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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황사템플스테이 참사람의향기에참여한사람들이주지금강스님과함께이른새

벽부도전참배를마치고절로향하고있다 <미황사제공>

템플스테이시즌 2 我生如堂<아생여당>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에 맞춰 한국

전통문화의멋을알리기위해시작된템플

스테이는 연간 16만여 명이 참여하는 등

휴식과 성찰 힐링을 대표하는 가장 한국

적인프로그램으로자리잡았다

템플스테이가 10년 세월을 넘어서면서

전국 주요 사찰의 프로그램을 묶어 패밀

리브랜드로새롭게탄생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은최근템플스테이브랜드 아생여당(我

生如堂)을새로출시했다

아생여당은 각각 위로 건강 비움 꿈

이라는 주제를 담은 아아(我我) 생생(生

生) 여여(如如) 당당(堂堂) 등 4개의하위

브랜드로 구성됐다 아생여당은 13개 사

찰에서 운영되며 각 사찰의 환경과 역량

에따라특화된프로그램을제공한다

전남지역에서는해남미황사와영암도

갑사에서만날수있다

땅끝마을아름다운절해남미황사에서

는 나를위한비움여행여여템플스테이

참된나를만나는비움여행을 주제로진

행되는 참사람의향기가운영된다

참사람의 향기는 매달 한차례씩 7박8

일 일정으로 진행되는프로그램으로한국

전통의참선을체계적으로수행하게된다

참사람의 향기의 가장 특징은 대부분

일정이 묵언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개

인의 집중된 수행의 힘을 기르면서 깊이

있는 수행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미황

사의설명이다

주요프로그램은몸과마음의청정을목

표로 매일 6시간씩 진행되는 참선수행과

수행론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에게 화두

간택 좌선의 육조단경등을배우는법문

매일 수행을 보고하고 조언을 듣는 수행

문답 전통 작설차를직접행다(行茶)해서

마시는다도등으로구성돼있다

또 오후불식(午後不食) 프로그램이 있

다 템플스테이 기간 참가자들은 아침에

는죽을 점심은발우공양을하게되며저

녁은 식사 대신에 효소와 생강차 등을 마

시면서 몸을 수행 최적 상태로 만들게 된

다

대상은 2065세의 일반인 및 학생이

다 자세한 일정은 미황사 홈페이지(ht�

tpwwwmihwangsacom)를 참조

하면된다 문의 0615333521

남도의 소금강이라불리는월출산의기

를 머금은 영암 도갑사에서는 나를 위한

건강여행 생생 템플스테이몸과 마음을

모두 채우는 건강한 여행을 주제로 진행

되는 노는게제일좋아가운영되고있다

노는게제일좋아는쉬는것과노는것

의차이를알아행복하게웃을수있는사

람만이 건강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취지에서만들어진프로그램이다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도량 포행

웃음꽃피는놀이프로그램숲길포행숲

길체험 및 숲 체험놀이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자세한 내용은 도갑사 홈페이

지(httpwwwdogapsaorg)를 참

조하면된다 문의 0614735122

이밖에도 아아(我我) 프로그램은 김제

금산사와 영동 반야사 보은 법주사 성주

심원사에서 운영하며 생생(生生)은 동해

삼화사 양평용문사 산청 대원사에서 진

행된다 여여(如如)는예산수덕사에서당

당(堂堂)은 양양 낙산사 인제 백담사 용

인법륜사에서운영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미황사템플스테이프로그램중하나인부도전참배

위로건강비움꿈

4가지 행복 이야기

전국사찰 13곳 프로그램묶어 패밀리브랜드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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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위한비움여행

참사람의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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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위한건강여행

노는게제일좋아

광주시립미술관(관장황영성)은 11일오후 3시미술관상록

전시관 4전시실에서지암(芝菴)김대원조선대교수를초대해

작가와의대화행사를연다

김 교수는 2014년 올해의 중진작가로 선정돼 오는 29일까

지상록전시관에서전시회를열고있다

김 교수는 전통수묵에서부터 현대 색채회화에 이르기까지

작업의폭이넓은작가다

이번 작가와의 대화에서는 전통수묵으로 정점에 이른 뒤

색채회화로변신한김교수의회화세계에대해이야기할예정이다

또 패널로초대받은백수인(시인) 조선대 교수는 김교수와오랜인연을통해 느

낀그의예술적바탕을이야기한다 목포출신인김교수는조선대사범대학미술교

육과와동대학원미술학과를졸업했으며의재허백련상본상 미술세계올해의작

가상 전남 문화예술상등을수상했다 현재우리민족문화예술연구소대표를맡고

있다문의 0626137133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김대원교수초대 작가와의대화

광주시립미술관 내일상록전시관 4전시실

미래의 국악 명인을 꿈꾸는 젊은 연

주자들의 무대가 마련된다 광주시립

국악관현악단(지휘자 김광복)은 오는

12일오후 7시 30분문화예술회관소극

장에서 꿈꾸는나무 공연을갖는다

이번연주회는국악관현악단이앞으

로 국악 무대를 이끌어갈 연주자를 발

굴무대경험을갖게하고음악적안목을넓혀주기위해마련됐다 지역국악인재

들을대상으로오디션을실시 5개부문협연자 9명을선정했다

연주 레퍼토리는 고혜수의 가야금병창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 안가현의 해금

협주곡 지영희류산조 이호성의대금협주곡 서용석류대금산조 조혜진의피리

협주곡 바람의유희 등이다 또안다인(꽹과리) 나세리(장고) 장의정(징)김시온

(북) 등 4명의 연주자가들려주는 사물놀이협주곡 신모듬 3악장도만날수있다

전석 1만원 문의 0626138243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시립국악관현악단 꿈꾸는 나무 공연

12일 광주문예회관소극장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이윤자)은 오는 7월 1일부터 4일까지 광주지역 남녀대

학생 30여명을대상으로제4기차세대리더양성과정교육을실시한다

교육에서는 정선주(정순주 심리상담소장)의 소통으로 이끄는 여성주의 유지나

(동국대영화영상학과교수)의 영화속여성의문화공간유경희(전 한국여성민우

회대표)의 우리가차세대리더다 등강의가펼쳐진다 교육장소는광주여성재단

8층강의실이다

또군산으로떠나는 1박 2일캠프에서는김민영(군산대경제학과) 교수와함께최

근 각광받고 있는 군산의 근대역사문화벨트 지역을 탐방하며 여성주의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 차민수(협동조합 아모틱 이사장)과 함께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 차세대의 역할은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보는 워크숍을 진행한다

탁류 등으로유명한작가채만식문학관을찾는등 근대문학의발자취를따라가

는여행도진행된다

참가비는 1만원이며 오는 29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wwwgjwforkr  문의

67005413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광주여성재단 차세대 리더양성교육

7월 14일 광주남녀 대학생 30명 대상

이호성고혜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