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0월 17일 (토)

장   소 : 탄허기념박물관 

  
금강경 
 강송대회

제 5회

※ 제세공과금(22%)는 본인부담이며, 대회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상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방이나 원거리 참가자 중 희망하시는 분은 선원에서 숙박하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 기타 상세한 문의는 금강선원 홈페이지나 대표전화 02)445-8484로 받습니다. 

시험 유형 및 출제

 필기 : 금강경 32분 중 지정분 (당일 공개 추첨) 외워 쓰기 

 학생부 (초, 중, 고등, 대학생) 지정분 :  1분, 7분, 12분, 17분, 31분

 대학생의 경우 성인 일반부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표준 교재 - 금강선원 발행 금강경독송집 , 조계종 표준본

 강송 : 암송, 운음, 소리 크기 

 ※ 한자 필기시 가산점 부여

 결선은 1차 심사 후 질의응답으로 최종 순위 평가

 팀 인원 : 5명 이상

 합송 : 지정분(접수시 지정분 배부)과 자유분(팀별 자유선택) 

 ※ 전체 합송시간 : 3분 이내 -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대회일정 08:30  입실 완료 

 8:30~09:00  식전 의전, 필기 분 공개 추첨 

 1교시(09:00~09:50) <개인전> 외워쓰기

 2교시(10:10~12:00) <개인전> 강송(암송)

 점심시간 (12:00~13:00)

 3교시 (13:00~14:10) <단체전> 단체 합송 

 4교시 (14:20~15:10) <개인전> 결선

 15:20 이후~ 결과발표 및 시상식 / 수행수기 발표 / 순당의례

응시자격 성인 일반부

 학생부 : 초, 중, 고등, 대학생 (학생증 첨부)

응시부문 개인전 : 외워 쓰기, 암송

 단체전 : 합송  *개인전과 단체전에 중복 응시 가능

 수행수기

접수기간  원서접수 : 2015년 7월 1일 ~ 9월 30일 (선착순 접수)

지 원 서 소정 양식(우편 접수 시 사진 3×4 부착)

 ※ 탄허기념박물관, 금강선원 홈페이지(www.geumgang.org), 

금강선원 다음카페에서 다운로드 가능

전 형 료 개인, 단체 : 3만원  (입금 확인 후 접수 완료) 

 계좌 번호 : 신한은행 100-028-878838 대한불교조계종금강선원

 단, 학생은 무료 (학생증 제출), 수행수기 부분만 무료.

접수방법 

    금강선원 :  서울 강남구 개포로 82길 11(개포2동 186-3) 삼우빌딩 4층  

 TEL: 02) 445-8484 / FAX: 02) 445-8034

    탄허기념박물관 :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 14길 13- 51

                                     TEL: 02) 445-8486 / FAX: 02) 445-8481

 

대회상금  성인 일반부 : 

                         |  | 

 학생부 :  |  | 

 단체전 : (3팀) 
 *각 부분에 특별상 수여.

주최 오대산 월정사, BTN 불교TV, 불교신문, 금강선원    주관 탄허불교문화재단, 탄허기념박물관    후원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서울시, BBS불교방송

국태민안을 발원하던 유구한 민족문화인 경전강송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대한불교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의 참뜻을 

널리 펼쳐 보살사상 실천과 만일수행결사운동의 보급에 이바지할  

금강경 강송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