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박 7일 정진 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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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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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5AM접수
* 9AM 법문
* 점심 공양 후
불칠 스케줄

불칠

불칠

전체

전체

스케줄

스케줄

*	10AM 회향
*	선칠 준비

선칠

선칠

*	9:20AM
아침 법문 후

* 8:20PM법문
* 선칠 시작

전체

전체

스케줄

스케줄

회향공덕
*	선칠 종료

•6박 7일 정진 첫 날은 아침 7:45부터 등록 및 접수, 체크인 후 아침 9시 법문으로 시작합니다.
•첫 날 아침 9시 법문을 마치고, 점심식사 후 전체 스케줄에 따라 진행합니다.
•정진 일정 마지막 날 (3월 28일/ 4월 8일)은 아침 9시 20분 법문, 회향공덕으로 일정을 마칩니다.

하루 일과표
불칠佛七 (염불정진)

불칠 佛七(염불정진) 및 선칠 禪七(좌선정진)
7일 집중 수행 프로그램
서울

선칠禪七(좌선정진)

2019년 3월 22~28일

•장소 국제선센터

전라남도

2019년 4월 2~8일

•장소 성륜사

4~5 AM

아침예불 Morning Ceremony

2:30~3 AM

기상, 경선 Morning Boards

5~6 AM

좌선 Sitting Meditation

3~4 AM

좌선 Sitting

6~7 AM

아침공양 Breakfast

4:20~5:20 AM

좌선 Sitting

7~8 AM

자율정진 Self-study

5:40~6:40 AM

좌선 Sitting

6:10 AM

아침공양 Breakfast

7 ~8 AM

좌선 Sitting

•대상 누구나. 출가인과 일반인 모두 참여 가능 (선착순 마감)

8~8:30 AM

향찬, 아미타경, 아미타찬
Incense praise, Amitabha
Sutra, Amitabha Praise

8:20~9:20 AM

좌선 Sitting

•참여비 무료 (자율보시), 국제선센터 숙식비 별도.

9:40~10:40AM

좌선 Sitting

10:50AM

점심공양 Lunch Offering

•부분 또는 전체 참석 가능 (법문: 영어 / 통역: 한국어)

Noon~1 PM

좌선 Sitting

1:20~2:20 PM

좌선 Sitting

2:40~3:40 PM

좌선 Sitting

8:30~10 AM

아미타불 염불
호념, 좌념, 묵념
Recite the Buddha’s name

10:10~Noon

점심공양 Lunch Offering

12:30~1 PM

절 수행 Bowing to Buddha

1~4:40 PM

아미타경, 아미타찬, 아미타불 염불
Amitabha Sutra & Praise
Recite the Buddha’s name

4:40~5 PM

왕생위전회향
Rebirth Ceremony

5~6 PM

저녁공양 Dinner

6~7 PM

저녁예불Evening Ceremony

7~8 PM
8~9:20 PM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 167

•문의 02-6012-1731(비로자나국제선원)

전남 곡성군 옥과면 미술관로 287

•문의 061-303-7001(성륜사)

•접수 온라인등록 www.chanpureland.org/korea
•이메일 문의 chanpureland@gmail.com

3:40 PM

휴식 Rest

5~6 PM

좌선 Sitting

6~6:05 PM

스트레칭/환기
Stretch legs/open door

6~7 PM

좌선 Sitting

7:20~8:20 PM

좌선 Sitting

8:20~9:20 PM

법문 Dharma Talk

9:40~10:40PM

좌선 Sitting

비로자나 국제선원 서울 서대문구 홍제내길 42 TEL 02-6012-1731

법문 Dharma Talk

10~11:50 PM

좌선 Sitting

웹사이트 http://www. cosmicbuddha.kr 까페 http://cafe.daum.net/cosmicbuddha

대회향 Great Transference

11:50PM~2:30AM

휴식 / 취침 Rest

온라인 등록 www.chanpureland.org/korea

영화선사 특별 법문
2019. 3. 31(일) 오전 9:30

영화 선사 永化禪師
영화 선사Master YongHua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LA 근교에 위치한

영화 선사와 함께
한국에 방문하는 제자들

노산사廬山寺와 위산사潙山寺에서 여러 수행자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화 선사는 정통 선 중 가장 오래된 위앙종潙仰宗의 마지막 조사인 선화 상인을 만나 출가한 후, 1999년 만기악

영화 스님의 제자들은 이미 수행과 지도 경험이 풍부합니다.

스님 아래에서 비구계를 받았습니다. 그 후 대만에서 비나야 (계율) 를 공부하고, 2001년 미국으로 귀국,

영화 스님과 함께 여러분의 수행을 함께 지도할 것입니다.

2005년까지 은둔 수행을 하였습니다. 대승불교를 통해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목적으로Bodhi Light

또한 영어, 한국어, 중국, 베트남어의 여러 언어로 동시 지도, 법문 통역이 가능합니다.

International(BLI)라는 비영리 조직을 설립하고, 제자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나이, 민족, 종교,
언어 배경의 수행자들을 자유롭고도 깊이 있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Dalat University에서 수학을 전공 후 통계학 관련 일을 했습니다. 1991년
현지賢止스님

작년 첫 방한에 이어, 2019년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선센터와 전라남도 곡성 성륜사에서 영화 선사와

참선을 시작. 2002년 미국으로 이민 온 후, 2013년 영화 스님을 만났는데, 그 당시

그 제자들이 여러 한국 수행자들과 함께 수행하고자 합니다. 선화 상인을 통해 이어진 염불과 참선 수행을

아내의 암으로 수행정진을 더욱 열심히 하였읍니다.

함께 경험해 보세요.
이번 행사는 미국 위산사의 영화 스님과 서울 비로자나 국제선원의 자우 스님이 함께 주최합니다.
영화선사의 수행프로그램, 법문, 자료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mastersunim

불칠佛七과 선칠禪七

	
2007년 영화 스님을 만나 “챤 메디테이션(참선)”으로 얻은 통찰력과 내적 평화에
현신賢信스님
놀라, 대승불교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출가하였습니다. 출가 전
UC Davis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16살 베트남에서 탈출한 말레이지아 난민 캠프에서 반야심경을 접해 불교에 귀의. 그
현통賢通스님
후 가족 모두 미국에 망명, 해군에서 20년 근무하고, 캘리포니아 사우스베일로에서
동양의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15년부터 영화 스님을 만나 2017년
출가하였습니다.

중국 정통불교에서 비롯된 불칠佛七 법문法門과 선칠禪七 법문法門은
역대 조사祖師에 의해 만들어진 수행법으로 수행자들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선정에 들고, 빠르게 진전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칠은 새벽 4시 능엄 신주를 포함한 아침 예불로 시작하여,

	
베트남에서 20대에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하였고, 2014년 처음 노산사에 왔을
현료賢了스님
때 자연스럽게 결가부좌로 앉았습니다. 노산사의 스님들에게 참선 지도를 받은
후부터, 행복한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중과 수행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출가하였습니다.

아미타경, 아미타찬, 아미타불 염불 (요염, 좌염, 묵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선칠은 새벽 3시부터 밤
12시까지 1시간 앉기, 20분 걷기를 반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화 선사는 대중들과 함께 수행하고 매일

	
입지入志 샤나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젊은 여성 사업가 입니다. 2012년 영화 선사의 참선을 접하고,

저녁 1시간 반 이상 법문을 합니다. 영화 스님의 법문 중 질문들을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어 수행자들에게

2015년부터 "공원에서의 참선" 모임을 시작, 여러 도시에서 참선 워크샵을 활발히 하고

매우 유익합니다.

있습니다. 영화 스님의 한국어 통역을 담당하고, 여러 잡지에 참선과 대승불교에 대한

숙련도에 상관 없이, 한번도 수행을 해보지 않은 사람부터 수 십년 해 온 수행자들, 출가한 스님들까지
모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개인의 스케줄에 맞게 하루 한 시간, 하루 전체, 몇 일간 또는 전체
기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선의 기본 원칙, 자세, 테크닉 등을 배울 수 있는 기초 참선 교실이 별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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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고 있습니다.
	
입단入端 새라김 2012년 영화 스님을 노산사에서 만나 제자가 되었고, 약학 박사학위를 USC에서 받고
의약품 검사관으로 켈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영화 스님의 한국어
통역, 번역 등 자원 봉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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