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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말 대로 수행 정진하는 도량·부처님 말 대로 신행 실천하는 도량 마음은용감하게, 생각은신중히,
행동은깨끗하고조심스럽게하고,
스스로자제하여진실에따라서살며,
부지런히정진하는사람은
원히깨어있는사람이다.

-법구경-

보광사제38기불교교양대학개강
- 초기불교에서부터 대승불교까지 기본교리 교습 -

보광사가 제38기 교양대학을

개강하면서수강생을모집한다.

입학식은 9월 1일(일요일) 오후

2시에실시한다. 수요반개강은

9월 4일(수) 오전 10시, 일요반

개강은 9월 8일(일) 오후 2시에

한다. 입학식에는 수요반과 일

요반 수강생이 모두 참석해야

하며, 입학식을 마친 후에는 찬

불가와불자의기본예절강습이

있을예정이다. 

보광사교양대학강좌는초기

불교에서 대승불교까지의 부처님 교설의 기본내용을 섭렵涉獵, 불자

佛子가 알아야 할 기본교리를 가르친다. 부처님께서는 전법傳法을 위

해인도각지로제자들을보내면서이렇게선언하셨다. 

“비구들이여! 이세상에대한자비심에서, 많은사람들과하늘신들

의유익과안녕, 그리고행복을위해, 시작도훌륭하고중간도훌륭하

고끝도훌륭한이법을널리전하라.“

이위대한전도선언에따라불법은2600여년이란기나긴세월이흐

르면서세계각지로퍼졌고, 히말라야산맥을넘어, 고비사막을거쳐

중국대륙을지나극동의우리나라우리들가슴에닻을내리고있다. 

세존께서는성도후 45년동안, 흔히 말하는 8만4천법문이란수많

은 가르침을 남기셨다. 그 가르침의 핵심核心 중 핵심은 사성제(팔정

도), 연기緣起, 중도中道등으로요약된다. 

보광사교양대학에서는이런불법의요체要諦를배우고익힌다. 

불법은머리로만아는지식이아니다. 알고보고(如實知見)행해야한

다.(信行) 이른 바, 메마른지해知解가아니고온몸으로체달體達하는

지혜智慧이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깨달음

을이렇게설명하셨다. 

“비구들이여! 법들에관해눈

眼이, 지智가, 혜慧가, 명明이광

光이나의내면에나타났다. 나

의통찰지洞察知, 직관知見이움

직일수없는확실한것으로밝

혀졌다.“

모든 만들어진 것은 변하기

마련이고(諸行無常),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自我)도

없으며(諸法無我), 이에 따라 모든 존재는 불만족스럽고 불안하며, 괴

롭고고통스럽고슬프며아프다(一切皆苦). 남북불교권모두가소중하

게여기는이른바삼법인三法印이다. 

우리는부처님의지혜의등불에따라무상無常과무아無我와고苦를알

아야한다. 그럴때우리들의삶의자세는겸허해지고그만큼성숙한다. 

안심입명安心立命의길이열리는것이다. 보광사교양대학에입학하

여이러한부처님의지혜를배울수있다는것은크나큰인연이고다

생겁래의축복이다. 보광사교양대학은총 13주동안강좌를가진뒤,

12월초에졸업식을가질예정이다. 적멸보궁참배와발우공양실습은

이와별도로적의한시간에실시한다. 

보광사사부대중이불법을모르는이웃친지는물론인연닿는여러

사람들에게, 교양대학에서 불법을 배울 수 있도록 권선하는 것은 불

자로서의기본책무이다. 그것은육바라 중으뜸인보시(법보시)로서

크나큰공덕이따르는부처님께올리는공양이다. 

불교교양대학은보광사불자의요람입니다

불자佛子 혹은불자佛者란부처님의가르침을믿고따르는신도를일컫

는 말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불자라 말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정도는알아야하고, 아는만큼생활속에서실천할수있어야합

니다. 보광사불교교양대학은믿음을가진불자, 아는만큼실천하는불

자양성을목적으로개설하여 18년의전통을자랑하는경기서북부최고

의불교교양대학입니다.

보광사 불교교양대학은 신앙고백의 장이자, 내가 보광사 신도임을 깨

닫고불자로서의자긍심을확인하는자리이며, 내삶의주춧돌을세우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부디 동참하시어 행복한 삶, 기쁨으로 충만한 찬탄

하는삶의계기를맞이하시길바랍니다.

보광사불교대학3기도안합장

1 주 개강 및 기본자세 8 주 수제자와 열반

2 주 사찰의 구조 9 주 대승불교의 흥기

3 주 불교의 근본사상 10 주 보살

4 주 출가와 수행 11 주 수행과 기도

5 주 성도와 전법 12 주 반야심경 강설

6 주 사성제 13 주 예불문 이해

7 주 연기, 중도 별도 적멸보궁 참배 및 발우공양

보광사 교양대학 교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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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아는사람끼리혹은모르는사람사이에도인사를나눈다는것은아름다운일입니다. 

같은세상에공존해살면서서로존경하고이해하는감정을토로함은인간의세계에서만가능한일이기때문입니다. 

특히상호간에예를지킨다는것은겸양의자세로서이러한겸양은덕을기르며오만한마음을멸제하여

자신의감정을높게승화시켜주기도합니다. 

인간의삶이란어떤면에선인격도야의과정인지도모릅니다. 

몸을단정히하고상대방을존경하며자기할일만해나가는태도, 

이는분명훌륭한태도입니다. 

인사에는여러가지종류가있습니다. 

국궁배례도있고, 거수경례도있으며악수도있고여기서말하는합장도있습니다. 

그런데이런인사법은각기다른성격들을가지고있습니다. 

국궁배례식인사는굴종과아첨의봉건주의적냄새가짙고, 

거수경례는힘은있지만그것이표식적이어서감정이나존경을찾기힘듭니다. 

다음악수는다정하고정열적이긴하지만이것역시존경의자세는아닙니다. 

이렇게볼때합장은자신의경건한태도와존경심이깃들어있으며더욱

고이모아갖추어진손의선율은한폭의예술품처럼아름답기까지합니다. 

다정히마음을모아예를보내는합장의모습에선자신이나상대편을가볍게

표현하는경박함은있을수없습니다. 

아주반갑거나격정적일때는이합장의인사법이어울리지않을지모르나

일반적인예의에는참으로훌륭한인사법이라고생각됩니다. 

합장이라는말은원래범어를번역한말입니다. 

이것은합장차수合掌叉手한다는말로써두손바닥을합하여마음을

한결같게하는것을뜻하는것입니다. 

때문에열손가락을합한다할지라도손바닥을합하지않는것은마음이거만하고생각이흩어져좋지않다고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기록되어있습니다. 

우리가부처님에게합장예배한다는것도생각해보면부처님을존경해서예배하는

뜻도있겠지만더욱깊은뜻은성스러운성인앞에내마음을곧고단정하게하여

부처님과같은적멸寂滅한마음이되고자하는데있습니다. 

다시말하면합장이란마음을순일시키고몸을경건하게하여몸과마음이둘이

안되게하는아름다운예법입니다. 

경전에도[공경합장해서절함]이라던가[합장차수叉手해서제불諸佛을찬탄함]

등으로보아부처님에게공경을예할때행해진것을알수있습니다. 

더욱 교같은데서는두손을합하는것을정定과혜慧가서로응하고

이理와지智가둘이아닌것을나타내는것이라하여아주중요시하며

그공덕이광대무변하다고까지주장하고있습니다. 

이러한깊고미묘하며아름다운합장이절대적으로보급되지못하고불자佛子간에도

인색을나타내고있음은무슨까닭인가요?

이러한아름다운합장의예법이불자는물론다른사람들도널리생활화하 으면

하는간절한바램을가져봅니다. 
불기2557년8월

대한불교조계종고령산보광사 주지청호대진합장

합장合掌하는성품性品을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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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 법요식

부처님오신날 관욕식

백중기도 5재6월 초하루기도 7월 초하루기도부처님오신날 제등

벡셀
전화: 010-8893-3067

행안 합장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221번지

사진으로보는, 부처님말 대로실천하는도량

수많은 불교행사의 주요목적은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

아가는이상적인길을제시해주는것입니다. 특히효도는

사회적질서로서전통적으로매우중요한덕목입니다. 

불교의행사는전통적으로우리고유의풍습과결합되

어민속의의미를갖는것이많습니다. 우란분절은음력

7월 15일의 백종白踵과 결합되어 효도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불교의명절입니다. 

우란분절은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목련

존자가지옥에서고통받고있는어머니의혼을천도薦度

한데서유래하 다고합니다. 

살생과삼보를비방한죄로무거운벌을받고있는어머

니의혼을음력7월 15일에여러스님들께공양을올려서

그스님들의힘으로구제하 습니다. 음력7월 15일은스

님들이조용한곳에모여수행을하는안거安居기간이끝

나는날이며, 우리고유한풍습인백종날이기도합니다.

백종일은전통적인백의민족의축제일로모든농민이

일손을 놓고 한바탕 잔치를 벌이는 날이었습니다. 불교

의례로서백종은백가지과실과음식을차려놓고대중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다고 하여 백종百種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공양으로 살아계신 부모와 돌아가신 7대

조상 친족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우란분

于蘭盆은거꾸로매달려있는것을풀어준다는의미가있

습니다. [우란분경]에서는 부모의 공덕과 삼보(佛·法·

僧)의공덕을함께중요시하고있습니다. 

오늘날의우란분절은중생이지은악업의무거움을중생

의힘으로는구제하기어려움을보여주는동시에, 삼보에

대한지극한믿음으로효도를실천해야함을일깨워주고있

습니다.

우란분절을맞이하며가장먼저떠오르는것은우리절대웅전후벽의
‘반야용선도’입니다. 반야용선도는고해의바다에서헤매는우리중생
들을피안의세계로이끌어주는불교의자비사상을보여주고있지만,
그이면에는지옥중생을구제하는지장보살과인로왕보살의중생구제
의서원을극적으로표현하는불화입니다. 
보광사 반야용선도는 앞머리에는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인로왕보살이

거친고해의파도를헤치고있고, 뒤편에서는아직도고해속을헤매고
있는중생들의모습에가슴아파하는지장보살의자비스런모습이형
상화된국내최고의벽화입니다. 
우란분절에 천도재를 올리는 우리 불자님들 모두가 저 인로왕보살과
지장보살의마음으로선망조상님들을극락세계로인도하는공덕짓기
를기원합니다.

반야용선도-보광사 대웅전 후벽 벽화

백중기도 입재

불교교양대학 제37기 졸업식

백중기도 위패단

제37기 졸업 및 수계식

우란분절- 불교와효사상의만남



4불기2557년8월21일 보광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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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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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거사회 재무이사(종신 최은환, 010-8917-0407)

■후원계좌 : 신한은행 110-378-336467(예금주 : 최은환)

보광사 정기법회 안내
일요가족법회 : 매주 일요일 설법전 오전 10시
신중3일기도 : 매월 음력 초하루 대웅전
인등축원기도 : 매월 음력 보름 대웅전
지장재일 가천도기도 : 매월 음력 18일 지장전
관음재일 소원성취기도 : 매월 음력 24일 원통전(관음전)
수능백일기도 및 학업성취발원 백일기도 봉행
■ 입 재 : 2013년 7월 31일(토) ■회 향 : 2013년 11월 7일(목)
■동참금 : 10만원

지장기도(백중제사)  ■회 향 : 8월 21일(수, 음 7·15) 설법전 오전 10시

추석합동차례 봉행
■일 시 : 9월 19일(목, 음 8·15) 설법전
■차례비 : 7만원 ( 가위패 1위 5천원)

산신대재 기도 봉행
■입 재 : 10월 25일 (일, 음 9·21) 오전 10시
■회 향 : 10월 31일 (토, 음 9·27) 오전 10시
■기도시간 : 새벽 4시, 오전 10시, 오후 2시, 저녁 6시
■동 참 금 : 10만원

종로떡집
전화: 031-947-0064

삼광 강성모 합장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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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스
전화: 031-941-2254, 9929

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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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인 조경훈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973-15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치료서비스/
특수교육치료지원서비스/ 바우처선정기관

언어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인지학습치료
뉴로피드백(ADHD훈련)
심리평가/ 부부상담

상담문의 : 031-963-7581

www.sungsili.com

혜인 조남식, 불심행 김둘연님의 애 현주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일시 : 2013년 9월 29일(일) 오후 1시 장소 : 금촌 중앙웨딩홀부페 3층

혜안 최창수, 무여심 신득주께서 명화상사를 확장 이전하 습니다.
명화상사(각종건자재, 공구일체)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41-2  전화 010-5290-5762

알 림

축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