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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텔가 아시아 온라인 리트릿 

 

 

 

참가 신청 전에 읽어보세요 

 

 

1. 참가 신청서는 여유있게 작성하세요.  참가 신청 접수 기간 (8 월 23 일 오전 10 시 - 9 월 12 일 

자정)중에는 연결된 링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찬찬히 읽어보시고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2. 컴퓨터나 스마트 폰의 키보드를 먼저 영문으로 전환해 주세요.  참가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을 완료하실 때까지 컴퓨터 자판을 반드시 영문으로 전환해서 유지해 주세요. 그렇지 않을 

경우 시스템이 한글을 인지하지 못해 접수가 불가능 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즐거운 명상 2 단계와 3 단계에는 참가를 위한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 조건을 꼼꼼히 

읽으시고 요건을 충족하셨는지 확인해주십시오.  

  

 

4. 참가비 지불은 신용카드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리트릿은 접수 등록 후 자동으로 링크가 

발송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용 카드로 해외 결제를 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로 지불하신 미화 

금액은 추후 한국 환율로 환산되어 청구되고 카드 종류에 따라 해외 사용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5. 이메일 주소를 꼭 기입해 주세요. 접수 후 2 일 안에,  줌(Zoom)이라는 온라인 화상 강의 

프로그램에 접속하실 수 있는 개별 링크가 메일로 발송됩니다. 그 외에 리트릿에 필요한 추가 

정보도 이메일을 통해 전달드릴 예정이오니 반드시  이메일 주소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참가 신청서 마지막에 참가 규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모든 6 개의 조항에 동의하시는지 

반드시 읽어보시고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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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단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수정이나 환불, 추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제출하시기 전에 

기입하신 정보가 맞는 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2020 텔가 아시아 온라인 리트릿 신청 양식 (즐거운 명상 과정)  

 

붉은색 *로 표시된 부분은 필수 기입 항목입니다   

 

I  신청하기  (1 과정 이상 선택가능합니다. 단, 즐거운 명상 리트릿을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 

1 단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온라인 과정을 신청합니다: *  

 

□  즐거운 명상 1 단계: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2020 년 10 월 23 일-25 일 

신청 자격:  누구나 가능합니다.  

 

□ 즐거운 명상 2 단계: 마음을 열기 

2020 년 11 월 13 일-15 일    

신청 자격: 즐거운 명상 1 단계를 참석하고 1 단계 명상 과제를 모두 완수하신 분 (형식을 

갖춘명상 50 시간)  

 

□ 즐거운 명상 3 단계: 지혜를 깨우기  

2020 년 9 월 18 일-20 일 

신청 자격: 즐거운 명상 1 단계와 2 단계 과정을 참석하고 1 단계와 2 단계 명상 과제를 모두 

완수하신분 (각 단계별 형식을 갖춘 명상 50 시간)    

 

 

II  참가비 (신용카드로만 결제 가능합니다) 

 

참기비에는 3 종류가 있습니다.  개별 리트릿 비용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참가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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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 참가비  

각 과정당 미화 75 달러 

이 참가비를 내시는 분들은 경제적 배려가 필요하신 3 분의 참가자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 기본 참가비  

각 과정당 미화 30 달러 

온라인 리트릿을 진행하는 비용으로 쓰입니다.    

 

□ 할인 참가비  

각 과정당 미화 15 달러  

스님을 포함한 종교인 및 경제적 배려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마련된 참가비입니다.      

 

<위에서 참가비 종류와 참가 리트릿을 선택하시면 총 지불금액이 아래에 자동으로 표기 

됩니다.> 

총금액 (미화) : ________  달러 

 

신용카드 청구 금액은 홍콩 달러로 환산되어 표기 되며 카드 종류에 따라 3~4$의 수수료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III  개인 연락 정보 (수집된 개인정보는 참가 신청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1. 여권상의 영문 이름:  

성____ 이름____ 

□  종교인(스님)인 경우 체크합니다:  

 

2.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 재확인*:  

 

3. 연락처:  

국가번호 (선택)               휴대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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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언어 및 통역  

이번 리트릿 과정은 영어로 진행되고, 아래에 선택하신 언어로 통역이 제공됩니다.  

통역을 원하시는 언어에 표시해 주세요. *  

 

□ 통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중국어 - 북경어  

□ 중국어 - 광둥어  

□ 한국어 

□ 일본어 

□ 인도네시아 바하사어 

□ 태국어 (태국어 통역은 즐거운 명상 1 단계와 2 단계에서만 제공되고 즐거운 명상 

3 단계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V  참가 규정 및 약관     

 

1.  참가 신청 후 취소를 하게 될 경우 참가비가 반환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 참가하는 리트릿 과정의 신청 자격을 갖추었음을 확인합니다.  

 

3. 온라인 과정을 참여하기 위해 줌(Zoom)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에 필요한 시스템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읽고 이해합니다.  (온라인 리트릿 참여시 가능하면 반드시 컴퓨터를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컴퓨터: https://support.zoom.us/hc/en-us/articles/201362023-System-requirements-for-

Windows-macOS-and-Linux 

      스마트폰:  https://support.zoom.us/hc/en-us/articles/201179966-System-requirements-for-iOS-

iPadOS-and-Android 

 

 

4.   온라인 리트릿 참가 중 텔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오디오, 비디오 촬영이나 녹음이 

허용되지 않음을 알고, 일체의 촬영과 녹음을 하지 않겠습니다.   

 

https://support.zoom.us/hc/en-us/articles/201362023-System-requirements-for-Windows-macOS-and-Linux
https://support.zoom.us/hc/en-us/articles/201362023-System-requirements-for-Windows-macOS-and-Linux


5 

 

5.   특별한 사정으로 프로그램 일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리트릿에 관한 어떤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주최측인 텔가가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쟁의가 일어날 경우 모든 최종 결정은 

주최측인 텔가에 있습니다.   

 

6. 리트릿의 등록을 위해서 위의 III 항에 기입한 모든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리트릿을 진행하기 위해서이며 주최측은 개인 정보를 텔가아시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retreat@tergarasia.org 로 이메일을 보내 기존에 

제공한 개인 정보를 수정하거나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위에 명시된 참가 규정 및 약관을 읽고 이해하며 동의합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1.  제출하시기 전 다시 한번 입력된 정보를 체크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참가 신청 후에는 변동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텔가 아시아 온라인 리트릿에서 뵙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