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미주한국불교
Chapter National & Continental

미주한국불교는 한국의 불교사상과 문화 그리고 수행체계에 기초하여 미주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불교
를 뜻합니다. 이 책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태평양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사찰과 불교단체를 망라하
였습니다. 사찰은 종단적 정체성이 분명하며 일정한 법회를 열고 있는 정부공인 비영리 종교단체로서 해
당 종단의 스님 또는 전문성직자의 주석 또는 인증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조계종의 경우는 2009년
도에 편찬된 조계종 해외사찰 편람을 기초로 하였고 그 밖의 종단은 종단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소속종단
책임자의 확인과정을 거쳤습니다. 기타 불교단체는 이와 같은 자격요건을 가리지 않고 부처님의 자비광명
을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펼치고자 하는 모든 그룹을 등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의 모
든 정보는 해당 사찰 및 단체로부터 확인 및 인증 받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소록 정보는 끊임없이 변동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이 다루는 지역의 광범위함으로 인하여 미쳐 수록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음을 인
정합니다. 본의 아니게 누락된 경우가 있다면 사죄 드립니다. 보다 완벽한 총람 정보를 불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기본정보 변경 혹은 누락된 정보가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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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Regional Jogye Order of North America
104 Route 303, Tappan, NY 10983
Tel.(212) 574-4440

법화경 1권, 노트 6권 $100.00
노트 6권 $60.00

법화경 (나무묘법연화경)
(나무묘법연화경) 사경
사경
법화경
그 어떤 중생이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에도 법화경 사구계를 듣
거나 또는 부처님 앞에 꽃한송이 올리고“나무불”한마디 공덕
으로 이루 생각할 수 없는 많은 공덕과 깊고 큰 자비를 성취하
느니라. 하물며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바르게
닦고, 익히며, 옮겨 쓰는 (사경) 이가 있으면 그 공덕이 앞의 것
보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이 성취되느니라.

역사적으로 어려운 국난에 처할 때마다 대장경 불사와 법화경
을 감지에 금분으로 사경하여 어려운 국난을 헤쳐나간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살기 힘들 때일수
록 우리는 새로운 연꽃을 피워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가를 사경을 통해서 깨닫기 바랍니다.

- 법화경 본문 중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는 모순. 업, 그것 또한 나에 의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법화경 사경을 해서 부처님의 명훈가
피력으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사경의 핵심입니다.

법화경 사경을 하다 보면 몸과 마음에 선정과 지혜의 문이 열리
면서 항상 상서로운 기운이 저절로 일어나 좋은 일이 많이 생기
고, 주위에 자비로운 광명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진리의 힘, 우주의 힘, 생명의 힘이 생겨서 그
어떠한 경계에도 여여부동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법화경 사경을 통해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광명을 체험하고 부
처의 삶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경을 권하는 바입니다.

미국 판매대행
Tel. (646) 596-1838
Email. dharmaboombooks@gmail.com

134 Sixth St. Toronto, ON M8V 3A5, CANADA
Tel. (647) 342-3322 Email. daebubsa@yaho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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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마음, 좋은벗, 깨끗한 땅을 일구어 가는
수행 실천 공동체

정토회
정토회 해외사무국
전화: (240) 786-7528
Email: jungtousa@gmail.com
www.jungto.org

<북미지역>
엘에이 정토회
전화: (562) 754-1010

워싱턴 정토회
전화: (301) 490-4404

오렌지카운티 정토법회
전화: (562) 331-5093

버지니아 정토법회
전화: (301) 455-9196

샌프란시스코 정토법회
전화: (510) 213-0853

콜럼버스 정토회
전화: (614) 284-7728

시애틀 정토법회
전화: (206) 518-1195

잭슨빌 정토법회
전화: (904) 880-1667

뉴욕 정토회
전화: (718) 461-2486

벤쿠버 정토법회
전화: (604) 929-9273

뉴저지 정토법회
전화: (201) 224-3834

오스틴 정토열린법회
E-mail: austinjungto@gmail.com

마하반야바라밀!
광덕 스님의 불광사 불광법회
옛 도반을 찾습니다!
고국을 떠나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우리들의 스승이신
광덕 큰스님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함께 스님을 추억하고
가르침을 되새기며 친교할 수 있는
옛 도반을 찾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
불광사 불광법회

미주 도반들의 모임 준비위원회
원명조 합장
Tel. 646-643-3629
kunyunyang@yahoo.com
후원: 월간『불광』미주지사 Tel. (646) 596-1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