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인·편집인:주지 대진 청호/발행일:불기 2557(2013)년 1월 2일/발행처:대한불교조계종 보광사/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장리 13
전화:(031)948-7700 FAX:031-948-7702/http://www.bokwangsa.net/제작:여래기획(02-739-2180)

부처님 말 대로 수행 정진하는 도량·부처님 말 대로 신행 실천하는 도량

마음고요하게살길입니다.

마음에한티끌도내려앉아있지않은맑은거울처럼

고요하게살일입니다.

그리하여그청정해진마음으로자기스스로도살피고

세상도살피며살아야합니다.

마음이고요하지않으면마주하고사는모든일들에

필요한지혜가혼탁해집니다.

마음의지혜가혼탁한사람이꾸려가는삶은

길을잃기쉽습니다.

흐린마음에서시작되는일들은어떤경우에라도

아름다운회향을이뤄내기어렵다는말입니다.

옛일화입니다.

여러날법당천정에불화를그려온한화공이

그마무리작업에열중하고있었습니다.

심혈을기울 던용의눈에점을찍어야할마지막

한순간만남겨둔상태 습니다.

그러나그는붓을든채망설일뿐이었습니다.

그때노(老) 선사(禪師)가다가왔습니다.

“무엇을그리려는데그리망설이고있습니까?”

화공이대답했습니다.

“이한번의붓질이잘못되어불화전체를망칠까두렵습니다.”

노선사가다시말했습니다.

“지금당신의마음은잘그리려는욕심때문에마음이혼탁해져있습

니다. 붓끝에모인혼탁한마음을털어내고고요한마음되어그릴수

있을때, 법당천정에서살아움직이는용의기운을느끼게될겁니다.”

그화공은바로붓을놓고용맹정진한후

고요한마음으로붓을들어, 누구나보면저절로마음고요해지는

천정불화를회향할수있었다고합니다.

부처님가르침에서깨달음이란마음고요해짐을

상징하는것이기도합니다.

특히이시대를살아가는사람들의일상에는

마음이혼탁해질요소들이산재해있습니다.

그것들에게사로잡혀혼탁해진마음에서벗어나지못하고산다면

얼마나불행한일입니까.

그래서부처님께서펼치신지혜의길따라정진하며

사는우리불자들에게마음고요해지기위해

꼭필요한것들을전하고자합니다.

이수행자도늘함께하고자하는염불정진, 간경정진, 참선정진입니다.

부처님을간절한마음으로생각하고

경전을간절한마음으로읽고

화두를간절한마음으로참구하며정진하는것입니다.

한순간도게으름없이그세가지를놓지않고정진한다면

마음의고요함은끝내얻어지고맙니다.

부디고요해진마음일상이되어

우리불자들에게안겨진생전부가작은후회도없이

아름답게장엄되고회향되길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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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고령산보광사
회주성파도형

모든악한일은하지말고

모든선한일은받들어행하라.

스스로그마음을깨끗이하는것,

이것이모든부처님의가르침이다.

-법구경 게송 183-

마음이 고요하면 생이 눈부시다

제36기 불교교양대학 수계 및 졸업식 성료

지난 12월 8일제36기불교교양대학수료생들의수계및졸

업식이 봉행되었다. 가족과 친지는 물론 보광사 신도님들이

다수 동참한 가운데 봉행된 졸업식에서 주지스님은 불교신도

로 거듭난 수계자들에게, 초발심의 마음을 잊지 말고 보살의

마음으로늘행복한신앙생활을해줄것을당부했다. 또한수

계자를 대표하여 답사를 한 향산 거사는, 불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끄러움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

혔다.

한편불교교양대학제37기는 2013년 3월 6일(수요반)과 10

일(일요반) 개강할예정이다.   

불교교양대학 제36기 수계자 및 졸업자

최창근향 산(香 山) 최명환지법성(智法性) 이명숙현종성(賢鐘聲)
유 희지성월(指成月) 윤윤옥일법성(一法性) 황완옥연화심(蓮華心)
오경미대각행(大覺行) 이정령대도향(大道香) 이정혜 자은주(慈恩珠)
정화자만공화(滿空華) 박래완수 명(殊明) 박성숙구혜월(求慧月)
서승자대지행(大智行) 강지 지명인(智明印) 백종난선정인(禪定印)
장남희자재심(自在心) 김명숙길상화(吉祥華) 유 희 보문행(普門行)
윤혜진구도심(求道心) 김연숙선도향(禪道香) 박문자서래명(西來明)
서승희수심월(殊心月) 이광순운수행(雲水行) 서미원원각성(圓覺性)
김진경사리자(舍利子) 김정구선 운(禪雲) 배선 지심향(至心香)
이지현보현행(普賢行) 김중한도 명(道明) 백광화 문수월(文殊月)
백권정대원각(大圓覺) 박혜정수월 (水月影) 김성환월 명(月明)
심명희대자행(大慈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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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사대웅보전(큰법당) 부처님께마음모아여쭸습니다.

“세월의가고옴은무엇입니까?”

부처님그윽한미소건네십니다.

“고령산의아름다운봄·여름·가을·겨울을보았는가. 

봄날새순돋고, 여름날잎무성하고, 가을날낙엽이고, 

겨울날빈나뭇가지라. 

멈춤없이흐르는세월, 그속에있음이라.”

그미소에이‘무상’의말 담으신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이치는무상법(無常法)입니다.

우리가가벼이해서는안될부처님의귀한가르침중하나입니다.

‘우주만물중에그어느것도그대로인것이없다.’는말 을

현대인들은잊고사는것같습니다.

물질풍요의범람속에서부족함없이살다보니

눈에보이는것들이전부라생각하기도합니다.

그래서집착이생겨나고또거기에서자연스레

욕심은증장되어갑니다.

한마디로육신의잘못된감지기능으로마음은병들어

간다는의미입니다.

이세상에존재하는모든것들, 그대로인것없다는

그의미깨닫고산다면요즘지나치게유행하는

힐링의의미가우리일상에그다지필요하지않을것입니다.

다시말하면병들어버린마음치유를위해시간버릴필요없다는

뜻이기도합니다.

무상법의가르침이마음안에서꽃으로만개하고있는데

어느것하나눈부시지않을것이있겠습니까?

어느새한해가고한해왔습니다.

무상법의가르침마음에새기며임진년을보내고

계사년을맞습니다.

지난한해동안혼자마음속으로세웠던서원들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주지소임을맡은첫해첫걸음이어서

실천하는일쉽지않았음이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지금마음낮추고뒤돌아보니어렵고힘든것들도있었지만

회주성파스님을모시고, 문형제스님들의협조와

신도여러분들의도움으로

그런서원의길한자락이라도열수있었다는생각이듭니다.

그좋은기운들불씨삼아새로운한해여는

등불로밝히고싶습니다.

그리하여보광사가지닌대가람의불빛과

향기가많은불자들의마음깊이스며들어

은은하게빛났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새해에도몇가지서원다시세워봅니다.

저(자기) 스스로정진하는마음다지기,

보광사의견고한발전과튼실한내실다지기,

사부대중한마음으로기도발원다기기가그것입니다.

물론이렇게이뤄지는「보광사보」의복간또한

견고한발전다지기의첫번째일이라할수있습니다.

이서원들은저만의것이아닙니다.

고령산보광사와인연한사부대중모두의

마음밭에뿌려진씨앗들이기도합니다.

아무쪼록올한해동안끊임없이살피고다져서

참으로뿌듯한결실로우리모두환희심넘쳐나는

감동을함께누리길간절히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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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고령산보광사

주지대진청호합장

무상법 깨달아 마음에 새기며

또한해가저물고있습니다.
온산물들 던단풍의기억이생생한데어느새

살을에는칼바람에목도리를칭칭두르고맙니다.
그러다가도 눈꽃 뒤덮인 산야를 마주하곤 다가올
겨울의멋과맛을떠올리기도합니다.
피할수없으면즐기라는말을합니다. 하지만어

쩔수없어즐겨야한다면그또한쉬울리없겠지
요. 눈을 뜨면 들려오던 힘들다는 이야기들, 점점
더 팍팍해지는 생활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 온 한
해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임진년은 보광사에도 많은 어려움을

안겨 준 한 해 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절 보광사
가파주, 고양지역의대표적인전통사찰로서불자

들의 신행처로 굳건히 자리매김한 것은 주지스님
이하 사중 스님들의 원력과, 경제 한파 속에서도
봉사의 손길을 놓지 않으신 신도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할것입니다. 
수년동안중단되었던「보광사보」를이렇듯복간

하여내놓는것도그러한원력의결과일것입니다.
신도님들의 수없는 손길과 발길이 이제까지의 보
광사를만들어왔듯이, 「보광사보」의미래또한신
도님들의 애정과 관심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신도
님들모두가더욱알찬사보가되도록다함께힘써
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늘부처님의가피와함께하시기를부처님전에기

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알찬 사보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을
여여심/ 보광사신도회부회장

파리바게뜨고양점
전화: 031-964-1321

여여심 합장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22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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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고찰우리절보광사6천여불자여러분! 지혜와
풍요, 다산을상징하는뱀띠해를맞아올한해도만
사형통하시기를기원드리며, 세배드립니다.
보광사와 인연을 맺는 지 어언 십여 년이 훌쩍 넘

었지만, 대웅보전에삼배만하고도망치듯내려가던
때를 생각하면 절로 실소가 나옵니다. 그 후 3사 성
지순례, 삼보종찰순례, 불교교양대학과정을수료하
면서불자로서의첫발을내딛게되었습니다.
그때의열정은어디로갔는지? 그럴수록‘초발심시변

정각’이라는법성게의한구절로마음다잡으며, 새해거
사회운 계획을밝히고자합니다.
첫째, 거사회 조직 직제를 보완하여 각 분야별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신도회와

긴 히 협력하여 보광사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겠습
니다. 둘째, 상·하반기성지순례등현재정례화되
어있는신행활동을바탕으로, 분기별보광사내템
플스테이및매월철야기도실시, 초청강연등을병
행코자합니다. 셋째, 현재진행되고있는군포교사업
등의봉사활동과사중포교활동의활성화로보광사가
‘부처님의말 대로수행정진하는도량, 신행실천하
는도량’으로자리매김하는데더욱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이모든것은우리보광사불자님들모두의

참여와신심이어우러져야가능한것입니다. 보광사
의 발전을 위해 신도님들의 적극인 협조를 당부 드
리며, 신도님들의가정에건강과부처님의자비광명
이늘함께하시기를두손모읍니다.

사진으로 보는보광사 2012년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을가슴에새기며
석현 송도 / 보광사거사회회장

성도재일 철야정진 광경 부처님 오신날 - 육법공양을 올리는 신도님들 제35기 불교교양대학 졸업식 광경

설 합동차례를 드리는 신도님들 격려사를 하시는 운 큰스님 설법전 낙성법회 법문를 하시는 월운 큰스님 제36기 불교교양대학 졸업식 광경

입춘 방생법회를 주관하고 계신 주지스님 불교교양대학 제32기의 사찰안내 및 포교활동

입춘기도 회향식 광경 거사회 가을 성지순례(운주사) 고령산 국산재 제2기갑여단 호국충성사 점안식

백중절 천도재 회향식 광경 김장하는 날 동지불공을 드리는 신도님들 동지 팥죽 자원봉사

2012년 6월 20여 개월
동안의노력끝에설법전
불사를 성료하여 낙성식
을 봉행하 다. 설법전
불사의성료는향후보광
사의미래를여는주춧돌
이될것이다.

벡셀
전화: 010-8893-3067

행안 합장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22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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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사 합창단 단원 모집합니다!
향기롭고높은부처님의가르침과공덕을찬탄하고, 큰스님의장엄한
법문을노래로재설법하는합창단은가슴속깊이부처님의가피를입
어, 행복이항상함께하는수행단체이자신행단체입니다.
늘부처님을모시고찬불가를부르며행복을얻고자하시는모든
신도님과 일반 불자님들을 위하여 합창단에서 자리를 마련하
사오니, 동참하시어행복한삶을만끽하시기바랍니다.

■문의 : 보광사 종무소(031-948-7700)

풍물반 단원 모집
보광사 거사회에서 풍물반 단원을 모집합니다. 보광사 신도라면
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남녀 누구나 참여할 있습니다. 신명나는
신행생활을꿈꾸는신도님들의성원을부탁드립니다.
■문의 : 거사회 부회장(무심 차주환, 011-711-4327)

보광사 거사회 보광사의남자신도(거사님)들로구성된단체로봉
사및성지순례, 답사등을통해회원간의친목도모와신심을키워가고
있다. 보광사남자신도들은누구나가입할수있다.

합창단 보광사여성불자(보살님)들로구성된합창단은각종법회와행
사, 경기북부음악예술제등을통해발표회를갖고있다. 합창단에가입해활
동을원하는불자들은간단한테스트를거치고가입할수있다.

군포교지원단 군포교 활성화를 위하여 창립된 단체로서, 인근 지

역군법당및부대를정기적으로방문하여법회주관및군장병들의사

기진작을위하여다양한지원을아끼지않고있다.

자비나눔봉사단 나눔을 활발하게 실천하고 있는 봉사단체로, 매

월 정기적으로 인근 요양원 목욕봉사, 무료급식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

동을펼치고있다. 소외받는이웃을위해봉사로나눔을실천하며행복

을나누고자하는불자들은언제든지가입할수있다.

보광사 신행단체 안내

보광사보 광고 및 후원금을 모연합니다.

│보│광│사│소│식│

「보광사보」는 사중의 위임을 받아 거사회의 연간 사업으로 확
정, 발간합니다. 따라서 거사회에서는 사보 발간의 안정적 재
원 마련을 위하여 광고 및 후원금을 모연합니다. 

■문의 : 거사회 재무이사(종신 최은환, 010-8917-0407)

보광사보 복간을 도와 주신 분들 (법명 가나다순)

견덕화(조현미)  경지심(곽혜진)  금강화(한재경)  대덕화(권 희)  도심월(박 옥)
보경심(이미현) 보덕심(신인숙) 불심행(김둘연) 불원성(이 자) 선덕화(조민숙)
수선향(이미숙) 여실문(최 은) 여여심(김옥분) 자비행(김방주) 진불화(유예정)
관 도(유재균) 관 음(신재용) 남 능(지인규) 도 안(신용산) 득 인(서성태)
묘 유(이응호) 삼 광(강성모) 석 현(송도 ) 선 운(김정구) 종 신(최은환)
청 수(이도 ) 행 법(배상돈) 행 안(정지환) 혜 인(조남식)

정월 방생법회 접수 받습니다
정월 화엄신중기도 회향에 맞추어 방생법회를 가질 예정
입니다. 신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 드립니다.

■ 일 자 : 2013년 2월(음 정월) 중

■ 장소 및 동참금 : 미정

■ 문의 : 보광사 종무소 031)948-7700
■ 동참구좌 : 농협 215066-55-005378 예금주 : 보광사

불교교양대학 수강생 모집
1994년 제1기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2012년 12월 현재
제36기 졸업생을 배출한「보광사 불교교양대학」이 제37
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개강일시 : 2013년 3월 6일(수요반)  3월 10일(수요반)
■입학문의 : 보광사 종무소(031-948-7700) 

또는 홈페이지 www.bokwangsa.net

종로떡집
전화: 031-947-0064

삼광 강성모 합장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유가네양평해장국
전화: 031-957-1570

관도 유대균 합장

파주시 금릉동 쇠재안길 42

LPG가스체적설비 및 판매
가스기구 판매(가스랜지, 온수기, 난로 등)

서울가스
전화: 031-941-2254, 9929

대표 조경훈

파주시 월롱면 태리 578-14

대
다이아몬드/ 예물전문

전화: 02-765-2595
진불화 합장

서울시 종로구 묘동34·황룡귀금속 6호

산업용 LPG가스설비 및 공급
업용, 가정용 LPG체적 및 판매

(주)한양에너지
전화: 031-977-1922

대표 조경훈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97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