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꽃문화의 본산이 된
고려대장경 판각성지

연(蓮)으로
인류와 세상을 구한다!

선원사는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몽고의 침략을
물리치고자 대장경을 조성할 때 세워졌습니다.
고려대장경 판각성지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원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 주지 연승 성원 합장

3만평 규모의 연꽃단지
세계 연꽃음식축제 (방문객 7만)
연잎차, 연근차, 연근, 연잎가루의 원조 (특허 7개 보유)
연의 효능 계몽으로 국민건강 증진『좋은
(
연 이야기』발간 - 연의 효능과 체험사례. 연요리 레시피 수록)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아 평화통일대장경 봉안 (2011)
SBS“세상에 이런일이”에 방송된 목탁소리 내는 우보살, 동아일보에 소개된 티베탄 마스티프 사자견 한 쌍,
그리고 황우석 박사 복제견 2세가 있다.
KBS 2TV“아침마당 - 나를 살린 기적의 음식”에 방영(2011년 8월 8일)

조선의 순박한 미소가 온화한 하늘 부처님
고은 차茶와 동백이 어우러진 천년의 숲
만경萬景 은빛 햇살 출렁이는 구강포 앞바다
만덕산 영천수靈泉水에 차茶를 마시고 선禪에 들면
고려 8국사와 조선 8종사의 숨결이 들리는 곳.
차茶와 동백이 아름다운 백련사에서
마음을 쉬고 속세에서 지친 생의 때를 벗어놓고
복된 삶과 새 희망의 길을 찾길 기원합니다.

남도기행 템플스테이 (2박3일간의 순례와 트레킹)
약산과 생일도 - 우리는 모두가 별이다
아암과 초의가 걸었던 옛길 - 맑은 차 한 사발 淸茶一椀
백운동 별서와 상견성암 - 흰 구름이 숨어 깃든 곳 白雲幽居

휴식형 템플스테이 (수시접수)
백련사 소개 및 사찰 예절 습의,
예불과 기도, 차茶와 수행禪, 산책과 명상

참가방법
신청 - http://www.baekryunsa.net T. 061 432 0837
Email. baekryun7@hanmail.net
미주지역은 미주불교신문사에서 문의 및 접수 받습니다.
Tel. 718-644-0979 Email. koreanbuddhistnews@gmail.com

차와 동백이 아름다운 만덕산 백련사
527-883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246 T. 061 432 0837 F. 061 433 9929

용맹정진 참선도량

www.odzen.or.kr

눈푸른 납자들이 모여 용맹정진하는 오등선원!
그 용맹수좌들을 지도, 점검, 경책하시는 조실 한암대원 큰스님!
계룡산 맑은 물과 신선한 공기와 장군봉 아래 힘있는 수행 도량!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9시
법문 후 9시 30분부터 새벽 3시까지
불교 TV에 한암 대원 큰스님 선요법문을 촬영하여 방영함.
방송시간 : 한국시간 수요일 새벽 3시, 목요일 오전 9시, 토요일 저녁 9시
http://btn.co.kr에 들어가서 대원스님의 선요를 클릭하면 다시보기 할 수 있음.

조실

한암 대원 대선사

학림사 오등선원은 미주 불자 여러분들의 방문을 환영합니다.언제든지 오셔서 조실스님의 정통 간화선을 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314-924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514번지 계룡산장군봉 하
학림사 042-825-1724 오등선원 042-825-0515 이메일: odzen@hanmail.net

www.hanmaum.org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전화 031-470-3100 팩스 031-470-3116

자성의 불을 밝히는 생활 속의 참선도량

한마음선원 산하단체
한마음 과학원

“보이지 않는 자기 근본이 참나임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은 참나(주인공)가 하는 것이지 이 육신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한마음 출판부

육신이 움직이게 되는 것도 생각나게 하는 것도, 주인공(참나)에서 나온 것이다.

한마음 웹 & 디자인실

그러므로 주인공을 믿고, 주인공에 몰락 놓아 버려라.

한마음 저널

그리하면 스스로 자기 근본이 드러날 것이다.”

현대불교신문

- 대행 큰스님

한마음선원 해외지원
미국 뉴욕 지원 (New 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1-718)460-2019 FAX:(1-718)939-3974

미국 워싱턴 지원 (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 (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90016, USA
TEL:(1-323)766-1316 FAX:(1-323)766-1916

미국 시카고지원 (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1-847)674-0811 FAX:(1-847)674-0811

캐나다 토론토지원 (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 (Buenos Aires)
＇1575, CABA, C1406CVE, Repu
＇blica Argentina
Miro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 (Tucuman)
＇n,T4107CH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a
＇blica Argentina TEL:(54-381)425-1400
Repu

독일지원 (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태국지원 (Thailand)
86-1 soi 4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TEL:(66-2)391-0091

브라질 상파울로지원 (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Brasil
TEL:(55-11)3337-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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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Korea
해외 동포 불자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 한국의 불교와 불교문화를 안내합니다.
2012 미주한국불교 - 총람 & 불교인 업소록에 광고 게재를 허락해 주신 본국의 여러 사찰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책자는 미주 불자들이 고국 방문시 찾아갈 수 있는 사찰 및 본국의 다양한 불교문화를 소개함
으로써 미주불교인들의 고국방문을 더욱 의미 있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미주한국불교: 총람 & 불교
인 업소록은 미주불교인들이 본국의 불교문화를 더욱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조력하는 매체가 되겠습니다. 한
국불교의 세계화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미주 한
국불교계는 항상 본국의 유구한 불교전통과 문화에 깊은 자부심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
교가 이곳 미주지역에서 이곳 동포불자들은 물론 세계인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전파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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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미주불자 고국방문 성지순례 – 2012년 10월 중 실시 예정
미주불교신문사는 미주지역에 거주하시는 불교인들의 요청에 따라 고국방문 성지순례를 실시합니다. 이번
여행은 이번 2012 미주한국불교에 광고를 게재해 주신 사찰들의 협조를 받아 템플스테이와 문화체험 그리
고 관광을 함께 겸한 고국방문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여행은 강화도 일원의 주요 사찰, 서울근교와 충청권의
주요 대찰 그리고 아름다운 한려수도가 바라다보이는 만덕산 백련사의 남도기행 템플스테이가 포함될 것입
니다. 강화도에서는 초조대장경 판각 성지이자 연음식 문화의 본산으로 유명한 선원사에서 다양한 연음식 시
식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강진 백련사에서는 남도의 숨겨진 비경과 성지를 트레킹하는 남도기행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백련사 템플스테이 담당스님에 따르면 오랜 해외생활로 한국적 정취를 더 많이 느끼고자 하
시는 분들이 특히 좋아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십니다. 약 10일간 진행될 이번 순례 여행은 강화도에
서는 유서 깊은 전등사와 보문사 그리고 충청도에서는 이번에 동참하신 참선도량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을 비
롯하여 마곡사, 갑사, 능사 등 계룡산 일대의 대찰들, 그리고 남도에서는 송광사, 미황사 등 저희가 가게 될
여행경로에서 가까운 유명사찰도 이번 순례에 최대한 포함시키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경이면 모
든 일정과 비용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내용은 미주불교신문사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가을 처음으로 실시하는 미주불자 고국방문 성지순례는 아름다운 반도의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됩니
다. 한국의 모든 불교성지와 명승 고적지를 미주불자님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원력으로 이 사업을 시작
합니다. 미주의 한인 불자 뿐만 아니라 한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한국불교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는 계기
가 될 것입니다.

문의: 미주불교신문사 • Tel: (718) 644-0979

www.idia.or.kr

한국불교 세계화의 선봉

국제포교사회
국제포교사회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의 산하단체로서
국내외의 외국인과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1700년 전통의 한국불교를 홍포하고 있습니다.

Mission

대한불교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International Dharma Instructor’
s Association

Activities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http://cafe.daum.net/IDIA

Tel 82-2-722-2206 Fax 82-2-722-2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