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포틀랜드 보광사

보광사 5월 소식지
거룩한 부처님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법회안내
• 새벽예불 - 매일새벽 5시
• 사시예불 매주일요일 오전 11시
• 저녁예불 - 매일저녁 7시
• 청년법회 매월 첫째 토요일 저녁 6시,
셋째주 일요법회 참석
• 청년법회에 관심이 있는 분
은 청년회 회장 강지혜(503)
764-8276 혹은 화공스님
(503) 758-5273으로 연락 바
랍니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
• 5월 24일 일요일 11시

부처님오신날 전야제
• 점등식: 5월 23일 토요일
저녁예불(7시)후

통도사 미주분원 포틀랜드 보광사

• 5월 5일 일요일 보광사 화공스님과 불자님들께서 연등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기255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
포틀렌드 보광사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를 5월24일 일요일 보광사에서 봉행합니
다. 새로 오신 주지 화공스님과 전 주지 성향스님, 미국인 혜종스
님, 그리고 보광사 신도 일동으로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려 합니다. 불자님들 가족의 행복과 돌아가신 분들의 명
복을 기원하는 정성으로 가족연등과 영가등을 밝히고자 보광사
불자님들은 물론 관심있는 많은 분들을 초청하는 바입니다. 여
러분들이 밝힌 등은 다음 부처님오신날까지 보광사 법당내를 장
엄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시
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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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 꽃공양, 과일공양, 떡공양 등 대중을 위한 공양을
올리실 불자님께서도 보광사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일공양
5월10일 윤지우
5월17일 법계화
5월24일 조희정
6월1일 이현숙
(존칭은 생략하였습니다.)
• 명단 이외의 분들도 개인적으

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에
공양을 하시고 싶은 분은 아
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
랍니다.
-정법화: 503-984-4423
-보림화: 971-221-2561
-실상화: 503-764-8071

*연가등 신청
가족연등 또는 영가등을 밝히실 불자님들께서는 전야제 때 등불
을 밝힐 수 있도록 미리 아래 연락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법화: 503-984-4423
-보림화: 971-221-2561
-실상화: 503-764-8071

보광사 주지 화공스님
현 주지스님이신 화공스님은 지난 4월11일 보광사로 오셨으며,
새 주지로 부임하셨습니다. 스님은 일본과 미국 등 45년여의 수
행정진과 교학적 탐구로 성취하신 지혜를 보광사 불자님들에게
회향하고 계십니다. 보광사 불자님들은 물론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 앞으로 스님께서 원력으로 펼치실 부처님가르침에 수
희 동참하시어 더욱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
다. 화공스님께서는 불자님들이 언제든지 그리고 자유롭게 보광
사에 참배하시기를 바라시며, 스님과의 면담을 원하시는 분 또
한 기꺼이 응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화공스님과의 면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번호로 스님과의 시
간약속을 하시면 차질 없이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스님전화번호 (503)758-5273 보광사 전화번호 (503) 760-4497

좋은 소식 알림 터
* 도량대청소 -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17일 대청소를 합니다.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 많이 동참하시어 보광사를 청정도량으
로 거듭나게 함과 동시에 불자님들의 몸과 마음 또한 상쾌해 지
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그라지세일준비 - 보광사의 사용하지 않는 비품들로써 그라지
세일을 할 예정입니다. 불자님들이나 관심있는 분들의 가정에
쓰지 않는 물건들이 있으시면 그라지세일에 동참하시어 성대한
자리가 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시일은 차후통보 예정)
*5월 첫째 법회 후 많은 불자님들이 모여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
의 등불을 밝히기 위한 연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
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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