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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의분주함을뒤로하고고요하게자신을돌아보자평온한산사에서지친심신을달래며에너지를재충전할수있는템플스테이가기다린다

맛보기수행이아니라진짜참선과수행을할수있는해남미황사의 참사랑의향기 

마음은비우고가족愛채운다산사에서

맹렬한기세로타오르던태양도그열기

를 잊고 가을을 담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

다뜨거웠던여름을보내느라지친몸 분

주한 일상과 명절 스트레스에 지친 마음

빠르게돌아가는도심의생활을잊고잠시

떠나보자느긋한걸음으로자신을돌아보

며심신을채울수있는템플스테이가기

다린다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실개천이 흐른다 산나

무실개천이라는단어만으로도이미마음이편안해

지는기분이다

오후3시 산사에서의 힐링이 시작된다 프로그램

은 108배 걷기명상등의프로그램을자율적으로소

화하는자율형과참가자들과함께프로그램에참여

하는체험형으로나눠진행된다 체험형은매월 2 4

째주주말에진행된다

고요한 산의 소리를 들으면서 밤을 보내고 물소

리를 따라 도솔암으로 향하며 꽃무릇도 만날 수 있

는 여유 가득한 시간 계절에 따른 테마형 프로그램

도있다 해맞이템플스테이(연말연시) 동백시문학

템플스테이(4월중) 차 체험 템플스테이(5월중) 하

계방학 템플스테이(78월중) 꽃무릇 시문학 템플

스테이(9월 중하순) 한가위 템플스테이등계절의

낭만을더해진프로그램이준비됐다

참가를원하는사람은홈페이지를통해참가신청

서를 작성하면 된다 1박2일을 기본으로 이뤄지는

템플스테이의 참가 비용은 성인 5만원 초등학생 3

만원이다

먼길을가지않아도도심에서도산사의느긋함을

접할 수 있다 무등산 자락에 안겨있는 증심사에도

템플스테이가 마련되어있다 치열한 삶의 터전에서

잠시 비켜나 사찰의 일상생활을 경험하면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가까운 곳에서 기다

리고있다

1박2일로진행되는프로그램은세가지로나눠진

행된다 아침저녁으로 예불과 공양에 참석하며 고

요하게마음을들여다보며시간을보낼수 있는휴

식하기 불교문화를세밀하게알아볼수 있는불교

문화 체험하기 무등산 품에 안겨보는 자연과 어울

리기 등 세 가지 프로그램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불교 공예 체험을 통해서 108염주

(단주)만들기나 연꽃컵 만들기 등을 할 수 있고 자

연속에서명상의시간을갖고산행을하며무등산을

가까이에서만날수있다

아름다운 섬으로둘러쌓인바다 해남 땅끝 산줄

기 마지막에 솟아오른 봉우리 달마산 아래 위치한

미황사 잠시쉬어갈수있는템플스테이가아니라 7

박8일 동안 자신을 만나볼 수 있는 참사랑의 향기

프로그램이특별한곳이다

매일 6시간의 참선을 통해 마음을 돌아보며 스님

과의문답시간이외에는말을하지않는묵언수행

도이뤄진다 참선으로마음을비우고 아침은죽점

심에는 발우 공양저녁은 효소와 차로 대신하며 몸

도비운다

쉽지않은수행의길 참가도쉽지않다 참사랑의

향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

출해야한다 그리고 서류 심사를 통과해야 7박8일

의 시간이 허락된다 2030명으로 인원 제한이 있

고 9월2027일 11월 2229일 12월 2128일로

예정돼있다 가볍게머물러갈수있는휴식형프로

그램도있다

참가비는 참사랑의 향기 50만원(7박 8일) 체험

형(1박2일)은5만원이다

이외에도매월마지막주주말에열리는 수리수리

콘서트로 유명한 공주 마곡사의 템플스테이가 있

다 자신감이 부족한 이들이 마법의 주문을 외우며

긍정의 에너지를 채워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어

른과아이가함께할수있어가족단위로많이찾는

다 어른 10만원 어린이 5만원(1박 2일)

미륵 신상의 발원지인 김제 금산사에서는 눈으로

보는 템플스테이가 가능하다 절 중심에는 국보 62

호인 미륵전이 있다 3층으로 구성된 불전으로 내

외벽에는 다양한 벽화가 그려져 있다 오층석탑 석

등 방등계단(方等戒壇)등 아름다운 문화재를 둘러

보며 자유롭게 푹 쉬어갈 수 있다 참가비 어른 5만

원어린이 3만원(1박2일)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휴식하기체험하기어울리기

염주연꽃컵 등공예체험도

자신감키우는마법의주문

꽃무릇시문학한가위테마

자율체험형프로그램진행

7박8일 참사랑의향기

서류 심사통과해야참여

광주증심사
0622260107 httpwwwjeungsimsaorg

고창선운사
0635611375 httpwwwseonunsaorg

해남미황사
0615333521 httpwwwmihwangsacom

공주마곡사
0418416226 httpwwwmagoksaorg

김제금산사
0635420048 wwwsansageumsansaorg

국보급문화재에눈이즐겁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