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집 | 고맙습니다 
| 기획 | 싸띠체조 
| 경전읽기 | 금강경, 벽암록  
| 연재기획 | 수행개념사전

2008 가을호 통권 25호

수행을 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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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음 의 향 기

?? ?? ??? ?? 

?? ?? ???? ??? 

???? ?? ??? ?? 

?? ?? ??? ??.

- ??? -

1차 Camp(2008 여름)를 마치면서 LeadershipCamp를 
‘LeadersSchool’로 프로그램을 상향조정했습니다 !
개인과 세상의 자유와 행복을 이끌 세계적 지도자를 길러내기 위한
통합교육시스템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 주최 : VSE Speaking Town, Sati School
■ 주관 : 스피킹타운 SpeakingTown

■ 기간 : 2학기 - 2008년 12월 29일(월) ~ 2009년 1월 23일(토)

3학기 - 2008년  1월 29일(목) ~ 2009년 2월 25일(수)

■ 장소 : 국내(추후공지)

■ 인원 : 40명 (초·중·고 30명 + 대학생·일반 10명)

※ 1차 서류심사 - 자기소개서

2차 구술심사 - 면접 및 토론

■ 문의 : 스피킹타운 (이태호 016-502-6294, 2kyoule@paran.com)

*홈페이지(카페) http://cafe.daum.net/vse-st 참고

■ 내용 : 외국어(영어&중국어) + Noble Sati + 독서·글쓰기(역사와 철학) 
1. 총 6학기제 (4주/학기 Intensive Course)
2. 외국어(영어&중국어) 체득 : 소리중심의 영어&중국어 체득 → 글로벌인재 양성
3. Sati 수행을 통한 집중력, 기억력, 창의력 향상 : 세계최고수준의 마음활성화 프로그램
4. 통합교과서 만들기 : 주제중심의 리포터로 자신만의 통합교과서 만들기
5. 학기당 100권 독서 : SPR(Sati Photo Reading 명상속독)기법 적용
6. 역사와 철학교육을 기본 : 역사교육을 통한 현재위치와 미래비전 설정

철학교육을 통해 세상과 개인에 대한 이해
7. 예술교육을 통한 미세정서·창의성 향상 : 1학기 1국악기, 1학기 1기법
* 미래사회·미래인재 특강 (CEO 및 명사 초청특강)

■ 신청기간 : 1차 우선등록기간  2008.  9. 1 ~  9. 31
2차 일반등록기간  2008. 10. 1 ~ 10. 31

*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p.122~123 참조 바랍니다)

세상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나가겠습니다!!

VS English& Chinese



4 반냐 반냐 5

일시 : 10월 11일 토요일 12시 ~ 8시까지
장소 : 다보산 반냐라마 

인도불교지원과 수행지도자양성 기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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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1. 가족과 함께

2. 친구도 데려오기

3. 배는 비우고 오세요.

4. 福등에 담을 복전도 약간 가지고 오시고

5. 무엇보다 맑은 마음으로 오세요.

6. 낙엽이 날리듯 살랑살랑 하늘하늘 여유롭게 오세요.

1부       공양 올리기 (12시 ~ 1시  혜향선원)
          1. 붇ㄷ하께 공양 올리기
            2. 음식공양
            3. 마음공양

2부      함께 어울리기 (1시 ~ 5시)
          1. 생명을 살리는 밥상 (문성희)
            2. 수행체험 (1시 ~ 4시 청정계단)
            3. 차(茶) 설명회 (2시 명본스님)
            4. 두부만들기 (3시~4시)
            5. 천연염색
            도자기 전시 및 판매 (무진 천순태)
            농산물직거래
            알뜰장터 (도서 등)

3부       자비 등 밝히기 (5시 ~ 6시)

4부       음악회 (6시 ~ 8시)

5부       회향 



2551 | 2008년 4기
과정

가을학기 모집

반냐 76 반냐

SATIMASTER과정에서는 붇ㄷ하가 계발한 수행법이 구체적 역사와 사회 환경 속

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의미를 가지며, 또 수행법이 인류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어

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배운다. 불교의 기본 텍스트인 3장 經·律·論과 인도, 중국,

한국 등 세계불교사를 중심으로 붇ㄷ하 수행법이 정치, 경제, 철학, 문학, 심리, 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에서 인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고,

수행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배운다. 이 과정을 완성하면

스스로 수행을 완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수행을 지도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며, 삶

과 세계를 바라보는 바른 지혜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할 것

이다.

● 모집인원 : 서울•부산 각 10명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이력서 1부

● 특   전 : 출가수행자(스님)는 소정의 장학금 지급
소정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SATI MASTER(지도법사) 자격부여
수행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수업시작 : 서울 > 2008년 8월 25일 (월) 6시
부산 > 2008년 8월 23일 (토) 2시

● 수업시간 : 매주 2회 7시간 (그룹 스터디 1회 5시간, 자유수행 매주 2시간 이상)

● 수업장소 : 서울캠퍼스  월요일 17:00 ~ 19:20 그룹수행
19:20 ~ 22:00 이론강의

부산캠퍼스  토요일 14:00 ~ 16:20 그룹수행
16:20 ~ 19:00 이론강의

● 지도법사 : 책임 지도법사 : buddhanpala

객원교수 : 해당 분야 전문가

● 수 강 료 : 매학기 75만원 (4학기)

● 문 의 처 : 010) 5405-2841, 055) 331-2841, 02) 597-2841

기본 

과정

수행

경전(아함경)

불교사(인도불교사)

불교개론

철학(동양, 서양, 인도)
미학(예술, 문화)

수행

경전(아함경)

불교사(중국불교사)

수행개론

사회학(정치, 경제, 복지)
교육학

수행

경전(아함경)

불교사(한국불교사)

비교종교(종교철학)

자연과학개론(우주물리)
환경생태학(생물, 환경)

수행

경전(아함경)

불교사(수행사개론)

비교수행(수행철학)

인류학(미래학)
뇌과학(인체개론, 인공지능) 

상담 

심리

심리학 개론

정신건강 개론

학습심리학
인지(행동) 심리학
발달심리학
게슈탈트 심리학
현장실습

상담학 개론
성격이론
인간관계 심리학

사회심리학
집단(개인) 상담개론
임상심리학
행동(인지)치료 이론원리
현장실습

싸띠 상담이론

싸띠 성격검사 이론과 실기

가족 상담이론
아동기(청소년) 이해와 상담
노인 이해와 상담
부부관계
현장실습

싸띠 교육이론

현대 심리·상담·
교육이론 흐름

중독이론
이상심리학
심리측정 및 평가
현장실습
갈등과 스트레스 감소이론

1학기(홀수년 봄) 2학기(홀수년 가을) 3학기(짝수년 봄) 4학기(짝수년 가을)



예산을 분배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자.
그리고 이 분야에 관해서는 혁명적인 정보공개제를 실시하자.
우리는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민이다.
눈먼 돈을 붙잡기 위해 그 수많은 엘리트들의 주요 역량이
탕진되는, 이 기막힌 현실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정치·행정의 선진화는 요원하다.

강준만(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 책의 저자인 정광모 씨는 정부예산을 14가지 테마로 나누어
꼼꼼하게 분석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서 우리의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었다.
또 이런 예산의 편성과 지출에 대한 혜안과 비판에 그치지 않고,
보다 바람직한 예산제도의 운용을 위한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예산을 잘못 사용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예산실명제를 제안한 것도 그 하나의 예다.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저자 정 광 모

256조
대한민국
예산의 
잔혹사

8 반냐

“법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한다. 그래서 잘못된
정책으로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이 있다 해도 뇌물을
받지 않았으면 처벌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모두
의 돈’인 예산을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예산을 기획하고 운용한 부처의 과장과 국
장, 차관과 장관 이름을 예산사업에 붙어 다니도록
해야 한다. ‘예산실명제’야말로 훗날 그들이 장관이
되거나 선거에 출마하거나 영전할 때 그 사람을 평가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저자 정 광 모
?????? ?? ???????? ???? ??? ??

?????? ?????? ????? 12?? ??

?? ???? ?????

시대의 창 I 328페이지 I 13,500원

반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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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 | 보리수 아래서 |원력, 꿈 너머 꿈 | 대표 SaTI maSTER

016 | 이달의 법문 |누구의 묶음을 풀것인가 | ashin sopaka

경 . 전 . 읽 . 기

064 | 대승경전 | 금강경 ⑩ | buddhapala

073 | 조사어록 | 벽암록 - 수행쇼핑하러 다니는 놈 | buddhapala

2008년 9월 1일  통권 25호

발행인 겸 편집인 | 붇ㄷ하빠-라

발행처 | 반냐라마 경남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680  

전화  055-331-2841,  팩스  0505-331-2841

인터넷 | www.satischool.net

등록 | 문화라09824

편집 | 이상규  | 사진 | 지안  | 삽화 | 이정민 

광고 | 010-5405-2841  | 디자인 | 보안기획 051-255-5675

수행을 즐기자

2008.가을호

019 고맙습니다 | 대표 SaTI maSTER

041 수행개념 사전 ⑥

마음| buddhapala

078 싸띠체조 | 김연삼

기 . 획 . 특 . 집

54 44 53

반냐 11

수 . 행 . 첩

086 | 수행격언 | 수행은 밀림에 길내기| 이정민

092 | 수행상담 |편집부

101 | 나의 수행노트 |그곳에는 안거가 있다| 법산

쉼 . 표
083 | 시가 흐르는 창 | 그늘이 덥다|김근희

084 | 들꽃산책 | 꽃향유|수진행

094 | 세상사는 이야기 하나 |

대한민국 표준은| 정광모

098 | 세상사는 이야기 둘 |

소 먹이던 이야기| 무구연

104 | 연재칼럼 |수행 사회학 ⑤

006 SatiMaSter과정 가을학기 모집

110 2008 SatiMaSter자격시험 안내

118 Sati workShop

119 Sutta workShop

120 아-나-빠-나경 특강안내

121 제 3기 internationalSatiCamp

004 | 반냐복전 |

115 인도성지순례단 모집

116 후원안내

124 | 알림마당 |반냐라마 소식

126 | 알림마당 |SatiMaSter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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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력보살이란 말이 있다. 자신이 하는 행위가 자기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원력을 크게 가지고 살라고 주문한다.      

훗날 붇ㄷ하로 불린 고따마 씻ㄷ핫타는 12살때부터 꿈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붇ㄷ하

를 이뤄 모든 구속으로부터 대자유를 성취하는 것이었다. 그는 왕위계승 0순위도 포

기하고, 갓 태어난 아들과 부인을 뒤로하고 동경하던 꿈을 찾아 야밤에 성을 넘었다.

그 후 장장 7여년 동안 고행과 요가수행을 했지만 자신이 원하던 목적을 이룰 수가 없

었다. 기존의 수행법을 버리고 보리수 아래서 싸띠수행으로 붇ㄷ하를 이뤘다. 꿈을 이

룬 순간 허무함이 몰려왔다. 꿈을 좇는 사람이 그 꿈을 이뤘을 때 더 이상 살아야 할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고따마 씻ㄷ핫타도 마찬가지였

[보리수 아래서]
대표 SaTI maSTER | buddhap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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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수행했고 아라한뜨를 이뤘다. 그리고 어떤 수

행자들은 자신들이 상속한 거룩한 법을 사회로 회향하기도 했고, 어떤 수행자들

은 자신들이 가진 꿈을 이루고 숲속으로 잠적하거나 자살하기도 했다. 이런 폐단

을 극복하기 위해 대승부가 등장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싸띠수행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대한 원력을 세우고 수행하라’고 주문했다. 그

큰 꿈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삼았다. 그것이 대승이라고 금강경 대승정종분(大

乘正宗分)에서는 말한다. 그래서 대승은 원력을 많이 강조한다. 

한국불교도들이 법회를 한 후 마칠 때 네 가지 원대한 서원(四弘誓願), 혹은 거

룩한 꿈을 다짐한다. 그 첫 번째가 중생을 모두 구제하는 것(衆生無邊誓願渡)이

다. 그런 원대한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도구가 바로 수행을 완성해서 다

른 사람에게 수행을 지도할 수 있는 기술을 완성하는 것(煩惱無盡誓願斷)이다. 

오늘날 한국불교도들은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고 꿈자랑만 하는 것 같

다. 그런 꿈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도구를 가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이불 뒤집어쓰고 민주주의 만세는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다. 꿈은 주장이 아니라 실천으

로 성취되는 것이다.  

다. 최상깨달음을 성취한 후, 즐거움과 허무함이 동시에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활동하지 않고 조용히 사라질 것을 심각하게 고민했다. 

무상정각을 성취한 보리수 아래서 2개월 정도 머물면서 많은 생각을 한 끝에

새로운 꿈을 설정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성취한 싸띠수행, 자유와 행복, 청정

과 공존, 이익과 번영으로 가는 새로운 길[majjhima patipada, 中道]을 허공에 대

고 외치는 것이었다. 행여 눈 밝은 사람이 있어, 그것을 이해하고 사용하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는 위대한 원력을 세우고 길을 떠났다. 그리고 여든이 되던

해 꾸씨나-라-에서 입멸할 때까지, 45년 동안 매년 1300km를 맨발로 걸어다니면

서 자유와 행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싸띠수행을 가르쳤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삶이 허무하다고 한다. 그래서 꿈꾸며 살라고 한다. 그러나

그 꿈이 좋은 대학이나 돈벌어 성공하는데 머문다면 그런 꿈도 소중하고 가치있

는 것이지만, 그 꿈 너머 더 큰  원대한 꿈을 설정하고 행동하는 것도 멋있다. 내

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돈을 벌거나 권력을 잡는다면 그 삶이 참

으로 멋있을 것 같고 함께 공존하는 존재들에게도 의미있을 것 같다. 

기원정사를 만들었던 아나-타삔디-까(anathapiadkka, 給孤獨, B.C.E.6세기경

활동)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배고픔을 없게 해주겠다는 것이

꿈이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돈을 벌었고 그 결과 고대인도 최대거부

가 됐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모든 돈을 무료급식소 만드는데 기부했다. 말년에

막내딸은 쏘따빳-띠에 들었지만 정신착란증과 비슷한 상태로 죽었고, 자신은 오

늘날 위암과 같이 무척 고통스런 상태에서 입멸했다. 입멸할 때 싸-리뿟따존자를

청해 함께 수행한 후, ‘자신이 기부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을 보니 참으로 행복하다’ 하고 사라졌다.

초기 불교수행자들은 꿈이 여러 가지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꿈은 나도 고

따마 씻ㄷ핫타와 같이 붇ㄷ하를 이루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다.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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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는 먼지를 뿌려 세상을 더럽히고 착한 사람들을 비난하여 죄를 지으며 온갖 나쁜 일을 하여 오랫

동안 깊은 구렁(지옥)에 빠진다.』 (경집665)

반야심경에 깨끗하달 것도 없고 더럽다고 하달 것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더

할 것도 없고 덜어 낼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동

안에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구분을 하여 “좋다 나쁘다, 더럽다 깨끗하

다, 줄었다 늘었다.”를 수없이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해제는 묶은 것을 풀었다고 하니

언제 누가 누구를 묶었습니까? 그리고 누가 누구를 풀었습니까? 묶은 사람이 없으니

풀 것도 없고, 묶일 사람도 없으니 풀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번 안거

에 얼마나 열심히 정진 하셨습니까? 위없는 대 자유를 얻었습니까? 

위없는 자유를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바로 업에 묶인 것이요, 윤회의 깊은 구렁텅

이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죽어서 가는 지옥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

아서 느끼는 지옥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죽은 조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 숨 쉬

는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해제는 죽은 조상의 왕생극락을 비는 날이 아니라 살아있는

내가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수행하여 무지로부터 해방되는 날입니다. 길고 긴 세

월 깊이를 모르는 윤회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 깨달음의 빛을 보는 날입니다.

윤회의 깊은 구덩이는 바로 지옥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있는 그대로 볼

줄 모르고 망상번뇌의 마음에 따라 이리저리 헤매고 갈팡질팡하는 마음에 마치 바

람에 나부끼는 갈대와 같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거울이 때가 없이 맑을 때

사물이 분명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때가 낀 거울은 사물을 제대로 비추질 못하듯

일어나고 사라지는 망상번뇌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은 알아차리지 못

하고 엉뚱한 조상만 찾으니 깊은 구덩이에서 헤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현재는 과거의 후손이며 동시에 미래에 조상이 됩니다. 후손과 조상이

따로 놀지 않고 마치 한 타래의 실처럼 끊어지지 않게 한 줄로 꿰어(一以貫之)그것

을 잊지 않고 뿌리와 줄기를 되찾아 뿌리가 희미해지는 세대에서 가문의 내력을

분명하게 챙긴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추모라는 것을 벗어나 복을 구걸

하고 무엇인가 대가를 바란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Ashin Sopaka
ㅂ힉쿠 性讚 Buddha Dhamma San·gha 증명법사

이달의 법문

누구의 묶임을 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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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함께 해주어 고맙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자유롭게 살으소서.

옛 어른들이 늘 말하길, 출가수행자가 할 일은 두가지라 했다. 하나는 수행을 시키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덕을 쌓게 하는 것이다.  

불기 2478(1993)년 통도사에서 처음 이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길을 찾으

려 노력했고, 길을 찾은 후부터는 우리가 경험했던 소중한 가치들을 필요로 하는 사

람에게 회향하느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다. 그 과정에서 일도 해보기

전에 마음이 불편해 떠난 사람도 있고, 이런 저런 이유로 떠난 사람도 부지기수다. 

떠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수행으로 자유와 행복을 누렸고, 많은 사람들이

뜻을 함께 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복을 쌓는데도 망설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많은 실수를 감싸주고, 그 가능성을 보고, 인내하고 묵묵히 지지해준 모든 분들에게

일을 처음 제안하고, 모든 것에 책임지고 있는 대표 SATIMASTER로서 고마움을 표

한다. 여기까지는 몇몇 소수가 주도했지만, 앞으로 일은 더 많은 대중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인류의 자유와 행복, 이익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책임맡아 추진한 대표 SATI MASTER로서, 이제까지 우리가 해 왔던 일

들이, 이제 서서히 가시적인 결실을 보게 되어, 함께 한 대중들에게 일의 진행을 보고

하고,  다음 단계에 준비할 것들을 생각하고, 그 행복함을 함께 누리고자 한다. 

18 반냐

먼저가신 인연 깊은 이들을 추모하는 아름다운 시간에 불순하게 복을 비는 행위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객관적인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

봅시다. 각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현명하고 슬기롭게 살아온 삶의 지혜를 모아서 자신

의 후손에게 전해주고 후손은 조상이 물려준 삶의 지혜를 계승하고 각자가 처해진 환

경에 따라 더욱 계발하여 알맞게 살아가는 것이지 조상에게 빌어서 자신의 삶의 영역

밖의 특별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과연 그것이 조상을 추모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복과 벌은 자신이 지은 선한 행위나 악한 행위의 결과임으로 그 결과인 업은 누구

도 대신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책임질 뿐입니다. 제사를 지내거나 천도재를 지낸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무엇 때문에 부처님께서 힘들게 수행을 하라고 했겠

습니까? 그냥 제사나 지내고 복이나 받으라고 했겠지요. 이제는 무지와 어리석음에

서 벗어납시다. 언제까지 잘못된 믿음과 종교의식에 매여 살겠습니까?

오늘은 업을 바로 알고 이해하여 스스로 수행하고 복을 짓는 날입니다. 스님들 역

시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 불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유일한 길임을 자각하는 날

입니다. 해제는 푸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여섯 감각의 문을 더욱 단속하고 경계하는

날입니다. 불자들이 정성을 다한 공양물을 타박하는 날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복

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괴로움을 바로 알고 괴로움을

끊는 시작의 날로 기억해야 하지 결코 조상을 천도하여 복을 받거나 복을 사고파는

날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업도 그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반드시 그 임자에게 되돌아온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저 세상에서 그 괴로운 죄과를 받는다.』(경집666)

고맙습니다
[특집]

대표 SaTI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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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역사와 전통, 유효성은 인정하지 않는 폐단을 낳았다.

일례로, 정신분석학회에나 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상담사자격을 따려고 하면 그들

이 만든 임상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활동시간을 인정해준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선방으

로 가서 수행을 통해 자기마음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이것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어떤 단체에서 매우 효율적인 마음관리기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현재 학교를 비

롯해 현장에서는 서양 심리학이나 상담학적 관점만 적용시키고, 다른 관점을 적용하

려면 시행도 해보기 전에 거부한다. 현재 국가나 각종 임의단체들에서 시행하는 상담

사 자격시험 출제과목을 살펴보면 이런 흐름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불교 수행자나 단체에서 불교상담이란 이름으로 활동하지만,

불교적인 내용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교용어를 서구 심리학이나 상담학 이론을 기계

적으로 도입해 해석하고, 개념없이 사용한다. 이것은 마치 불교수행자가 힌두교 요가

수행하는 것만큼 정체성이 없다.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사용하는 많은 기법들이 불교수행처에서 가져간 경우가 허

다하다. 많은 서양 심리학자나 상담학자들이 불교 수행도량으로 와서 수행을 지도받

고, 그들 분야로 돌아가, 새로운 심리학이나 상담학 기법으로 포장돼 대중들에게 전

해진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생존문제가 상위개념으

로 등장한 결과로 보인다. 

현재 심리학이나 상담학이 이룩한 눈부신 성과들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 나름대로

평가받아야 한다. 동시에 동양에서 오랫동안 사용하고 발전한 마음관리기법인 수행

또한 결코 저평가 되어서는 안 된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관리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 결국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자신 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히 해주겠다고 행동하지만, 실제로 마음이

편안해졌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첫째
SatiMSater민간자격 획득

지난 6월 5일, 제1회 민간자격등록신청공고에 따라, 접수한 SatiMaSter자

격이, 7월 28일부로, 민간자격(No:2008-0352)으로 허가를 받았다. 유효기간은

2008.7.28~2011.7.27.까지, 3년이고, 이후 활동결과를 심사해서, 국가공인 민간

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 일은 수행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심리학, 상담학,

마음관리 등 서구중심으로 개발된 심리이론이나 상담이론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

이다. 앞으로는 동양에서 개발된 마음관리 이론이 그들과 같은 조건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온전히 붇ㄷ하가 만든 싸띠수행과 마음과학에 근거해서 이론

을 도출하고, 실기를 개발해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까지 세계는 프로이드, 아들러, 윌리암스, 로저스, 등 많은 서양 심리학자나 상

담학자들이 개발한 마음관리기법을 소비하며 살았다. 그들이 소개한 마음관리기법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거나, 이상증세를 보

인 사람들을 분석하고 적용한 마음관리기법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심리학회, 상담학회, 정신분석학회, 철학회 등을 만들고, 많은 연구작업을

통해 인류 이익과 번영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동아리를 통해 새로운 마음

관리기법이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장벽을 쌓은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사실에 기초하기보다 생존측면이 더 강조된 결과다. 서양 의학이 동양에 소

개된 후,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 그들만의 영역을 만들고, 이후 한의학이나 침술

등이 진입할 때, 커다란 장벽으로 기능한 것과 비슷하다. 

심리학이 만들어 진 것은 불과 150년 전이고, 상담학이 활동한지는 불과 60년 남짓

된다. 동양이나 인도 등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관리기법을 개발하고 사용한 것

은 2600년이 넘는다. 그러나 현대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는 법이나 제도를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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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바람은 saTI MsaTER 과정을 점진적으로 더 발전시켜, saTI

school을마음, 심리, 상담, 뇌과학, 철학, 의료, 보건, 인공지능 등을 연계시켜 연

구하는 마음과학 특성화대학원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그 가능성이 성큼 눈앞으로 다

가왔다.

둘째 
인도 붇ㄷ하가야에 International PannaRaMa(국제선원)와

International saTI school(국제학교)이 1차불사를 마무리 했다.

그동안 추진되던 인도불사는 허름한 건물도 지어 사무

실과 게스트하우스를 짓고, 1차로 마무리했다. 현재까

지 진행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지매입: 약 43katta(1katta는 약 43~45평)

건물: 방 10개, 부엌1, 화장실 4개, 샤워장 3개

총추진비: 약 4억 (후원금: 약 3억 + 차입금: 약 1억원)

이곳이 앞으로 우리가 꿈꾸는 일을 추진할 실질적인 장소가 될 것이다. 

여기서 수행을 의학, 심리학, 상담학, 철학, 예술과 연합해 연구하고 실험하게 될

것이고, 이곳이 인도불교를 살리고 세계불교에 새로운 방향을 제공하고 인류 이익과

번영, 자유와 행복에 기여하는 황금보리수가 자랄 곳이다. 

붇ㄷ하가야는 붇ㄷ하가 이곳에서 아라한뜨 막가파라를 성취한 이래, 모든 불교흐름을

결정한 곳이다. 항상 이곳에서 시작해서 세계불교 흐름이 바뀌었다. 대승부를 정리한

나-가-ㄹ주나(Nagarjuna, 那伽閥刺樹那, 龍樹, 2~3세기활동)가 그랬고, 테라봐-다

마음분석에 기초한 심리학이나 상담학은 마음을 열게 하는 잔기술이 발달했다. 마

음변화에 기초한 동양 수행, 특히 싸띠수행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큰 기술이 발달했

다. 이 두부분이 의미있게 결합하고, 상호 보완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면

인류 자유와 행복, 이익과 번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심리상담사를 포함해서 대부분 자격들은  민간단체가 일정 이상 자격을 갖추면, 국

가에서 그것을 공인해주고, 그 자격을 획득한 민간단체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

해서, 우수한 것이 살아남도록 하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이 바뀔 것으로 예측된다. 

가령 교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자유롭게 선발해서 학생을 가르

치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한 두 단체가 상담분야를 독점해서 새로운 단체가 진입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객관적이 자격을 갖추면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

게 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시장이 알아서 할 문제다. 

아마 그런 제도를 만드는 첫걸음으로 이번에 민간단체들에서 주는 각종 자격을 신

고하게 해서 국가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단계로 민간자격 국가공인

단계로 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가 그 동안 활동한 성과와 교육과정을 객관화시켜 민간자격등록을

신청하고 그 허가를 받았다. 이제 모든 역량을 개발해서 국가공인 자격을 획득할 일

만 남았다. 

만일 우리의 바람이 현실화되면, 상담사들이 서양에서 개발한 심리학이나 상담학

적 기법에 따라 임상실험할수도 있지만, 동양에서 개발한 마음관리 기법에 따라 선방

에서 자기 마음속으로 직접 들어가 마음관리하는 수행을 통해 훌륭하게 자신의 역량

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05년 경남교육청에 교사직무 연수기관으로 등록하고 교사들에게 마음관리

와 마음휴식 기법을 가르친 이후, 현재 부산에서만 다섯개 학교에서 매주 많은 학생

들에게, 주 1회, 1시간씩, 마음관리와 마음휴식 기법을 지도하고 있다. 

saTI MsaTER 자격은 심리상담, 마음관리, 스트레스와 갈등 해소, 수행지도 4

가지 분야에서 신청했고, 1급부터 4급까지 4단계로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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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다보산 반냐라마 숙원사업이 이뤄졌다

다보산 반냐라마 일주문 자리로 점 찍어둔 공간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앞

으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될 때까지 비구니(여자) 숙소로 쓰일 것이다. 

그리고 보리수 아래 작은 논이 있는데 이것도 함께 인수했다. 이 공간을 확보함으

로 인해, 마당을 많이 늘릴 수 있어, 행선공간을 확보하고, 행사 때 보리수 쪽으로 사

람이 쏠리는 것도 분산할 수 있고, 도량을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가꿀 수 있게 됐다.

보리수와 무우수 그리고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약간 높여, 평지를 만들

고, 수행자들이 행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보리수와 무우수 사이에 이 땅이

끼여 있어서 어찌 할 수가 없었다. 

물리적으로는 옆집이 100평이고, 보리수 옆 논이 130여 평이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나 공간은 1000평보다 더 넓다. 이 일로 인해 다보산 반냐라마

가 앞으로 할 모든 일의 초석이 준비됐다. 

이번에 산 공간이 최소 5년은 더 버텨야 할 텐데 모르겠다. 여기까지가 내가 할 일

이고, 앞으로는 내 알바가 아니다. 늘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일이 닥치면 성질 급한

놈이 사고 친다고 항상 일은 내 몫으로 밀려오니 걱정이다.

이번에 땅 주인이 대자비를 베풀어 집과 함께 이 땅도 사용할 수 있게 마음을 열어

주어 정말 고마울 뿐이다. 늘 자유롭고 행복하시길. 

수행을 정리한 (buddhaghosa, 佛音, 5세기경 활동)도 마찬가지였다. 

붇ㄷ하 가르침이 침체하거나 정도를 벗어날 때는 항상 보리수 아래, 금강석 위에서

눈 밝은 스승이 자리 잡고 앉아, 이곳을 지나가는 수많은 순례객들에게 붇ㄷ하 정법을

전했다. 그 울림이 올바를 경우, 100~200여년 정도 지나서 세계불교 흐름이 저절로

변화됐다. 

이때 관점은 현재 불교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기보다, 올바른 가르침과 붇ㄷ

하 정법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현재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쉬어도 올바른 관점을 제시

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핵심은, 누가 붇ㄷ하 정법을 가지고 있느냐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의지와

용기가 있느냐에 달렸다. 기회도 드물지만,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미리 갖

추었는가는 더 중요하다. 물론 실천으로 옮기는 용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어떤 기연이었던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왔고, 우리 또한 그런 능력을 이미 갖추었

다. 그리고 직면한 현실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자세도 돼있다. 단지 이 일이 쉽

지 않은 일인 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다른 사람에게 함께 가자고 권하기가 미안할

뿐이다.

지난 2006년 12월 처음으로 International sati camp를 붇ㄷ하가야에서 열었다. 5

주로해서 열었는데,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데 많은 의미를 두었다. 작년에는 7

주과정으로 열었다. 이 캠프를 한국스님들에게 먼저 혜택을 주고, 동시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될 지, 우리 스스로도 경험해볼 겸해서 진행된 캠프는, 처음 예상한대로

많은 한계가 노출됐다. 이제 한국스님들에게 국한되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세계의

모든 스님들로 확장할 예정이다. 수행도량이 갖추어졌고, 30여 명 정도는 함께 수행

하고 머물 수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의 꿈과 원력, 그리고 노력과 땀이 어울려져, 붇ㄷ하가 생각한 그런 수행

동아리가 펼쳐지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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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항상 20여명 정도가 머물며 수행하고 있고, 출가수행자도 10여명이 함께

수행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3개월 동안 무료로 수행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 좋다. 그렇게 하기까지 재가수행자들이 복 짓느라 애쓰는 것

도 고맙다. 

그리고 꼭 10년이 된다. 이제 남자 여자, 비구 비구니, 불교도와 크리스천, 한국인

과 외국인 등, 사부대중이 함께 모여 수행해도 아무 일 없는 멋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

았다. 

사람은 오고 앉을 자리도 없으니 할 수 없이 도량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공간을 확

장한다는 것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행도량에 비축해 둔 돈은 당연히

있을 리 없고, 이 일의 중요성을 자각한 몇몇 수행자들이 소중한 후원금에 맑은 마음

을 담아 보내주는 것으로, 수행자들이 열심히 수행해 아라한뜨 막가파라에 들어 닙

바-나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비영리단체는 원래 돈을 준비해두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벌려 놓고 수습

하는 게 순서인지라 우리도 그렇게 했다. 지금 혜향선원 부지 500여 평을 마련할 때

는 아마 200만원이 절에 있었다. 계약하자고 해 놓고, 돈이 없어 조흥은행에서 신용

대출로 9천만 원인가 받아 급한 불을 끄고, 이후 3년 동안 매년 상환했다. 

혜향선원을 지을 때는 더 웃겼다. 청정선원에서 대중들이 모여 처음 회의를 했는

데, 정상적으로 지으면 건축비가 4억도 모자랄 텐데, 달랑 300만원 있다고 하니, 참

석한 대중 표정이 어이가 없어했다. 내가 보관하고 있던 땅문서를 내어주어, 필요하

면 은행에서 대출받으라 하고, 인도불사금 모아 둔 것도 빌려주고, 향산법우가 자기

집도 잡히고 대출받고 해서, 겨우 지었다. 

혜일법우가 다니면서 자재를 얻어오고, 향산법우가 1년 동안 상주하며 목수겸 감독

도 하고, 다른 많은 법우들이 일꾼들 밥해주고, 막노동 하면서 절약하지 않았다면, 엄

두도 못 낼 일이었다. 어쨌든 선실, 숙소, 화장실, 세면장 등 약 200평 짓는데 든 총

공사비가 2억 5천에 마무리 했으니 신통방통하다. 

여담
1998년 처음 이곳 다보산 자락에 수행도량 부지를 준비하고, 이사 왔을 때, 허름한

토담집 한 채가 전부였다. 혼자 살기에 알맞은 공간이었지만, 어찌하나 하고 망설이

고 있는데,멋있는 수행자 한분이 ‘새도 집을 짓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격려에 낙

여 조그만 선실을 지었다. 그것이 지금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그때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왓싸(vassa, 安居) 지내려 참메선원으로 떠났는

데, 그때는 어떤 공간도 없어서 지금 혜향선원에 있는 부처님이 두 달 동안 논 가운데

서, 하늘을 이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해가 나면 얼굴을 태우면서 앉아 있었다. 은사

이신 청하대장로가 들려서 ‘어찌 중이 부처님을 노천에 두고 수행하러 가느냐고 할

때도, 제 부처되는 것이 너무 급하거든요’ 하고 달아났다. 그리고 그해 정말 큰 소득

이 있었다.

귀국하자 여선생님이 두 명 와서 처음으로 7일간 수행을 하고 갔다. 이것을 시작으

로 공간이 대중에게 개방됐다. 

인연있던 비구니스님이 와서, 수행하는데, 방이라야 달랑 두 칸 있었다. 좁은 공간

에 함께 수행하니, 한 코메디 했다. 할 수 없어 비닐하우스를 지어 나갔다. 지금 생각

해도 그때 비닐하우스에 살 때가 여유롭고 좋았던 것 같다. 

처음으로 여자가 와서 숙식하며 수행하고, 또 비구니스님이 와서 한철 수행하니,

나 자신도 적응이 잘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재가수행자들은 더 적응되지 않았나 보

다. 결국 그 스님을 다른 수행도량으로 옮기게 했다.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다. 

그 일이 있고부터 부처님께 맹세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곳을 수행해방구로

만들겠다고, 수행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 종교, 인종, 지위, 돈 등에 구애받지

않고,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서원세웠다.

1999년 겨울쯤인가,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는 법장이 최초로 단기출가를 하고, 그

해 겨울에 초등학생 2명이 단기출가를 하고 수행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300여명 이

상이 단기출가로 청정한 삶을 살다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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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그게 내가 할 일이다. 생각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꽁지머리

해서 실크로드로 달려가고 싶은데,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갈래야 갈 수도 없다. 완전히

발목 잡혀서 삶이 답답해졌다. 답답할 수 밖에 없다.

늘 공간을 확보할 때는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이 들린다. 절이 부도났다든지, 내가 다

른 사람에게 사기로 돈을 준비했다든지, 별 소리가 다 들린다. 때로는 어디 사기 칠

때라도 있으면, 산중 중한테 사기당할 데라도 있었으면 하는 발칙한 망상을 할 때도

있다. 

지난 2005년 모든 자산을 출연해, (사) 수행도량반냐라마를 설립했다. 농지는 종교

법인이 소유할 수 없어서 대표자 이름으로 두었다. 그리고 이제부터 매입하는 부동산

은 대표자 명의로 해 두었다가, 학교법인을 만들 때 모두 출연할 것이다. 이 모든 것

은 이제 법우들이 관리하는 삼보정재(三寶淨財)고 사회자산이다.

대구 노보살님들과 처음 인연된 것이 1991년 겨울쯤이니 참 오래됐다. 그때도 멋있

었지만 지금도 매혹적이다. 대구 반냐라마 노보살님들이 현재 우리들이 하는 일을 처

음부터 지켜보고 묵묵히 지원해준 분들이다. 노보살님들이 반냐라마 가장 큰 힘이다.

한국불교 역사를 다시 쓰는 초석을 이 분들이 마련했다. 그때는 14분이었는데 아직

11분이 남아서 열심히 수행하고, 그리고 가끔 골방에서 소일거리도 한다. 그것도 열

심이다. 참 보기좋다.

서울 반냐라마 법우들도 어진간 하다. 도심 한가운데서 첨 더울텐데도 전기를 아낀

다고 에어콘도 켜지 않고 정진하느라 엄청 많이 땀을 흘렸단다. 아마 피부는 상당히

좋아졌으리라 짐작된다.

부산 다보산 반냐라마 법우들은 1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수행자들을 위해 음

식공양을 준비해 주었다. 말이 쉽지 10명 이상의 수행자들 음식을 매일 만들어 온다

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인데도 복짓느라 열심히다. 이들 모두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주역들이다. 모두 행복하시길.

현재 다보산 반냐라마 땅만 해도 최소 20억 정도는 된다니, 3~4억 정도 금융부채

는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다. 언제든지 문제가 어려우면 땅만 돌려주면 된다. 

작년에만 대중들이 절약해서 약 6천만 원 정도 대출금을 상환했다. 그리고 올해는

1억 정도 상활 수 있을 걸로 기대했는데, 현재까지 2천만 원 정도 상환했고 초겨울까

지는 4천만 원 정도 더 상환할 수 있을 것 같다. 경제도 어렵고, 인도불사가 갑자기

속도를 내는 바람에 약간 차질이 올 것 같다. 

지난 7월 23일, 심산법우가 옆집과 보리수 옆 땅을 계약하고, 8월 말까지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전체 가격이 1억9천인데, 땅을 약간 높이고, 도량을 정비하고, 새집도

손보려면, 최소 2억 1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총무한테 얼마 있느

냐고 하니 한 푼도 없단다. 

그래서 이 일도 내게로 돌아왔다. 아직은 여력이 있는지 은행에서 2억을 먼저 빌리

고, 일단 집을 매입한 후, 그것을 은행에 다시 담보로 1억 정도 갚고 나머지는, 우리

방식대로 시나브로 갚아나가는 수밖에 달리 길이 없다. 은행에서 그렇게 해주겠단다.

그저 모든 것이 고마울 뿐이다.

도저히 곤란해서, 그동안 다보산 반냐라마 상징물이던 부엌에 붙어있던 토담집을

헐고, 부엌을 확장했다. 이제 동시에 100명 정도가 밥을 먹어도 충분할 정도로 부엌

이 넉넉하다. 무엇보다 여름에 가장 시원한 곳이 부엌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공양할

때 얼마나 덥던지, 그 더움을 묵묵히 참아준 수행자들에게 미안할 뿐이었는데.....

지난 해 혜일법우가 준비해 둔 자재가 있어 인건비 정도만 들었다. 혜일법우가 없

었다면 반냐라마 살림이 많이 옹색할 뻔했다. 시주하는 사람은 쓸데 안 쓰고 아껴서

복을 쌓지만, 사용하는 사람은 편리하게 쓰느라 항상 헤퍼지고 복을 감한다. 이게 삶

의 실재다.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도량을 가꾸어 준, 아랫마을 박정수 목수 말이 ‘스님 지금

부엌을 넓히면 지난 10년 동안 7번 넓히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한다. 그러고

보니 정말 지난 10년 동안 부엌만 7번 확장했다. 아마 내가 도량에서 이곳저곳으로

방을 찾아 이사한 것은 10번도 더 되는 것 같다. 법우들 방 한칸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남은 것은 빚이다. 빚도 능력이라니 웃고 말지만, 이것은 결국 최종책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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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사이버대학이 평생교육법에 따라 운영했는데, 지금부터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과 운영이 통제받는다. 이것은 사이버대학으로 석박사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그렇게 발표됐다. 

대학형태가 어떨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가능하면 전 세계에서 공부할 수 있

도록 사이버대학 형태가 좋을 것 같고, 공용어는 영어로 할 예정이고, 싸띠수행과 마

음과학에 기초한 과정들, 마음, 수행, 심리, 상담, 교육, 철학, 예술 등과 관련된 과정

들이 개설될 예정이고, 더 나아가 의료, 복지 분야와 연계된 학과도 개설할 예정이다. 

이 대학 설립목적 가운데 하나는 일반학생, 출가수행자를 교육시켜 세계최고 전문

가로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재교육 기관

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각종 교육기관이나 수행공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교육과 수행을 담당하는 교수나

전문가들이 불교, 수행, 심리, 상담, 의학, 복지 등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그런 자기단점을 스스로 잘 알고 있고, 싸띠수행과 마음과학을 배워 자기 전공분야

에 활용하고 싶어도, 그것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익힐 재교육장이 없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반냐라마 SATISCHOOL은 전문가 양성뿐만 아니라 기존에 활동하는 전문

가 재교육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립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처음 불교와 싸띠수행이 출발한 붇ㄷ하가야가, 그

상징성과 접근의 편리함으로 인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돼 인도불사를 추진했던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그런 장을 열면, 세계인들이 볼 때, 사상적, 지리적 변

방으로 볼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학교 인가받을 곳과 학교본부는 가능한 한국이 될 예정이지만, 효율성을 봐서 인도

나 영연방 등 어디서든지 받을 예정이다. 

어디서 인가받든 교육과 수행을 담당할 본부는 인도 붇ㄷ하가야 반냐라마 SATI

SCHOOL이 중심이 되고, 각국에 있는 반냐라마가 자국 학생들이 교육받고 수행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아직까지 이자 한번 연체된 적 없었다. 농협에는 상환하러 갔더니 이자 잘 주는데

더 쓰라고, 지점장이 미리 연장해 버려서 그냥 돌아왔다, 현재 개인부채는 없다. 혜향

선원 짓느라 인도불사금을 그곳에 빌려주고 나서, 갑자기 인도불사가 진행되는 바람

에 할 수 없이 싸띠펀드를 발행해 약 5천만 원을 1년간, 연리 5%로 10분의 법우들에

게서 500만원씩 빌렸는데, 그것은 1년 전에 이미 상환했다.   

대구 노보살님들로부터 가져온 1천만원부터 돌려주어야 할 텐데, 할매들도 쓸데가

있을 텐데, 아직 달라고 하지 않으니, 못하는 건지. 항상 노보살님들이 한푼 두푼 모

아두면, 젊은 스님들이 불사한다고 갖다 쓰는 게 절 집안 전통이다. 그리고 일단은 버

틴다.

아직도 출가수행자와 재가수행자, 남자와 여자가, 전문가와 초보자가 함께 어울려

수행하는 것이 서툰지, 자신들의 수준에서 여러가지 말들을 하지만, 실제로 이곳에

와서 단 하루만이라도 수행해보면 많은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꿈

이제 대중들이 새로운 꿈을 꿀 준비가 된 것 같다. 여기까지는 내가 주도했지만 앞

으로는 대중이 함께 할 때, 더 좋을 것이다. 몇 가지 실행해야 할 관점과 생각을 알리

고 객관화시켜, 대중이 함께 동참해 실천하기 바란다. 

1) SaTI SCHOOL 설립 추진

현재 수행교육기관으로 활동하는 SATI SCHOOL을 빠르면 2013년 늦어도 2015

까지는 대학원만 개설하는 대학으로 인가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내년 부처님 오신

날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다행인 것은 지난 5월 교육부에서 사이버대학을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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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많은 개인이나 단체들이 서양에서 개발한 심리상담 기법 단순소비자에

서, 동양에서 만든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이 가세함으로 인해, 심리상담 이론과 방법

그리고 시장이 한층 풍요로워질 것이고,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 좋을 것이다. 

또한 선방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로 임상경험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말이나 논리로

마음을 분석하던 데서 한걸음 나아가, 몸과 마음으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기법을 통해

현재 직면한 부적응상태로부터 훌륭하게 벗어날 수 있으며, 정상인의 마음을 더 건강

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줄 것이다. 

현재 등록된 민간자격을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등록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많

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SATI MASTER 양성은 교육기관 2년, 4학기, 매학기 18회 출석, 1회 5시간

수업, 2시간 수행 3시간 이론수업으로 진행한다. 앞으로는 이론과 수행시간을 좀 더

늘릴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현재 4기가 등록해 수업 받고 있고, 이제까지 수료한 SATIMASTER는 50명이고,

재학생은 80명이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SATIMASTER는 고등학교 1, 중학교 4, 종합학원 1고, 교사직

무연수 운영, 학교부적응학생 교실운영, CLEANMIND 활동, 미디어다이어트 교실

운영, 여름 겨울 청소년 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SATI

MASTER들이 많이 있다. 

아마 국가로부터 민간자격으로 공인받기 위해서는 마음학회(혹은 싸띠학회)도 만

들어야 하고 임상실험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이다. 연구논문집도 발간해야 하고, 개

별적으로 활동성과물도 체계적으로 모으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수행에 전

념해야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일들은 한두 명이 할 수 없고 모든 SATI MASTER 들이 함께 참여해 만들어

가야 할 일이다. 현재까지는 나를 중심으로 몇몇 사람들이 해 왔지만, 그리고 현재 아

무것도 실제적인 것은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 3년 뒤, 국가공인 민간자

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사이버대학을 포함해서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육법인이 먼저 설립돼야 한

다. 사이버대학 설립은 현재 약 35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수행에 기초해

전인교육을 시킬 수 있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실험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려

면, 교육법인이 필요하다. 

대학원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시키려면 먼저 그 과정을 교육시킬 교수요원을 선발

하고 사전에 충분히 훈련받아야 한다. 현재 저를 포함해서 수행한 법우들이 가진 학

위만 해도 학교설립에는 충분하다.

그리고, 사이버형태로 운영하려면, 홈페이지 제작과 운영, 강의 촬영과 전송, 학생

을 관리할 담당자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당분간은 다보산 반냐라마에 사무실

을 두고, 학교설립에 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할 예정이다. 

2) SaTI maSTER 국가공인 민간자격획득 추진 

현재 민간자격으로 등록된 SATI MASTER 자격을 3년 후에 국가공인 민간자격으

로 인가받기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한다.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에 기반한 상담, 스트레스와 갈등 해소, 마음건강 분야 등을

담당할 SATI MASTER를 양성하고, 그 민간자격을 국가로부터 공인받으면, 인류의

이익과 번영, 자유와 행복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자격을 국가로부터 공인받으려는 것은, 우리 모임을 위한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망, 분노, 편견 등으로 마음이 힘들어 할 때, 싸띠수행과 마음과학이

발견한 방법을 사용해 욕망지수, 분노지수, 편견지수를 낮추고, 갈등과 스트레스를

해소해, 그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자격을 국가로부터 공인받을 수 있으면, 2600년 싸띠수행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동시에 마음과학과 싸띠수행 이론에 따라 심리상담, 갈등해결, 스트레스 해

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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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 자식하나에 지옥하나인지?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이 푸른 행성에 최소 두 군데, 처음 붇ㄷ하가 아라한뜨 막

가파라에 들어 닙바-나를 성취하고 불교와 싸띠수행을 창시한 붇ㄷ하가야, 지금 메인

센터가 있는 다보산 반냐라마에 수행해방구를 만들자는 원력이었다. 그리고 여력이

있으면 동네 목욕탕 숫자만큼 수행오아시스를 만드는 것이었다.

우리는 일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지 않았고, 사람을 모으는

것에는 관심도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 원칙에 충실할 수 있었고, 잘 되고 안 되고로부

터 초연할 수 있었고, 아마추어처럼 엉성해도 즐거웠다. 우리는 이 일을 즐겼다. 대구

지혜법우 말처럼, 우리는 독립군이다. 

다른 사람에게 수행을 보여줄 일 없으니 폼 잡을 일 없고, 사람 모아 정치할 일 없으

니 오고 감에 초연할 수 있고, 수행으로 돈 벌일 없으니 누가 와도 반가웠다. 이런 원

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 일은 단지 우리가 좋고, 우리가 의미있어 할 뿐이다.

이 일을 시작할 때, 단순히 내가 하는 강의를 듣고, 뭔가 치밀하고 거창한 것이 있

는 줄 알고 왔다, 아무것도 없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것을 보고 대부분 실망하고 돌

아갔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계획을 하고 말고가 아니다. 아무 것도 없는 상황

에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일했다면 오히려 대중을 기만했을 것이다. 

그냥 주어진 현실에 충실했을 뿐이다. 자금도 부족할뿐더러, 그나마 있는 몇 사람

도 수행하느라 일할 사람도 없었다. 대부분 수행자들은 직장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생존문제가 포도청인지라 움직일 수도 없다. 천

상 그 사람들이 빨리 은퇴해서 함께 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텐데, 그때는 그들이 변

화된 시대현실을 따라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간혹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개성이 강하다고 말한다.

아마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거나, 불친절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모나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거다. 내가 봐도 그렇다. 그래도 그런 모습이 무척

귀엽기만 하다? 그래도 뭔가 친절교육이나 배려훈련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하다!

그러면서도 다르게 보면, 기존방식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준비는 조금 시간을 갖고, SATI MASTER 회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그

첫 보고와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는 오는 10월 12일 SATI MASTER

대회 때 발표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내 일이었고, 이제부터는 대중 몫이다. 이렇게 준비해 주었는데도, 발

전할 수 없는 조직이라면 당연히 무너져야 한다. 그게 자연이치다. 

일 자체를 즐기자.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뭔가 남기려고 하지 않는 이상, 남들이

하는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가 하는 일을 즐기는 것이

우리 일이다.

사자새끼를 기다리며

처음 이 일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가슴에 심었다. 어떤 경우라도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해도, 이 일에 동참

하는 사람은 거두었고, 싫어하는 사람은 잡지 않았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앞으로

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 순간 더욱 절실히 느끼는 것은, 수행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소개는 할 수 있지만 가르쳐서 되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 하려할 때 조금 도와주는 것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는 것이다. 

처음 수행을 완성하고 돌아오니, 속가 처사하는 말이, ‘수행은 스님능력으로 완성

했는지 몰라도, 제자를 키우는 것은 복이 많아야 할 겁니다.’ 한다. 

맞는 말이다. 지금 절실히 그 말을 실감한다. 지난 10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왔고, 이제 다시 혼자다. 허허롭고 자유로워 좋다.결국 자기 그릇만큼 수용

할 수밖에 없는 일, 내 그릇이 그 정도니, 이 정도도 만족해야 한다.

언젠가 은사인 청하대장로가 혼자말로 ‘제자하나에 지옥하나’ 라고 하던 말이 그

립다. 그때 얼마나 애를 먹였으면 그렇게 말했는지 부끄럽다. 마을에도 그런지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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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고 하신다.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활동한다. 일이 되고 안 되고는 관심 밖

이다. 그저 허공에 대고 떠들어 볼 뿐이다. 그게 내 일이다. 허공에 떠드는 것이 내 일

이니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떤 말을 하던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신기하다.

‘일 할 때는 가재 집짓듯이 해라’ 는 큰 사형 향과대장로가 하신 말을 나침반 삼았

다. 가재가 집 지을 때, 그냥 돌 밑에 들어가 다리만 살짝살짝 흔들다보면 집이 된단

다.

정말 그랬다. 신통방통하다. 처음 인도불사 한다고 땅을 100평인가 샀다고 누군가

에게 말했더니, 같잖게 쳐다보기에 머쓱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났다. 50평, 100평 씩

주워모은 것이 벌써 2000여 평으로 불어났다. 내 생각으로는 앞으로 5년 뒤에는 1만

평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사형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면, 내 자신이 먼저

흔들렸을 수도 있었다.

이 일을 하면서 내 자신에게 참으로 감사한다. 만일 내가 역사와 철학으로부터 배

운 것이 없었다면,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하고 궁금하다. 

붇ㄷ하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영락없는 사이비신흥교주에 불과했을 거다. 그

리고 당대 대중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도 추호도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길을 갔다. 그

리고 오늘날 불교가 인도대륙에 튼튼하게 뿌리내렸다. 

붇ㄷ하를 믿고 후원한 사람들이, 빔비싸라를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이었고, 아난타빈

디까나 위싸카를 비롯한 재벌가였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멋있게 보지만 그 당시 사

람들 대부분은 붇ㄷ하가 그 사람들에게 아부해서 교단을 유지한다고 비난했다.

불교가 서서히 자리 잡을 때, 붇ㄷ하는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한다. 자신의 방 뒤쪽

에서 시체가 나오고,당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여자가 나타나고, 저녁이면 붇ㄷ하 처소

로 출근하고 새벽이면 퇴근하는 여자가 대중들 눈에 띄었다. 사촌 동생은 붇ㄷ하를 죽

인다고 설치고, 실제로 네번에 걸쳐 암살을 가행했다. 대부분 모함으로 밝혀졌지만,

그 당시 대중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 제자들의 코메디는 상상에 맡긴다. 

붇ㄷ하가 45년 동안 활동을 접고 고요히 입멸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

온 불교도는 아난과 위싸카를 비롯해 불과 여섯 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행복한 분이

원래 특출하기 때문이고, 이 사람들 특징이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지 않을뿐더러, 간

섭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만 한다는 것이다. 좋게 말해서 특별하고, 한 인물하

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모여 있다. 내 말도 듣지 않는데 누구 말을 듣겠는가? 

그냥 그러느니 하자.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삶들은 벌써 다른 곳으로 진작에 떠났다.

이게 여기 매력이자 장점이다. 이렇게 멋있고 잘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다면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왜 여기는 비구스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스님 주변에 비구스님들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누가 올까? 눈 밝은 사람들은 어느 길목 좋은

자리에 가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누가 고생문이 열린 이곳에 와서, 들을 수 있는 온

갖 소리 다 들으며 자신을 위한 수행과 타인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할까? 오는 사람이

더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도 행여 하는 마음에, 0.1% 가능성 때문에, 마음을 열고 있을 뿐이지, 기존 불

교에서 온 사람이 이 일을 할 것이라고는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다. 언젠가 도반이

자신은 현재 스님들에게서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하기에, 나는 현재 스님들이

희망이라고 했다. 어쨌던 나 자신도 기존불교 장에서 왔으니 말이다. 살다보면 간혹

나처럼 엉뚱하고 미친놈도 있으니, 그 0.1%의 가능성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이다. 

모르긴 해도 지금 여기서 함께 수행하는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그들이

성장해서 출가할 때쯤, 현재 우리가 뿌린 씨앗이 싹이 틀 것이다. 벌써 몇 녀석 자라

고 있다. 결국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속담이 상식이다. 

하기야 내가 이 가사를 입고 고향에 갔더니, 모친이 담배를 맛있게 한 대 피우고 나

서, 생뚱맛게 하는 말이, ‘앞으로 집에 오지 말던지, 회색 승복으로 갈아입고 오던지

하란다. 창피해서 삼천포 시내로 나가지 못하겠단다.’ 그냥 웃었다. 낳고 키운 부모도

어색할 정돈데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 더 이상한게 현실이다. 이것은 선악, 정오 문제

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실재다. 그러니 이런 현실을 즐기자. 이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하고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그리고 그냥 허공에 대고 한번 씩 웃는다.  

이 일을 한다고 하니 존경하는 수안대장로가 ‘중은 허공에 대고 떠드는 것이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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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아마 우리가 갈 길은 달마스타일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 우리가 하

는 일이 잘되는 것을 더 이상하게 볼 수 있어야, 비로소 이 일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아마 최소 100년은 지나야 대중들 눈에 뛸 것이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라야 평가받을 것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평가받고자 한 일이 아니니,

그냥 재미있게 즐기자.

붇ㄷ하, 달마, 레닌 등을 믿고 따른 사람들 모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의 의미와 중요

성만을 보았다. 그 외 것들은 관심 밖이었다. 그들 또한 귀가 있고 눈도 있었을 것이

다. 그래도 그들이 주목한 것은 그들이 하는 일의 중요성과 의미였다.

수행처에서는 수행만 눈에 들어와야 한다. 수행이외 것들이 보이고 들리면 수행은

끝이다. 수행처에서 수행만 볼 수 있는 사람이 대근기다. 

이곳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 사람 사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겪는다고 보

면 된다. 아무리 깨끗한 호텔에도 빨래터나 화장실은 있게 마련이다. 해야 할 사람은

해야 할 이유가 보이고 하지 않을 사람은 하지 않을 이유가 보인다. 이곳은 수행처다.

그러니 수행 때문에 모인 것이라면 수행만 볼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저런 말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들도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라, 자신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사상이나 느낌까지 관리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비난하고 험담하면, 한편으로는 그들의 지적을 소중하게 받아 참고하고, 다

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벌써 견제 받을 정도로 이렇게 성장했나 하고 자부심을 갖는

여유가 필요하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말들이 자장가로 들릴 것이다. 평가 받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평가 받아야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할 텐데 말이다. 

단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행여 우리가 수행지도나 수행하는 사람 후원을 잘못하

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울 뿐이다.  

삶을 즐기자. 현재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 비난에도 흔들리지 말고, 칭찬에도

흥분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순간, 소중한 이 삶을, 콧노래 부르며 최대한 즐기고 누

다. 그 와중에 여섯이나 따라왔으니.

레닌이 10월 혁명을 성공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세울 때, 그가 필요로 하는 자금 대

부분은 자본가들이 후원했다고 한다.

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에 오자, 그를 기다린 것은 독약이었다. 7번의 독살시도 끝에

죽을 때까지 외팔이 제자 한명이 전부였다. 후에 혜가로 알려진 외팔이 제자는 문둥

병제자를 한명 두고 죽는다. 그가 승찬이다. 싸띠수행으로 문둥병이 나은 제자는 산

밑에 사는 고아를 데려다 제자로 삼는다. 그가 도신이다. 이렇게 중국 대지에 달마계

통 싸띠수행이 뿌리내린다. 

신라후기에 당으로부터 달마계통 싸띠수행이 전해오자, 가장 거부한 계층이 오늘

날 해인사를 비롯한 교종이었다. 그들은 달마계통 싸띠수행을 마구니 가르침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오늘날 가장 달마를 팔아먹는 집단이 어딜까?

지눌이 수행으로 돌아가자고 팔공산에서 깃발을 들었을 때, 불과 5명도 되지 않았

다. 많은 사람들이 만해를 말하지만 만해를 굶어죽인 것은 한국불교였다. 그때는 만

해와 만나는 것조차 꺼려했다. 그리고 이제 누구나 만해를 이야기 한다. 그래야 폼이

나기 때문이다. 만해가 아니라 포장이 필요한 모양이다. 

우린들 예외가 될 수 없다. 지난 역사가 경험한 일들을 우리 또한 똑 같이 경험할

것이다. 우리가 완성한 마음과학을 담고 있는 BUDDHA 수행법이 세계불교를 천년

동안 먹여 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대중들이 모를 것이다. 그것을 알았다면 더

큰 비난과 모함에 직면했을 텐데 말이다. 

그리고 이제 SATI MASTER 자격을 민간자격에서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만들

고, 상담이나 심리학의 한 장을 열고,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을 제3의학으로 발전시키

며, 그것은 앞으로 수천 년 동안 불교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 또한 몇 사람 눈

에 보일까? 

우리는 무척 행복하다. 신라 말에 최초로 싸띠수행도량 하나 만드는데 150년이 걸렸

다. 달마는 겨우 4명 정도 제자를 얻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작한지 10년 만에 한국과

인도까지 수행도량을 만들었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니 이게 신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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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 단 한번뿐인 삶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함께 한 대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모두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그저 감사하고 고마울 뿐이다. 

이제 마지막 할 일이 남았다. 되면 좋고 안 되도 그만인 일이다. 억지로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우리 생전에 그런 인물이 올지 모르겠다.

늘 하던 말이지만, 한 마리 사자새끼를 기다릴 뿐이다. 여기는 여우나 토끼를 키우

는 농장이 아니다. 사자새끼를 가려내는 선불장(選佛場)이다. 

여우를 키워 사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자새끼가 와서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차

지하고 숲속 왕으로 군림하는 것이 수행문화다. 그런 인물이 와서 황제로 행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명예고 자부심이다. 

그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매는 것이다. 그들

이 맘껏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준비해 주는 것이 우리 일이다. 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가?  

몇 일전 능행스님이 하는 정토마을에 호스피스 강의하러 갔는데, 참으로 멋있는 꽁

지머리 녀석을 한 명 보았다. 이제껏 내가 본 것 가운데 가장 멋있었다. 내 취향이라

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그 정도 길으려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하니 3년요

한다. 

휴! 

용한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든지, 어디 박수무당을 찾아가 굿을 한 판 하든지 해

야겠다. 언제쯤 사자새끼 한 마리 오려는 지. 수제비집 개원날짜는 점차 다가오는

데.....,.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내 스스로 만든 관념의 덫에 걸려 허우적거린

다. 이게 삶의 실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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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만일 누군가 자신이 물전문가라고 말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물전문가는 물

을 구성하는 최소단위를 올바로 알아야, 그 구성인자들이 결합해 일으키는 기능

에 관해 올바로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역 이용해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조작

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인자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답이 세포였다. 세포가 모

여 인체 각 기관을 구성하고, 그렇게 구성된 인체기관들이 모여 몸을 유지한다. 

또 다른 질문이 이어진다. 세포들이 모이면 어떤 기능을 할까? 세포들이 계통

별로 모여 특수한 기능을 하는 것이 인체기관이다. 눈이나 귀처럼 외부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관이 있고, 몸에 들어온 음식과 공기 에너지를 전환시켜 몸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나 화학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각종 장기들, 에너지와 정보를 전

달받아 활동하는 근육 등 활동기관 등이 연결돼서 사람 몸을 형성한다. 그리고

인체구성 가운데 최종·최고 기관으로서 마음이 탄생한다.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계통별로 결합하고, 작동하고, 소멸하는 전 과정이

입력돼있는 유전자발견으로 사람이해는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과학자들은 유전자를 거의 해독했다. 이제 유전자구성인자가 모이면 어떤

기능을 하느냐로 관점이 옮겨간다. 그 중심에 유전자변형 산업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은 사람 몸 구성에 관해서는 거의 알게 됐다는 말과 같다. 이제 몸을 구성

안 핵물리학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인자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답이 세포였다. 세포가 모여 인체 각 기관을

구성하고, 그렇게 구성된 인체기관들이 모여 몸을 유지한다. 

누군가 기발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알맞은 답을 하면서 인류문명은 발전해왔다. 그러면 지

금 새로운 세기를 주도할 질문을 한다면 어떤 것이 될까? 아마도 그것은 1차로 마음전문가들에게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신이 마음전문가라면 마음최소단위는 무엇입니까? 혹은 당신은 마음분

자구조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 다음 세대를 주도할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Ⅱ. 마음 ①

1) 서론 

흔히 불교는 마음을 중심영역으로 한다고 한다. 실제로 그렇다. 그래서 마음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한다. 

B.C.E.531년 음력 4월 15일 새벽 3시무렵, 고따마 씻ㄷ핫타(Gotama

siddhattha, b.c.E.566~486)가 인도 붇ㄷ하가 보리수 아래서 최상정자각(anuttaro

samma sambuddha, 阿?E多羅三??三菩提, 無上正自覺)을 성취하고, 아라한뜨 막가파

라(arahant maggaphala, 阿羅漢 道果)에 들어 닙바-나(nibbana, 涅槃, 寂滅)를 체

험하고, 불교를 만들었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불교를 말하는 사람 누구나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불교가 마음에 관해 가장 전문가집

단이라 강조하며 말한다. 그리고 마음다스리는 훈련과정이 수행이라 주장한다.  

그렇다면 지금 불교나 수행에 관해 말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자. 마음을 구

성하는 최소단위는 무엇입니까 혹은 마음분자구조는 무엇입니까? 그 기본인자들

이 모여 구성된 마음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1)

예를 들면 물을 구성하는 최소단위는 수소입자 2개(H₂)와 산소입자 한 개(O₁)

로 구성돼 있듯, 마음구성 최소단위가 무엇인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2)

마하보ㄷ히는 차 다려 먹는데 물분자구조는 몰라도 아무런 지장없다고 말하지

1)  18세기 들어 과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는 원동력은 모든 존재가 구성되

고, 작동하고, 기능하는 메카니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부터이다. 

2)  20세기 과학의 새 장을 연 것은 에너지에 최소단위가 있을까하는 평범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

이 질문에 대해 가장 적절한 답을 제공해 준 사람이 아인쉬타인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100여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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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특화해 다루는 것이 생명과학이다. 생명에서 사람 뇌를 특화해 다루는 것이

뇌과학이다. 뇌작동으로 생겨난 마음을 특화해 다루는 것이 마음과학이다. 이것

들은 각기 차원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차원에 알맞은 이론과 도구를 개발

하고 사용해야 유효성이 있다.

우주과학은 광활한 우주로 관심을 확장하고 마음과학은 마음속으로 초점을 압

축한다. 물리학은 존재에 내재한 법칙성, 물리특성, 작동원리를 규명하고, 철학

은 존재를 이해하고 행동하는 기본원리를 연구한다.   

우주과학   →  지구과학  →  생명과학  →  뇌과학(인공지능)  →  마음과학

↑                 ↑                 ↑                 ↑                          ↑

우주에 관한    지구에 관학   생명에 관한    뇌에 관한            마음에 관한 

학문               학문              학문             학문                     학문

항상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열었고, 그 세상을 주도

했고, 그 세상주인으로 살았다. 그리고 인류발전 원동력은 항상 과학자들이 주도

했다. 그 과실은 1차로는 정치인들이 따먹었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 민중들에게

혜택이 주어졌다. 물론 새로운 세상을 연 과학자들은 과실에는 별 관심이 없었

다.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사업자들이 다른 의미에서 그런 과학자를 좋아했나보

다4).   

한때 진보이던 것들이 다른 때는 보수적으로 변하기도 한다. 한번 앞섰다고 영

원히 앞선 것일 수는 없다. 구체적 역사상황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시대정신을

읽고 행동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5). 

하는 기본단위인 세포와 세포들이 결합해 만든 기관, 그리고 세포들이 만들어지

는 과정을 명령하는 유전자를 해독했다. 그리고 남은 것은 각 유전자들이 결합하

면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이 말은 유전자를 인공적으

로 조작하면 전혀다른 물질을 얻을 수 있다는 말과 같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포함해서 식물과 동물들에서 유전자조작(유전자변형)

제품들이 광범위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인류에게 있어 새로운 기회

를 제공하기도 하고 끔찍한 재앙의 서막이기도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제까지 물질이 단 한번도 인류에게 재앙을 끼친 적은 없다는 것

이다. 항상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였다. 결국 물질을 대하는 사람수준이

문제의 본질이었다3).       

2) 새로운 질문 

우주학자들은 광활한 우주로 관심의 초점을 확장해왔다. 핵물리학자들은 원자

핵 질량을 변형시켜 에너지를 얻는데 주력했다. 유전과학자들은 사람 몸을 구성

하는 유전자를 연구해 새로운 물질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유전자 게

놈지도를 완성했다.  

우주의 생성, 유지, 소멸, 구성원리, 화학반응, 물리특성 등을 다루는 것이 우

주과학이다. 우주에서 지구를 특화해 다루는 것이 지구과학이다. 지구에서 생명

3)  진보와 보수는 자연현상에도 적용된다. 자연적인 상태에서도, 벼락이나 천연재해, 혹은 개체 개인

적인 원인으로 유전자에 변형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자연이 급격하게 또는 점진적

으로 진화해 왔다. 긴 인류역사로 보면 100~200만년은 아주 짧은 기간이다. 현재 인공적으로 유전

자변형을 유도하는 것 또한 현재 경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상황이겠지만, 긴 자연사 입

장에서 보면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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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신이 마음전문가라면 마음최소단위는 무엇입니까? 혹은 당신은 마음분자구조에 대

해 알고 있습니까? 

② 마음구성인자들이 결합하면 어떤 기능을 일으키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③ 마음구성인자들이 결합해 일으키는 화학반응에 있어 주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④ 마음화학반응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까?

⑤ 마음물리특성 혹은 마음본성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⑥ 마음상태가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혹은 몸 상태가 마음에

영향미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⑦ 마음구성인자 가운데 하나인 기억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기억에 관한 질문이 마음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1차로 주어질 것이다. 

① 기억최소단위는 무엇입니까? 혹은 기억분자구조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② 기억구성인자들이 결합하면 어떤 기능을 일으키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③ 기억구성인자들이 결합해 일으키는 화학반응에 있어 주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④ 기억이 질량을 가지고 있다면, 기억화학반응을 조작해, 기억질량을 인위적으로 조

절할 수 있습니까?

⑤ 기억질량이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올바르고 유효하게 답하는 사람이 다음 세대를 주도할 동력을

누군가 기발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알맞은 답을 하면서 인류문명은 발전해

왔다. 그러면 지금 새로운 세기를 주도할 질문을 한다면 어떤 것이 될까? 

이제 사람과 관련돼 남은 분야는 마음과 기억이다. 인류가 탄생한 이래 항상

관심의 초점이면서 동시에 가장 추상적인 분야 또한 마음이다. 가장 많은 말을

하면서도 가장 애매하고 주관적 주장이 난무한 주제 또한 마음이다.   

마음과 기억에 관해서 올바른 질문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새로운

세대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명을 요구하는 분

야다. 

마음에 관한 질문은 1차로 마음전문가들, 불교수행자, 심리학자, 상담학자, 철

학자, 의사, 뇌과학자 등 자칭 타칭 마음전문가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핵심질문

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4)  마르크스주의에서 생산성이 증가하면 생산관계가 변한다고 보았다. 맞는 말이다. 문제는 생산성발

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항상 생산성발전은 과학이 새로운 도구를 만들면서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

5)  진보와 보수는 둘 다 변화를 인정한다. 단지 보수가 점진적 변화를 원한다면 진보는 약간 빠른 변

화를 요구한다. 급진은 아주 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수구는 과거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

다. 보수는 여유, 능력, 느긋함, 양보가 덕목이고 진보는 도전, 기개, 도덕, 당당함이 덕목이다. 진

보는 변화시켜야 할 것이 많고 보수는 지켜야할 것이 많다. 문제는 무엇을 지키고 변화시킬 것인가

고 구체적 역사환경에서 어느 것이 필요한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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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뇌가 작동하면 뇌에너지가 발생한다. 뇌작동으로 발생한 에너지는 뇌구성인

자와는 다른 특수성질(마음)을 띤다. 뇌구성인자는 일반물질이지만 뇌작동으로

생겨난 마음에너지는 일반물질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특수물질이다7).

마음을 만드는 기본인자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그것은 과학발전과 함께 어

느 차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현 단계에서는 뇌를 중심으로 인체

신경조직이 마음을 발생하는 기계라고 이해한다. 

현단계에서 뇌구성인자를 분자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분자차원인

뇌활동으로 나온 마음작용은 분자차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더 고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수준에서 이뤄진다8). 

전문가들이 물분자구조에 대해 상세히 말할 수 있는데 마음전문가들이 마음분자구조에 대해 구체

적으로 말하지 못한다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google에서 마음분자나 기억분자를 검색어로 찾아보면 수만 건이 뜨지만 구체적인 것은 찾을 수

없다. 대부분 마음이나 기억을 뇌과학이나 화학차원에서 설명한다. 그러나 마음은 뇌가 아닌 마음

차원에서 설명하고 검증해야 한다. 진리는 취향이나 주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유

효성을 증명해야 한다.

7)  붇ㄷ하는 마음발생을 부대현상론(附帶現象論)으로 보았다. 수력발전에서 물과 철이 특수하게 결합

해 작동하면 물이나 철에 존재하지 않는 전기라는 제3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이 부대현상론이

다. 이것은 역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지만 전기 에너지를 역학 에너지 다루듯 하면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 전기는 전기 에너지가 가진 특성에 기초해 다뤄야 하듯 역학 에너지도 마

찬가지다. 

마음을 다룰 때도 이런 원칙이 적용된다. 마음은 뇌작동으로 나왔지만 뇌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특수물질이다. 뇌신경조직이 분자차원에서 작동한 결과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제3의 현상인 마음

이 생성된다. 이것은 마음을 일으키는 뇌구성인자가 분자차원이라는 것이지 그 작동으로 발생한

마음이 분자차원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음은 더 복잡하고 고차원에서 작동한

다. 마음은 분자차원이 아니라 마음차원에서 접근해야 답을 구할 수 있다. 오늘날 정신의학에서

마음을 다룰 때 일반적으로 분자차원에서 물질[약]을 만들어 사용한다. 이것은 마음작용은 분자차

원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간과했거나 현대의학이 아직 마음을 효과

적으로 다룰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확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전문가들로부터 이런 대답을 온전히 들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마음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반증으로 밖에 달리 해

석할 길이 없다. 

누군가 마음에 대해 말할 때 주관적이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주장하는 경

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마음을 안다고 할 때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객관적

이어야 한다. 정확히 알면 어떤 방식으로든 분명히 표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다.

3) 마음발생 기계

B.C.E.531년 싸띠수행(마음과학)을 창시한 붇ㄷ하가 이해한 마음에 관한 비밀

의 문을 연 이래 2600여년 동안 마음과학 혹은 싸띠수행자들이 이해한 마음에

관한 길을 찾아보자. 

먼저 마음을 만드는 기계는 뇌를 중심으로 한 신경조직이다. 마음이 발생하고

작동하는 구체적인 공간은 인체 신경조직, 특히 뇌신경조직이다. 뇌가 작동하면

뇌전기가 일어나고 이것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면서 마음현상(마음사이버공간)

이 발생한다6).

마음이 발생하는 장소인 뇌는 몇 가지 개별인자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작동한

6)  물전문가에게 물분자구조가 무엇인지 질문하면 ‘H₂0’ 라 대답한다. 그것은 물분자구조가 ‘수소입

자 두개와 산소입자 하나로 구성됐다’ 는 것을 올바르게 알기 때문에 분명하게 대답한다. 

심리학자, 상담학자, 정신분석학자, 의사, 뇌과학자, 수행자, 마음과학자들에게 ‘마음분자구조는

무엇입니까? 혹은 기억분자구조는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면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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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도 인체를 구성하는 기관이다. 인체는 개별인자가 결합해 해당인자에 없

는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 사용한다. 뇌는 인체 내부 개별기관을 전체적으로 통합

하고, 필요한 정보와 에너지를 분배하는 기관이다9). 

인체내부 기관들을 통합하고, 분배하는 뇌를 통제하면서 동시에 인체외부에

있는 존재와 연결하는 기관이 마음이다. 마음은 인체장기 구성의 최정점에 있다.

몸의 각 기관을 통합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하는 뇌를 통제하고 동시에

외부존재와 연결하는 마음은 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복잡한 차원

에서 작동한다. 

인체기관는 개별세포가 모여 개별기관을 구성한다. 데이터입력은 단위세포에

서 수집된 데이터는 개별장기에서 1차로 처리한다. 그렇게 처리된 데이터가 뇌에

통합돼 2차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마음으로 보낸다. 마음은 전달된 데이터를 이

미 마음공간에 저장돼있는 데이터(기억이미지, 삶의 흔적)와 결합시켜 3차로 처

리하고 마지막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라고 명령을 뇌로 내려 보낸

9)  인체를 유지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개별기관이 담당하는 고유기능이 있어야 한다. 눈은 시각 데이터를 다루고 귀는 청각 데이터를

다룬다.

② 하부기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의 세포를 기관이라고 하지 않는다. 여러 부속들이 결합해

특정한 기계를 구성하듯 여러 세포가 모여 하나의 기관을 형성한다. 그런 기관들이 모여 더 복

잡한 상위기관이 만들어 진다.

③ A를 B로 전환시키는 filtering 기능이 있어야 한다. 간은 해독작용을 하고 콩팥은 정화작용을

한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인체를 구성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한다. 마음도 이런 구성요소를 갖추면 인

체를 구성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마음은 인식대상을 반영하고, 저장하며, 가공하고, 느끼고, 자

각하는 기능을 한다. 마음은 4가지 기본인자들을 가지고 있고, 마음공간에 입력된 데이터를 가공

해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기관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발전기          →       전기        →     사이버공간

몸, 신경조직, 뇌      →     뇌전기       →     마음사이버공간

마음도 물질이기 때문에 일반물질처럼 물리특성을 가진다. 다소 까다롭기는

해도 마음이 가진 물리특성에 기초해, 마음 구조와 작용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

로 설명하고 검증해야 한다. 마음에 내재한 법칙, 실재, 본성, 특성 등을 이해하

면 마음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  

하위체계를 다룰 때는 하위체계를 다루는 이론과 도구를 사용하고 상위체계를

다룰 때는 상위체계를 다루는 이론과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마음을 다룰 때는

일반물질을 다루는 이론과 도구를 사용하면 곤란하다. 마음다루는 이론과 도구

를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4) 마음기관

8)  발전기와 발전기 작동으로 생겨난 전기, 그 전기를 사용해 만들어진 사이버공간은 각기 성질이 다

르다. 뇌 신경조직이 작동하면 뇌에서 전류현상이 발생한다. 이 뇌전기가 고도로 작동하면 마음사

이버공간이 형성된다. 뇌신경조직 작동과 뇌전기 발생 그리고 마음사이버공간 생성이 서로 밀접

히 연관돼있다. 그러나 뇌가 뇌전기는 아니듯 뇌전기 또한 마음사이버공간은 아니다. 이것들은 다

른 현상이고 차원이 서로 다르다. 각 존재수준에서 해당 존재특성을 이해하고 다뤄야 유효성이 나

온다. 발전기는 발전기가 가진 특성에 따라 다루고 전기는 전기가 가진 특성에 따라 다뤄야 한다.

전기특성과 사이버공간 특성도 다르다. 뇌작동으로 생겨난 마음을 뇌 다루듯 하면 잘 다뤄지지 않

는다. 뇌는 뇌차원에서 다루고 마음은 마음차원에서 다뤄야 유효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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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가진 기능 가운데 하나는 가공기능이다.

마음은 외부로부터 입력된 데이터 혹은 마음거울에 새로 반영된 데이터를 가

공한다. 이때는 마음공간에 저장돼있는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 새롭게 등장한 데

이터를 가공한다. 

마음공간에 입력되는 데이터를 결합, 비교, 분석, 조합, 추리, 유추, 논리, 종합,

판단, 예측 등으로 가공하고 판단한다. 이것을 이성 또는 지성이라 한다.  

sati

⇩

입력(자극, input) ➞ 데이터가공        ➞출력(반응, output) 

⇩

pappa

감각접촉을 통해 마음공간으로 전해진 데이터는, 전해진 대로 뇌에서 반응하

지 않는다. 6감을 통해 마음공간으로 전해진 데이터는 알아차림기능인 싸띠(sati,

念)에 의해 가공(vitakka,尋)된다. 가공된 수준에 따라 판단(pappa, 般若, 慧)하고,

느끼(vedana, 受)고, 반응(kamma, 葛摩, 業)한다10).

이때 주변수가 바로 알아차림기능인 싸띠다. 싸띠는 인식대상이 마음거울에

10)  일반적으로 행동과학자는 자극과 반응만을 중시한다. 인지과학자는 접촉과 반응 사이 존재를 인식

하고 가공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싸띠수행자는 자극과 반응뿐만 아니라, 자극과 반응, 존재를 입력

하고 출력하는 사이 마음공간에서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일반기계는 자극과 반응만

다루면 올바를 지 모른다. 그러나 마음과 같은 특수기관에는 그런 관점이 적용되기 어렵다. 

다. 뇌는 마음에서 내려온 명령은 개별기관과 단위세포로 명령을 분배하고 전달

한다. 데이터수집은 개별세포에서 마음으로 올라가지만 데이터출력과 명령은 반

대로 마음에서 단위기관과 개별세포로 내려간다. 

마음을 인체를 구성하는 특수기관으로 이해하면 마음 구성과 기능을 구체적이

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5) 마음기능

뇌작동으로 생성된 마음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① 거울기능(manas, 意)

마음이 가진 기능 가운데 하나는 거울기능이다. 

마음은 일반거울처럼 마음도 거울기능이 있다. 마음은 자기표면에 입력된 데

이터를 반영시켜 상을 맺는다. 일반거울은 시각 데이터만 상을 맺지만 마음거울

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기억 등 6감 대상 전부 상을 맺는다.

② 가공기능(vitakka, 尋)

외부 
데이터

감각기관
(눈,귀,코,혀,피부)

뇌
(인체내부 

통합, 분배장기)

마음
(인체 내외부 
통합, 가공, 
판단, 통제)

➞ ➞ ➞

1차 처리기관 2차 처리기관 3차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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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관점에서 존재를 이해하거나 존재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고 구분하고 차

별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스스로 구속되고 힘들어 한다.   

④ 느낌기능(vedana, 受)

마음이 가진 기능 가운데 하나는 느낌기능이다.

마음공간에 입력된 데이터를 가공한 결과를 느끼는 기능이야말로 삶을 훨신

풍요롭게 하는 기능이다. 이것을 감성 또는 정서라 한다11). 

느낌기능은 악기와 같다. 자극이 가해지는 대로 반응한다. 그러나 악기가 경직

되면 자극에 대해 제대로 반응할 수 없다. 

⑤ 자각기능(sati, 念)

마음이 가진 기능 가운데 하나는 자각기능이다.

자각기능이야말로 마음이 가진 특수한 기능이다. 이 기능을 싸띠 혹은 알아차

림이라 한다. B.C.E.531년 음력 4월 15일 새벽 붇ㄷ하가야 보리수 아래서 붇ㄷ하가

¡ª

¡ª ‰˛¶ì–â·É

¿Ü”˛ÀÚ–Ø

¡Ł
°›

°› ¡æ

¡ª„ÝÀÀ–‚¿“

„«„ÝÀÀ–‚¿“

„ÝÀÀ˙Ñ°Ł…–

상을 맺는 순간, 마음공간에 있는 관련 데이터를 찾아 새로 입력된 데이터와 결

합하고 가공한다. 이때 싸띠힘이 좋고 유연성과 순발력이 뛰어나면, 새로 입력된

데이터와 연관된 데이터를 더 많이 더 빨리 결합시켜, 가공생산성을 높인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엔진 실린더에 연료가 들어오면 점화플러그가 불꽃을 튕겨

주는 것과 같은 이치다. 연료가 실린드로 들어오면 점화플러그가 불꽃을 튀겨서

역학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화시킨다. 그러면 구동장치와 연결된 다양한 기관

들에서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나 다른 에너지로 전화시켜 차를 움직인다. 

싸띠도 마찬가지다. 마음공간에 입력된 데이터를 알아차림하는 순간, 마음공간

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가 싸띠가 알아차림한 대상으로 집중되고, 그 대상을 가

공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반응한다. 이것이 마음가진 가장 독창적인 기능이다.

데이터가공 수준은 싸띠힘과 빤냐-힘이 결정한다. 싸띠힘이 강하면 마음공간

에 저장돼있는 데이터를 특정한 지점으로 더 많이 집중시켜 데이터 가공의 효율

성을 높인다. 그러나 싸띠힘이 약하면 데이터 집중력이 떨어지고 가공효율성도

낮다.  

③ 저장기능(alaya, 阿懶郞, 藏)

마음이 가진 기능 가운데 하나는 저장기능이다.

마음은 마음음공간에 입력된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 한번 저장된 데이터(기억

이미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소멸하지 않고 마음공간에 저장돼있다.  

마음공간에 저장돼있는 기억이미지는 마음공간에 이미 입력된 다른 기억이미

지와 결합해 다차원으로 발전한다. 저장돼있는 기억이미지가 가공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질량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 

마음공간에 저장돼있는 기억이미지의 질량이 줄면 마음이 가볍고 늘면 무겁

다. 질량이 줄면 싸띠가 집중되는 방향으로 기억이미지 집중도가 높고 질량이 늘

면  낮아진다. 집중도가 높으면 존재의 실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낮으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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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물질과 마음은 둘 다 질량을 가지고 있다. 일반물질은 형체를 파악하기 쉽

고, 비교적 고정돼있지만 특수물질인 마음은 형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빠르게 움

직이고, 가변적이다. 

마음은 물질에서 나왔다. 그러나 마음은 자신을 만든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까

지 통제하고 관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룰 때는 마음보다 몸에서 시작하

는 것이 효과적이다12). 

삶은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삶은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

되고 재규정된다. 다른 존재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으로 관계맺을 지는 마

음이 결정한다.       

‚ö ‚¶À‰

¯º`ƒ°ü‚fi

¯º`ƒ°ü‚fi

12)  붇ㄷ하를 비롯해 싸띠수행의 정통파들은 수행을 항상 몸에서 시작해 마음을 다스렸다. 몸을 떠난 수

행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고려 지눌도 마찬가지다. 수심결(修心訣)에서 ‘만약 붇ㄷ하를 찾으려

면 붇ㄷ하는 바로 이 마음이다. 이 몸을 두고서 마음을 먼 곳에서 찾겠는가? 若欲求佛 佛則是心 心何

遠覓 不離身中’ 

붇ㄷ하는 5온이 공하다고 했는데 후세인들은 공만 이야기 한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온데 간데없고 나쁜 사람에 관한 이야기만 한다.

이 기능이 발견함으로써 비로소 마음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붇ㄷ하는 싸띠기능을 이해함으로써 마음 구조와 기능을 논리적이고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었다. 싸띠기능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바로 붇ㄷ하다. 

붇ㄷ하는 싸띠기능을 발견함으로써 비로소 깨달았다고 선언할 수 있었다. 붇ㄷ하

는 싸띠기능을 사용해 마음공간에 존재하는 욕망과 이기심(raga, 貪心), 분노와

적대감, 원망과 서운함(dosa, 嗔心), 편견과 선입관, 가치관(moha, 痴心) 등 마음

오염원(貪嗔痴 三毒心)을 제거할 수 있었다. 

붇ㄷ하는 싸띠기능을 이용해 마음을 맑고 건강하고 안정되게 관리해 자유롭고,

청정하고, 행복하고, 공존하는 삶을 살았다. 붇ㄷ하가 발견한 싸띠기능은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좋은 도구다.  

6) 마음총론

마음은 사람들이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고, 다른 존재와 관

계수준과 존재양식을 결정하고,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고, 인생전체를 다루는 핵

심기능을 한다.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앎이 바뀌고, 생각이 변하고, 행

동이 달라진다.

11)  자극은 있지만 싸띠기능이 약해 그것을 알아차림하지 못할 수는 있다. 이런 상태를 ‘정서가 경직

됐다. 마음이 메말랐다’ 고 한다. 이것은 마음공간이 삶의 무게로 경직됐기 때문이다. 어릴 때는 떨

어지는 낙엽만 봐도 깔깔대지만 나이가 들면 삶의 무게로 싸띠기능이 약화되고 정서기능이 경직돼

어지간한 자극은 감지하지 못하고 무덤덤해진다. 그러면 슬픔뿐만 아니라 행복도 느낄 수 없다. 자

극을 알아차림하지만 초연한 것과 아예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다르다. 경직된 마음공간을 수행으

로 부드럽게 만들어야 외부자극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반응할 수 있다. 이것을 동사섭법회(同事攝

法會)를 주관하는 용타는 반응한계선이라 한다. 붇ㄷ하는 싸띠기능이 약하고 반응한계 이하로 자극

이 가해지면 자극은 있지만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결국 알아차림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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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극이 있으면 활성화되고 자극이 없으면 기초의식만 흐른다. 뇌작동이 멈추

면 가상공간도 소멸한다. 이것은 전기가 들어오면 컴퓨터에 사이버 공간이 형성

되고 전기가 끊기면 사이버 공간이 소멸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동물은 자연산물을 가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지만 사람은 필요에 따

라 적절히 가공해 사용한다. 이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적용된다. 동물은

외부자극에 본능적으로 대응하지만 사람은 접촉 다음에 일어난 마음작용을 어떤

형태로든 가공해 반응한다.  

마음은 몸과 마찬가지로 선천적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난다. 태어

나면서 외부대상을 접하고 생존본능에 따라 인식대상을 구분하고 차별해 좋은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밀쳐내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접촉한 상황을 이미지화(관

념화)시켜 마음공간에 저장하고 다음에 필요할 때 회상해 사용한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기억이미지가 최초로 에너지를 부여받는다. 이렇게 생성

된 마음에너지(기억질량, 마음오염원)는 이후 삶을 마칠 때까지 늘기도 하고 줄

기도 하면서 때로는 삶을 구속하고 힘들게도 하지만 어떤 때는 자유롭고 행복하

게도 한다.      

접촉다음에는 반드시 마음작용이 일어난다. 붇ㄷ하는 접촉다음에 일어난 마음

작용을 방치하면 마음에너지가 증가해 삶을 구속하고 힘들게 하지만 알아차림하

면 기억이미지와 결합한 마음오염원을 해체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보았다. 그것이 바로 싸띠수행이다.  

마음공간에 입력된 데이터는 존재 자체가 입력된 것이 아니라 이미지만 입력

된다. 이미지가 마음공간에 입력될 때 욕망과 이기심(貪心), 분노와 적대감, 원망

과 서운함(嗔心), 편견과 선입관, 가치관(痴心)과 같은 마음오염원(貪嗔痴 三毒心)

이 끼어든다. 마음공간에 이미 존재해있던 기억이미지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

저장된 기억이미지는 마음공간에 회상돼 활동한다14). 

마음공간에 입력된 기억이미지는 자체 질량만 가지고 있지만 기억이미지에 결

다른 존재와 관계맺는 질에 따라 자신의 마음상태가 결정되고, 자신의 마음상

태에 따라 다른 존재와 맺는 관계수준이 정해진다. 다른 존재와 관계맺는다는 것

은 그 양과 질이 어떻든 마음과 마음의 연결을 본질로 한다. 마음은 존재와 존재

를 연결하는 도구이자 통로다.

몸은 부모로부터 뇌와 유전자를 통해 물려받고 마음은 사회에서 학습으로 이

전받는다. 습관이나 정서와 같은 몇몇 요인들은 유전자에 저장돼 이전되는 것으

로 추정된다. 

식물은 씨를 통해 몸이 이전되고 동물은 정자와 난자로 몸이 이전되고 사회를

통해 마음이 이전된다. 몸은 소멸하지만 마음은 소멸하지 않고 다른 존재의 몸을

빌려 삶이 지속된다고 주장하는 윤회설(samsara, 輪廻說)은 오래 살려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 낸 허구다. 이것은 식물이 씨를 통해 생명이 이전되는 방식에 마

음이 이전되는 방식을 조잡하게 연결한 바람과 주장일 뿐이다. 붇ㄷ하는 신이나

윤회를 통해 몸과 마음이 이전되지 않는다고 누차 강조했다13).  

마음은 가상공간(사이버공간)이다. 뇌가 작동하면 가상공간인 마음이 형성된

13)  힌두교와 불교의 차이는 분명하고 간단하다. 신을 인정하면 힌두교고 부정하면 불교다. 윤회설을

인정하면 힌두교고 부정하면 불교다. 세습과 계급제도를 인정하면 힌두교고 부정하고 능력제를 인

정하면 불교다. 시간과 공간에서 과거와 미래, 거기와 저곳에 초점두면 힌두교고 여기 그리고 지금

에 주목하면 불교다. 힌두교는 타력과 기도를 주장하고 불교는 자력과 수행을 강조한다. 이런 의미

에서 대승부와 밀교부는 힌두교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동차 엔진이 작동하면 에너지가 나오고 차가 움직인다. 마찬가지로 뇌신경조직이 작동하면 뇌

에서 에너지 흐름이 형성되고 마음기능이 발생한다. 자극이 있으면 반응하고 자극이 없으면 기초

의식만 흐른다. 뇌가 멈추면 마음도 자동으로 없어진다. 옛 스님들은 마음은 기타소리와 같다고 했

다. 기타를 치면 소리가 나지만 그냥두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뇌신경조직이 작동을 멈추었는데 그

곳에서 나오던 에너지 흐름이 소멸하지 않고 다른 생명체로 옮겨가 새로운 삶에 시동을 걸어준다

는 것이 윤회설이다. 자동차 엔진을 꺼 보자. 엔진에서 나오던 에너지가 다른 자동차로 옮겨가 시

동을 걸어주는지. 상식선에서 접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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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행위의 영향력이 지속된다. 그리고 그 행위의 영향력에 삶이 구속

[kamma avarana, 業障]된다. 행위의 영향력에 구속되는 것만큼 삶은 고달프고

괴로움[dukkha, 苦]은 증가한다.  

마음은 입력된 데이터를 비교, 분석, 조합, 추리, 유추, 논리, 종합, 판단, 예측

등으로 가공하고 다차원으로 느끼고 반응한다. 마음공간에 입력된 데이터는 알

아차림, 가공, 판단, 느낌, 반응 등으로 끊임없이 되먹임하면서 발전한다15).

마음거울에 맺힌 상을 자각하지 못해도 마음공간에 입력된 데이터는 사유과정

을 거쳐 정서층으로 들어가거나 정서과정을 거쳐 사유층으로 들어간다. 이 둘은

끊임없이 되먹임하면서 다양한 마음작용을 일으킨다. 사유과정과 정서과정 가운

데 어느 것이 먼저라고 규정할 수 없다16).

동일한 존재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고 사유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

15)  음식을 만들면 찌꺼기가 남는다. 이것을 잘 썩히면 거름이 되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환경을 오염시

킨다. 신문이나 책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으면 나머지는 버린다. 이렇게 버려진 것들이 생활공간을

오염시킨다. 삶에 필요한 정보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차원으로 획득하지만 데이터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 데이터는 마음공간에 남아 마음환경을 오염시킨다. 욕망과 이기심, 분노와 적대감,

원망과 서운함, 편견과 선입관, 특정한 가치관 등 찌꺼기 데이터, 정크데이터, 마음노폐물, 마음오

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붇ㄷ하는 수행을 ‘마음환경 보호운동’이라고 정의했다. 

16)  사유기능은 입력된 데이터를 비교, 분석, 조합, 추리, 유추, 논리, 종합, 판단, 예측 등으로 가공하

고 정서층에 전달해 느낌을 일으킨다. 정서기능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여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

행 등의 느낌을 일으키고 사유층으로 보내 다양하게 가공한다. 정서기능은 데이터 가공수준과 정

서공간의 유연성에 따라 다차원으로 반응한다. 동일한 데이터도 개인에 따라 다차원으로 가공하고

다양하게 느낀다. 

사유기능이 발달하면 존재를 분석적, 논리적, 체계적,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전체맥락을 볼 수 있

고, 빤냐-롭고 유기적으로 행동한다. 이 기능이 발달하지 못하면 존재를 신비적, 비논리적, 주관

적,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우둔하고 단세포적으로 행동한다. 정서기능이 발달하면 직관적, 감성적

이 되고 마음이 부드럽고 인식대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한다. 이 기능이 발달하지 못하면 정서가 경

직되고 마음이 산만하고 삶이 거칠고 무미건조해진다. 

합한 마음오염원 양과 질에 따라 기억이미지 질량이 증감하고, 기억질량이 달라

진다. 기억이미지에 결합한 마음오염원은 자연상태로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싸띠힘으로만 제거할 수 있다. 

마음은 데이터를 6감(六感, 眼耳鼻舌身意)으로 받아들여 통합, 저장, 회상, 가

공한다. 마음은 받아들인 데이터와 마음공간에 저장된 데이터[기억이미지]를 결

합해 사용하고, 마음공간에 저장된 데이터를 재가공해 사용한다. 

마음공간에 입력되는 데이터[이미지]와 마음공간에 존재하는 기억이미지가 어

느 수준에서 결합하느냐에 따라 데이터 가공수준이 결정된다. 저장된 기억이미

지 수준이 높거나 새로 입력되는 데이터에 저장돼있는 기억이미지가 결합하는

양과 질에 따라 데이터 가공수준이 달라진다. 데이터 처리주체인 싸띠힘이 마음

건강, 마음안정, 마음청정, 싸마-ㄷ히, 데이터 처리수준에 크게 영향 미친다. 

마음은 입력된 데이터를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한다. 마음이 데이터를 처리할 때

는 6감(六感, 眼耳鼻舌身意)을 통해 입력되는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 같지

만 싸띠와 빤냐-를 사용해 한 번에 하나씩만 처리한다. 

사람은 활동하는 폭만큼 다양한 접촉이 이뤄지고 다차원으로 반응한다. 접촉

다음에 일어난 느낌작용[vedana, 受]과 사유작용[vitakka, 尋]은 다차원으로 전개

된다.   

마음거울에 반영된 존재를 알아차림[sati, 念]하는 수준에 따라 다차원으로 판

단[pappa, 慧]하고 다양하게 행동[kamma, ?? 磨, 業]한다.

행위는 순간에 이뤄지지만 행위영향력은 오랫동안 지속된다. 행위가 지속되는

14)  산이 마음속으로 들어 온 것이 아니라 산에 대한 이미지가 마음공간에 입력되고 저장됐다가 자극

이 있으면 마음거울에 회상된다. 과거가 마음공간으로 들어 온 것이 아니다. 과거행위에 대한 데이

터가 이미지 형태로 마음거울에 반영되고 마음공간에 저장된다. 미래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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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인식대상에 끌려 다니면 마음에너지를 소모하고 산만하고 피곤하고 무

기력해진다. 마음이 인식대상을 선택하고 한 곳에 머물면 마음에너지를 적게 소

모하고 보충해 안정되고 활기차고 건강해진다.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되면 기분 좋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마음이 활

기차고 행복한 사람이 일을 더 잘할 수도 있다. 성공한 사람이 활기차고 행복할

수도 있고 활기차고 행복한 사람이 일의 성취도가 높을 수도 있다. 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수 없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요소를 적절히 사용하면 좋

다18).

현대 성공학을 다루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부족한 것이 마음에너지다.

마음활력을 다루지 않고서, 수행성취나 사회성공을 논할 수는 없다. 

다음에는 마음 구성인자, 구조, 각 부분 명칭정의, 마음화학반응, 기억 구조와

기능 등을 다루겠다.   <계속>

18)  붇ㄷ하가 되고 난 후 진정한 의미의 붇ㄷ하의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고, 붇ㄷ하가 되겠다 마음먹고

노력한 결과 붇ㄷ하가 될 수도 있다. 전자를 유물론이라 하고 후자를 관념론이라 한다. 

붇ㄷ하는 연기론을 주장했다. 연기론은 상호관계와 상황과 흐름을 중시한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답을 구할 수 있다. 존재와 생각은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구체적 상황에서, 시간

과 공간, 주체와 개체로 범위를 한정지으면 답을 구할 수 있다. 구체적 상황에서 답을 구한다는 붇

ㄷ하하관점을 연기론이라 한다.

질, 후천적으로 학습된 성격, 그리고 자연환경, 사회환경, 지적수준, 그리고 존재

를 알아차림하는 수준과 판단하는 질에 따라 데이터를 다차원으로 가공하기 때

문이다.

마음공간에 새로 입력되는 데이터가 이미 마음에 입력돼있는 기억이미지와 결

합해 발전하는 순간부터 망상(papapca, 妄想)이라 한다. 이것을 생각거품으로 마

음 채운다고 한다. 마음공간에 존재가 반영되는 순간 알아차림하면 입력된 데이

터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 이것을 생각거품으로 마음을 비운다고 한다. 마

음공간에 입력된 데이터가 마음오염원과 결합해 발전하면 아-싸봐라고 한다17).

마음은 운동성, 마음에너지 이동성, 건강성, 안정성, 청정성 등의 몇 가지 물리특

성이 있다. 이와 같은 마음이 가진 물리특성을 이해하고 마음을 다루면 마음관리

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마음은 인식대상을 따라 옮겨 다닐 수도 있고, 한 곳에 머물 수도 있고, 원하

는 곳에 머묾과 옮김을 자유자재로 할 수도 있다. 머묾과 옮김을 자유자재로 하

기 위해서는 알아차림기능인 싸띠힘이 강해야 하고 유연성과 순발력도 갖춰야

한다. 

17)  마음거울에 상이 맺히고 마음공간에 존재하는 지나온 삶의 흔적과 결합해 발전하면 ‘마음채운다,

마음오염이다’ 고 한다. ‘마음비운다, 마음맑힌다’ 는 것은 마음거울에 상이 맺힌 순간 싸띠가 그

것을 알아차림하고 해당 데이터가 마음공간에 존재하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이다. 

싸띠기능이 강해 외부데이터가 마음공간에 입력되는 순간 알아차림하면 다른 데이터와 결합해 발

전하지 않는다. 앞집 개가 짖을 때 ‘들림’ 하고 알아차림하면 마음비우는 것이지만, ‘앞집에 도둑

이 들었나, 주인이 밥을 주지 않았나’ 등으로 가공하면 입력된 데이터는 하나지만 그것이 마음공간

에 존재하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해 발전하면서 생각거품을 일으키고 마음공간을 가득 채운다. 

마음공간에 새로 입력되는 데이터가 이미 입력된 데이터[기억이미지]와 결합해 발전할 때, 지나온

과거흔적과 결합해 발전하면 싼나-(sappa, 想, 과거생각), 앞으로 뭔가 하려는 미래의지와 결합해

진행되면 싼카-라(saokhara, 行, 有爲, 미래의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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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World-honoured one. When the Tathagata was with Dipankara buddha

he had no degree of attainment in the Good law. 

subhuti, what do you think? Does a bodhisattva set forth any majestic

buddha-lands?

No, World-honoured one. Wherefore? because setting forth majestic

buddha-lands is not a majestic setting forth; this is merely a name.

[Then buddha continued:] Therefore, subhuti, all bodhosattvas, lesser and

great, should develop a pure, lucid mind, not depending upon sound, flavour,

touch, odour or any quality. a bodhisattva should develop a mind which

alights upon no thing whatsoever; and so should he establish it.

subhuti, this may be likened to a human frame as large as the mighty Mount

sumeru. What do you think? Would such a body be great?

Subhuti replied : Great indeed, World-honoured one. This is because

buddha has explained that no body is called a great body. 

한글번역

ㅂ하가봐(bhagava, 薄伽梵, 世尊)   

쑤ㅂ후-띠(subhuti, 須菩利, 善現 )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따타-가따(如

來)가 옛날 디빤까라샤-(Dipankarasya, 燃燈佛) 수행도량(arama, 精舍)에서 수행

할 때, 뭔가 얻은 것(dhamma, 法, 수행경지)이 있는가?

쑤ㅂ후-띠(須菩利, 善現)

ㅂ하가봐(bhagava, 世尊)시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따타-가

따(如來)가 옛날 디빤까라샤-(練燈佛) 수행도량에서 수행할 때 실제로 얻은 것(수

행경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0) 정토를 장업하다(莊嚴淨土分)   

한문원문  [Kumarajava, 鳩摩羅什, 343~414]

佛告須菩提  於意云何  如來 昔在燃燈佛所  於法  有所得不  不也  世

尊  如來在燃燈佛所  於法  實無所得  須菩提  於意云何  菩薩 莊嚴佛土

不  不也  世尊   何以故  莊嚴佛土者  卽非莊嚴  是名莊嚴  是故  須菩

提  諸菩薩摩訶薩  應如是生淸淨心  不應住色生心  不應住聲香味觸法生

心  應無所住  而生其心  須菩提  譬如有人  身如須彌山王  於意云何

是身爲大不  須菩提言  甚大  世尊  何以故  佛說非身  是名大身.

영어번역 [transrated by a.F.Price and Wong Mou-lam]

Section IX. Real Designation is Undesignate

Buddha said : subhuti, what do you think?  In the remote past when the

Tathagata was with Dipankara buddha, did he have any degree of attainment in

the Goo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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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여기서 대승부 실천사상이 등장한다. 많은 불교도들이 범하는 잘못 가운데 하나

가 다른 사람도 불교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기 대승부를 만들었던 사람

들은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것 같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단순히 불교를 믿게 하는 것은 진정한 불국토 장엄이 아니라

고 보았다. 불국토를 장엄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행동하는 것은 여래를 욕보이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진정 불교를 위하는 일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보았

다.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면 불교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것인데, 성질

급한 사람들은 단순히 불교를 믿어라고만 한다. 

붇ㄷ하는 B.C.E.531년 음력 4월 보름 새벽 3시무렵, 붇ㄷ하가야 보리수 아래, 금강

석 위에 앉아 아라한뜨 막가파라(阿羅漢 道果)를 성취한 후, 2개월 정도 고민하다 새

로운 꿈을 펼치기 위해 길을 떠난다. 그곳에서 260km떨어진 미가다-야(Migadaya,

鹿野園)에서 5ㅂ힉쿠(五比丘)들에게 최초로 수행을 지도한 후, 음력 9월 초순쯤, 자신

을 포함해서 아라한뜨가 61명이 돼었을 때 발표한 불교창립선언문(轉法宣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행복, 이익과 번영을 위해 나의 수행법을 사용해라.’

이 실천원칙이 인도대륙에 불교가 뿌리내리게 한 원동력이다. 그 후 45년 동안 맨

발로, 매년 1300km씩 인도대륙을 다니면 활동했지만 이 원칙을 파기한 적은 한 번

도 없었다. 이것이 불교 힘이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혜능(慧能, 638~713)이 홍인(弘忍,

602~675)에게서 금강경을 배우다가 이 대목에서 경전내용을 이해하고 눈물을 흘리

면서 감사했다고 한다. 

ㅂ하가봐(bhagava, 薄伽梵, 世尊) 

쑤ㅂ후-띠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菩薩乘)가 불국토(佛國土)를

장엄할 수 있겠는가?

쑤ㅂ후-띠(須菩利, 善現)   

ㅂ하가봐시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은 사실 장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이름이 장엄일 뿐입니다. 

ㅂ하가봐(bhagava, 薄伽梵, 世尊) 

쑤ㅂ후-띠여! 모든 (菩薩乘) 마하ㄸ봐(摩訶薩)들은 마땅히 이와 같이 깨

끗한 마음을 가지고 활동해야 한다. 시각대상(色)에 집착(기초)하지 않고 활동해야

하며, 청각대상(聲), 후각대상(香), 미각대상(味), 촉각대상(觸), 인식대상(法) 등, 어

떤 것에도 집착(기초)하지 않고 활동해야 한다. 일체형식에 집착(기초)하지 않고,

실천해야 한다.   

ㅂ하가봐(bhagava, 薄伽梵, 世尊) 

쑤ㅂ후-띠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를 들어 몸이 쑤메루(sumeru,  須彌山)

산만큼 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몸은 참으로 큰 것인가 작은 것인가?

쑤ㅂ후-띠(須菩利, 善現)   

ㅂ하가봐시여! 그 몸이 참으로 큽니다. 왜냐하면 붇ㄷ하가  말한 것은 몸이 아니라

단지 그 이름이 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크다고 하면 어떻고 작다고 하면 어떻습니

까? 그러니 크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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爲多不  須菩提言  甚多  世尊  但諸恒河  尙多無數  何況其沙  須菩提

我今實言告如  若有善男子善女人  以七寶滿爾所恒河沙數三千大千世界

以用布施  得福多不  須菩提言  甚多世尊  佛告須菩提  若善男子  善女人

於此經中  乃至  受持四句偈等  爲他人說  而此福德  勝前福德.

영어번역

Section IX. Real Designation is Un

subhuti, if there were as many Ganges rivers as the sand-grains of the Ganges,

would the sand-grains of them all be many?

Subhuti said : Many indeed, World-honoured one! Even the Ganges rivers

would be innumerable; how much more so would be their sand-grains?

subhuti, I will declare a truth to you. If a good man or good woman filled three

thousand galaxies of worlds with the seven treasures for each sand-grain in all

those Ganges rivers, and gave all away in gifts of alms, would he gain great

merit?

subhuti answered: Great indeed, World-honoured one!

Then buddha declared: Nevertheless, subhuti, if a good man or good woman

studies this Discourse only so far as to receive and retain four lines, and teaches

and explains them to others, the consequent merit would be far greater. 

한글번역

ㅂ하가봐(bhagava, 薄伽梵, 世尊)   

쑤ㅂ후-띠(subhuti, 須菩利, 善現 )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간가-(Gaoga, 恒

河, 天堂來) 강에 있는 모래 숫자만큼의 간가- 강이 있다면, 이 모든 강가- 강 모래

알이 많다고 할 수 있겠는가?

혜능은 수행하기 위해 출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금강경을 배우기 위해 나무지

게를 버리고 출가했다. 홍인에게 가면 제대로 금강경을 배울 수 있다고 해서 불원

천리 찾아갔다. 

그러나 그곳은 경전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수행하는 선방이었다. 수행을 다루

는 금강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행을 해서, 부처를 이뤄야 한다.

부처가 되야 진정으로 부처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부는 시키지 않고, 하루 6시간 정도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 참선을 했다. 운수

사납게 덜컥 아라한뜨 막가파라에 들고 말았다. 자기의지와 상관없이 홍인의 후계

자가 돼 그의 법을 이었다. 

그날 밤, 먼 길을 떠나기에 앞서 자신이 그곳에 처음 온 목적을 알고 있던 홍인이

혜능을 불러 금강경을 가르쳐주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감동을 받았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마음이나 관념을 고정시켜 놓고 경직되게 적용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활용하라는 무위를 다르게 표현한 말이다.  

금강경 주제는 무위(asaokhara, 無爲)다. 7장에서 불교와 비불교 차이점은 무위

법(一切賢聖  皆以無爲法  而有差別)라 정의한다. 금강경은 공의 도리나 공에 관해

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단지 무위만 이야기한다. 무위를 공이라 이해

해도 좋지만, 공을 말하지 않고 무위를 말할 때는 무위만 말하는 것이 올바른 학습

태도다. 그리고 금강경에서는 무위에 대해 여러 곳에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 표현

하고 있다. 

11) 무위를 원칙으로 활동해야 공덕이 크다(無爲福勝分)   

한문원문

須菩提  如恒河中  所有沙數  如是沙等恒河  於意云何  是諸恒河沙  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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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정신적인 안정감을 갖고, 맑고 건강한 마음을 가꾸고, 자유롭고 행

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훈련(修行)을 통해 자신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서는 할 수 일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현재 제한적이지만 불교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이나 사회적인 활동의 핵

심은 물질분야에 국한되고 있고, 분야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다고 보아도 무방

하다. 

오히려 각종 심리상담소 등은 크리스트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

다면 오늘날 진정한 대승은 크리스트교에서 운영하는 각종상담소란 말로 들린다.

왜냐하면 붇ㄷ하 혹은 금강경 견해를 따르면, 말은 말일 뿐이고, 행동이 내용을 담보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가 자신이 대승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대승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점을 금강경에서 누차 강조

한다.  

무위적인 원칙을 가지고 활동하라. 단지 내가 처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있는 그

대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만 하고, 상황이 종료하면 해

당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 어떤 경우라도 행위결과를 예측하고 행동하거나

자신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행동하지 말 것, 이것이 무위적인 삶이다. 

12) 올바른 가르침을 존중함(尊重正敎分)  

한문원문 

復次  須菩提  隨說是經  乃至  四句偈等  當知此處  一切世間  千人  阿

修羅  皆應供養  如佛塔廟  何 有人  盡能受持讀誦  須菩提  當知  是人

쑤ㅂ후-띠(須菩利, 善現)

ㅂ하가봐(bhagava, 世尊)시여! 그 숫자가 매우 많습니다. 간가- 강 숫자도 많은데,

하물며 그 모래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ㅂ하가봐(bhagava, 薄伽梵, 世尊)   

쑤ㅂ후-띠(subhuti, 須菩利, 善現 )여! 내가 이제 너에게 진실로 묻겠는데, 만약

좋은 가문의 아들 딸들이 보배로 간가- 강 모래 알만큼 많은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우고, 그 보물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나(檀越, 布施)하면, 그 복덕이 매우 크겠

는가?

쑤ㅂ후-띠(須菩利, 善現)

ㅂ하가봐(bhagava, 世尊)시여! 그것은 매우 많습니다.

ㅂ하가봐(bhagava, 薄伽梵, 世尊)   

쑤ㅂ후-띠(subhuti, 須菩利, 善現 )여! 좋은 가문의 아들 딸들이 이 경전이나 이 경

전에 나오는 4구게(四句偈)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주어 얻는 복덕은, 앞에

서 설명한 간가- 강 모래 숫자만큼의 보배를 다른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나(檀越,

布施)해 얻는 것보다 훨씬 크다.

해석

대승부 힘은 보시에서 나온다. 그래서 많이 강조한 것 또한 보시공덕이다. 그러

나 대승경전에서 누차 강조한 것은 물질보시(財施)보다 법보시(法施)다. 

법시는 다른 사람이 수행으로 마음공간에 존재하는 욕망지수, 분노지수, 편견지

수를 낮추고, 마음을 맑고 아름답게 가꾸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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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쇼핑이나 하러 다니는 놈(黃檗?[酒糟漢)이란 주제는 벽암록 11칙에 나온다.

이 장의 주인공은 황벽희운(黃檗希運, ?~856)이다. 황벽은 중국이 낳은 가장 위

대한 싸띠수행자 가운데 한분이다. 황벽이 키운 불세출의 수행자가 임제의현(臨

濟義玄, ?~867)이다. 

황벽은 키도 크고 풍채가 당당한 대장부였다고 한다. 그는 당 선종(宣宗,

~859) 뺨을 세대나 때리고도 무사했다. 황벽은 어려서 출가해서 그런지 어머니

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살았다. 황벽은 매일 아침 부처님께 절을

하면 인연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며 자비관을 보냈다. 당

황실의 후예인 염관제안(鹽官諸安)을 모시고 수행할 때, 그때도 부처님께 절을

하는 데, 그때 후에 당 선종이 된 왕자가 출가해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황벽

이 부처님께 절하는 것을 보고 옆에서 빈정댔다. 

대중천자: 부처에게도 찾지 않고 법에게도 찾지 않고, 절하며 무엇을 찾습니까?

(수행해서 부처가 되자고 하면서 부처에게 빌면 부처가 될 수 있나요

조사어록 | 벽암록 ⑤

수행쇼핑하러 다니는 놈

黃檗?[酒糟漢

成就最上第一希有之法  若是經典所在之處  卽爲有佛  若尊重第者.

영어번역 

Section IX. Real Designation is Un

Furthermore, subhuti, you should know that wheresoever this Discourse is

proclaimed, by even so little as four lines, that place should be venerated by the

whole realms of Gods. Men and Titans, as though it were a buddha-shrine.

how much more is this so in the case of one who is able to receive and retain

the whole and read and recite it throughout!

subhuti, you should know that such an one attains the highest and most

wonderful truth. Wheresoever this sacred Discourse may be found there should

you comport yourself as though in the presence of buddha and disciples worthy

of

한글번역

ㅂ하가봐(bhagava, 薄伽梵, 世尊)   

쑤ㅂ후-띠(subhuti, 須菩利, 善現 )여! 이 경전에 나오는 4구게(四句偈)를 설하는

장소는 온 우주에 사는  모든 존재들, 가령 하늘 사람, 아수라(asura, 阿修羅) 등이

붇ㄷ하 사리탑(thupa, 塔婆)에 공양올리듯이 공양올릴 것이다. 심지어 이 경전을

가지고 있거나, 외우는 사람도 모두 그와 같이 존경받을 것이다. 

쑤ㅂ후-띠(須菩提, 善現)여! 그대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경전을 믿고 따르

는 사람은 최상, 최고 아름다운 법을 성취한 것이다. 만일 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붇

ㄷ하가 있는 것과 같고, 붇ㄷ하 위대한 제자들이 있는 것과 같다.<계속> 



반냐 7574 반냐

황벽희운: 너희들은 모두 술찌거기에 취해 다니는 놈들이다. 너희들이 할 일없

이 이 수행도량 저 수행도량 다니니 어찌 오늘 나와 같은 경지에 도달하겠느냐?

아무리 찾아 다녀도 이 당나라에는 (눈 밝은 선사, 明眼師) 선사가 없다는 것을 알

아야 한다.  

무명승 : 그때 어느 이름모를 행자가 당돌하고 어리석게 물었다. 지금 이 나라에

는 여기저기 많은 수행도량이 있고, 거기에 수행을 지도하는 선사들이 있지 않습

니까?(너무 비약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황벽희운 : 수행도량이나 수행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올바른 스승이 없

다는 것이다.(이 띨띨한 놈아)1) 

해설 

오늘날 한국불교에 가장 적절한 말인 것 같다. 많은 수행자가 수행에 열심히

수행도량으로 간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행진보가 있는

지는 정말 궁금하다.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수행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수행

자는 또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이 관심 기울이는 것은 수

행외적인 것 같다. 배나 발, 화두에 알아차림기능인 싸띠가 집중되면, 다른 것들

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배나 발, 화두 등 기준점(출발점) 이외에 다른 것

들이 보이고 들린다는 것은, 이미 배나 발, 화두 등 기준점(출발점)에서 마음이 떴

다는 것을 의미한다. 

1)  擧. 黃蘗示衆云 汝等諸人 盡是?[酒糟漢. 恁?z行脚 何處有今日. 還知大唐國裏無禪師?. 時有僧

하고 비꼬자)

황벽희운 : 부처에게서 찾지 않고, 법에서도 찾지 않고, 대중에게서도 찾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절을 합니다.

(남이야 절을 하든 수행을 하든, 왜 그리 남의 일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냥 당신  일이나 하세요)

대중천자: 아무 것도 찾지 않으면서 절을 해서 무엇합니까?  

(하라는 수행은 하지 않고 절을 하니 비위가 상해서 그럽니다)

황벽희운: 그러자 황벽이 일어나 훗날 황제가 되는 그 스님 뺨을 한 대 후려갈겼

다.

(아, 그래요, 그러면 왜 당신은 하라는 수행은 하지 않고 여기서 시비

하나요,  제가 보기에는 같은 이유인 것 같은데요, 뺨이나 한 대 맞고

그냥 가시지요)

대중천자: 아, 이 친구, 이제 보니 조폭이구먼(此? 生).

황벽희운: 그러자 다시 뺨을 두 대 더 때렸다.

(그래 조폭 맛 좀 봐라) 

그 후, 이 스님은 환속해서 당 선종이 된다. 선종은 황제가 된 후 황벽에게 추행

사문(? 行沙門), 요즘 말로 번역하면 조폭선사쯤 되는 호를 하사한다. 만일 그러

지 않으면 누군가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 황벽을 죽일 수도 있으니, 이 스님은

내가 관심을 갖고 있으니 아무도 손대서는 안된다는 표시로 미리 호를 주었다.

역시 큰 사람들 방식이다. 

본칙(本則)

황벽선사가 법상에 올라 법문을 했다. 거기 모인 수행자들을 둘러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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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수행에 큰 진보가 있었다고 해도, 제자를 완전히 신뢰하

기까지 밀쳐둔다. 

따라서 최소 3년은 지나야 스승이 제자 품성이나 근기를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고, 그러면 스승이 수행할 때 경험한 자신의 노하우를 제자에게 전해줄 것이

다. 이것이 이심전심이다. 조사어록을 보면 이런 경우는 수없이 만날 수 있다.     

송(頌)

『늠름하고 고고한 그 기풍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우주에 웅크리고 앉아 

용도 뱀도 모두 다스린다.

대중천자가 일찍이 슬쩍 건드렸다가

빰만 세대 맞았다네』2)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곳을 수행쇼핑하고 다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도 정작 붇

ㄷ하가 했던 오리지널 수행법이 아닌, 다른 곳을 눈썹을 휘날리며 헤매고 다니느

라 정신없다. 

불교발상지가 인도인데도 불구하고 미얀마가 마치 불교출발지인 것처럼 생각

한다. 한국불교가 아니면 불교가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한국불교를 논하기에 앞

서 한국불교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깜깜하다. 화두 싸띠수행(看話禪)을 이야

기하지만 그것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고민했던 것은 안중에도 없다. 불교를 배운

다고 대학으로만 가지 정작 선방은 관심조차 없다. 모두 껍데기만 붙들고 씨름하

는 것 같다.

처음 선방에 간 것이 88년도 여름이었다. 통도사 보광선원에서 한 철 나고, 그

힘으로 10년을 지냈다. 그 사이 책에서 뭔가 찾으려고 이리저리 씨름했지만 정작

찾은 것은 별로 없다. 

두 번째 수행을 떠날 때, 늘 존경하던 수안장로를 찾아 뵙고 인사드렸더니, 열

심히 수행하라고 격려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걸망을 풀었으면 최소한 3년은 지나

기 전에는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인도로 미얀마로

떠돌다 머문 곳이 미얀마 마하-시-선원이었다. 그리고 왔다갔다 했지만, 그곳에

서 수행을 지도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고, 그리고 나서도 다시 1년을 더 수행했다.

그리고 지금 다보산 반냐라마로와서 3년을 더 수행했다.  

흔히 수행지도자가 가르쳐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반대로 제자가 스승의 법

을 빼았아 간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형식은 가르쳐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빼앗는 것이다. 제자가 가져갈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스승이 자진해서 주는 법은

없다. 

스승입장에서는 제자가 자신의 법을 가져가서 어떻게 쓸지 모르는 상태에서

법을 함부로  줄 수도 없다. 또 법이라는 것이 가르치거나 전해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자를 시험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 스승입장이다. 설

※ 기획특집 관계로 <NGO>, <아-나-빠-나-경>, <불교사회복지 서론>, <발도로프 교육학>

이 25호에 빠지오니 양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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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띠체조

이 행법은 성남 반냐라마 선농법사가 오랫동안 해 오던 선관무 수련의

동작을 싸띠수행에 필수적인 힘인 알아차림과 집중력을 키우기 위한 동

작으로 개발하여 현재 보급중입니다. 

수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또는 마치고 몸과 마음에 깨어있는 활력을 줄

수 있는 좋은 동작으로서 사진설명과 함께 누구나 쉽게 배워 수행에 응용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호는 준비단계까지입니다.

영정좌관(靈靜坐觀)이란?  

앉아서 몸(사념처 중 신념처)을 고요히 움직이면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알아차

림 한다.

■ 선관무 수련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고,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몸의 건강

과 활력을 찾을 뿐만 아니고,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 깨어있는 마음(싸띠)을 밀착

기획특집

하여 마음집중을 해 나가는 수련이다. 몸의 움직임은 정중동, 강중유, 장중단의

흐름으로 진행되며, 늘 깨어있는 마음이 몸의 동선을 알아차림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그 중 영정좌관은 좌선자세로 앉아서 몸 - 양팔 - 손 - 손바닥(신념처)을 고요

하게 움직이면서, 깨어있는 마음을 드러내어 17동작의 동선을 통하여, 싸띠를 손

바닥(기준점)에 밀착하여 마음집중을 지속하는(쌈마디) 수련이다.

반냐라마 싸띠수행 기법의 행선시 발바닥에 기준점을 두고, 좌선시 배의 움직

임에 기준점을두고 알아차림과 마음집중을 해 나가듯이, 영정좌관의 흐름은 그

중간정도의 흐름과 세밀도와 파워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특히 어린학생들이나

집중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배의 한 점 보기가 잘 되지 않은 사람들은 약 10

여분간에 걸쳐 이 영정좌관을 통해 싸띠를 드러내고, 좌선으로 이어져 배의 움직

임을 알아차림 하면 더욱 효과적인 수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영정좌관시 손(합장)의 위치에 따른 7대 법륜의 명칭

1. 지대(地大)합장 - 무릎 아래 회음(會陰)  

禪農 김연삼 
금강승 선관무 경기 본원장
sunmudo0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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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대(水大)합장 - 

단전부위 기해(氣海)

3. 화대(火大)합장 - 

양 유두 중앙 단중(丹中)

4. 풍대(風大)합장 - 

인후부 천돌(天突)

5. 공대(空大)합장 - 

양 미간사이 인당(印堂)

6. 식대(識大)합장 - 

머리 정수리 백회(百會)

7. 견대(見大)합장 - 정수리 백회혈 위       

- 손 위치에 대한 기준점은 수근(手根)

1. 준비단계

준비 : 입정(선정인) - 좌선 할 때처럼

앉아서 배의 움직임을 알아차림 한다.

준비 1-1 : 풍대(風大) 허심합장 - 손바

닥을 알아차림 하면서 마  음집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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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김근희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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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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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가 흐르는 창

준비 1-2 : 심인법(心印法) - 허심합

장 상태에서 손바닥에 마음을 밀착하

고 머리위로 밀어 올려 견대허심합장

이 되도록 한다.

준비 1-3 : 양 옆으로 팔꿈치를 펴서

큰 원을 그리며 무릎을 향해 내려준다.

준비 1-4 : 무릎 앞에서 두 손바닥을

마주대고 명치 높이까지 들어 올리다

가 팔꿈치를 구부려 처음자세 즉, 풍

대허심합장이 되도록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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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있으니 찾아오는 손님이 적지 않다.

벌은 물론이고 나비, 박각시 등이 찾아 든

다. 꽃향유의 또다른 이름으로는 배향초,

쥐깨풀이다. 가을꽃인 꽃향유의 꽃말은

‘마지막 사랑’이다,  ‘마지막 사랑?’ 꽃말

을 따라가니 스산한 바람 한줄기 가슴을

훑고 가는 듯하다. 

사랑 얘기 나온김에 팔순된 할머니의

순정을 공개해볼까하는데 괜찮을라나?

시절은 바야흐로 가을이고하니 어떠랴?

한번 풀어보지 뭐. 꽃향유꽃의 보라색을

무척 좋아했던, 지금은 할머니가 되신 엄

마는 옷도 보라, 스카프도 보라,식탁보도

보라색으로 꾸몄다. 결코 화려하지 않은

분인데 보라만 보면 눈길이 간다고 하셨

다. 그러던 엄마께서 일흔을 넘긴 어느땐

가부터 보라색에서 자주색으로 옷을 바꿔

입기 시작하셨다. 이제는 늙어서 부끄럽

다고 하시면서 수줍게 웃으셨다.  일흔일

곱이신 우리엄마의 웃는 모습을 보면‘꽃

같이 이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열여덟

꽃 같은 나이에 팔남매 맏며느리로 들어

와 시조모를 위시한 층층시하 시집살이

육십여년. 만만찮은 팔십평생이셨는데

‘참고 산 끝은 있다’고 담담하게 말씀하

시는 우리 엄마. 열여섯살에 집안끼리 혼

약을 해 두고 이년을 더 기다리던 열일곱

어느 봄날, 개울가에서 쑥을 뜯고 있는데

돌이 날아와 물방을을 일으켜 옷을 적시

드란다. 살풋이 고개를 들어 보니 선보던

날 곁눈으로 보았던 혼인을 약속한 남자

가, 까만 교복을 입은 채 건너편 개울가에

서서 웃고  있더란다. 너무나 놀랍고 부끄

러워서 다시 고개 숙여 쑥을 뜯고 있자니

어느새 다가온 아버지가 엄마를 살짝 안

아 들어 냇물속에 퐁당 잡어 넣었더란다.

남녀가 유별하던 그시절에..  전율이 느껴

지는 영화같은 장면이 아닌가. 지금도 이

이야기하실때면 얼굴이 붉어지는 우리엄

마. 우리 남매는 늘 단정적으로 말하곤 한

다. 수많은 어려움을 꿋꿋이 참고 살아오

신 엄마의 그 힘은 아버지를 향한 순정 때

문이라고.

훌쩍 높아진 하늘에 흰구름이 한가롭

다. 음력 사월보름에 입제하여 줄기땀 흘

리며 정진하던 수행자들 칠월 백중에 회

향하여 머물던 삶터로 돌아 갔다. 정진의

결실로 자유롭고 행복해졌기를..  왓싸 세

철 지내고도 마음 갈 바 몰라할 때가 이리

많은데 언제쯤 엄마처럼 흔들리지 않는

내공 지닐 수 있을런지. 내년이면 부모님

혼인하신지 예순해. 그토록 좋아하셨던

보랏빛 고운 한복 갖추어 드리며 여생이

향기롭기를 기원드려야겠다.

‘꽃향유’ 이름만 들어도 향기가 느껴지는

꽃이다. 가을 들머리인 9~10월이면 들판이나

햇볕 잘 드는 숲 가장자리 어디에서나 쉽게 눈

에 띈다.  한낮에는 꿀을 찾아든 곤충들 때문

에 가까이 가기 내키지 않지만, 이른 아침 이

슬 머금은 향유는 다가가 눈맞춤 할 수 있다.

100개 이상의 작은 보라색꽃이 모여 이삭으로

피어 제법 화려한 자태가 느껴진다. 꽃향유는

모여 사는 습성이 강해서 군락을 이루고 사는

데, 길을 가다가 그들 무리를 만나면 절로 발

길이 멈추어 질 것이다.  보라, 자주색꽃이 주

종을 이루지만 중부지방으로 가면 드물지만

흰 꽃향유도 만나게 된다. 빽빽하게 모여 핀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꽃의 생김이 독

특해서 웃음이 머금어진다.

작은 꽃은 통으로 된 꽃부리가 입을 벌린듯

열려있다. 윗잎은 오목하게 들어가 있고 아랫

잎은 3쪽으로 갈라져있다.  4개의 수술 중 2개

는 길게 뻗어 꽃부리 밖으로 나와 있는 있는

데, 마치 깊이 감추어 둔 꿀을 지키는 파수꾼

같다. 들꽃은 은근히 다가가면 그들의 내밀한

모습을 슬그머니 보여 준다. 길을 가다가 키

낮은 들꽃 만나면 몸을 낮추고 다가가보라. 뜻

밖의 환희로 가슴이 채워질 것이다.  

여름에 피는 꽃 중에 꿀을 달고 있어 이름이

꿀방망이인 꿀풀과는 사촌격인 꽃향유도 꿀을

많이 품고 있다. 꽃향유는 꿀에다 향기마저 지

글 수진행  사진 편집부

들.꽃.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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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행은 밀림에 길내기와 같다. 밀림에 처음 길을 낼 때는 힘들고 어렵지

만 한 번 길을 내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다닐 수 있다. 다니지 않고 방

치하면 다시 숲이 우거지지만 조금만 손질하면 다니기 쉽게 된다.     

처음 마음속으로 여행을 떠나면, 그동안 마음공간에서 자란 마음오염원

들이 거칠게 방해한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제거하면 얼마 지

나지 않아서 다니기가 수월해진다. 한참 쉬다 해도 그때는 이미 마음오염원

이 한번 잘린 뒤기 때문에 잔가지만 치면 된다. 

수행격언

글•그림 이정민 
minmi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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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은 없앨 수 없다.
수행은 기억에 붙어 있는 마음노폐물을 제거시키는 과정이다.

마음이 맑아지면 지혜지수는 높아지고 삶은 자유와 행복으로 충만하게 된다.

기억이 에너지를 흡수하고 해체하는 이론구조와 

구체적 방법을 이 책에서 최초로 공식화 해 놓았다.

부처님은 어떻게 수행했을까?

이 책을 펼치는 순간 마음과 수행에 관한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줄 것이며 

새로운 마음의 세계로 빠져들 것이다.

불교는 마음관리프로그램이다.

마음구조와 기능 그리고 마음화학반응과 

마음물리특성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분명하게 이해하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은 마음이해와 관리에 관한 내용을 말로 설명했다.

그것이 경전이다.

붇ㄷ하빠-라는 말로 설명해 놓은 것을 공식과 도표로 

체계화시켜 수행이론의 과학성과 실천의 효율성을 가져왔다.

이 책은 마음과 수행을 과학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 한권의 책은 불교와 수행 그리고 당신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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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 = IA
(기억)    (이미지×마음노폐물)

이 하나의 공식이 마음에 관한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갈 것이다.

??? ???? ?? ? ?

마
음
에
관
한
모
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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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회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마음으로의 여행

10월 21일 일요일 오전 10시~12시 30분
해운대 송림과 백사장을 따라 
마음속으로 여행을 떠나 보세요.
당신의 삶은 자유와 행복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CLEaNmIND 마음운동은 

욕망과 이기심, 분노와 적대감, 원망과 서운함

편견과 선입관, 스트레스와 피로감, 우울증과 무력감과 같은

마음오염원을 날려 보내는 이론과 기술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 행사내용

* 걸으며 마음 맑히기[Walking noble sati, 행선]  

* 앉아서 마음 맑히기[Sitting noble sati, 좌선]

* 맑은 마음 보내기[Happiness sharing, 자비관]

* 건강한 몸[싸띠체조 함께하기]

* 푸른 눈[사진전시]

■ 행사목적

* 마음건강 중요성 홍보

* 마음복지 관심확대  

* 마음건강 기술제공 

■ 참가비 : 3,000원 (청소년 media 중독치유 지침서 제공)

■ 주  관 : 부산 CLEaNmIND

마 음 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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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을 잘 이해하려면이 그가 생존했었던 시대의 사유체계인 그 당

시 언어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부처님의 시대와 그로부터 2500년이 지난 현재의 시잔과 공간의 간격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부처님 시대의 Pa-li를 통해 경전을 봄으로써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다.

이 책은 그런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으며 부처님에 대한 바른 이해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이룬 후 이씨빠다나 미가

다-야(鹿野園)에서 최초로 수행을 지도하고 3개월의 왓싸(安居)를 지내고,

불교창립선언문(傳法宣言)을 발표한 시기까지의 약 6개월간 말씀한 내용이

담겨있다. 6개월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부처님은 이때 5ㅂ힉쿠들에

게 수행을 지도한 내용을 가지고 이후 45년 동안 그것을 하나씩 풀어서 설

법하고 수행을 지도했다. 따라서 이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 3장과 대장경이

성립하게 된 모체가 된다.

이 책은 다른 책과 달리 경전 내용보다 설명이 더 많다. 처음 불교를 접하

는 사람이라도 쉽게 이해하도록 되어 있다.기존 불교사상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은 철학적 사유체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다. 불교를 어

렵게 느끼는 사람은 "아, 불교는 이것이다"라는 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욕망과 이기심, 분노와 적대감, 편견과 선입관을 부추기는 삶의 방식에 기

초한 사회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마음을 맑히고 욕망을 절제하는 삶의 방

식에 기초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화 훈련이 필요하다.

인간의 욕망에 기초해서 조직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각종 통과

의식과 욕망을 절제하는 사회에서의 통과 의식은 같을 수가 없다. 

불교도가 알고 실천해야 하는 각종 통과의식에 대한 절차와 기본예절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 작은 책 한 권이면 불교의 각종 통과 의식과

기본예절을 어려움 없이 스스로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반냐라마 책소개]

•••••

•••••

붇ㄷ하빠-라 | 174쪽

붇ㄷ하빠-라 | 3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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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시지요. 호흡이 빨라질 때도 가능하면 그대로 따라가 보세요.

아-싸봐(漏), 번뇌, 업장, 스트레스, 기억의 무게 등은 모두 다에너지 뭉침입니다. 

그것들이 생길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지만해체될 때는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이때 대개 신경망이 이완되는데,처음에는 경직되고 굳어지다가 서서히 찌릿찌릿하다

가 이완됩니다.

또 이전에 다친 곳이 있는 사람은 그곳이 집중적으로 아프다가,열기를 내뿜고 시원한

바람이 나오면서 풀어지기도 합니다.

수행을 더 하고 싶은 욕망이 이 단계에서 가장 주의할 함정입니다.

그냥 즐기세요. 

현 단게에서는 좌선은 가능한 한시간을 넘기지 마세요. 

행복하시길.

스님, 삼배 드립니다.

스님께서 지도해주신대로 하나 하나 고쳐 나가니 수행에 진도가 조금씩 나가고 있는걸 느

낍니다. 그렇게 칼 같던 다친 발의 통증이 며칠 사이에 어느날 갑자기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약간 무디어진 통증으로 바뀌어 좌선을 50분 할 수 있었습니다. 30분을 넘기기가 너무 힘

들어 자신감도 좀 없었습니다. 자세의 흔들림도 이제는 거의 없고(등이 약간 굽으면 펴는

정도) 굉장히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더 않아 있고 싶다는 묘한 느낌까지 들 정도로요. 행선 50분, 좌선 50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호흡도 거칠고 빨라지면 힘을 빼려고 하고, 그러면 어느새 굉장히 느리고 조용

한 숨으로 변하곤 하고요.  

행선을 할때 저는 "들려고함" 에서 제일 집중이 안되는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잘 발에 가

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선채로 "오른발"하면서 마음을 보낸뒤 하니까 더 잘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하니까 7단계 행선 같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러다가 좀 집중이 잘되면 7단계가 너무

느리계 느껴지고, 그래서 다시 6단계로 하다가 또 잘 안되는 것 같으면 다시 7단계로, 이렇

게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좌선을 할때, "일어남, 사라짐" 과 때로는 "일, 사"를 이용

하듯이, 잠시 방편으로 사용해도 될는지요. 

또 하나는, 다른 상담을 보니까 척추 끝 부분의 시원함이 번뇌, 운운, 하던데, 저도 그런걸

느꼈었는데, 좌선 후 후유증 정도로 생각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이해하고요,??행선을 할

때, 요즘은 좌선을 할 때도 양쪽 발 발가락 전체가 꼬물 꼬물 간지러운것 같기도하고, 시원

하기도 하고, 끝난 후 쉴때도 그렇고, 어떤 때는 미세한 바람이 솔솔 부는것 같기도한데,

이것도 번뇌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특정 부위의 그런 느낌이 특정한 번뇌와 관련이 있기라

도한지요. 혹시 발이 다쳤었기 때문인가 (발등의 인대와 발목 부상이 있었거든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 곳은 수행을 점검하는 곳입니다.  

수행하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홈페이지(www.satischool.net) 수행상담에 질문하면

대표 SaTI maSTER Buddha⁻pala 스님의 정확하고 자세한 지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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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도의 저온에서 LNG 액체를 탱크

에 안전하게 담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LNG선  1척당 지불하는 로얄티는 90

억 원이다. 표준의 선점이 얼마나 중요

한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대한민국의 표준,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욕망의 표준은

무엇일까? 두말 할 것 없이 강남이다.

최신판 표준은 이렇다. 강남사람들은

차병원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조기유학

을 떠났다가 17살에 한국으로 돌아와

외고 유학반에서 공부한다. 그리고 미

국 명문대학을 간 뒤, 다국적 기업에서

직장을 잡는다.

대한민국의 욕망 표준을 정한 강남

답게 강남사람들은 단결력이 강하다.

이번 7월 30일 치른 서울시 교육감 선

거에서 현 교육감인 공정택 후보가 당

선됐다. 투표율은 15.4%에 불과했지

만 강남에서 몰표를 받은 공 후보가 이

겼다. 공 당선자는 서울시내 25개 구

가운데 17곳에서 패하고 8곳에서만 이

겼는데도 2위인 주경복 후보를 눌렸

다. 공 교육감은 당선되자 학교끼리 경

쟁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학교와 학

교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정보

와 재력을 가진 강남이 유리하다. 이제

강남의 투표는 계급투표로 봐도 좋을

정도다. 

2008년 3월 강남구 대치동 강남구

민회관에서 ‘강남구 공동주택 입주자

협의회’가 주최해서 각 당 총선 출마

자를 초청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

회에 참석한 한 참석자의 회고다. “참

석자들이 다짜고짜 ‘종부세 폐지를 약

속하라’고 하기에 ‘그건 노블레스 오

블리주를 실천하는 차원에서도 폐지할

수 없다’고 답했죠. 그랬더니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좋은데, 그 전에 종부세를 폐지해라’

고 닦달하더군요. 종부세 대상인 부유

층들이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선 후보들을 불러

놓고 토론회를 여는 것은 초유의 일이

라고 봅니다.” 

한국은 유달리 중앙집권 전통이 강

한 나라다. 전우용은 ‘서울은 깊다’란

전세계 기업과 산업계에서 ‘표준’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표준

전쟁’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다. 한

기업이 내놓은 제품이 국제표준을 획

득하면 원천기술에 대한 국제 인증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원천기술

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천

기술을 표준으로 인증받는 것을 더 강

조한다.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한 표준을 선

점하여 대박을 터뜨린 대표적인 사례

는 마이크로소프트 사다. Windows라

는 PC운영시스템을 장악하여 최고

80%를 넘는 영업이익률을 챙겼다. 

우리나라는 세계 제 1위의 조선강국

이다. 선박을 건조하는 주문양인 수주

잔량으로 보면 세계 1위에서 5위까지

한국업체다. 즉 조선업은 우리나라가

표준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발주

하는 LNG선 주문을 대부분 가져오고

LNG선 또한 자체기술로 만든다. 하지

만 LNG를 담는 탱크의 설계기술은 표

준이 되지 못하여 프랑스의 GTT사로

부터 사 온다. 이 기술의 핵심은 영하

대한민국 표준은

[ 세상사는 이야기 하나 ]

법안 정광모 
국회의원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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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보여주었다. 

한국사회를 휘몰아친 욕망 표준은

정해졌다. 그러나 노블레스 오블레주

없는 반쪽 아니 사분의 일 쪽 표준이

다. 그러면 한국사회에 들끓는 욕망 외

의 다른 표준은 누가 정할 것인가? 욕

망 외에도 무수한 가치의 표준들이 있

어야 되지 않겠는가? 종교계인가, 촛

불 세력인가, 입시에 찌들려 숨도 쉬지

못하는 10대 들인가, 언론인가, 아니면

지방인가? 

확실한 것은 서울과 강남을 표준으

로 삼아서 한국 사회의 살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국사

회가 강남을 목표로 달려도 발전할 수

있었다. 이제 한국사회는 더 이상 강남

을 목표로 줄 세우기와 몰아치기를 계

속해서는 살아갈 수 없는 비등점에 도

달했다. 하루에 30명이 넘는 자살자가

그 사실을 보여준다. 자살자 수와 증가

율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중 최

고다. 당장 오늘자 신문을 펴보라. 한

국 사회의 병폐와 먹구름이 쏟아진다. 

살아 있는 생명체를 상대로 최대로

이윤을 뽑아내는 영국과 미국식 축산

산업이 광우병을 낳았다. 초식동물인

소가 다른 소의 내장을 사료로 먹었다.

만약 사람이 자신의 할아버지나 친구

의 내장을 먹고 자라면 미치지 않을 수

있을까? 소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미

국식 축산업을 표준으로 정해 따라가

면 죽어가는 한국 농업의 살 길이 열릴

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

이 미국식 축산 농업의 대안으로 자연

친화적인 소농 가족 농업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한국사회는 새로운 표준이 필

요하다. 누가 어떤 새로운 표준을 만드

는가에 한국 사회와 우리 자식들의 미

래가 달려있다.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조선 시대 내내

서울은 사실상 유일한 도시였고, 다른

도시의 발전 가능성을 봉쇄한 채 모든

경제적 사회적 자원을 독점하면서 커

나갔다. 지방 도시는 사실상 자체의 배

후지를 갖지 못한 채, 서울의 촉수로서

만 기능했다. 그리하여 서울은 조선 후

기 생산력 발전의 성과를 거의 독점적

으로 향유했다. 정약용조차 자식들에

게 서울 사대문 안을 벗어나서 살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었다.  

조선 시대의 역사에 더해 해방 후 경

제 개발의 성과도 서울로 몰렸다. 서울

은 한 번 빨아들인 것은 사람이든 물질

이든 되뱉지 않았다. 지방의 인적 물적

자원을 빨아들이는 속도와 힘은 더욱

커졌고 급기야 스스로 자신의 중력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말았다. 

이제 지방은 서울을 쫓아가고 서울

은 강남을 쫓아간다. 욕망의 무한 순환

구도다.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을 치르

면서 서울 강북에 <뉴타운> 바람이 불

었다. <뉴타운>을 주창한 한나라당 의

원들은 모두 당선됐다. 강북의 꿈은 강

남으로 가거나 스스로 강남이 되는 것

이다. 강북 독자적인 발전 모델 개발,

새로운 사회 디자인, 그런 건 없다. 단

지 학자들의 이론서 안에만 존재할 뿐

이다. 

지방의 유력자들도 모두 서울의 아

파트를 사 둔다. 여유가 있으면 특히

강남의 아파트를 사 놓는다. 언젠가 서

울 특히 강남에서 살게 될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다. 아파트를 사 놓은

용도가 처음부터 그러니 웬만한 세금

을 물려도 팔 생각도 없다.

그렇다. 대한민국의 거주 표준 그리

고 욕망 표준은 강남이 되었다. 그럼

한국사회 도덕성의 표준은 어디인가?

가진 자의 사회봉사 표준은? 한국사회

비전은 누가 제시하는가? 

컴퓨터 운영시스템의 표준인 마이크

로 소프트 사의 빌 게이츠는 재산의 대

부분을 재단에 기부했다. 빌 게이츠는

이런 기부를 통해 명예까지 거머쥐었

다. 그런데 ‘고소영’으로 불린 이명박

정부의 초대 내각은 강남의 도덕성과

지성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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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노느라 정신없어 우리 동네 소가 이

웃 동네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쪽 아이

들이 사정없이 소를 쳐냈는데, 아무 산

에나 소를 풀어놓을 수는 없고 동네마

다 소를 먹일 수 있는 구역이 엄연히

정해져 있었다. 

소먹잇군 고참들은 이웃 소먹잇군들

과 산을 걸어 놓고 깔래 받기 경기를

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넓힌 산과

골짜기로 마음껏 풀을 뜯으며 누비는

소들이 보기에 흐뭇했다.  

소가 남의 콩밭이나 고구마 밭에 들

어가 주인에게 혼난 적도 많다. 

내 기억에 있는 가장 무서운 분은 우

리를 비슷한 덩치끼리 마주보게 하고

서로 뺨을 치게 했다. 서로의 얼굴이

벌개지도록 뺨을 쳤으니 농작물에 해

를 끼치긴 했지만 심성 사나운 사람이

라는 생각이 지금도 떨쳐지지 않는다. 

소만 곡식에 해를 끼친 게 아니었으

니, 몸과 입이 심심한 우리들이 한 밀

사리와 콩사리의 횟수는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다. 

삭정이 주워 모아 불 피우고 베어온

밀 그을려 손으로 비벼 후후 불면 고소

한 냄새와 함께 손바닥에 남은 파르스

름한 밀 알갱이! 

고소하고 차진 그 맛을 어디 가서 다

시 볼 수 있을까? 

막 알이 드는 고구마도 캐서 구워먹

고, 어린 목화 열매는 또 얼마나 맛있

었는지. 

재미있게 놀다가 하필 해질녘에 당

번에 걸려 너무 멀리 간 소를 치러 갈

때가 나는 제일 싫었다. 비오는 날 아

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애장터 엉성

한 돌무더기 사이로 손이라도 하나 쑥

올라올 것 같은데 허연 뱀 허물은 꼭

그런데 걸쳐져 있었다. 

유순한 우리 소는 간혹 무덤 위에 우

뚝 서 있어 나를 더욱 오싹하게 했다. 

그래도 펄쩍펄쩍 뛰어가는 순한 노

루도 만나고, 산등성이에 핀 고운 나리

꽃에 마음 환해지며, 고소한 개암열매

나 다래 따위 따 먹는 재미도 있었다. 

견우직녀 만나는 음력 칠월 칠석은

소먹잇군들의 명절이다. 

집집마다 돈을 추렴해 우리들은 장

날 멀리 읍내 장에 가서 직접 장을 봤

어릴 적 우리 집에는 위에서 아래로

전해지던 전통 하나가 있었다 

위의 세 오빠들에 이어 드디어 내게

전해진 그 전통은 어쩌면 훨씬 더 위인

아버지, 고모, 삼촌에 이어 왔을지도

모르겠다. 

위의 오빠가 중학생이 되자 초등학

교 5학년인 나는 우리 집 소먹잇군이

되었다. 

여름날 점심밥을 먹고 나면 눈망울

순한 우리 소는 어서 나가자고 움머-

하고 목을 뺐다. 

어떤 아이는 벌써 소를 몰고 나와 한

길 버드나무 그늘에 세워 두었는지 우

리 소 울음에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오

곤 했다. 

동네에서 내 또래의 소먹잇군은 열

두서너 명이었다. 

더운 여름날, 땡볕 속을 소와 아이들

이 느릿느릿 줄지어 마을 앞을 지나 문

송리 가는 산골짜기를 향해 가던 일이

어제같이 떠오른다. 

풀리지 않게 단단히 고삐를 매어 소

를 산위로 쳐올려 놓고 우리는 긴긴 여

름해가 저물 때까지 놀이에 빠져있었

다. 

가끔 정해놓은 당번이 가서 너무 멀

리 가거나 남의 밭에 들어가지 않도록

소들의 방향만 틀어주었다. 

소들이 이 산 저 산 누비며 풀을 뜯

을 동안 우리가 한 놀이는 정말 다양했

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큰평전’이라

불리는 넓은 평지에 호미로 깊게 금을

그어서 진놀이도 하고, 술래잡기, 말등

타기, 사방치기도 했다. 

풀이나 꽃, 열매로도 놀고 자그마한

돌을 주워 둘러앉아 깔래받기(공기)도

소 먹이던 이야기

[ 세상사는 이야기 둘 ]

무구연
charm3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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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수행노트]

법산 4기 SaTI maSTER

assa-min@hanmail.net

삶이 순탄하기만 할 수는 없다. 앞만 보고 걸어가기만 할 수도 없다. 가끔은 걸

음을 쉬고 돌아보기도 해야 하고 돌아봐 지기도 한다. 살다 보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다. 사람은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해야 한다. 만약 때를 놓쳐 선택을 강요

받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나는 그래도 좋은

세상을 살았다. 입시 걱정, 취업 걱정 크게 하지 않고 적당히 묻어 살아온 산업화

세대다. 그저 열심히 살기만 하면 평균치는 할 줄 알았다. 헌데 어느 날 정신을 차

려 보니 정보화니 세계화니 무한 경쟁이니 하더니만, 기회가 네가 아니고 너에게

가고 있다고 느낄 때쯤 자유가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살인적인 사교육비, 하

늘 높은지 모르고 뛰는 집 값, 튀는 물가(아 대도시 중산층의 삶은 단거리 경주 같

이 숨차다!) 직장을 잡을 때는 자유 의지로 잡았는데 직장이 싫어도 자유롭게 나

올 수 없는 내가 되어버렸다. (물론 법적 자유는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 아닌가!)

그곳에는 안거가 있다

다. 

그리고는 큰 산초나무가 있는 돌로

쌓은 조산 앞에 제물을 차리고 산신제

를 지냈다. 

각 쇠보탕 산신령의 이름을 들먹이

며 소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도록 극진히 절하고 빌었다. 

그렇게 산을 누비고, 골짜기를 달리

며 소와 함께 놀다보면 어느새 여름 방

학이 끝났다. 

하늘이 조금씩 높아지고 공기가 차

가워지면서 소먹잇군의 계절도 다하는

것이다. 

가만히 눈을 감으면 정겨운 사연과

추억어린 그 산과 골짜기의 풍경이 떠

오른다. 

소도 나무꾼도 찾지 않는 어릴 적 누

비던 그 산등성이와 골짜기는 길도 없

이 울창할 것이고, 연하고 달콤한 풀들

은 혼자 자라다가 시들어 마르곤 하겠

지. 

지금 세상은 온통 미친 소 이야기다. 

소가 미치다니! 

자식이 아프면 그냥 두어도 소가 아

프면 수의사를 부르던 그 소중하고 우

직한 소들인데. 

인간의 탐식 때문에 항생제와 성장

호르몬을 맞고, 마블링 잘 된 연한 고

기가 되기 위해 좁은 곳에 갇혀 소뼈가

루를 먹다가 미쳤단다. 

미칠 수밖에 없겠다. 

그렇지 않은 소들도 30개월도 못 살

고 사람을 위해 죽는다. 

몇 해 전 영국에 광우병 소동이 났을

때 불태워 죽인 소가 무려 500여만 마

리였다고 한다. 

조류독감 때문에 올해 우리나라에서

살 처분한 닭이 700만 마리라고 하던

가. 또 오리도 있다. 주저앉고 불타는

저 소와 산 채로 구덩이에 생매장 당하

는 닭과 오리들……. 

우리 조상들은 씨앗을 심을 때도 세

알을 심어 새와 벌레를 배려하고, 

뜨거운 물은 식혀서 버리며, 버릴 때

도 “물 나간다!”하고 외쳐 다른 생명체

와 공감하고 공존하며 살았다 . 

그러니 사람들아, 

맛있는 것, 편한 것 좀 덜 찾고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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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 통일과 배려야 말로 3,000년 가

까이 불교가 유지되어 오게 된 붇다의

세심한 배려가 아닐까 싶다(우리도 부

처님 같이!!!) 40대 중반을 넘어서며

수행을 미룰 수가 없었다. ‘이만큼만’,

‘여기 까지만’ ‘딱 한 번만 더’하고 미

루어 왔던 수행이었다. 한 걸음 툭 뛰

니 별것도 아니더구만!!!! 안거에는 수

행을 인도해줄 스승과 함께 수행할 선

한 도반이 절대적이다. ‘다보산 반냐

라마에는 최고 사띠마스터 붇ㄷ하빠라

스승과 치열히 정진하는 선한 벗들이

있다. 

안거수행의 맛과 멋은 즐겨 본 자만

의 몫이다. 동남아에서는 안거 기간 동

안은 결혼식 등의 집안 행사도 미룬다

고 한다. 국가 전체가 수행하는 자세로

차분한 3개월을 보낸다고 한다(티벳은

국가의 통치 이념이 자비다) 수행처도

스승도 도반도 있다면 문제는 나다. 이

쯤에서 일상에서 한 걸음 멈추고 심호

흡을 하고(보임, 들림, 망상) 돌아볼 일

이다. 그리고 가볍게 떠나자. 이 곳을

떠나야 이 곳이 더 잘 보이고 나를 떠

나야 내가 보이는 법, 히치족들 중에는

가슴에 쓰는 팻말에 ‘아무데나’라고

쓰여 있는 자유로운 영혼도 있다고 한

다). ‘자, 수행을 즐기자!’먼저 떠나고

즐기고 자유롭자. 자유로운 우리가 모

여 수행 해방구를 여기 저기에 만들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자유롭고 행복

하자. 

8월 2일 이른 2시 50분 밤하늘은 환

상이다. 하늘에는 별 가루를 뿌려 놓은

듯, 수 많은 별들이 매직 아이를 보듯

입체적으로 반짝이고, 구름은 솜 사탕

가루를 흩 뿌려 놓은 듯 하다. 달도 없

는 밤 하늘이 어찌 그리도 밝은지!!!

이런 날은 모기만 아니면 예불 제끼

고 하늘만 날이 샐 때 까지 보고 싶다.

우리의 혜향 콘도는 오늘도 나를 부

른다. 저 계곡 아래서부터 불어오는 골

바람 소리는 대숲을 지나며 어느 만큼

왔는지를 알려 준다. 날이 어두울 수록

시냇물 소리는 점점 커지고 새들은 시

간대 별로 경쟁하듯 노래한다.

데크에서 좌선 하던 중 툭툭 대 잎에

빗 방울 소리 들리더니 나에게도 떨어

진다. 그냥 앉아 있기로 한다. 닿음, 닿

음!!! 

고교 때 방학 때면 사찰에서 하는 수련

회에 참석하곤 했다. 팍팍한 학교 생활

에 시원한 물과 같은 시간들 이었다.

아마도 일상을 벗어난 자유, 산사의 정

취, 또래끼리의 어울림 등이 있는 3, 4

일간은 그 당시의 나에게는 분명 해방

구였다. 해방구하면 생각나는 몇 가지

일화들이 있다.  

하나. 캠브리지 공대를 나와 직장 생

활을 하던 젊은이의 출가의 변 : ‘핵무

기를 만드는 것보다 뜻 깊은 것이 있을

듯 하여 인생에서 몇 년 떼어(!) 수행을

배워 보기로’ 하고 태국의 아잔차 스

님을 찾아 수행을 하던 중 수행의 재미

에 푹 빠져 40여년 수행과 전법을 하

고 있다(아잔 브라흐마 스님, 현 호주

에 거주)

둘, 미국인 둘이 미국에 있는 중국

사찰에 출가, 스님이 되고 특별한 이슈

(가령 티벳 독립이나 쇠고기 파동, 반

전등)도 없이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2년 9개월간 미국

대륙을 3보 1배로 횡단하는 기사와 사

진(수년간 라싸를 향해 순례를 하는 티

벳인들 얼굴에 번지는 행복감을 볼 때

의 충격, 시간과 삶에 대한 덩어리

감!!!!)

셋, UN에 근무하던 여성이 선 수행

을 하러 1년간 휴가를 내고 왔다. 직장

에서 1년간 휴가를 내 주느냐고 했더

니 ‘기왕 수행할 때 제대로 해 보려고

10년 휴가를 모아서 왔다’고 한다(이

대목에서 우리 사회가 획 돌아봐 진다,

아, 명박 산성!!!)?넷, 부모님 결혼 50

주년 축하하기 위해 2년간 수행해서

맑은 마음을 바친 아들도 있다고 한

다.?안거는 부처님 재세시 초기 교단

에 아라마가 없어 수행자들이 나무 밑

에서 생활하던 시절, 여름 우기 3개월

(아마 우리는 상상하기도 힘든 엄청난

폭우가 왔을 거다) 탁발과 수행이 어려

워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기

동안 한 곳에 모여 수행하던 제도다.

붇다는 교단 수행자들에게 1년 중 9개

월은 절대 자유를 주셨고 안거 3개월

은 반드시 모여서 함께 수행(점검) 하

게 하셨고, 또한 교단의 정체성은 안거

기간에 교육을 통해서 승가의 행동과

교육의 통일을 꾀하셨다. 법이나 제도

를 통한 규제가 아니라 교욱을 통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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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학회가 2001년 조사한 결과 한국직

장인의 스트레스보유율은 95%로 미국

40%, 일본 61%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 분노, 우울, 좌절 등 정신질환에 가

까운 위험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전체

의 20%~30%에 달했다.

미국 정신의학회는 1995년 ‘화병’을

문화 특유증후군의 하나로 소개하면서

‘hwa-byung’ 이라는 용어를 사용

“이 질환은 한국 민속증후군의 하나인

분노증후군으로 설명되며 분노의 억제

로 인하여 발생, 불면, 피로, 공황,...등

의 장애를 동반한다고 함”이라고 등재

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입, 취업, 내

집 마련이라는 삶의 주요 싸이클이 모

두 스트레스 증후군이 되고 있어 인생

전체가 스트레스인 셈이다. 

● 우울증

이은주, 장국영, 헤밍웨이, 고흐....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와 하버드대

에서는 2020년 인류를 괴롭힐 3대 질

병으로 우울증을 꼽고 있다. 2005년

한국자살예방협회에 따르면 한해 평균

자살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144,576명 하루 평균 396명이 자살을

하는 셈이다. 자살한 사람의 80%가 우

울증 환자라는 사실이다.

테러와의 전쟁에 따른 스트레스 심

화로 지난 해, 미군 자살률이 10만 명

당 17.3명으로 집계 되었다. 자살자 99

명가운데 28명이 이라크와 아프가니

스탄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이라

크 참전 군인 중 육군의 20%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귀향 후 1년 안에 정

신치료를 받은 군인도 35%에 이르렀

다.

● 마음 고통의 발전과정 

일상적인 두려움이 공포증으로 발전

또는 무력감으로 인해 포기를 반복한

다. 외상 후 스트레스의 경우, 오히려

고통을 반복하는 상황을 추구하는데

이유는 고통으로 동요하는 두려움, 근

심, 걱정을 막아주는 엔드로핀을 분비

3-3. 사회적 마음 고통 

3-3-1> 고통지수  

● 스트레스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따르면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행동 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01년 134만 3900명에서 2006년 180만 7762명으로 5년 새 35% 늘

어났으며, 스트레스는 성인병 가운데 약 70%를 차지한다. 특히 한국직무스트레

수행사회학 ⑤

기획칼럼

벽안 이상규
SaTI maSTER, CLEaNmIND 대표

이 연재기사는 Papparama‘수행사회학’의 초고가 될 것입니다. 법우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구합니다. 

1. 행복 (행복의 가치, 역사)

2. 욕망과 주체화(주체화 방식, 재주체화)

3. 고통 (마음고통과 사회적 고통)

4. 가치 의식 (마음 가치, 노동 및 상품가치)

5. 문화 및 사회화 (자본주의 문화, 사회화 방식 비판) 

6. 문명, 문화 지도자(부처님의 삶의 의미, 성자들의 삶의 보편성)

7. 수행자의 위상 (타 수행문화 비판, 수행자의 역할) 

8. 수행의 사회화 활동 (수행운동론, 대안적 삶의 방식과 운동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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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으로부터 피안의 저쪽에 있는 안

전한 지대라는 정치적 우월함을 준다.

그래서 병든 자본주의 시대에 고통을

소비하게 함으로써 백색 기독교도 외

이교도의 땅을 마음대로 유린해도 좋

다는 무의시적 메시지를 전파하게 된

다. 

둘째, 먼 곳의 고통의 이미지들을 정

치적 경제적으로 활용하여 고통에 대

한 감각을 마비시킨다. 고통에 대한 공

감과 양심, 윤리의식의 실종은 도덕적

권태와 동정심의 고갈 정치적 절망을

낳고 있다.

셋째, 사회적, 정치적인 이유로 고통

을 당한 사람에게 환자라는 굴레를 씌

워, 사회적인 희생자라는 의미보다 개

인의 책임으로 돌려 죄의식과 자책감

그리고 의지의 상실로 끌어간다. 고통

을 사회적 연대의식으로 포용하기를

포기하고, 경제적 비용만 낭비하는 개

인의 병리적 현상으로 낙인찍음으로써

사회적 치료, 재활의 공공성을 약화시

킨다. 

3-4-2> 붓디스트의 사회적 의식 

고통은 그 원인이 사회적이든 개인

적이든 몸과 마음에 더할 수 없는 고통

을 동반하는 것이며 칠레의 시인 네루

다가 말했듯 “우주보다 더 넓은 한 점

고통”이다. 그러나 고통이라는 통증은

최신 의료기술로 치료받을 수 있다. 마

음의 불안, 근심, 분노, 편견등은 수행

이나 자기 수양기술로 어느 정도 해소

가능하겠고 행복이라고 하겠다. 그러

나 그것은 모든 행복의 전형이 아니다. 

자기 삶의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만

족감, 나아가서 가치 있는 최선의 삶을

산다는 보다 가치 의식적인 판단이 개

입된 행복도 있다. 행복은 다만 심리적

인 평안과 만족에 머물지 않는다. 우리

행복의 지평은, 혹 부처님 닙바나 드시

고 지극한 즐거움을 누리던 그 한 순간

에 맞춰져 있지 않은가. 그 이후 부처

님 공생애의 전 인생을 두고 본다면,

행복이란 가치 있는 삶과 같이 가야한

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최선의 삶을

사는 행복으로 이어져야 우리는 사회

적 고통의 현장에서 함께 수행할 수 있

고 우리 좁은 인식의 문턱을 넘어설 수

하기 위해 자신의 고통스런 기억에 오

히려 중독, 결국 스스로 엔드로핀을 분

비하기 위해 처음의 충격적인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키려한

다. 언젠가 보았던 일본 킬러영화, 킬

러가 남긴 말, “살고 싶으면 죽고 싶어

져” 죽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극도의 긴장상태에서 살고 싶다는 생

각은 긴장과 불안을 불러 일으키고 자

체적으로 이 불안을 완화해주는 엔드

로핀을 분비, 급기야는 스스로 엔도르

핀을 분비키 위해 오히려 죽고 싶어진

다는 아이러니로 넘어간다.

마음고통은 의미가 아니다. 고통은

몸,마음을 반생명적 죽음으로 몰아가

는 구속이다. 생명이 자기파괴로 역전

되는 곳에 고통의 고리가 있다.   

3-4. 사회적 고통과 수행자 

3-4-1> 고통의 정치화, 상업화, 병리화

베네통은 ‘HIV-양성’이라는 글자

를 새겨넣은 시체들, 기름에 절은 새,

남아프리카의 아동노동 그리고 피로

물든 크로아티아 군인들의 군복 등을

광고에 활용했는데, 이는 아무리 포스

트모던을 표방한다 할지라도 기묘한

패러독스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 (사

회적 고통, 그린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침공

이나 또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

습과 같은 국가 간 

무력충돌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기아 현장의 아비규환적 고통은 영상

이나 매체 이미지로서만 전달된다. 고

통이 이미지로 문화적으로 편집되어

세계 유수의 신문, TV 기업의 상품 이

미지로 팔려나간다. 인간의 비참함과

고통마저도 자본주의적 이윤획득을 위

한 매매행위로 거래되고 있다. 인간의

생생한 날것 그대로의 고통이 상업적,

정치적으로 전유될 때의 효과는 무엇

을 낳는가.

첫째, 고통을 멀리서 바라봄으로써

서구사회가 모순에도 불구하고 아프리

카보다는 낫다, 우리 사는 이곳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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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보고 또 변화하는 세계와 밀착

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유를 구속한다

는 이유에서도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삶의 자유를 구속하는 고통? 문제는

그 삶의 범위를 어느 만치 보느냐, 그

리고 삶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

라서 고통의 구속을 해체하는 수행의

성격도 질도 달라질 수 있다. 붓디스트

역시 수행과 함께 세계에 대한 인식과

가치의식을 넓혀야 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순수하게 개인적 원인으로 발생한

고통은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고통

을 개인의 우열이나 우연한 불행정도

로 취급한다면, 행복 역시 개인의 행운

이나 자족적 느낌으로만 내 몰아 갈 수

있다. 

좋은 느낌은 좋은 삶과 함께 간다.

좋은 느낌으로서 행복이 좋은 삶과 함

께 가려면 우리의 행복이 하나의 사회

적 권리로 추구되어야 한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무지와 욕망의 구속을 벗고

자유를 누리는 일, 그것은 당연히 인간

의 권리이다. 그리고 그 권리를 구속하

는 고통이 사회적이라면 (특히, 스트레

스 계열의 고통은 더 그렇다) 당연히

마음의 행복권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

로 요청되어야 하고 청원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를 마음복지 운동이라한다.

마음 문화 운동 또는 마음 복지운동

은 마음의 고통이 옥죄고 있는 마음 구

속을 벗어나 제 삶을 스스로 살 수 있

는 자유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인간은

고통 받는 운명적 존재가 아니라 아니

라 스스로 마음 억압과 소외로부터 벗

어나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열린 존재

이다. 수행은 마음문화 운동은 그 존재

의 내성적 힘을 창발시켜가는 인간 계

발운동이기도 하다. 

이것은 문명의 전환이다. 종교와 이

념, 권력에 기대어 헛된 행복의 관념

앞에 엎디어 있던 인류가 고개 들어 자

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문화를 채택하는 것이며, 붓디스트는

그 문화를 제안하고 문화운동으로 공

감을 열고 동화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계속> 

있지 않은가. 

수행은 주체화의 과정이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서구적

주체화의 개념은 권리의 주체였다. 권

리를 지닐 수 있음을 보증받은 주체였

다. 수행의 주체는 수행하고 수행지도

하는 주체다. 마음 관리기법은 그 누구

의 권리이거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

에 마음관리기법을 전수하는 주체이기

도하다. 

수행은 결국, 수행자가 어떻게 하느

냐에 달려있는 문제다. 수행자가 그 수

행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의 관건이

다. 그래서 수행자가 세계를 바라보는

가치의식에 따라 그 수행의 가치 또한

달라진다. 수행자는 하나의 통로다. 받

아들이고 흘려보내는 그러나 정화시켜

서 흘려보내는 맑은 마음의 상수도관

이다. 흘러들어온 사회적 고통의 탁수

를 생명수로 살려보내는 강력한 정화

장치여야 한다. 

3-5. 마음문화 운동

앞서 지적했다시피, 우리 사회의 고

통처리 문화는 첫째, 개인적으로, 반성

하고 성찰해서 고통의 계기를 통해 자

아 성숙해야하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조건이라는 관점 둘째, 사회적으

로 고통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위해,

또는 상업적 이미지로 소비되는 재화

의 일종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의 결과, 우리는 고통 앞

에서 무력하기 짝이 없다. 그것은 괴로

움의 구속을 우리 스스로 풀어내지 못

하고 있는 우리 현실의 반증이다. 마음

이 겪는 고통, 어쩌면 우리가세계를 경

험하는 가장 뿌리 깊은 리얼리티일 수

있다. 붓디스트에게 현실의 진리는, 현

실 그 자체다라고 말 할 수밖에 없다.

그 자체를 보기 위해 수행자는 가치판

단이나 의미부여를 중단한다. 행복도

우리 현실의 리얼리티이지만, 고통도

우리 현실의 리얼리티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자. 무지와 욕

망은 괴롭게 때문에 제거되어야 한다.

이는 이유 없는 이유다. 리얼리스트 붓

디스트의 입장으로 본다면, 삶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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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2급 

3급 

10월 15일~10월 22일
11월 9일(일)

09시~17시

11월 23일(일)

09시~17시

12월 1일(월)

홈페이지,

개별통보

시험구분 원서교부 및 접수 필기시험 면접 및 인터뷰 발표

SATIMASTER규정에 따라, 금년도 SATIMASTER자격 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

니다. 

1. 시험일정

2.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1) 공동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판) 부착

2) 응시수수료 : 2만원

3. 해당 시험별 제출서류

1급
2급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임상실습한 자

1. 2급 자격증 사본 1부

2. 논문(저술) 1편 
- 다른 곳에 발표된 것도 유효함

3. 임상실습 확인서(3000시간)
- Intensive sati training
- 2000시간은 2급에서 취득 +1000시간

4. 마음과학 지도실습 확인서(20회)
- 10회는 2급에서 취득 + 10회 
- 반드시 72시간×2회가 새로 포함돼야 함

구분 응시자격 제출서류

2급
3급 자격 취득 후 

1년이 상 임상실습한 자 

1. 3급 자격증 사본 1부 

2. 논문(저술) 1편 
- 다른 곳에 발표된 것도 유효함 

3. 임상실습 확인서(2000시간)
- Intensive sati training
- 1000시간은 3급에서 취득 +1000시간

4. 마음과학 지도실습 확인서(10회)
- 4회는 3급에서 취득 + 6회 
- 반드시 72시간×2회가 새로 포함돼야 함

5. 사회봉사 확인서(1시간×2회) 

6. 집중 임상실습 확인서
- 1개월 이상
- Intensive sati training

3급
1. 2008년도 졸업생

2. 이전 졸업생중 미합격자 

1. SATI MASTER 수료증(수료예정확인서)

2. 단체 임상실습 확인서(72시간×4회)

- 집단 임상실습 보조진행자

3. 개인 임상실습 확인서(1000시간

- 500시간은 수업시간에 취득  

- Intensive sati training

4. 집중 임상실습 확인서(6박7일)

- Intensive sati training

4. 사회봉사 확인서(1시간×4회)

5. 논문 1편 심사통과 확인서

구분 응시자격 제출서류

5. 사회봉사 확인서(1시간×2회)

6. 집중 임상실습 확인서
- 3개월 이상(단기출가해야 함)    
- Intensive sati training

2008년 SATI MASTER 자격시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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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형방법

시험방법 및

시험구분

합격결정기준

- 통합보완의학 총론

- 리더십 총론

- 마음과학사

- 동서양 비교상담 총론 1. 제1면접(임상실험 지도 면접)

- 다른 사람에게 마음 관리와 기술을 지도

하는 것을 실기로 재현함.

- 싸띠향상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상

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지

설명해야 함.  

- 각 과목 시험시간은 120분임.

2. 제2면접(주제 구술 면접)

- 각 주제별로 질문하고 답변함.

- 각 과목 시험시간은 60분임.    

구분 필기시험 면접시험(인터뷰 + 구술) (평가방법 및 내용)

1급

- 인지이론 총론

- 갈등해결 총론

- 마음에너지 총론

- 동서양 비교심리 총론

2급

- 심리학 개론

- 상담학 개론

- 성격이론 개론

- 마음과학 개론

- 기억에너지 개론 

- 스트레스관리 개론 

- 각 과목별 50%이상, 총점을

환산하여 60%이상 합격

- 과목별 합격 인정

(60% 이상)   

- 총점 60% 이상

- 과목별 합격 인정(60% 이상)

3급

5.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시험장소 다보산 반냐라마 SaTI SCHOOL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 12월 1일 일요일 홈페이지및 개별통보

면접시험 ▷ 12월 1일 일요일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1항 시험일정 참조

-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홈페이지

● 접수시간: 09:00~20:00

● 접수장소 : 

○ 방문접수 : 반냐라마 SATISCHOOL각 교육장  

● 우편접수

○ 주소 : (우621-893)경남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680 

반냐라마 SATISCHOOL

○ 제출서류및 응시수수료 20,000원(우체국 통상환증권) 등기우숭

○ 각 시험 접수마감일 우체국 발송소인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접수자는 반드시 인터넷(www.satischool.net>공지사항에서 응시원서

도착 및 접수여부, 시험장소, 응시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응시표는 심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서 교부받아야 함.    

- 응시원서 교부

● 인터넷 : www.satischool.net에 접속 후, 공지사항>원서내려받기에서 출력 사용

● 지역별 응시원서 교부처

교  부  처 전화번호

반냐라마 SATISCHOOL 경남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680  055)331-2841

서울반냐라마 SATISCHOOL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1659-2/201호  02)597-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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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009년 1월 4일~15일 (12박 13일)
※ 비행기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 접수마감 : 10월 15일까지 

● 지도법사 : 붇ㄷ하빠-라 스님

● 참배예정지 : •최초로 수행을 지도한 곳 미가다-야(鹿野園) •사르나트 박물관 •갠지스강 관광 

•최대의 아-라-마 제따봐나(기원정사) •웨싸-리 마하-봐나(대림정사)

•부처님 고향 카필라봐투  태어난 곳 룸비니, 돌아간 곳 꾸씨나-라-

•세계최대의 대학 나란다  •최초의 아-라-마 웨루봐나(죽림정사)

•왕사성 다보산 영축봉 •경전을 결집할 곳 칠엽굴

•깨달은 곳 붇ㄷ하가야 •아그라성, 타즈마할 관광, 기차 1박, 아그라                     

•붇ㄷ하 진신사리 친견(뉴델리 박물관) 

문의 : 반냐라마 010)5405-2841, 055)331-2841, 담당 무심화 010)7700-6387 

인도 성지순례단 모집

붇ㄷ하의 나라, 성스러운 깨달음의 땅, 인도 성지순례를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태어
나서 한번만이라도 성지를 순례하고 마음을 닦으면 가장 큰 공덕을 쌓는 것이라고 합니
다. 붇ㄷ하 태어난 곳 룸비니, 깨달은 곳 붇ㄷ하가야, 최초로 수행을 지도한 곳 미가다-야,
그리고 돌아간 곳 꾸씨나-라-, 이 4대 성지를 참배하고, 그곳에서 붇ㄷ하의 향기를 맡으
며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큰 행운입니다. 

성지순례는 단순히 관광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붇ㄷ하 발길을 따라 가며 마음을 닦는 수
행입니다. 대도시를 제외한 곳, 성지에서는 사찰에서 잠을 자고, 공양도 그곳에서 해결
합니다. 약간 힘들기도 하지만 보람은 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절약한 돈은 인도불교
지원과 수행지도자 양성기금으로 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붇ㄷ하빠-라 스님이 성지
를 안내하고 수행을 지도해 줄 것입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 미비된 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 중 기재사황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

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 시험장소는 응시원서 접수시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람

(접수처와 시험장소는 별도임)

- 시험당일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과 필기구(검정볼펜)를 지참해야 하며,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도착해야 함.

- 응시표를 분실했을 경우 원서접수처 또는 시험장소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을 수

있음.

- 시험기간 중 휴대전화, 무전기, 녹음기, MP3 등 통신이나 전자 장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적발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하고 퇴실 할 수 있음.

- 응시자가 시험지및 시험문제지를 유출할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합격자 중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했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사) 수행도량 반냐라마 산하 SATI MASTER 회로 문의하기 바

람.

(?) ???? ???? ( SATI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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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Ⅲ

불교는 인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붇ㄷ하 가르

침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 인도 붇ㄷ하가야로 옵니다.  그러나 정작 인도에는 C.E. 1200

년 이슬람 침입으로 불교가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동남아 불교도들은 천대하고, 동

북아 불교도들은 자신들이 대승이라고 멸시합니다. 아쉽게도 현재 인도 스님들과 불교

도들은 홀로설 수 있는 현실적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조금만 도와준다면, 자

립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법으로 회향할 때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지난

2500여 년 동안 인도로부터 자유와 청정, 행복으로 가는 가르침인 불교수행을 배워 사

용했습니다. 붇ㄷ하가야 보리수 옆에 국제불교대학과 국제선원을 건립하는 것은 붇ㄷ하

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현재 1차부지 매입이 완료되었고, 2차 부지매입이 진행

중입니다. 인도 중앙정부로부터 종교법인 허가를 받았고, 2008년 1월 22일 국제선원

을 개원했습니다. 인도불교를 살리고, 이곳을 세계불교의 중심으로 삼으려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과 힘이 필요합니다.  

15만원이면 한 평의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인류의 평화와 행복, 이익과 번영에 동참합

시다.

인도 불교지원 안내

● 문의 및 접수  ㅂ힉쿠 붇ㄷ하빠-라 buddhapala@hotmail.com
02)597-2841, 055) 331-2841, 010-5405-2841

● 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20-980411   (근본불교승가 김영채) 
농    협 817125-52-022521 (김영채)             
부산은행 099-01-009087-6   (사) 반냐라마

후원이 
필요합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맑히면 그 만큼 우리 사는 사회가 맑아집니다. 사회

를 맑힘은 당신 삶의 안전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사회를 맑히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 수행! 집중수행, 장•단기출가, 여름왓싸 등으로 반냐라마가 앞장서고 있

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행의 뒷바라지는 아마도 당신의 몫일 것입니다.

삶에 매여 수행에 전념치 못하더라도, 그 삶의 일부는 수행에 걸쳐 놓으십시오.

삶의 일부라도 수행에 걸칠 수 있도록 수행사회화를 주도하는 CLEaNmIND 운

동! 학교, 단체, 교도소 등 수행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 나서서 많은 사회구

성원들이 수행을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마음복지운동에 앞장서는 CLEaNmIND.

아마도 이런 운동의 뒷바라지는 우리 모두의 몫일 것입니다.

후원Ⅰ

후원Ⅱ

후원방법
Ⅰ. 통합후원 - ARS 전화후원

Ⅱ. 개별후원 - 매월 일정액 자동이체 또는 비정기적 계좌입금

1. 반냐라마 :        농협       817125-56-010529    김영채다보선원

2. CLEaNmIND :  신한은행   110-201-648201       김영채

부산은행   099-13-001559-0    사)반냐라마김영채

후원회원에 대한 혜택
1. 후원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2. 마음·수행전문지 [PaNNa]를 무료로 배달해 드립니다.

3. 마음운동 기본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Sati School 교육프로그램 참가비가 50% 감면됩니다 (Sati master과정 제외)

모든 전화에서 후원번호 [060-700-1841]를 

통화하시면 한 통화당 2,000원씩 반냐라마•SATISCHOOL로 후원됩니다.

하루를 보람있게 살아가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결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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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Suttaworkshop? ??? ?? ????

?. ?? ??? ? ㄷ하 ??? ??? ??? ????. 

???? 6?? ?? ??? ?? ??( ??) ??? ??? ??? ??

??? ?? ?? ?? ??? ??????. 

?-?-?-? ???? ? ㄷ하? 10? ????? ?????? ???

● 장    소 :  다보산 반냐라마

● 대    상 :  누구나

● 법    사 : buddhapala

● 참가비 :  20만원 (출가학인, 일반학생, SATI MASTER(재학생포함) 50%)

● 준비물 :  출가수행자는 가사, 일반인은 수행복 지급

● 교    재 :  지급

● 문의 및 접수 :  010)5405-2841, 055)331-2841 www.satischool.net

信心銘 8월 29일 오후 3시~31일 12시까지

아-나-빠-나 싸띠숫따 10월 24일 오후 3시~26일 12시까지
(安般隨意經)

Sutta WorkShop

봄학기 모집

??? ???? Satiworkshop?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가비 :  20만원 (학인스님, 대학원생까지, SATI MASTER 과정학생 10만원)

● 교    재 :  BUDDHA 수행법(할인대상은 교재 각자 구입)

● 법    사 : buddhapala 스님

● 문의 및 접수 :  010)5405-2841, 055)331-2841 www.satischool.net

Sati WorkShop

월 주제

매월 둘째주 금요일 오후 6시~일요일 12시

9월은 추석관계로 셋째주, 19일에 시작합니다. 

9월 마음과학 과정

10월 수행이론 과정

11월 마음과학 과정

12월 수행이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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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기 International sati camp

saTI school에서 출가 수행자들을 위한 제3기 International

sati camp를 붇ㄷ하가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한 곳인 인도 붇ㄷ하가야에서 개설합니다. 
세계는 열려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열 때입니다. 현상 실재를 통찰하고 대중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하는 지도자는 넓은 안목, 올바른 지식, 깊은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
다. 특히 붇ㄷ하 수행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출가 수행자는 붇ㄷ하
가 활동한 현장에서 붇ㄷ하 언어로 붇ㄷ하가 직접 행한 싸띠수행과 경전을 배우는 것이 중
요합니다. 

붇ㄷ하가 만들고 직접 수행해 무상정자각을 성취한 수행법인 싸띠수행 과정을 붇ㄷ하가
사용한 불교 언어인 Pali어 경전을 그것이 설해진 현장에서 영어(한문병기)를 배우고 익
히는 경전과정을 개설합니다.  Pali어, 영어, 수행 등을 함께 익힐 수 있습니다. 

내  용

개  설

개설과목 : 초전법륜경반(10명)
대반열반경반
싸띠수행반(5명) 

공동과목 : 인도불교사

교  재
텍스트 언어 : Pali(한문)
buddha 수행법(한글)

기  간 2008년 12월 15일 ~ 2009년 1월 26일(6주)

대  상 출가수행자 (일반인은 자비로 참가할 수 있음)

참가비 전액 지원(미화 1500불 정도)

지도법사
Pali경전 : Pragadeep(인도, 율장전공)
Pali문법 : bodhi Dhamma(인도, Pali전공)
수행지도 : buddhapala(한국, 수행전공) 

수업시간
경전반 : 강의 3시간, 수행 3시간, 논강 2시간, 

자율학습 4시간
수업법 : 수행 10시간, 강의 2시간 

● 신청기간 : 8월 31일까지 
● 신청장소 :buddhapala@hotmail.com
● 면    접 : 9월 20일까지 (개별통보) 
● 신청서류 : 자기소개서,  출가(수행) 이력서

● 문    의 : 010-5405-2841 / 02)597-2841 / 055)331-2841
www.satischool.net

● 담 당 자 : buddhapala스님,대엽스님

기타 자세한 문의는 담당자에게 직접하세요.

참고사항

대반열반경반은 초전법륜경반을 
수료한 사람에 한해 신청받음

마친 후 성지순례는 자유

종단, 성, 국적, 출가년도 관계없음

왕복 항공료, 체재비, 강의료 포함
중도포기시 항공료 50% 반환

장소는 붇ㄷ하가야 반냐라마 SaTISCHOOL
모든 강의와 생활은 영어로 진행됨. 
싸띠수행반은 한국어로 진행

봄학기 모집

? ㄷ하? ??? ?????? ?-???, ??-???, ??? ?? ??

????? ?????? ?? ??, ? ㄷ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가비 :  1만원(교재지급)

● 문의 및 접수 :  010)5405-2841, 02)597-2841, 055)331-2841, 053)463-2841

www.satischool.net

아-나-빠-나경
(anapana sati sutta, 安般隨意經)

특강안내

장소 일 시

서울 9월 23일~24일 저녁 7:30~10:00

부산 다보산 9월 21일 일요일 오전 10:00~오후 3:00

대구 9월 18일~19일 저녁 7:3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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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음활성화 프로그램 Sati 수행

⑴ 수행과 학습

⑵ 수행과 관계

3. 독서와 글쓰기

⑴ 명상속독(SPR 프로그램)
① 속독은 ‘정독’을 빠르게 하는 것, 속독의 개념을 바꾸어야함

② 기존 분당 2,000~3,000자 수준의 속독프로그램에 비해, 

분당 최소 5,000~10,000자 수준의 획기적인 Sati수행기반 정독 프로그램 

③ 교과서 빠른 정독으로 수십회 반복학습 가능  

④ 주요 필독서 100권 2회독

⑵ 글쓰기(Writing)
① 명문 옮겨쓰기(Copy-change)
② 주제요약 및 독서감상문
③ 자신의 교과서 만들기 : 목차가 있는 주제별 리포트
④ 글쓰기 특강

-명상속독과 글쓰기의 연결을 통한 논술효과 극대화
-지도자의 필수조건인 글쓰기, 말하기 체득을 위한 기초훈련  

4. 역사와 철학 : 모든 지도자의 기본이자 모든 학문의 기초

⑴ 역사특강 - 역사를 통한 현재위치 파악과 미래비전 설정

⑵ 철학특강 - 철학을 통한 세상과 인간에 대한 이해

⑶ 토론 

5. 미래사회·미래인재 특강 (초청특강) 

6. 예술활동(Art Activity) : 집중력과 창의력 활성화 

⑴ 전통악기 연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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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English&Chinese

◎ 특징 :

- 총 6학기제 (4주/학기 Intensive Course)

- 외국어(영어&중국어) 체득 : 소리중심의 영어&중국어 체득 → 글로벌인재 양성

- Sati 수행을 통한 집중력, 기억력, 창의력 향상 : 세계최고수준의 마음활성화 프로그램

- 통합교과서 만들기 : 주제중심의 리포터로 자신만의 통합교과서 만들기

- 학기당 100권 독서 : SPR(Sati Photo Reading 명상속독)기법 적용

- 역사와 철학교육을 기본 : 역사교육을 통한 현재위치 파악과 미래비전 설정

철학교육을 통해 세상과 개인에 대한 이해

- 예술교육을 통한 미세정서·창의성 향상 : 1학기 1국악기, 1학기 1기법

▣ 세부 프로그램

1. Foreign Language Course (English & Chinese) 

⑴ English Course

① Vocal Training

② Sentence Pattern Drills & Dialogues

③ Copy-change → Dictation

④ Talking Practice with Native Speakers

⑤ Words & Idioms (1,000 단어)

⑵ Chinese Course (2학기이상)
① 성조연습

② Chinese Pattern Drills

③ 옮겨쓰기 → 받아쓰기

④ Talking Practice with Native Speakers (4학기이상)

⑶ Sati English&Chinese : 의식공간에 외국어영역 만들기

세상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나가겠습니다

VSEnglish&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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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니(여자) 숙소 오픈

그 동안 숙원 사업이었던 비구니(여자) 숙소가 9월 7일에 오픈합니다. 옆집을

매입해서 등기이전을 완료했고, 그 집을 여자숙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언제부

터인가 숙소가 부족해서 수행자들이 많이 불편했는데, 다행이 옆집을 매일하고

비구니(여자) 숙소로 사용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없는 살림 사느라 총무와 법우

님들 복 많이 지었습니다. 9월 7일에 입주식과 청소를 할 예정입니다. 많이 동참

해 똥도 퍼고, 청소도 하고, 국수도 먹고 복도 많이 쌓기 바랍니다. 

반냐복전이 열립니다

매년 10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즐거운 꺼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것

을 반냐축제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촌스럽다고 하기에, 般若福田이란 멋있는

이름을 하나 지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내주는 소중한 보시금은 인도불교

를 지원하고 수행지도자 양성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많이 동참해서 즐거운 하루 보

내기 바랍니다. 10월 11일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됩니다. 모두 모두 오소서. 

소식

기본과정 재개설

그동안 SATI MASTER 교육시키느라 중단했던 마음·수행·자유·행복·불

교·철학 등에 과한 기본과정(12회)이 재개설되었습니다. 9월 3째주부터 매주 1

회, 3개월 단위로 각 지역 반냐라마 SATI SCHOOL에서 개강합니다. 참가비는

4회 2만원으로 하고, 교재는 각자 구입해야 합니다. buddhapala 스님과 SATI

MASTER 들이 함께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이 동참해 지혜를 성숙하기

바랍니다. (p.128참조) 

불기 2551년 여름 왓싸 회향

지난 음력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진행된

여름 왔싸(vassa, 安居)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많은 출가수행자와 재가수행자들이 부산 다보산

반냐라마를 비롯해 서울과 대구 반냐라마에서

함께 열심히 정진했습니다. 올해는 많은 소득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수

행해서 아라한뜨 막가파라를 성취할 수 있기를

발원합니다.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후원해

준 법우들께도 맑은 마음보냅니다. 

여름 SATI CAMP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난 7월 18일 대학생 여름캠프를 시작으로 진행된 여름 SATI CAMP가 8월

25일 10차를 마지막으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열심히 수행한 당신, 행복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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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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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 MASTER가을학기 개강

SATI MASTER 가을학기가 8월 23일부터 서울과 부산 캠퍼스에서 개강되었

습니다. 올해부터는 SATIMASTER자격증이 민간자격으로 등록되었기에 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동참해 함께 공부하기 바랍니다.

SATI MASTER총회개최

SATI MASTER 총회가 10월 11일 저녁 11시 부산 다보산 반냐라마 혜향선원

에서 열립니다. 이번 총회는 SATI MASTER 자격증이 민간자격으로 등록된 것

을 기념하고, 앞으로 3년뒤 민간부분 국가자격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할 것과 역할분담에 관해 지혜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많이 동참해 지혜를 모

아주십시오.

제2회 낙엽따라 자유와 행복으로

가을 감빛 바다 해운대 동백섬에서 10월 21일, 일요일 오전 10시 제2회 걷기수

행대회를 개최합니다. 자연과 자연 그대로 가장 아름답게 조화하는 퍼포먼스는

수행입니다. 한걸음씩 내려놓아 봅시다. 버려야 될 때 버릴 줄 아는 낙엽 길 따라

우리도 저 한 철, 욕망과 이기심, 망상을 걸으면서 내려 놓읍시다. 가을의 성숙으

로 걸어들어 갑시다. 법우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소식

소식

전시일정

2008. 11. 11(?)? 11.
16(?)전시장소

???

천순태 - 계명대학교대학원 도예전공 졸업
개인전 4회
010-5002-9189



그 동안 SATI MASTER 양성 때문에 중단했던 기본과정 강좌가 다시 시작합니

다. 많이 동참해서 지혜의 싹을 키우기 바랍니다. 

이전에 15회 정도 진행되던 수행교실 등 기본과정이, 수행지도자 양성관계로 수

행교실 2회로 축소해 2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SATIMASTER가 양

성되었고, 법사운영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단했던 기본과정 강좌

를 9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한 주제는 4회를 기본으로 하고, 매주 1회, 매회 130

분(수행40분+강의90분)으로 진행됩니다.  

월 주제 내용 장소·요일·시간

수행필요성, 좌선기술, 

행선기술, 자비관기술

서울  화  오전반 10:30~12:40 

저녁반  7:30~ 9:40

부산  토  오후반  3:00~ 5:10

대구  목  저녁반  7:30~ 9:40  

9월 수행기술반

마음실재, 마음구조와 기능, 

마음구성인자, 마음화학반응,

마음물리특성, 마음작용

10월 마음과학반

삶, 자유, 행복

붇ㄷ하 행복으로 가는 길

불교 이론구조와 실천덕목

11월 불교개론반

● 참가비 : 4회 2만원(1개월)
무료 - SaTI maSTER, 60세 이상, 고등학생, 원하는 사람

50% - 수행모임 가족, SaTI maSTER 과정 학생 및 가족, 인도불교지원 후원금 및 각종 후원금 본인

● 교  재 : 각자 구입(BUDDHA 수행법, BUDDHA 가르침)

● 법  사 : 책임법사  buddhapala스님

개강 : 매월 첫째주입니다. 9월은 셋째주부터

기본과정 개설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