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깊은산속옹달샘 기업단체 힐링연수

잠휴
休, 잠깐멈춤

기업과 단체를 위한 휴식과 명상 힐링프로그램



깊은산속 옹달샘 힐링파워

진정한 쉼, 휴(休)는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리기만 하지 말고

잠깐 멈춰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

자연과 더불어 사색하고 명상하며

몸과 마음, 영혼을 말끔히 닦고 씻어내어

건강과 평안과 행복을 되찾고,

진정한 용서와 모든 것에 대한 감사로

사랑을 회복하는 것.

休,잠깐멈춤

그것이 옹달샘 힐링이 주는힘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시작입니다.



아침편지 명상치유센터

깊은산속 옹달샘

산 좋고, 물 좋은 대한민국 중심 ‘충주’에 세워진 아침편지 명상치유센터의 이름입니다.

매일 아침 이메일로 ‘고도원의 아침편지’를 보내는 주인장인 고도원님이

2003년 <꿈이야기 11>로 발표한 ‘깊은산속 옹달샘’은,

한 사람의 꿈이 만인의 꿈이 되어 2009년 12월, 7년 만에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꿈과 기적의 공간입니다.

현재 깊은산속 옹달샘은,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 임직원분들, 전국 지자체 공직자분들, 

전국 교육연수원 초중고 선생님 등 많은 분들이 ‘힐링연수＇를 위해 옹달샘에 오고 계십니다.

더불어,  

한국관광공사 ‘추천! 웰니스관광지 58선＇으로 선정되어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침편지문화재단 부설 종합교육원수원’으로

지정되어 교사의 인성과 심신치유를 위한 직무연수를 10년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단체 힐링연수

휴잠 힐링연수는

깊은산속 옹달샘에서 休, 잠깐멈춤을 통해

휴식하고 명상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영감과 에너지, 

좋은 꿈을 심어 줄 ‘생활명상’입니다.

-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영적 건강의 균형

- 몸의 방향,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

- 비움과 채움

- 자기가 하는 일에 ‘몰입’

- 절대고독, 절대긍정

- 꿈과 꿈너머꿈

- Leadership, Followship, Partnership, 

Servantship, Healership 재정립



옹달샘명상프로그램과함께 네가지‘치유의열쇠’회복 삶의방향과목표를재정립하여

잠깐멈춤/꿈너머꿈/생활명상 용서/화해/사랑/감사 Leadership/Followship/Partnership
Servantship/Healership 재정립

내마음에 쉼표를찍습니다.
육체적건강과정신적건강의균형을

이루고몸의방향, 마음의방향을바꾸며
내마음을비우고내마음을치유합니다. 

명상으로비워진마음에
나를치유하는마스터키

‘용서, 화해, 사랑, 감사’로채웁니다.

집으로, 회사로, 일상으로돌아가
열정과몰입으로미래에도전하며,

열린마음으로나와동료와조직과소통하고
스마트워크를실현합니다. 같이성장하는

기업문화, 가치있는인재를꿈꿉니다.

비움과채움 몰입

휴잠



· 279팀 | 11,668명

다녀가신 분들

삼성생명

현대중공업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소

전라남도교육연수원

한국수자원공사

대구광역시교육청

경북도청

KB손해보험

KBS인재개발원

충주시청

강남구청

대구도시철도공사

울산광역시교육청

고대안산병원/고대구로병원

서울교육연수원

경기도청

파주시청

진주시청

전남담양교육청

연세의료원

한국도로공사

충북소방본부

지속가능상생재단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충남도의회

광주광역시청

外 다수

· 390팀 | 10,777명

20202019 2021

· 100팀 | 2,077명

한국보건복지부인력개발원

세종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중앙교육연수원

한국수력원자력

농협은행

전남보건고등학교

충남대학교

서울시인재개발원

연세의료원

한국교통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산림항공본부

전라남도교육연수원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충북특수교육원

전라북도교육청

파주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법무부

대전자살예방센터

한국고용정보원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서울 양천구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시흥시청

영등포구청

푸른나무재단

外 다수

· 128팀 | 2,081명

강남구청

서초구청

포스코인터네셔널

포스코인재창조원

전라북도교육청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대구교육대학교

배달의민족 아카데미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충북특수교육원

경기남부 가정위탁지원센터

충청북도교육청

푸른나무재단

보건복지부 콜센터

천안교육지원청

대전교육청 에듀힐링센터

담양군청

대구교육연수원

진천군청 행정지원과

옥소폴리틱스

눈초롱어린이집

한국생산성본부

서산시청

제주금연지원센터

대통령경호처

外 다수

2022

· 162팀 | 5,703명

푸른나무재단

서초구청

DGB 금융그룹

충주시 비전캠프(중고등)

포스코인재창조원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에코프로BM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동서발전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보건복지상담센터

한국관광공사

경기도교육연수원

대전교육청 에듀힐링센터

담양군청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원광디지털대학 요가명상학과

눈초롱어린이집

산업은행

충북대학교병원

충남재난심리지원센터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外 다수



전국 지자체 ·교육청 연수 프로그램
전국 지자체, 교육청 힐링 연수 프로그램이
연중 옹달샘에서 진행되고 있음.

특히 ‘순천시청’은 2018년까지 1004명의
행복 리더를 육성하고 행복도시를 조성할 목적으로
‘깊은산속 옹달샘’과 MOU를 체결,  행복리더 양성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 워크샵, ‘힐링허그 사감포옹’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음. 

VIP ‘휴(休), 잠깐멈춤
SK에너지 및 국내 굴지의

금융사 ‘우리은행’에서
부은행장 등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함

온라인 기업단체연수 진행
2020년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파주시교육청, 인천시 일자리센터 등

다양한 기업단체들과 온라인으로 선무도,

향기명상, 크리스탈 명상, 호흡명상 등을 진행.

현재는 더 다양한 비대면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있음.

‘휴(休), 잠깐멈춤’

2022년

‘하루명상 무진어소시에이츠’와 연계하여
DGB 금융그룹 임원진을 대상으로 2박3일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복지 상담센터
2020년~2022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복지 상담센터에서

코로나로 인해 노고가 큰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상을 통한 깊은 쉼, 마음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생활에 활력을 선사하고자

1박2일 프로그램을 진행함.

기업단체연수 프로그램 진행사례

DGB 금융그룹



휴잠 프로그램

몸풀기 마음풀기

털어내기 체조 등을 통해 온 몸의 안 좋은 부위들에 집중하여

나쁜 기운들, 통증들, 정체된 부분들을 풀어내고, 이완시키면서

동시에 마음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훌훌 털어버리고,날려버리는 명상법. 

신나게 몸을 풀면서 즐겁게 마음도 푸는 프로그램.

통나무명상

통나무를 통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굳어있는 근육들을
풀어내고 더불어 일상에서 쌓인 긴장, 피로까지
함께 털어내는 시간.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오로지 나의 몸과
마음을 바라보며 그간 쌓여있던 스트레스도
내려놓고, 마음의 짐도 내려놓는 시간.

편백나무로 만들어진 원형 통나무가
우리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옹달샘 대표 명상법



휴잠 프로그램

싱잉볼 명상

싱잉볼은 3천년 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소리를 이용한
치유'의 명상법. 싱잉볼 소리를 통해 뇌파를 안정시키고
정서를 안정시킴으로써 과도한 분노를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우주의 소리라고도 하는 싱잉볼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의 깊은 치유를 경험하는 프로그램. 

힐링마사지

파트너와 함께 발과 발을 통한 마사지 기법을

배워보며, 몸의 고단함과 피로함을

풀어주는 마사지 치유테라피

기본적인 호흡과 함께

명상적인 힐링마사지를 통해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프로그램



걷기명상

옹달샘의 가장 중요하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명상. 

시간도 방향도 목표도 내려놓고, 침묵하며 걷다가 징소리와 함께

잠깐 멈춰 서서 자연의 소리,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야 하는데 미움의 대상으로 바뀐 사람들을 마음으로 불러내어

함께 걸으면서 사랑을 회복하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명상법.  

휴잠 프로그램

향기명상

몸과 마음, 영혼의 향기를 알아차리고

찾아가는 과정, 자연의 향기를 이용해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자연치유, 자가치유 명상법을 배우고 향기를

이용한 테라피로 오감을 깨우고, 자신의 내, 외면의

향기를 찾아가는 프로그램



휴잠 프로그램

소리명상

소리의 파장과 진동으로 온 몸과 마음을 깨우고, 그 소리의 진동이

뇌를 통해 각 장기로 퍼져나가며 막히고 맺힌 곳을 시원하게 트워

주는 '생체리듬'을 살리는 명상법. '내 몸의 울림' 으로 신체의 에너

지를 활성화하고, 선순환시키는 건강한 시간.

좌선(영상 프로그램)

명상의 여러 방법 중 가장 기본으로,

바르게 앉는 방법을 배우고 호흡에 집중하여

내면의 나를 찾는 시간.

고요히 앉아서 일상에서

놓치고 있던 자신을 들여다보며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 그밖에 아침편지 주인장 고도원의 인문학 특강과

마음요가, 선무도, 웃음명상, 춤명상춤치유, 크리스탈힐링, 

블럭위의 요가, 도구테라피 등 대상과 구성원의 특징에 따라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잠 프로그램



* 숙소에 준비되어 있는 물품:

수건1장/생수 500ml 1병(1박당), 샴푸/올인원워시, 미니비누, 헤어드라이기

* 명상복은 현장에서 배부 (숙박시)

<개별숙소> 숲속에 그린하우스

침대방 온돌방



옹달샘 그린스파

옹달샘의 대표 건강치유

명상법인 '냉온욕'을 할 수 있는 냉온욕탕,

사계절 각기 다른 옹달샘 숲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노천탕,

우리 몸의 내부를 따뜻하게 덥혀주는 찜질방까지…

황토, 자연석, 편백나무가 어우러진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몸과 마음을 씻어내며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휴식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자연치유의 명상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깊은산속 옹달샘 힐링공간



깊은산속 옹달샘 식사

깊은산속 옹달샘의 모든 음식은
건강한 식재료와 조미료를 전혀 쓰지 않는
‘사람 살리는 음식’입니다.

이 ‘사람 살리는 음식’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몸을 만드는 것을
중요 목표로 삼습니다.

나눔의 집 ‘사람 살리는 밥상’



깊은산속 옹달샘 명상공간

명상의 집
스트로베일 볏집과 황토로 지은 자연 친화적인
건물로, 마치 살아 숨쉬는 느낌을 주는'명상의 집'은
옹달샘 명상을 위한 교육 공간입니다.

1 F 
비채방 (비움과 채움의 방)
◐ 수용인원: 100명

2 F 
천채방
◐ 수용인원: 150명

B1 F 
숯채방 (숯으로 채워진 방)
◐ 수용인원: 50명

하얀하늘집

몽골 게르형태의 하얀 하늘집
은 아침편지 가족 허순영님의
기부로 지어진 공간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유르트로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 수용인원: 50명

※ 교육을 위한 옹달샘의 명상공간 및 커뮤니케이션 공간에는
빔프로젝트, 음향시설, 노트북이 완비되어 있고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 강의, 워크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

니다.



깊은산속 옹달샘 커뮤니케이션 공간

꿈너머꿈 도서관 2F

세미나, 강연, 워크숍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으며,
조직 구성원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차담, 회의 등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수용인원: 25명

※ 교육을 위한 옹달샘의 명상공간 및 커뮤니케이션 공간에는
빔프로젝트, 음향시설, 노트북이 완비되어 있고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 강의, 워크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꿈너머꿈 도서관

링컨학교 방학캠프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으로,  세미나, 강연, 워크숍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수용인원
1F: 50명
2F: 25명

꿈너머꿈 도서관 1F



깊은산속 옹달샘 즐기기

옹달샘 카페
옹달샘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언제라도
최고의 비채커피, 최고의 건강음료, 명상의 차를
마시며 대화하거나 책을 읽거나 쉴 수 있도록
만든 문화공간입니다. 

도서관
아침편지 주인장 고도원님의 밑줄 친 책들과
아침편지 가족분들이 기증한 책으로 가득
채워진 도서관은 휴식시간 언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숲과 이끼정원 자유산책
사계절의 색다른 감동을 주는
오솔길과 낙엽송이 울창한 ‘걷기명상’ 코스와
고도원님이 건강과 안정을 되찾은
산소공장 ‘이끼정원’을 자유롭게
산책하며 셀프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레터포유
내 주변의 사람에게, 혹은 내 자신에게
전하고 싶은 생각을 담아 편지를 쓰는
작은 공간입니다. 

아트센터
명상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명상복, 천연
아로마오일, 통나무봉, 고도원님 저서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유쾌한 주파수를 보내자

- 외부음식물 반입금지!

- 옹달샘은 어느 곳이든 '절대 금주', '절대 금연'입니다.

- 이름표 착용을 꼭 해주세요. 

- 식사 시간에는 '침묵명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사 도중 종이 한번 울리면 그 순간 그대로 정지, 

두번 울리면 다시 이야기 나누며 맛있게 식사하면 됩니다.

- 곳곳에서 크고 작은 명상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고

모든 공간은 공공으로 사용됩니다. 조용한 행동과 깨끗한 뒷마무리 부탁 드립니다.

- 타인을 위한 작은 배려의 시작!

화장실 슬리퍼는 뒤로 돌려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 편안하도록 가지런히 놓고 나와 주세요.

- 옹달샘 금수강산 수목원을 위해 심어놓은 나무, 꽃, 약초 등 식물들을 아껴주세요!

아침편지 명상치유센터 <깊은산속 옹달샘>에서 함께 지켜주셔야 하는 몇가지 '옹달샘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고도원의 아침편지 www.godowon.com 깊은산속 옹달샘 www.goodwoncenter.com 충북 충주시 노은면 우성1길 201-61

깊은산속 옹달샘 수칙



옹달샘은 모든 공간 ‘절대금주’, ‘절대금연’! 이를 어길 시에는 퇴실 조치합니다!

깊은산속 옹달샘 수칙



깊은산속 옹달샘

(문의) 대표전화: 1644-8421 / (이메일) webmaster@godowon.com

자연원시림 그대로인
7만평 부지에 지형에 따라
건물들이 앉혀져 있는 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