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명상>

▶강사 프로필

 김영희 교수

1984년 7월 – 1986년 7월 난(蘭)전문잡지 “난과 생활” 취재 및 기획 담당

1997년 1월 – 현재 차전문지 “차인” 편집국장

2007년 3월 – 2010년 8월 나주대 “차문화복지학과” 행다 담당 강사

2007년 3월 – 현재 한국차인연협회 이사

2008년 5월 – 2012년 2월 한국불교차인중앙회 홍보담당 이사

2010년 3월 – 2014년 10월 전남녹차산업학연 협력단 전문위원 

2015년 3월부터 - (사)자비명상원 차명상 지도

2006년 5월 한국차인연합회 공로상 수상

2008년 12월 2008 올해의 차인상 수상

201년 2월 28일 서울시장 표창



 

1.차와 만나 행복해지다. (2시간~3시간)
 
찻잔 하나와 차로 하는 일잔 다법으로 녹차를 마시면서 차의 색향미를 느끼고,
차가 몸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몸의 변화를 느끼고 지켜보는 명상.
바른 자세와 차의 효능으로 금세 몸이 가벼워지는 힐링 타임이다.
계절별로 아름다운 찻자리를 세팅하여 먹고 마시는 행복한 티타임이다.
 
 



 
 
2.차, 맛과 멋와 쉼 (8주/2시간)

백차, 녹차, 청차, 황차, 흑차, 홍차, 말차, 화차 등 차의 종류를 이해하고,
그 차들의 맛과 향과기운을 느끼며, 다도구의 종류와 사용법을 익히면서
자연스럽게 몰입하고 집중하는 감각명상 시간이다.
다구를 만지면서 온도와 질감을, 차의 모양과 색 우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되며,
차 자체의 효능으로 온몸에 땀이 나고 체온이 올라간다.
 

3.차로 하는 힐링터치 (1시간 30분~2시간)
긴장을 풀어주는 족욕 셀프마사지 기법, 둘이서 함께 씻어주면 이완하는 힐링 녹차 마
사지, 
녹차의 은은한 향과 개운한 맛이 터치의 효과를 증가시키고 소통하는 과정
 



 
 
 
4.자비명상을 바탕으로 하는 무재칠보시 명상 (8주/2시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이해하게 된다.
자비명상을 바탕으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사물과 사람이 행복해야함을 이해하고
그 방법의 하나로 무재칠보시를 찻자리에 구현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명상
법이다.
 
5.명상전문가를 위한 차교실 (1년과정/2시간~3시간)
차를 마시고 명상을 하면 쉽고 빠르게 그리고 깊이 몰입하게 되어 명상의 효과가 커진
다.
나아가 차 마시기의 과정 하나하나를 느끼고 지켜보면서 그에 반응하는 모과마음을 지
켜본다.
최종적으로 행사 자체에 몰입하여 전다삼매의 경지를 이루어가는 것도 가능하다.   
 
 



 
 
6.사계절차법 명상 (1년과정/2시간)
매달 하나의 차법을 익히면서 차의 색향미와 기운 나아가
집중력을 높여서 감각을 확장하고 궁극에는 무아의 경지를 체험한다.
 
7.들차회 명상 (2시간)
하늘과 산과 나무와 바람과 물과 꽃과 새들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자연공간에서 진행하는 행복한 찻자리 명상. 
자연과 내가 하나이고, 우주가 나와 하나임을 체험하는 행복한 시간
 
8.한옥에서 즐기는 차 한잔 (3시간)
향기로운 차와 맛있는 다식, 아름다운 꽃과 음악 등이 함께 하는 힐링 찻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