: 델리박물관
델리박물관 부처님
부처님 사리
사리 친견-아잔타석굴-엘로라
친견-아잔타석굴-엘로라 석굴-산치대탑석굴-산치대탑타지마할-상카시아-기원정사-룸비니-열반지-발우탑-바이샬리타지마할-상카시아-기원정사-룸비니-열반지-발우탑-바이샬리나란다대학-영축산-부다가야-녹야원-갠지스강
나란다대학-영축산-부다가야-녹야원-갠지스강
•동참금
•동참금(성인
299만원(에어인디아
329만원(아시아나
(성인 1인
1인 기준)
기준) :: 299만원
(에어인디아 항공)
항공) // 329만원
(아시아나 항공)
항공)
•접수마감
2019년 8월
8월 31일(토)까지
31일(토)까지
•접수마감 :: 2019년
•동참문의
도선사 종무소(☎02-993-3161~3)
종무소(☎02-993-3161~3)
•동참문의 :: 도선사
일광여행사(☎02-736-6272)
일광여행사(☎02-736-6272)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법 공 양

제1707호

불기 2563년 4월 10일(음 3. 6)

삼각산 도선사
찾아오시는 길
*부

도 전

김광일, 이길종, 조순왕, 이성수, 이경주, 김기출, 이은경, 이명진, 김민서, 김태환, 이문형, 강춘선, 김성수,

남궁현호, 남궁현규, 서구현, 이옥선, 길정옥, 유지현, 허부영, 변미경, 변만석, 최현수, 최경희, 문제돈, 문성보, 박승삼, 남정분,
강승우, 유병득, 허명록, 정성원, 정민애, 김지환, 김용현, 박준영, 이영찬, 최기영, 황선이, 안희순, 김정순, 김종학, 김범승,
김범민, 김만복, 김원철, 차강, 차윤, 이광동, 강수원, 이진아, 구자혁, 조영희, 조창만, 조재경, 이동열
*설

판기도

류한진, 서구현, 정성윤, 김용해, 권상호, 윤성준, 김종영, 오팔석, 김동희, 김선학, 이의원, 강호문, 최명옥,

강문순, 손종헌, 최성태, 장지원, 김양배, 정영숙, 김정순, 박성용, 양진영, 오필수, 이주연, 이석철, 김은순, 김성환, 서문기철,
김상기, 성국석, 정현수, 김창훈, 천장명, 김광석, 신동하, 추옥란, 김용수, 민태희, 한준호, 한상희, 서동수, 이광림
*장

엄 등

관음회, 보현회, 문수회, 합창단, 박정업, 양명자, 정각행, 박정연, 임길선, 박정화, 박정앵, 정재준, 임승연,

양승열, 안천석, 이영규, 안문수, 안한수, 박선영, 왕준광, 왕길상, 정정준, 마찬심, 정용운, 정혜리
*종무소보수

홍성규, 임대규, 임일규, 임종혁, 임종원, 임다영, 김정순, 진현, 진은이, 진하영, 진해영, 유승숙, 고종석,

【지하철 이용안내】
•경전철 : 북한산우이역(도선사입구)
2번 출구
(첫차-05:30, 막차-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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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분향, 고경호, 고영택, 고병진, 고창빈, 고선영, 김민아, 차면광, 고나연, 김정순, 진현, 진하영, 진해영, 김민정, 문지후,
김윤순, 김용철, 박설자, 허태수, 최재선, 최정윤, 권선길, 박종구, 이범진, 이혜선, 정송옥, 신강식, 양정용, 김원철, 이행종,
김인천, 김민정, 김민선, 이종관, 강영준, 강정찬, 윤종문, 전준형, 이경순
*산

신 제

총신도회, 관음회, 보현회, 문수회, 정연호, 박정애, 정재근, 정송이, 조윤오, 이강훈, 오종주, 오영주, 김미애,

도선사
매점

신도님들의 정성어린 설판공양을 받습니다.

05:10
04:20
06:00
05:30
06:45
06:30
07:25
07:00
08:00
07:45
08:30
08:15
09:00
08:45
09:30
09:15
10:00
09:45
10:30
10:15
11:00
10:45
11:30
11:15
12:00
11:45
12:30
12:15
13:00
12:45
점심시간
14:00
13:45
14:30
14:15
15:00
14:45
15:30
15:15
16:10
15:50
16:50
16:30
17:30
17:10
18:20
17:50
19:10
18:50
20:00
19:30

•설판 문의 : 종무소(☎ 993-3161) /•제사 문의 : ☎ 993-3165

일요·공휴일, 초하루 등
큰 기도와 법회시 수시운행

오태석, 오경훈, 김명환, 손기숙, 김수영, 김남희, 김정욱, 김정민, 김소윤, 김태현, 김효선, 김현성, 김대선, 박서임, 김령우,
김준영, 김현경, 김도윤, 이판술, 김복순, 이원상, 방지원, 이유진, 이정우, 이원준, 김하선, 이승윤, 권성현, 이현정, 권도연,
정선희, 이용숙, 정진영, 정수정, 정진욱, 정시유, 남상우, 조경숙, 남윤희, 조용석, 조용건, 장재근, 송현희, 문수연, 문재원,
성구경, 김종숙, 성지환, 성명진, 성재훈, 이시아, 서구현, 김금란, 서원만, 서원용, 이두행, 최정희, 이정국, 이종숙, 이정용,
정부매, 박태진, 박재혁, 박수호, 박정임, 여명섭, 김금옥, 여해나, 여원섭, 류한진, 한순조, 류성근, 류달근, 류승호, 류승훈,
류창근, 김동현, 조영자, 김세환, 김성훈, 김경준, 한양이, 한 장이, 어수충, 이옥희, 어재경, 고희진, 어다현, 어석현, 장수형,
조성남, 최송식, 최정필, 최기영, 한동숙, 최경원, 김진헌, 김상연, 김세연, 청정심, 이윤주, 홍은경, 정연호, 신동익, 문수영,
신태섭, 신민섭, 변순희, 한승남, 유희동, 유재국, 류재선, 김영준, 박명순, 송은경, 김인섭, 김우섭, 김영철, 강연자, 김윤미,
강성구, 강지민, 안서헌, 이지성, 박인순, 안병준, 안병헌, 김정민, 허성식, 허봉천, 박창우, 전계순, 박민근, 박민희, 김광수
*과

120번 종점
주차장

일

지장회, 안천석, 이영규, 안문수, 안한수, 박선영, 이지연, 장경득, 장영수(영준), 하연숙, 장원석, 장정윤,

이정아, 장재용, 김옥선, 장선영, 박찬민, 박혜민, 이의순, 정재영
*각

종시주

민태희, 류재헌, 김묘경, 조순옥, 진연준, 진채이, 김은경, 최혜숙, 하남규

*찰

밥공양

박선재, 신상춘, 김형수

*석불전연등불사

오윤재

종무소 개·보수 불사

*독

*부처님오신날

불 공

꽃보시

허존용, 김문주, 허다영
구민서

*육

법공양

노재훈

봉축행렬 대등불사 / 산신대제 제물 설판 / 봉축 108장엄등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불기 2563년
2563년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오신날 봉축
봉축
불기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燈)불사
불사
소원성취 석불전
석불전 100일
100일 등
등(燈)
소원성취
귀의삼보하옵고,
삼각산 도선사는 기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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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향 : 6월 14일(금, 음력 5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02-993-3161~3)

화 보

불기 2563년 4월 10일(음 3. 6)

제1707호

“마음愛 자비를! 세상愛 평화를!”

도선사 이 모 저 모

17일(수) 봉축점등식, 5월 4일(토) 어울림마당·연등행렬

▲ 신도회 회장단 및 임원 임명장 수여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봉축 주요 일정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올해 부처님오신날
(5월 12일) 봉축표어로‘마음愛 자비를! 세상愛 평
화를!’
(Compassion in the Heart, Peace to the
World)을 선정했다.
봉축위원회는 2017년부터 부처님오신날의 기
본 슬로건으로‘우리도 부처님같이’
를 상시적으
로 사용해 오고 있으며, 매년 봉축표어는 이와는
별도로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올해 봉축표어는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
기며,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을
부처님 자비정신으로 극복하고 한반도의 온전한
평화가 자리 잡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선정됐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신 후 동서남북으로 일곱
발자국씩 걸으시며, 한손은 하늘을, 한손은 땅을
가리키며“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
지”라고 외치셨다. 이는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보
다 소중한 것은 없으며, 모든 존재가 모두 존귀한
존재임을 선언한 것이며 행복과 불행 또한 밖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다는,‘모든 삶은 자
신 스스로 주인공’
임을 선언한 것이다.

또한 나와 남이 둘이 아닌 한 몸 한 생명의 자비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괴로움에 헤매는 모든
이들과 함께 행복해야한다는 굳건한 의지를 담고
있다. 삶의 주인인 자신을 알아 언제나 자비정신
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고 모두가 함께하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데 봉축표어의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5일 음력 3월초하루 신도회 회장단 및 임원
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
에서는 신도회장에 이연정(여의주) 불자를 비롯
해 수석부회장에 조영숙(관음성)·차석부회장에
서선임(보리심)·관음회장에 손기숙(자비행)·
지장회장에 유영옥(능인성)·문수회장에 김승아
(선덕화)·보현회장에 박보숙(문수월)·총무부
장에 김경연(대도행)·재무부장에 김순자(청정
심) 불자가 각각 임명장을 받았다.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주요행사 일정*
(연등회보존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LLF.or.kr)

봉축점등식

일시 : 4월 17일(수) 오후 7시
장소 : 광화문광장

전통등전시회

일시 : 5월 3일(금)~12일(일)
장소 : 조계사·봉은사·청계천

어울림마당

일시 : 5월 4일(토), 오후 4시30분
장소 : 동국대학교 대운동장

연 등 행 렬

일시 : 5월 4일(토), 오후 7시
장소 : 흥인지문~조계사

회향한마당

일시 : 5월 4일(토), 오후 9시30분
장소 : 종각역

전통문화마당

일시 : 5월 5일(일), 낮 12시~7시
장소 : 조계사 앞길

연 등 놀 이

일시 : 5월 5일(일), 오후 7시~9시
장소 : 인사동~조계사 앞길

공 연 마 당

일시 : 5월 5일(일), 낮 12시~6시
장소 : 조계사 앞길 공연무대

▲ 음력 3월 초하루기도 및 초청 법회
지난 5일 호국참회원 3층 강당에서 음력 3월 초
하루기도 및 큰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중앙승가대학교 명예교수 연옹종석 큰스님은 초
청법사로 법석에 올라 사부대중에게 법문했다.

▲ 4월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기도
지난 6일 호국참회원 3층 강당에서 4월 신묘장구
대다라니 철야정진기도를 봉행했다. 저녁 9시 입
재식을 시작으로 새벽예불시간까지 신묘장구대
다라니 사경 및 독송을 했다.

더없이 좋은 날, 기쁨의 날, 생명의 날에
인류의 큰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뜻을 새기며
지혜와 자비의 등을 밝혀 행복한 삶의 인연 짓기를 바랍니다.

•사업성취108등 (대웅전앞)
•장엄등 (대웅전마당)
•일년등 (대웅전)
•100일등 (석불전)
•도량장엄등 (포대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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