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리수 아래서 | 바람처럼 자유롭게
| 기획 | 까야싸띠
| 경전읽기 | 금강경, 벽암록  
| 수행활용 | 싸띠 상담이론

2008 겨울호 통권 26호

수행을 즐기자

수    행    전    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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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음 의 향 기

?? ?? ??? ?? 

?? ?? ???? ??? 

???? ?? ??? ?? 

?? ?? ??? ??.

- ??? -

1차 Camp(2008 여름)를 마치면서 LeadershipCamp를 
‘satiLeaderssChoo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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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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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소 : 부산 다보산 반냐라마

■ 인원 : 40명 (초·중·고 30명 + 대학생·일반 10명)

※ 1차 서류심사 - 자기소개서

2차 구술심사 - 면접 및 토론

■ 문의 : 스피킹타운(이태호 010-2502-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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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한 세상과 개인에 대한 이해
7. 예술교육을 통한 미세정서·창의성 향상 : 1학기 1국악기, 1학기 1기법
* 미래사회·미래인재 특강 (CEO 및 명사 초청특강)

*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p.112~113 참조 바랍니다)

세상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나가겠습니다!!

Vocal-sati English&Chinese + Noble Sati + ¯º˙Õ–‡°œ

V       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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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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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3월 16일 (월) 
부산 > 2009년 3월 14일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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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ddhapala

객원교수 : 해당 분야 전문가

● 수 강 료 : 매학기 75만원 (4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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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2 | 2009년 5기
과정

봄학기 모집

SATI MASTER 과정은 자유로운 삶, 청정한 삶, 행복한 삶, 공존하는 삶을 배우고 익

히는 과정이다. 

SATIMASTER과정은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배우고, 불교를 창

시한 붇ㄷ하, 수행 텍스트인 율경논(律經論) 3장, 조사어록, 세계 불교사 등을 통해 아라한

뜨 막가파라를 성취할 수 있는 토대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다.

SATI MASTER 과정은 붇ㄷ하가 만든 싸띠수행이 인류의 이익과 번영, 자유와 행복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익힌다.

SATIMASTER과정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과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을 비

교하고, 서로 같음과 다름을 살펴보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배우고 익힌다. 

SATIMASTER과정을 마치면 자신의 수행을 완성하고, 다른 사람에게 수행을 설명하

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미래 사회를 이끌 지도자로 성장할 것이다.   

1학기(홀수년 봄) 2학기(홀수년 가을)

기본과정

임상실습
마음과학 개론
마음과학사(인도불교사)
원전읽기 (아함경)

인문과학 개론
철학(동양, 서양, 인도) 
미학(예술, 문화 등)

임상실습
마음과학 개론
마음과학사(중국불교사)
원전읽기 (아함경)

사회과학 개론
사회학(정치, 경제, 복지)
교육학, 종교학 등

심리
•

상담 과정

심리학 개론

학습심리학
발달심리학
노인심리학
가족심리학
사회심리학 등

상담학 개론

성격이론
인간관계론
스트레스 이론
갈등 이론

3학기(짝수년 봄)

임상실습(sati 수행)
마음과학 개론
마음과학사(한국불교사)
원전읽기 (아함경)

자연과학 개론
우주물리, 물리일반, 
생물학, 환경생태학 등

싸띠 상담이론 개론

4학기(짝수년 가을)

임상실습(sati 수행)
마음과학 개론
마음과학사(수행철학 개론)
원전읽기 (아함경)

인류과학 개론
미래학, 뇌과학, 인공지
능, 통합의학 등

비교 심리•상담 개론

정신분석학
실험심리학
내성법
공감심리학 등과 마음
과학과 싸띠수행 등을
비교

정신건강이론



그 동안 SATI MASTER 양성 때문에 중단했던 기본과정 강좌가 다시 시작됐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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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작합니다. 한 주제는 4회를 기본으로 하고, 매주 1회, 매회 130분(수행40

분+강의90분)으로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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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ddhapala

기본과정 개설안내

반냐 7

숲으로 가다

6 반냐

신발장에 신발들이 앉아 있다 닳은 뒷축에

무게 실린 아득한 저 편 길 

걸어도 걸어도 채워지지 않는 맥박이

멈춘 자리에서 허기지다

움직이는 것들의 짧은 목숨 

걸어 온 그 먼 길이

우거진 숲을 지나

지평선 너머로 간다

낡은 신발 한 짝

네가 찾던 수 많은 이정표 

•
•
•
<본문 중에서>

시인 김 근 희(원명지)

??, ? ???

???? ? ???? ?? ??

?????? ??

도서출판 전망 

김근희의 시는 비어있는 공간을 잔잔한 울림으로 채우는 기운이 있다. 이는 산뜻한 기교나 수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적 체질이다. 이러한 태도는 사물을 보는 직관력이나 정신적 수련에서 얻은 여
유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의 시에는 절제와 깨침이 함축되어 있다. 한 그루 나무처럼 자신의 길
을 묵묵히 걸으면서 오도의 경지에 도달하고자 노력하는 시인이다.

차한수(시인, 동아대 명예교수)

장  소                요일 및 시간 개설과목

서울 (교대역) 매주 화 오전반 10:30 ~12:40  

저녁반 7:30 ~ 9:40 

부산 (대동 톨게이트) 매주 토 오후반  3:00 ~5:10  

대구 (봉덕동) 매주 목 저녁반 7:30 ~ 9:40

불교개론(Ⅱ, 불교철학, 12월)

수행기술(1월)

마음과학(2월)

붇ㄷ하 생애(3월)

불교개론(Ⅰ, 불교일반, 4월)

수행기술(5월)

마음과학(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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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 행 . 첩

070 | 수행자의 편지 |

존경하는 반냐라마 상가에게| 린 뱀퍼드

072 | 茶香의 길목에서 | 지금 여기| 지우

078 | 수행격언 |분주히 행동하지 않기| 이정민

100 | 수행상담 |편집부

108 | 나의 수행노트 |똑바로 하라| 법산

쉼 . 표
075 | 시가 흐르는 창 | 등이 가렵다|김근희

076 | 들꽃산책 | 눈꽃|수진행

102 | 세상사는 이야기 하나 | 기억상실| 정광모

105 | 세상사는 이야기 둘 |

허깨비! 허깨비! 허깨비!| 무구연

110 | 반냐를 읽는 새벽 |무소의 뿔처럼| 벽안

004 satiMaster과정 2009 봄학기 모집

007 satisChooL기본과정 개설 안내

116 교사직무연수

117 청소년 satiCaMp

118 제 3기 internationalsatiCaMp

119 satiMaster법회 안내

120 초·중등학생 수행교실 개설 안내  

010 2009년 연중행사

114 후원안내

121 | 알림마당 |반냐라마 소식

125 | 알림마당 |satiMaster소식

8 반냐

012 | 보리수 아래서 |바람처럼 자유롭게 | 대표 SATI MASTER

014 | 이달의 법문 |지혜의 힘으로 홀로 서기 | ashin sopaka

경 . 전 . 읽 . 기

043 | 대승경전 | 금강경 ⑪ | buddhapala

058 | 조사어록 | 벽암록 - 구지화상의 손가락 | buddhapala

2008년 12월 1일  통권 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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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호

041 수행개념 사전 ⑦

마음| buddhapala

062 까야싸띠 | 김연삼

084 수행활용 싸띠 상담이론(의료분야) | 편집부

기 . 획 . 특 . 집

54 44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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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붇ㄷ하 오신 날 : 5월 2일(음.4월 8일)

2) 왓싸 입제 : 5월 9일(음.4월 보름)

3) 왓싸 해제 : 8월 5일(음.7월 보름)

4) 반냐복전 : 10월 10일 토요일

5) 인도 근본도량 창립기념일 : 1월 15일  

10 반냐

2552 / 2009년  

연중행사

BUDDHA DHAMMA SAN·GHA
주요행사

1) 서울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집중수행) 

2) 다보산(부산)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
토요일 저녁 7시 (집중수행)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3) 대구         
목요일 저녁 7시 30분

4) 초·중등학생 수행교실         
2•4주 토요일(놀토) 10시 30분~12시
서울, 부산, 대구    

반냐라마 수행일정

1) SATIMASTER과정 
봄학기   부산/서울 3월 14/16일~ 6월 20/22일
가을학기  부산/서울 8월 22/24일~12월  5/7일

2) 기본과정   매월 첫째주 개강
서울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
대구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다보산 토요일 오후  3시

3) 전문 WORKSHOP과정
•마음과학 WORKSHOP
4월 10일~12일
7월 10일~12일 

10월 16일~18일

•불교개론 WORKSHOP
5월  8일~10일
8월  7일~9일
11월 13일~15일 

•수행이론 WORKSHOP
6월  12일~14일
9월  11일~13일

•SuTTA WORKSHOP
대염처경 4월 17일~19일 
대승기신론  9월 18일~20일

4) 전문가 양성과정

•제3회 International SATI CAMP
2008년 12월 15일 ~ 2009년 1월 25일

•제1회 Pa⁻li 대반열반경 캠프 
8월 10일 ~ 21일

SATI ScHOOl 교육일정

5) 여름캠프
•교사직무연수

마음관리 기초 7월 27일 ~ 31일 

마음관리 심화 8월 3일 ~ 7일

•청소년 캠프 7월 30일 ~ 8월 2일  

•대학생 7월 9일 ~ 12일

•일반인 1차 7월 23일 ~ 26일

•일반인 2차      8월  6일 ~ 9일

•일반인 3차       8월  13일 ~ 16일 

6) 겨울캠프
•교사직무연수(기초반) 1월 12일 ~ 16일
•청소년 캠프           1월 9일 ~ 12일  
•대학생      2008년 12월 26일 ~ 29일
•일반인 1차  2008년 12월 30일 ~ 2009년 1월 2일
•일반인 2차            1월 15일 ~ 18일

1) 꽃길 따라 걷기    4월 26일(일) 

2) 낙엽을 밟으며  10월 25일(일)

clEANMIND



실재를 있는 그대로 보자.

괴로움의 실재가 고통이고

즐거움의 실재가 기쁨이다.

현실이 힘들어도

포기하거나 물러나지 않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갖자.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가며 

존재들을 힘들게 한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자본주의를 피해갈 방법도 없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자유롭자고 한 일이 

도리어 삶을 얽어매기도 하고

잘 살자고 한 일이

삶을 힘들게 하기도 한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존재를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위해 

시작된 것은 아닐지라도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12 반냐 반냐 13

직면한 현실은

힘없는 민초들에게 

먼저 미칠 것이다.

모든 존재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두 힘든 것도 아니다.

이것이 삶의 실재다.

이것이 삶의 실재라 해도

그냥 그대로 흘러가게 

바라볼 수 없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추운 들판 한복판에 

외로이 서 있는 삶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일지라도

조금은 여유 갖고 웃음 짓는 삶도

분명한 삶이다.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하고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그리웁게 두라던

어느 시인의 말처럼

우리 앞에 서 있는 삶을 

있는 그대로 두라.

의미도 부여하지 말고

차별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두라.

바람처럼 자유롭게 

삶을 그대로 두라.

거품이 가라앉고

삶이 맑아지면

존재는 있는 그대로 보일 것이다. 

희망의 싹과 

지혜로운 답이

봄날 처녀 총각  

설레는 마음처럼 피어날때까지.

고달프고 

얽매인 삶이지만

때로는 

바람처럼 자유롭고

구름에 달 가듯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보리수 아래서]

대표 SATI MASTER | buddhapala

바람처럼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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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불공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력신앙(自力信仰)’과 ‘타력신앙

(他力信仰)’으로 나누어 이야기 합니다. 자신이 힘이 부족하고 근기가 약하여 다

른 힘에 의지하여 깨달음의 세계를 구한다고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깨

달음은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염불을 하는 것도 자신이지 어디 남이

합니까? 하긴 요즘은 기도를 입제하면 폰뱅킹이나 온라인으로 기도 입제비만 보

내고 가지도 않으니 정말 타력임은 틀림이 없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

다.

지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대상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볼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를 떠나면 그것은 이

미 과거가 되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가지고 말하지도 않습

니다. 오직 지금 현재만 말합니다. 지혜는 빛, 소리, 냄새, 맛, 촉감에 취하지 않고

탐욕을 내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그것이 욕망의 대상임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 때

부터 생겨납니다. 이 다섯 가지 대상에 좋아하면 가까이 가고 싶고, 싫어하면 멀어

지고 싶은 욕망에서 놓여나지 못하면 심리적으로 무질서가 생겨나 바람직하지 못

한 정신 상태인 슬픔, 두려움, 지루함, 미워함, 화남 등등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

납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 지

혜는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처님 말씀에 따라 실천 수행하는 사람만

이 얻는 이익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계를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하여 분

별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알아차림’이 있어야 하고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생겨나면 감정의 질이 급격히 좋아

지고 의식 안에 질서가 잡히며 지혜는 자라나게 됩니다.

『지혜의 힘이 있고 계율의 맹세를 잘 지키고, 마음이 한곳으로 집중되어 있고 명상을 즐기며, 생각이

깊고 집착에서 벗어나 거칠지 않고, 번뇌의 때가 묻지 않은 사람, 어진 이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경

집 212) 

불자들은 매사를 긍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비록 이 사바세계가 불만족의 연

속이라곤 하지만 그 불만족 속에서 스스로 욕심과 분노, 어리석음을 버린다면 이 세

상처럼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버리고 달리 다른 곳에서 안락과 평온을

찾는다면 어떤 세상을 가더라도 그에게는 언제나 불평과 불만족으로 고통이 뒤따를

뿐입니다. 떠나가 보아도 고향만큼 편안한 곳이 없다고 합니다. 사바세계는 중생들의

고향입니다. 달리 이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불교가 다른 믿음과 다른 것은 지혜의 완성에 있습니다. 지혜는 빈다고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절대의 창조신이 잘했다고 상으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와

이달의 법문

지혜의 힘으로 홀로 서기

Ashin Sopaka
ㅂ힉쿠 性讚 BuddHA dHAMMA SAN·gHA 증명법사
여래향사에서 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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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힉쿠 붇ㄷ하빠-라 buddhapala@hotmail.com

1975년 통도사 출가. 현재  BuddHA dHAMMA SAN·gHA에서 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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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음 구조와 기능

1) 기발한 생각

2) 컴퓨터와 마음

3) 용어선택

4) 마음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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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는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다만 스스로 계발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차이

점 뿐 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의도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것

은 다섯 가지 기관을 통하여 받아들여진 욕망의 표출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다섯 가

지 욕망의 표출이 아닌 사물의 실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즉 가장 기본적인

정신작용인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알고 그에 따라 사물을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하

여 받아들이되 그것의 좋고 나쁨을 버리고 분별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혜로 가는 길은 오직 혼자만이 갑니다. 누군가 대신해주지 못합니다. 불공처럼 축

원문을 들고 가족 모두에게 축복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증이 난 사람이 물을 먹고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는 것이지 누가 대신 마셔주고 먹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

니다. 그것처럼 복을 짓는 것 역시 누가 대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

무나 잘 알고 있는 불자들이 어찌 복을 짓는 순간은 모두 멍텅구리에 바보가 되는지 모

르겠습니다. 무엇이 바른 법이고 무엇이 바른 행동인지 그렇게 알지 못합니까?

부처님 진리의 특성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고, 자신의 눈으로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깨달음으로 바르게 들어갈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깨닫기 때문에

보배라고 찬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스스로 확인하십시오. 단순하게 들어서

아는 진리가 아니라 밝고 맑은 눈을 가지고 경전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것을 가지고 표

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조사하였으면 확인하십시오. 확인을 하는 방법은 실천 수행밖

에 없습니다. 실천하지 않는다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지 않으면 보배가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조사한 그것이 바로 참다운 법입니다. 

『남들이 입에 침이 마르듯 칭찬하거나 욕을 하더라도,  목욕하는 강가의 기둥처럼 태연하고 육체 욕망

을 떠나, 모든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는 사람, 어진 이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경집 214) 



반냐 1918 반냐

1858~1947)가 등장해 기발한 주제를 던졌다. 에너지는 연속적일까(파동) 불연속적

일까(입자)? 만일 불연속적이라면 에너지의 최소단위(에너지 분자구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에너지에도 다른 물질처럼 최소단위(분자구조)가 있을 것으로 추측

케 했다.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해 알버트 아인쉬타인(Albert Einstein, 1879~1955)은 빛

이 가진 에너지는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최소단위가 있는데 그것이 광양자라고

주장했다. 빛은 파동과 같은 성질(연속적)을 가지면서 동시에 입자와 같은 성질(불

연속)을 가진다는 가설이었다. 이것이 1905년에 발표되고 상대성이론으로 알려진

「 E=MC²」 이다. 이런 기발한 생각이 현대물리학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과학발전은 생산성을 향상시켰고, 그것은 인간관계나 생산관계의 변화를 이끌었

다. 대개의 경우 생산관계 변화는 폭력에 의존해 진행되는 경향이 강했다. 그렇지

만 많은 스승들은 평화, 평등, 공존에 기초해 생존이론을 제시했다. 

중국문명권에서는 공자나 묵자 등을 비롯한 제자백가들이 나타나 생존이론을 제

시했고, 지중해문명권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 등의 철학자들이 등장

해 사유의 폭과 깊이를 더했다. 

인도문명권에서는 붇ㄷ하(Buddha, BCE566~486)가 등장해 마음구성인자, 마음

화학반응, 마음물리특성의 제 법칙을 규명했고, 마음작동원리, 싸띠기능, 기억의

구조와 기능, 기억질량의 흡수·해체구조를 발견했다. 

이와 같은 인류문명의 발전은 사람들의 삶을 구속하고 강제하는 측면도 있었지

만 삶의 질을 편리하고 풍요롭게도 만들어주었다1).  

1) 뭔가를 가공해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과정이 생산이다.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내는 것을

생산이라 하고, 예술가가 자신의 생각에 기초해 수작업으로 만드는 것을 창작 혹은 예술이라고 한

다. 기본의미에서 생산, 예술, 창작 등은 같은 개념이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을 문명이라고

한다.

만들어진 존재를 사용하는 것이 문화다. 문화는 소비의 다른 이름이고 누림의 측면을 강조한 용어다.

7. 마음 구조와 기능

1) 기발한 생각 

많은 사람들이 인류역사에 영향을 미쳤다. 어떤 사람은 인류를 자유와 행복으

로 이끌었고 어떤 사람들은 고통과 절망으로 유도했다. 

400만년 인류역사에서 여러 번의 변화지점이 있었다. 신석기 혁명은 인류가

스스로 필요한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철기혁명은 자연광물을

사용해 생존을 편리하게 만들었고, 문자나 종이의 발명은 삶의 질을 성숙시키는

데 기여했다. 

존재는 복잡하지만 존재를 덮고 있는 거품이나 포장을 걷어내면 존재가 작동

하는 원리가 드러난다. 존재에 내재한 법칙성을 이해하고 행동하면 행위 유효성

을 높일 수 있다.  

찰스 다윈(CharlsDarwin, 1809~1882)은 생물에 내재한 종의 법칙을 규명했고,

세포를 발견한 로버트 훅(Robert Hooke, 1635~1703)이나 DNA 이중나선구조를

발견한 제임스 왓슨(James Watson, 1928~)과 프란시스 크릭(Francis Crick,

1916~2004)은 생명이해 수준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 아이작 뉴튼(Isaac

Newton, 1642~1727)은 만유인력법칙을 규명해 과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했고, 칼

하인리히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1818~1883)는 사회현상에 내재한 법칙

을 밝혔다. 현대 과학자들은 원자의 핵질량을 규명해 에너지를 획득했다.

1600년 무렵 유럽에서 아이작 뉴튼이 등장해 존재에 내재한 법칙을 규명했다.

그것은 물질을 다루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그때까지 주도권

을 쥐고 인류문명을 선도하던 중국의 주도권이 유럽을 중심으로 서양으로 옮겨

갔다.

막스 칼 에른스트 루드비히 플랑크(Marx Karl Ernst Ludwig Plan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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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서 보충설명하고 마음구성인자를 살펴보겠다. 이것은 뇌과학과 마음과학

을 구분 짓는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 

인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고 개별 기관들은 자신이 가진 고유한 기

능이 있다. 어떤 기관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떤 기관은 데이터를 통합하고 또

다른 기관은 데이터를 가공하기도 한다. 

반대로 어떤 기관은 가공된 데이터를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어떤 기관은 전

해 받은 명령을 개별 기관으로 분배하고 어떤 기관은 명령된 것에 기초해 적절하

게 반응하기도 한다. 다음 도표에서 알 수 있듯

눈이나 위장과 같은 개별기관은 인식대상과 감각기관이 결합해 데이터를 수집

한다. 이것을 마음과학에서는 1차기관으로 분류한다. 

1차기관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뇌에서 통합된다. 뇌는 6감(六感, 眼耳鼻舌身意)

으로부터 전해진 데이터를 통합해서 마음으로 보낸다. 

뇌는 데이터 단순 통합기관이다. 이것을 마음과학에서는 2차기관으로 분류한

다. 뇌에 통합된 데이터는 마음공간으로 보내져 가공된다. 마음은 입력된 데이터

를 분류하고 계통별로 가공하고 판단해서 어떻게 하라고 최종적으로 뇌에 명령

한다. 이것을 마음과학에서는 3차기관으로 분류한다. 

물질을 다루던 사람들이 가졌던 의문점을 수행자, 심리학자, 상담사, 정신과

의사들에게 던져보자. 

마음현상은 연속적일까 불연속적일까? 마음을 구성하는 기본인자는 무엇일

까?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해당 기술과 학문의 수준이

정해진다. 과학은 권위가 아니라 주장과 검증을 통한 유효성으로 참과 거짓이 결

정되기 때문이다.  

2) 컴퓨터와 마음 

지난 호에서 다룬 도표 중에서 컴퓨터 본체, 모니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과

존재에 내재한 법칙과 질서를 규명하는 것이 과학이다. 철학도 과학과 마찬가지로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과학이나 철학이 존재에 내재한 질서나 법칙을 규명하는 점에서는 같은 의미다. 일반적으

로 과학은 개별존재에 내재한 법칙을 다루고 철학은 존재를 사용하는 사람의 사유와 행동에 관한 법

칙을 규명한다. 과학은 문명과 관련돼 사용하고 철학은 문화와 관련지어 사용한다. 

미학은 존재를 평가하는 기준이나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윤리학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 도덕 혹은 에티켓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다룬다. 특정한 기준

에 기초해 존재를 평가하는 것이 비평 혹은 평론이다.

계몽은 존재를 특정한 기준에 따라 봐달라는 주문이다. 처음부터 존재에 아름다움과 추함, 선과 악

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행동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생각을 다른 존재에게 강요하는 폭력이다. 계몽이나 교육은 항상 폭력적 성격을 가진다.  

문명    만듦, 생산, 창작, 예술 등 일반적으로 물질을 다룸 

문화    누림, 소비, 사용 등 일반적으로 의식을 다룸

원리    과학, 철학 등

기준    미학, 윤리학, 학문 등

평가    평론, 비평 등

교육    가르침, 계몽 등

외부 
데이터

감각기관
(눈,귀,코,혀,피부)
데이터 수집·반응

뇌

데이터 통합·분배

마음

데이터 가공·명령
➞ ➞ ➞

1차 처리기관 2차 처리기관 3차 처리기관

데이터 입력 ➞

⇦ 데이터 출력



3) 용어선택

마음에 관련된 용어를 선택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지난 호에 실린 비교마음

도표를 다시 한번 보충해 설명하겠다. 

의학, 뇌과학, 

의료산업                    싸띠수행                                 상담학

위 표에서 알 수 있듯 의사나 뇌과학자들은 마음을 몸차원에서 이해하고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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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으로부터 명령받은 뇌는 명령내용에 따라 해당 기관으로 데이터를 분배해

전송한다. 그러면 해당 기관은 전해진 명령대로 단순히 반응하고 다시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사람은 자극을 받고 그 데이터를 가공하고 반응하

며 삶이 이어진다.   

이것은 마치 컴퓨터 본체, 모니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과 비슷한 기능을 한

다. 외부로부터 데이터가 수집되고 컴퓨터 본체로 보내져서 통합된다. 그렇게 통

합된 데이터는 단지 데이터일 뿐이다. 

본체만으로는 데이터가 입력되었는지 알 수 없다. 본체가 작동하는 전 과정을

보여주는 모니터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 사람이 모니

터에  표현된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하라고 명령하면 비로소 컴퓨

터는 해당 데이터를 가공한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개별기관을 통해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렇게 입력된 데이

터는 뇌에 통합된다. 뇌는 컴퓨터 본체에 해당한다. 이렇게 통합된 데이터는 모

니터를 통해 표현되고,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처리하라고 명령한다.

컴퓨터는 컴퓨터 본체, 모니터, 사람이 연결돼있거나 분리돼있지만 사람은 데

이터 수집, 통합, 저장, 표현,명령 기관이 일치돼있다2). 

2)  현 단계 뇌과학이나 의학에서는 사람마음을 컴퓨터 본체차원에서 이해하는 것 같다. 그래서 뇌나

신경전달물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차원에서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한계다. 뇌는 컴

퓨터 본체에 해당한다. 본체에 입력된 데이터를 표현하는 모니터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명

령하는 사람이 없으면 컴퓨터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차원에서 마음을 이

해한 것이 마치 사람마음에 대해 모든 것을 이해 한 것처럼 주장하고, 그들이 이해한 것 이외의 것

들을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과학자의 태도가 아니다. 신경전달물질은 단순한 화학물질일 뿐이다.

그것들이 결합하면 신경전달물질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란 신물질이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신

경전달물질에 대한 이해만으로 마음상태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부족하다.

마음구성

기본인자

4개

마음화학반응 마음물리특성

의식
(표면심)

무의식
(심층의식)

몸
신경조직 행동유형

몸 마음 행동

심리학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본체 모니터
사용자
편견, 
명령

➞
⇦

➞
⇦

⇦ 데이터 출력

데이터 입력 ➞

➞
⇦

➞
⇦

⇦ 데이터 출력

데이터 입력 ➞

뇌 마음거울 싸띠(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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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은 뇌작동으로 나온 뇌전기를 토대로 만들어진다. 마음모양은 뇌 생김새

를 따라 둥글게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변적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특정

한 형태로 고정돼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마음은 우주처럼 공간을 이

룬다. 

5) 마음구성인자

마음과학을 창시하고 싸띠수행을 만든 붇ㄷ하는 마음을 구성하는 기본인자를 4

개로 보았다. 4가지 마음구성 기본인자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마음공간에 데

이터를 입력해 저장, 회상, 결합, 가공, 느낌, 판단 등으로 서로 끊임없이 되먹임

하면서 작용하고 반응한다. 

전달물질차원에서 사고하고 답을 찾으려 하고, 심리학자들은 마음구성인자, 마

음화학반응, 마음물리특성 등은 무시하고 표면적인 현상(의식 또는 표면심)만 다

루려하고, 프로이트를 계승한 사람들은 표면심에 영향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 심

층의식(무의식)에 초점 둔다. 그러나 붇ㄷ하와 수행자들은 마음구성인자들이 결합

해 일으키는 마음화학반응 차원에서부터 마음을 이해하고 해결방법을 찾으려고

한다3).  

해당 과학자들은 자신이 이해한 차원에서 관련된 용어를 선택하고 적용한다.

붇ㄷ하는 마음을 개별구성인자들이 결합해 일으키는 화학차원에서 이해하고 그

차원에서 많은 용어를 사용해서 마음작용을 설명했다. 따라서 마음관리를 다루

는 불교경전은 마음화학차원에서 이해해야 제대로 그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4) 마음형태

뇌가 작동하면 생각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의식, 정신, 심리, 마음이

라 한다. 붇ㄷ하는 이것을 (citta, cetto, 心), 또는 마나쓰(manas, 意)라고 했

다. 이 두 단어를 섞어 쓰기도 하고 분리해 쓰기도 했다. 여기서는 마음[manas,

意ㆍcitta, 心]이라고 정의한다4). 

µß

3)  붇ㄷ하는 존재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런 관점은 마음에도 적용했다. 마음은

스스로 자정력과 자생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마음에 관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마

음이 건강하고 활기차면 스스로 필요한 답을 찾아 적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마음을 피곤하게 하

고 무기력하게 하는 마음오염원인 탐진치 3독심(貪嗔痴 三毒心)을 제거하면 마음은 스스로 필요한

답을 찾아내 사용한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마음을 다루었다. 이것은 자연과 비슷했다. 자연은 스

스로 자정력과 자생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자연을 가장 잘 보호하는 것은 자연에 인공적인 구조

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오염시키는 오염원만 제거하고 자연에게 맡겨두면 나머지는 자

연이 스스로 알아서 한다. 현대 심리학은 마음에 관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답을 찾기 위해 마

음속을 헤집고 다니거나 인공적인 방법을 적용해 답을 제시한다.

¡º

n

4)  마음작용 일반을 가리키는 마나스(manas, 意)는 마음작용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데이터를 반영

하는 거울기능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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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거울은 시각대상만 상을 맺지만 마음거울은 시각대상[rupa, 色], 청각대상

[sadda, 聲], 후각대상[gandha, 香], 미각대상[rasa, 味], 촉각대상[phassa, 觸], 기

억대상[dhamma, 法] 등 6감대상 전부 상을 맺는다. 

② 윈냐-나(vippana, 識, 마음거울에 맺힌 상)

마음구성인자 가운데 하나는 인식대상과 감각기관이 접촉하고, 그 접촉 데이

터가 마음거울에 반영돼 맺힌 상[vippana, 識]이다. 마음거울에 맺힌 상은 인식대

상이 직접 마음공간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 이미지만 입력되고 상이 맺힌다.  

마음거울에 데이터가 입력될 때 감각기관별로 입력되고 상도 감각기관별로 맺

는다. 붇ㄷ하는 감각기관을 6개(六根, 眼耳鼻舌身意), 인식대상을 6개(六境, 色聲

香味觸法), 인식대상과 감각기관이 결합한 데이터가 마음거울에 입력돼 맺는 상

을 6개(六識, 眼識 耳識 鼻識 舌識 身識 意識)로 범주를 나눠 구분했다.

인식대상(六境)              감각기관(六根)         반영 데이터(六識)

시각[rupa, 色] × 시각[cakkhu, 眼] → 시각[cakkhu vippana, 眼識] 

청각[sadda,  聲]   × 청각[sota, 耳] → 청각[sota vippana, 耳識]

후각[gandha, 香] × 후각[ghana, 鼻] → 후각[ghana vippana, 鼻識] 

미각[rasa, 味] × 미각[jivha, 舌] → 미각[jivha vippana, 舌識]

촉각[phassa, 觸] × 촉각[kaya, 身] → 촉각[kaya vippana, 身識]   

기억[dhamma, 法]× 기억[manas, 意] → 기억[manas vippana, 意識]

4가지 마음구성 기본인자들이 마음공간에서 다차원의 「마음화학반응, citta

chemical reactions」, 「마음물리특성, citta physical characteristics」, 사유과정

[vitakka, 尋, 가공], 정서과정[vedana, 受, 느낌], 행동과정[kamma, 業, 반응]으로

서로 되먹임하면서 발전하고 전개된다. 이런 마음작용은 막가파라에 들어 닙바-

나(nibbana, 涅槃, 寂滅)를 체험할 정도로 싸띠힘이 향상되면 스스로 자각

[adhigama, 證得]할 수 있다. 

붇ㄷ하가 마음을 보다 분명하고 세밀하게 정의하고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머리

로 이해한 것[vitakka, 思惟則]이 아니라, 막가파라에 들어 닙바-나를 체험하면

서 마음구성인자, 마음의 구조와 기능, 마음화학반응, 마음물리특성, 기억 구조

와 기능, 싸띠기능, 마음작용 등을 체험[abhippa, 經驗則]으로 정확하게 목격했기

때문이다5).

알아차림기능인 싸띠와 같은 일부 인자는 마음구성인자이면서 동시에 마음기

능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마음을 구성하는 기본인자는 다음과 같다. 

① 마나스(manas, 意, 마음거울)  

마음구성인자 가운데 하나는 인식대상과 감각기관이 접촉한 데이터가 입력되

는 대로 마음표면에 상을 맺게 하는 마음거울[manas, 意]이다. 마음거울은 마음

작용 전체[catta, 心]를 가리키는 개념으로도 사용한다6). 

5)  95% 이상의 불교개념은 인식대상이 마음거울에 반영돼 상을 맺고, 그것을 알아차림하고, 마음작

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대부분의 불교개념은 사유나 철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행

기술과 관련된 것들이다. 

불교경전은 암송으로 전승되다보니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단어를 사용해 내용을 압축했

다.  수행기술에 대한 세밀한 설명은 아-라-마에서 수행하면서 수행지도자로부터 배웠다. 수행과

관련된 개념은 그 속에 많은 수행기술이 함축돼있다.

6)  일반거울은 사물이 거울 표면에 상을 맺지만 마음거울은 인식대상만으로 상이 맺히지 않는다. 인

식대상과 감각기관이 접촉해 그 데이터를 마음거울에 투사할 때만 상이 맺힌다. 감각기관에 장애

를 가진 사람은 데이터를 마음거울에 상을 맺게 할 수 없다. 현 단계 과학은 6감 가운데 시청각 데

이터를 전파로 이동시켜 상을 맺는 기술까지 발달했다. 최근에는 마음공간에 저장된 기억이미지

이동기술이 시도되고 있다. 앞으로 발달될 기술은 후각, 미각, 촉각, 기억이미지 이동기술 등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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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핵심기능 가운데 하나다.

데이터가 마음공간에 저장될 때는 인식대상 자체가 입력되고 저장되지 않는

다. 마음거울에 이미지 형태로 맺힌 상(이미지=I)에 욕망계열, 분노계열, 편견계

열 등의 마음오염원[asava, 流漏, 貪嗔痴 三毒心]이 결합돼 저장된다. 이것이 기

억이미지(이미지Ⅱ)로 저장된다. 

입력된 데이터와 마음공간에 저장된 기억이미지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입력되는 데이터의 질량(힘, 무게, 에너지)이 결정된다. 이때 알아차림기능인 싸

띠가 주변수고 마음공간에 저장된 기억이미지는 종속변수다.  

마음공간에 입력된 데이터는 뇌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

뇌세포가 점진적으로 혹은 급격히 손상될 때는 기억이미지가 다른 뇌세포로 이

동해 저장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음이 무겁다는 것은 마음 전체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흡수해 질량

이 증가한 기억이미지가 마음공간에 하중을 가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오염됐다는 것은 기억이미지가 내뿜는 영향력에 마음공간이 노출된 것

을 말한다. 

마음을 맑힌다는 것 혹은 수행한다는 것은 마음공간에 있는 지나온 삶의 흔적

인 기억이미지가 흡수한 질량을 해체하는 것이다. 

④ 싸띠(sati, 念, 알아차림)

마음구성인자 가운데 하나는 마음작용 전 과정을 알아차림하는 기능인 싸띠

(sati, 念)다. 싸띠는 모든 마음작용을 알아차림하는 핵심기능을 한다8).  

7)  기억에 관한 다양한 가설이 주장되지만 현 단계에서 인류가 이해한 기억에 관한 정보는 매우 단편적

이다. 붇ㄷ하는 마음공간에 입력된 데이터(기억이미지)는 뇌나 마음작동이 멈추기 전까지는 소멸하

지 않는다고 보았다. 데이터 회상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면 데이터는 분명히 저장돼있지만 회상하

지 못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나 고문 등 특수상황에 직면하면 이전에 입력된 데이터가 순간

적으로 압축돼 회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부 치매환자는 뇌세포가 손상을 많이 입어 평소에는 과

거나 주변상황을 회상하지 못하다가 돌아가기 직전에 기억이 선명히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것은 한번 마음공간에 입력된 데이터는 소멸하지 않고 보존되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 저장공간에

이상이 생기면 그곳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켜 놓는 것으로 보인다. 마음공간에

저장된 데이터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미지 회상 프로그램의 작동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기억에 관한 연구는 기억세포의 손상뿐만 아니라 데이터 회상 프로그램의 작동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그러면 기억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거울과 거울에 맺힌 상이 서로 다르듯 마음거울과 마음거울에 맺힌 상 또한 다

른 존재다. 이 둘은 밀접히 관계 맺고 함께 움직이지만 서로 다르게 작동한다. 

붇ㄷ하는 마음거울(意)과 마음거울에 맺힌 상(識)을 두 과정으로 보았다. 의식은

한 과정이 아니라 의와 식의 두 과정이다. 

의와 식을 한 과정으로 보는지 두 과정으로 보는지에 따라 마음이해 수준과 차

원이 달라진다. 의와 식을 한 과정으로 이해하면 5감차원에서 마음을 이해한 것

이고 의와 식을 두 과정으로 보면 6감차원에서 이해한 것이다. 

이것은 차원의 문제다.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싸띠수행이 마음을 가장 수준 높

게 이해하고 유효하게 다룬 것은 바로 마음을 6감차원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붇ㄷ하의 천재성과 위대함은 바로 감각기관에서 6감과 싸띠기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용해 마음관리의 핵심기술인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을 개발했기 때문

이다7).  

③ 아눗싸띠(anussati, 記, 저장된 기억이미지)

마음구성인자 가운데 하나는 마음거울에 반영된 데이터를 마음공간에 저장한

기억이미지(anussati, 記憶)다. 입력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야말로 마음이 가

8)  일반거울은 사물을 비추는 기능만 있지만 마음은 표면에 상을 맺게 하는 기능과 맺힌 상을 자각하는

기능이 분리돼있다. 자동차는 움직이기만 하지만 사람은 움직이면서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한다. 

인식대상을 알아차림하는 싸띠기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해 수



반냐 3130 반냐

6) 발견자 붇ㄷ하

‘깨닫다’ 의 고대인도 pali 어가 bujjhati다. 이것의 완료형(명사)이 buddha(佛

陀, 覺者)다. 

이것이 한글로 음사해서 ‘부터’→‘부처’로 발전했다. 현대어로 번역하면 ‘발명

가’ 혹은 ‘발견자’ 로 번역하면 그 의미를 올바로 드러낼 수 있다9). 

흔히 붇ㄷ하는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도구

를 사용해 자유로운 삶, 청정한 삶, 행복한 삶, 공존하는 삶을 가능케 해주는 구체

적인 도구는 무엇이었을까? 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필요하다. 

① 6감의 발견자

고따마 씻ㄷ핫따는 사람의 감각기관 가운데 여섯 번째인 6감[manas, 意, 마음

거울]을 발견했고, 마음구성인자를 발견했고, 그 가운데 마음거울에 반영된 현상

을 알아차림하는 싸띠기능(sati, 念)의 중요성을 주목했고, 마음건강을 해치는 마

음오염원 해독제를 발견했고, 기억구조, 기억에너지 증감법칙, 마음에너지 증감

법칙 등을 발견했다. 

이런 것을 이용해 수많은 마음에 관한 여러 법칙과 기술을 개발했다. 이런 법

칙들을 발견하고 개발하기 위해 6~7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것을 6

년고행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이후 45년 동안 자신이 발견한 마음에 관한 제 법

알아차림기능인 싸띠는 마음다루는 핵심요소고 주변수다. 싸띠를 알고 마음다

루는 것과 모르고 다루는 것은 유효성에 차이가 크다. 싸띠를 올바르게 알고 마

음다룰 때 마음관리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기억이미지와 결합한 마음오염원을 제거하고 기억질량을 해체하는 도구가 싸

띠다. 싸띠에 힘을 심어주는 것이 싸마-ㄷ히(samadhi, 止, 定, 三昧)다. 싸띠가 망

치라면 싸마-ㄷ히는 망치에 가해지는 힘이다. 붇ㄷ하는 싸마-ㄷ히 힘(三昧力)을 키

우기 위해서는 싸띠힘(念力)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음이 피곤하거나 무기력하다고 할 때 마음 전체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알아

차림 기능인 싸띠가 피곤하고 무기력한 것이다. 

매 순간 접촉은 피할 수 없고 접촉 다음에 마음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싸띠수준에 따라 그것을 자각하기도 하고 모르고 지나기도 한다. 자각하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체

험한 것을 스스로 알아차림하는 것이다.   

싸띠가 집중되는 곳으로 뇌파도 함께 집중된다. 이것을 텔레파시라고 한다. 텔

레파시에 마음이 실려 인연있는 사람에게 전달된다. 싸띠힘의 크기에 따라 텔레

파시 힘도 함께 커진다.

싸띠가 집중되는 곳으로 마음공간에 저장된 기억이미지가 함께 집중된다. 기

억이미지가 집중되는 양과 질에 따라 존재를 가공하고 느끼는 힘도 같이 커진다.

그때 기억이미지에 결합해있는 마음오염원이 해체된다. 

준이 크게 다르다. 붇ㄷ하는 자각기능을 싸띠(sati)라고 했고 한문으로 염(念)으로 번역했다. 싸띠는

기억하다(memory)는 의미도 있지만 붇ㄷ하는 이것을 알아차림[awake, 自覺]으로 사용했다. 8정도

(八正道)의 정념(samma sati, 正念)은 ‘올바른 기억’이 아닌 ‘정확한 알아차림’ 으로 번역해야 한

다. 알아차림기능인 싸띠(sati, 念)를 기억으로 번역한 것과 힌두교 창조신 ㅂ라ㅎ마(Brahma, 梵) 신

의 분신인 atta(sk. atman, 我)를 자아나 영혼으로 번역한 것이 불교번역사의 가장 큰 오역이다.

9)  토마스 알바 에디슨(Thomas Alva Edison, 1847~1931)은 많은 기계를 발명했다. 그는 전기시대를

여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1,093개의 특허를 얻어 세계기록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의 공업용 실험실을 세웠다. 마음영역에는 고대인도에 태어난 붇ㄷ하가 가장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가 개발한 싸띠수행을 계승한 사람들이 불교교단을 만들었다. 불교는 종교

가 아니라 싸띠수행자들이 만든 자발적인 수행공동체다.



반냐 3332 반냐

(BCE, 566~486)와 현대 서구인이고 정신분석학을 창시한 지그문트 프로이트

(sigmund Freud, 1856~1939)다10). 

붇ㄷ하는 마음구성인자를 규명하고, 그 가운데 마음공간에 저장된 기억이미지

와 마음거울에 반영된 상을 알아차림하는 기능인 싸띠를 핵심기능으로 보았다. 

10)  그를 부정하든 긍정하든 마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피해갈 수 없다. 그는 거칠기는 했지만 서구인으

로는 최초로 마음구성인자와 마음구조를 설명하고, 성장단계에 따라 형성된 성격특성을 규정하고,

그 틀에 맞춰 마음상태와 행동유형을 설명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로이트는 마음구성인자를 이드(id, 原欲), 에고(ego, 自我), 슈퍼에고(superego, 超自我)의 3가

지로 보았다. 그는 마음원판을 이드라 했고, 이것이 마음에너지의 원천이며 그 핵심은 성 에너지

(rivido, 性)로 보았다. 마음원판인 이드에 자극을 가하면 에너지가 할성화돼 지향점을 갖는다. 마

음에너지가 자극으로 활성화되면 마음상태가 불편하고 안정되면 마음상태가 평화롭다. 마음에서

발화된 에너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주면 원 위치해 고요해진다. 이때 제공되는 것은 반드

시 물질이어야 한다. 이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 제공하는 기능이 에고다. 에고는 삶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핵심기능이다. 

활성화된 에너지가 원하는 것을 에고가 찾는 과정에서 자신이 살아오면서 형성시킨 편견, 선입

관, 가치관 등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때 그것을 통제하는 기능이 슈퍼에고다. 슈퍼에고는 윤리도덕

적 기능을 담당한다. 슈퍼에고는 에고를 억압하는 기능을 한다. 프로이트는 슈퍼에고가 에고에 가

한 압력을 제거하면 마음은 억압상태를 벗어나 원래상태로 돌아간다고 보았다. 이때 지나치게 에

고를 억압하면 풍선효과가 나타난다. 풍선의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지듯 어떤 것을 억압

하면 다른 쪽으로 힘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프로이트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물리적으로 억누르면 그것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

은 곳으로 가라앉고 다른 방향으로 표출된다고 보았다. 해소되지 않고 억눌린 삶의 흔적은 큰 에너

지를 가지고 의식 깊은 곳에 무의식상태(기억이미지)로 저장됐다가 다른 마음현상에 영향 미치는

데 이것을 콤플렉스라고 한다. 이때 무의식상태에 있던 에너지 뭉침을 자각할 수 있는 의식상태로

돌출시키면 기억이미지가 흡수한 에너지가 해체되고 마음이 안정된다고 보았다. 

슈퍼에고에 의해 억압된 에고는 마음표면에 잘 나타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무의식상태로 잠

재됐다가 잠잘 때 꿈의 형태로 마음표면에 등장한다. 따라서 꿈을 분석하면 마음 깊은 곳에 존재한

억압상태를 알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이 꿈의 해석이다. 마음표면에 떠오른 생각들을 세밀히 분석

해도 억압기제를 알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이 자유연상이다. 꿈의 해석과 자유연상은 프로이트 정

신치료의 두 축이다.  

칙과 기술들을 더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실험과 임상실습을 했

다. 그래서 고따마 씻ㄷ핫따는 스스로 ‘발견자’ 란 칭호를 붙였는데, 그것이 바로

‘붇ㄷ하(buddha, 佛陀, 覺者)’ 였다. 

감각기관을 5감으로 설명하는 것과, 의(意)를 포함해 6감으로 설명하는 것은

마음이해 차원을 달리한다. 불교철학과 싸띠수행이 사용하는 풍부하고 세밀한

개념은 바로 감각기관을 6감(六境, 六根, 六識)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5감은 몸

은 설명할 수 있지만 마음은 설명은 할 수 없다. 감각기관을 6개로 이해한 6감이

라야 비로소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자세하고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다. 붇ㄷ하가

경전에서 6경(六境), 6근(六根), 6식(六識) 등을 반복해 말한 것도 사람의 감각기

관이 6개란 사실을 설명한 것이다. 붇ㄷ하는 이것이 마음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

소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관리 매뉴얼이자 수행기술 매뉴얼인 경전에서 누

차 반복해 설명했다.        

이것이 붇ㄷ하가 발견한 큰 업적 가운데 하나다. 의학, 정신분석학, 심리학, 상

담학 등이 한계를 가진 근본이유 가운데 하나가 마음을 5감으로 이해한데 기인한

다. 불교철학과 싸띠수행이 사용하는 정확하고 세밀한 묘사는 바로 감각기관을 6

감으로 분류한 데서 출발한다. 이것은 차원의 문제다. 

오늘날 마음 다루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 가운데 하나

가 마음을 5감 차원에서 다룬다는 점이다. 마음은 6감 차원에서 다뤄야 제대로

다룰 수 있다. 마음을 5감 차원으로 환원해 이해하면 한계가 많고 제대로 설명되

지도 않을 뿐더러 마음에 관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인류역사상 감각기관을 6개로 이해하고 설명한 사람은 붇ㄷ하가 최초다.

② 마음구성인자 발견자

이제까지 인류역사상 마음구성인자에 관해 말한 사람은 단 두사람이다. 고대

인도출신이고  싸띠수행과 불교를 창시하고 훗날 붇ㄷ하로 알려진 고따마 씻ㄷ핫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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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영향을 받고 경직되고 수축된다. 그렇게 되면 신경조직이 하는 고유기능

인 전기작용, 통신작용, 화학작용이 이상을 일으키고 면역체계가 붕괴되고 외부

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기제가 무너진다. 그러면 몸과 마음은 무방

비적인 상태로 노출되고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 매카니즘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스트레스를 덜 받으라고 주문한

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은 없

다. 단지 스트레스 받지 말라거나 해소하라고만 주문한다. 

보물섬을 찾거나 로또에 당첨되면 운수대통한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

게 보물섬에 가는지에 대한 지도는 제시하지 않고 단지 보물섬을 찾기만 하면 운

수대통한다고만 말한다. 

이것은 현대의학이나 심리학이 뇌과학 차원에서 마음을 이해한 결과이자 수준

이다. 마음은 마음과학차원에서 이해해야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③ 스트레스 메카니즘 발견자

마음공간에 저장된 기억이미지가 마음오염원을 많이 흡수해 질량이 증가하면

마음공간에 하중을 많이 준다. 이것을 press라고 한다. 그렇게 가해지는 압력에

대항하는 힘을 스트레스(stress)라고 한다. 마음공간에 가해지는 하중이 클수록

그것을 견디는 스트레스는 높아진다. 

기억이미지와 결합한 욕망과 이기심(raga, 貪心), 분노와 적대감, 원망과 서운

함(dosa, 嗔心), 편견과 선입관, 특정한 가치관(moha, 痴心) 등의 마음오염원이

기억이미지와 결합해 마음오염원을 많이 결합할수록 마음공간에 가해지는 하중

은 증가하고, 그 하중을 견디기 위해 마음은 다른 인체기관으로부터 에너지를 기

져와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해당 기관은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

으킨다. 그러면 몸과 마음은 치명적으로 타격받는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위장에서 사용할 에너지를

마음공간에 가해지는 욕망이나 분노가 주는 하중을 견디기 위해 사용했기 때문

이다. 이것은 마치 음식을 먹고 나면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 위장으로 피가 몰리

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현대병의 대부분은 스트레스에 기인하거나 심인성이라고 한다.

마음공간에 하중이 가해지면 마음을 만든 기계인 뇌를 중심으로 한 인체 신경

프로이트는 신체성장 단계에 따라 성격도 발달한다고 보았다. 그는 사람의 일생을 5단계로 나누고

5~6세 이전에 형성된 것들에 의해 이후 삶이 지대하게 영향 받는다고 주장했다  

프로이트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가 주장한 이론이 조잡한 상상력이라 주장한다. 그를 지지하는 쪽

에서는 획기적 과학이라 전폭적 신뢰를 보낸다. 프로이트가 설명한 마음과 성격에 대한 이론의 참 거

짓을 떠나 서구인 최초로 마음구성인자와 마음구조에 대해 나름대로 설명했다는 점이다. 

프로이트는 자신이 체계화시킨 정신분석이론에 맞춰 마음작용과 행동유형을 설명했다. 프로이트는

정신 이상자로 알려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음을 분석했다. 6명이란 제한된 사람들에 대한 임상실험

자료를 일반인에게 적용시켰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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붇ㄷ하는 위 도표에서 알 수 있듯 마음과학 차원에서 마음을 이해하고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붇ㄷ하는 기억이미지와 결합해 있는 욕망계열, 분노계열, 편

견계열 등의 마음오염원을 해체해, 기억이미지가 마음공간에 가하는 하중을 감

소시키면 스트레스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고 보았다. 기억이미지와 결합한

마음오염원을 해체하는 도구가 바로 알아차림기능인 싸띠다.      

싸띠수행은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현대병 대부분은 스트레스

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스트레스 해소에 효능이 좋은 싸띠수행을 도입해 사용하

면 병치료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④ 싸띠기능 발견자 

붇ㄷ하는 6감의 발견 못지않게 중요한 발견이 바로 존재를 알아차림하는 기능인

싸띠를 발견한 것이다. 

이 기능의 발견으로 인해 비로소 마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스트레스

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 수 있었고, 이 기능을 활용해 마음에너지 보충기

술과 기억에너지 해체에 관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다. 싸띠기능의 발견은 인류

역사에 의미 있는 발견 가운데 하나다. 

⑤ 마음오염원 해독제 발견

마음공간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인 탐진치 3독심을 해독하는 해독제가 바로 빤

냐-(pappa, 般若, 慧)다. 붇ㄷ하는 보리수 아래서 이 해독제를 발견했다. 이것을

발견하고서 비로소 마음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도구를 가질 수 있었다. 

빤냐-는 알아차림기능인 싸띠와 싸띠집중 기능인 싸마-ㄷ히(samadhi, 止, 定,

三昧)를 먹고 성장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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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알아차림기능인 싸띠가 인식대상에 밀착 고정되는 것을 싸띠집중 또는 싸마-ㄷ히라 한다. 싸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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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트는 마음원판인 이드가 에너지 원천이라고 보았다. 그는 데이터가 마

음거울에 반영된 순간 에너지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활성화된 에너

지(욕망)는 반드시 물질을 제공받아야 안정되는데, 활성화된 에너지가 필요로 하

는 물질을 제공하는 것이 에고다. 에고는 활성화된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 물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제까지 학습한 가치관과 상반된 것을 취할 경우가

있는데 이런 에고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슈퍼에고다13).  

7) 붇ㄷ하·프로이트·유식

붇ㄷ하, 프로이트, 유식에서 마음을 이해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12). 

인식대상이 마음거울에 반영된 것을 알아차림하는 것이고 싸띠가 알아차림한 인식대상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싸띠집중 또는 싸마-ㄷ히다. 흔히 마음집중이라 하는데 이것은 거친 번역이다.

마음이 통째로 특정한 인식대상으로 집중된 것이 아니다. 마음구성인자들 가운데 알아차림기능인

싸띠만 인식대상으로 집중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집중을 싸띠집중으로 새롭게 정의한다.

12)  붇ㄷ하의 마음이해와 관리방식은 간단하다. 붇ㄷ하는 뇌신경조직, 신경전달물질, 뇌작동으로 발생한

뇌전기, 뇌전기작용 결과물인 마음사이버 작용(마음작용), 마음구성인자. 마음화학반응, 마음물리

특성, 행동유형 등은 서로 밀접히 연관돼있고, 각기 차원과 특성이 다르게 작동한다고 보았다. 붇

ㄷ하는 마음은 마음구성인자가 결합해 마음화학반응을 일으키고 사유과정이나 정서과정과 같은 마

음물리특성으로 전개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룰 때는 마음작동의 원리와 특성에

기초해 다뤄야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일반물질은 화학반응과 물리특성이 어느 정도 구별되지만, 마음은 4가지 마음구성 기본인자들

이 중중첩첩 결합해 일으키는 마음화학반응과 마음물리특성을 구분하기가 까다롭고 미묘하다. 마

음을 다룰 때는 사유과정과 정서과정처럼 마음작용만 다루면 잘 다뤄지지 않는다. 마음은 4가지

마음구성 기본인자들이 결합해 전개되는 초기단계인 마음화학반응 차원에서부터 다뤄야 마음작

용이나 행동유형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

붇ㄷ하는 몸, 마음, 행동, 삶 모두 중시했다. 그 가운데 행복으로 가는 길은 마음구성인자 가운데

알아차림기능인 싸띠가 주변수라고 보았다. 붇ㄷ하는 싸띠가 뇌신경계, 심혈관계, 내분비계, 소화

기계, 호흡계, 면역계, 마음작용, 행동유형, 삶 전체에 많은 영향 미친다고 보았다. 몸이나 행동이

마음작용에 영향 미치지만 싸띠강화와 마음건강에는 아주 적게 영향 미친다고 보았다. 

뇌를 마취시켜 마음 다루는 것은 마음작용을 일시적으로 마취시켜 통제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근

원처방은 아니다. 마취효과가 끝나고 마음이 다시 그 같은 상황에 놓이면 동일한 마음상태가 반복

된다. 상담학이나 프로이트 정신분석학도 마찬가지다. 말이나 행동으로 거친 마음상태를 일시적

으로 통제할 수는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싸띠기능을 강화시켜 놓지 않은 상태서는 언제든지 같

은 상황이 반복된다. 

붇ㄷ하는 알아차림기능인 싸띠를 마음을 다루는 핵심으로 보았다. 싸띠기능은 마음작용 전체에

크게 영향 미친다. 싸띠기능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마음에 관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붇ㄷ하 기본생각이었다. 

붇ㄷ하 프로이트 유식비교

세계관 연기론 유물론 관념론

비결정세계관 결정세계관   윤회세계관

창조 신 부정 부정 인정

감각기관 6감 5감 6감변형

마음구성 단층 입체구조 단층 입체구조 3층 입체구조

마음구성인자 4개 3개 다수

마음에너지 원천 태어날 때 태어날 때 태어날 때

마음에너지 

이전 주체
anussati(기억이미지) id(마음원판, 원욕) alaya(識)

마음에너지 
이전구조

마음에너지 뭉침

마음변화 도구 싸띠수행 꿈해석, 자유연상 수행

이미지가 입력되고
기억이미지와 결합
할 때

외부자극으로 이드
가 활성화될 때 에고
에 에너지가 이전됨

7식을 통과할 때

기억이미지와 결합
한 마음오염원

무의식공간에 저장
된 억압된 기억

7식에 학습된 공간
과 8식에 저장된 유
식(기억이미지)

13)  자신의 일기장에 적혀있는 것이 사실이고 진실일 수 만은 없다. 내 일기장에 특정한 사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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붇ㄷ하는 마음원판인 마음거울이나 마음거울에 맺힌 상은 자체 에너지만 있고,

마음공간에 저장된 기억이미지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마음공간에 새

로 들어오는 데이터(이미지)와 결합하면서 에너지가 이전된다고 보았다. 싸띠가

강하면 새로 입력되는 데이터와 이미 마음공간에 입력돼있는  기억이미지의 결

합을 방해하고 에너지 이전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14).     

프로이트는 슈퍼에고에 의해 억압된 에너지는 다른 방향으로 분출된다고 보았

다. 붇ㄷ하는 마음공간에 존재하는 기억이미지가 가진 질량이 총체적으로 삶에 영

향 미친다고 보았다. 

프로이트는 억압된 에너지를 말로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고, 붇ㄷ하는 싸띠와

싸마-ㄷ히로 기억질량을 해체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마음의 이해와 기술의 차이는 프로이트는 마음을 5감으로 이해했고

붇ㄷ하는 6감으로 이해한 것에 기인한다.      

프로이트와 붇ㄷ하는 비슷한 생각을 했다. 둘 다 기억이미지가 다른 데이터(마

음공간에 새로 입력되는 이미지, 저장된 기억이미지)에 간섭하면서 데이터에 대

한 해석이 달라지고 삶이 왜곡된다고 보았다. 

프로이트는 큰 기억질량을 무의식(콤플렉스)이라 했고 붇ㄷ하는 업장(kamma

avarana, 業障)이라고 했다. 프로이트는 대화나 꿈의 해석으로 기억질량을 찾아

내 억압을 해체시키면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것을 환자 치료과정에서 발견했다.

이 이론에 기초해 서양에서 심리치료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붇ㄷ하는 싸띠힘이 커

지면 그 압력으로 마음 깊이 가라앉은 큰 질량을 가진 기억이미지들이 마음표면

으로 떠오른다는 것을 수행과정에서 발견했다. 이때 그것들을 싸띠와 싸마-ㄷ히

힘으로 해체시키면 그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보았다15). 

붇ㄷ하는 마음을 정화하고 치료하는데 싸띠수행을 즐겨 사용했다. 프로이트는

비정상인을 대상으로 마음을 분석했고 붇ㄷ하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마음을 이해

했다. 프로이트는 치료가 목적이고 붇ㄷ하는 건강한 마음과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

목적이었다.      

유식(vijpapti matrata, 唯識)은 붇ㄷ하가 이해한 마음을 3층구조로 이해했다. 붇

ㄷ하는 마음을 6식 차원서 단층 입체구조로 이해했다. 그것은 몸이 죽으면 마음도

함께 소멸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평가한 것이  객관적이고 올바르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사회적 실천으로 검증해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나 권위를 내세우며 자기의 일기장, 이슬람 코란, 크리스트교 성경, 힌두교

웨다, 유교경전, 불교경전 등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짜 코미디다. 참으로 재미

있는 일이다.

14)  꿈의 해몽과 해석의 차이는 무엇일까? 꿈의 해몽은 꿈이 미래를 예지한다고 본 동양식 사고방식

이다. 꿈은 사람들이 앞으로 직면할 미래세계를 미리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꿈을 잘 해몽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꿈을 분석하고 해석한 것은 꿈은 어린 시절 억압된 의식이 마음표면

에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잘 해석하면 문제의 뿌리를 발견하고 해결 할 수 있다고 본 서구 프

로이트의 관점이다. 꿈의 해석은 꿈이 과거를 반영한다고 본 프로이트식 사고방식이다.  

동일한 현상을 두고 다른 해석이 가능한가? 하나는 미신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이란 주장은 곤란

하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답이 없거나 주장에 뭔가 문제 있다는 다른 표현이다. 존재는 존재할 뿐

인데 존재에 자신이 가진 색깔을 덧칠하고 다양한 주장과 해석을 한다. 사람이 어떤 견해를 갖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고 무지

다. 붇ㄷ하는 존재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누구든 어떤 현상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경험

이다. 단지 자신이 경험한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는 별개문제다. 해당 현상을 최대한 객관화시키

고 현상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붇ㄷ하 생각이다. 

15)  프로이트를 가장 잘 이해하고 활용해 상업화시킨 것은 심리학이나 상담학이 아니라 예술계다. 그

선두에 헐리우드로 대표되는 영화산업이 있다. 이전에는 대중들의 감각을 자극할만한 영화를 만들

어도 왜 그런 영화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할 수 없이 대개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나

상상력에 의존했다. 그런데 어린 시절 경험, 특히 억압된 성 에너지가 이후 삶에 영향을 미치며 삶

을 왜곡한다는 이론은 예술가들, 특히 허리우드 영화산업에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했다. 수

많은 작가와 감독들이 프로이트 이론에 따라 영화를 만들고 비평가들은 프로이드 관점에서 작품을

평가했다. 그 이론의 참거짓을 논하기도 전에 대중들은 자신도 모르게 프로이트 이론의 소비자로

길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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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중하게 마음에 새겨라(如法受持分)  

한문원문  [Kumarajava, 鳩摩羅什, 343~414]

爾時 須菩提 白佛言 世尊 當 何名此經 我等 云何奉持 佛告須菩提 是經

名爲金剛般若波羅密 以是名字 汝當奉持 所以者何 須菩提 佛說般若波羅密

卽非般若波羅密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有所說法不 須菩提 白佛言 世尊 如

來無所說 須菩提 於意云何 三千大千世界 所有微塵  是爲多不  須菩提言

甚多 世尊 須菩提  諸微塵 如來說 非微塵 是名微塵 如來說世界  非世界

是名世界 須菩提 於意云何 可以三十二相  見如來不 不也  世尊 不可以三

十二相 得見如來 何以故 如來說三十二相 卽是非相 是名三十二相 須菩提

若有善男子 善女人 以恒河沙等身命布施 若復有人 於此經中 乃至 受持四

句偈等 爲他人說 其福甚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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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13. How this Teaching should be Received and Retained

at that time subhuti addressed buddha, saying World- honoured one, by what

name should this course be known, and how should we receive and retain it? 

경전읽기Ⅱ 대승경전

ㅂ힉쿠 붇ㄷ하빠-라 buddhapala@hotmail.com

금강경 특강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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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식은 윤회의 주체를 설정했기 때문에 6식은 표면심이고 외부 데이터 인식기

능만 있다고 설정했다. 그렇게 6식[citta, 心]에 반영된 데이터는 7식[manas, 末

羅識]에서 가공되고 8식[alaya, 阿賴耶識, 藏識]에 다시 반영돼 저장되며 회상되

고 다음 생으로 이전된다. 7식을 통과하면서 가공된 데이터가 8식의 표면에 반영

된 것을 8식이 알아차림한다고 보았다. 

붇ㄷ하는 6식의 4가지 마음구성 기본인자 가운데 하나인 싸띠를 강화시키면 마

음화학반응 차원에서 마음작용을 통제하고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보았

다. 유식은 구체적으로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한다는 방법론이 없다. 그래서 수

행시간을 수 억겁으로 길게 잡았다. 이것은 유식이 힌두교 윤회설을 차용했기 때

문이다. 그래서 유식은 필연적으로 점교(漸敎)고 화엄철학과 연결된다. 나중에

수행을 강조한 선(禪)에서 지금 이 생에서 아라한뜨 막가파라를 성취하고 수행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돈교(頓敎)다16). <계속>

16)  점돈논쟁은 수행불교와 유식과 화엄의 이론투쟁이었다, 이것이 수행불교의 승리로 끝나고 난 후

다시 수행불교 내부에서 노선투쟁으로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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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번역

이때 쑤ㅂ후-띠(subhuti, 須菩利, 善現 )가 ㅂ하가봐(薄伽梵, 世尊)께 여쭈었다.

쑤ㅂ후-띠:

ㅂ하가봐(bhagava, 世尊)시여! 

이 경전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하고 저희들은 이 경전을 어떻게 마음에 새겨

(atthara, 受持)야 합니까?

ㅂ하가봐:

ㅂ하가봐가 말했다. 이 경전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金剛般若波羅密經)이라고 한

다. 이 이름을 너희들은 마땅히 받들어 모셔야 한다.  그 이유는 

쑤ㅂ후-띠여! 

붇ㄷ하가 설한 반야바라밀은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이다. 

쑤ㅂ후-띠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따타-가따(Tathagata, 如來)가 설한 법이 존재하는가 존재

하지 않는가? 

쑤ㅂ후-띠:

쑤ㅂ후-띠가 대답했다. ㅂ하가봐시여! 따타-가따가 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단

지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이름을 붙이자면 그런 것

이지 실제로 이름이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ㅂ하가봐:

ㅂ하가봐가 물었다. 

쑤ㅂ후-띠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삼천대천세계에 먼지들이 많이 존재하는가? 

Buddha answered : 

subhuti, this Discourse should be known as “The Diamond of the Perfection of

Transcendental Wisdom” thus should you receive and retain it. subhuti, what is

the reason herein? according to the buddha-teaching the Perfection of

Transcendental Wisdom is not really such. “Perfection of Transcendental

Wisdom” is just the name given to it. subhuti, what do you think? Has the

Tathagata a teaching to enunciate?

Subhuti, replied to Buddha : 

World-honoured One, the Tathagata has nothing to teach.

subhuti, what do you think? Would there be many molecules in(the composition

of) three thousand of galaxies of worlds? 

Subhuti said : 

Many, indeed, World-honoured One!

subhuti, the Tathagata declares that all these molecules are not really such ; they

are called “molecules.” (Furthermore,)the Tathagata declares that a world is not

really a world ; it is called “a world.”

subhuti, what do you think? May the Tathagata be perceived by the thirty-two

physical peculiarities (of an outstanding sage)?

No, World-honoured one, the Tathagata may not be perceived by these thirty-

two marks. Wherefore? because the Tathagata has explained that the thirty-two

marks not really such ; they are called “the thirty-two marks.”

subhuti, if on the one hand a good man or a good woman sacrifices as many

lives as the sand-grains of the Gange, and on the other hand anyone receives and

retains even only four lines of this Discourse, and teaches and explains them to

others, the merit of the latter will be the gr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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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相 是故 如來說名實相 世尊 我今得聞如是經典 信解受持  不足爲難  若當

來世 後五百歲  其有衆生 得聞是經 信解受持 是人 卽爲第一希有 何以故  此

人 無我相 人相 衆生相 壽者相  所以者何 我相 卽是非相 人相 衆生相 壽者

相  卽是非相 何以故 離一切諸相 卽名諸佛 佛告 須菩提  如是如是  若復有

人 得聞是經 不驚 不怖 不畏 當知 是人 甚爲希有 何以故  須菩提  如來說 第

一波羅密 卽非第一波羅密  是名第一波羅密  須菩提  忍辱波羅密  如來說 非

忍辱波羅密 何以故 須菩提 如我昔爲歌利王 割截身體  我於爾時 無我相 無

人相  無衆生相  無壽者相 何以故  我於往昔 節節支解時 若有我相 人相  衆

生相  壽者相 應生瞋恨 須菩提 又念 過去於五百世 作忍辱仙人 於以所世  無

我相  無人相  無衆生相 無壽者相 是故 須菩提 菩薩 應離一切相  發阿?E多羅

三三菩提心 不應住色生心 不應住聲香味觸法生心 應生無所住心 若心有住

卽爲非住 是故 佛說菩薩心 不應住色布施 須菩提  菩薩  爲利益  一切衆生

應如是布施 如來說  一切諸相  卽是

非相 又說一切衆生  卽非衆生 須菩提  如來 是眞語者 實語者 如語者 不??

語者 不異語者 須菩提  如來所得法 此法 無實無虛 須菩提  若菩薩  心住於

法  而行布施 如人入闇  卽無所見  若菩薩 心不住法  而行布施  如人有目 日

光明照  見種種色  須菩提  當來之世  若有 善男子 善女人 能於此經 受持讀

誦 則爲如來以佛 智慧 悉知是人 悉見是人 皆得成就無量無邊功德.

영어번역

Section 14. Perfect Peace Lies in Freedom from Characteristic Distinctions

Upon the occasion of hearing this Discourse subhuti had an interior realization of

its meaning and was moved to tears. Whereupon he addressed buddha thus : It is a

most precious thing, World-honoured One, that you should deliver this supremely

profound Discourse. Never have I heard such an exposition since of old my eye of

wisdom first opened. World-honoured One, if anyone listens to this Discourse in

faith with pure, lucid mind, he will thereupon conceive an idea of Fundamental

쑤ㅂ후-띠:

쑤ㅂ후-띠가 대답했다. ㅂ하가봐시여! 아주 많습니다.

ㅂ하가봐:

ㅂ하가봐가 물었다. 

쑤ㅂ후-띠여! 

따타-가따가 설한 작은 먼지는 작은 먼지가 아니며 단지 이름이 작은 먼지다. 또 따

타-가따가 설한 세계는 세계가 아니며 그 이름이 세계다. 

쑤ㅂ후-띠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32상(32相)으로 따타-가따를 볼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쑤ㅂ후-띠:

ㅂ하가봐시여! 

볼 수 없습니다. 32상으로는 ㅂ하가봐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따타-가따가 설한

32상은 32상이 아닙니다. 단지 이름이 32상일뿐입니다. 

쑤ㅂ후-띠여! 

만일 좋은 가문의 아들딸들이 간가-(Ganga, 恒河, 天堂來) 강 모래알만큼 자신의 목

숨을 타인을 위해 다-나(dana, 檀越, 布施)를 하는 것 보다 이 경전에 나오는 4구게(四

句偈)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주는 복덕이 훨씬 더 크다.

14) 형식을 초월해야 막가파라에 들어 닙바-나를 성취할 수 있다
( 離相寂滅分)   

한문원문

爾時  須菩提  聞說是經  深解義趣  涕淚悲泣  而白佛言  希有 世尊 佛說

如是甚深經典 我從昔來  所得慧眼  未曾得聞  如是之經  世尊 若復有人 得聞

是經 身心淸淨  卽生實相 當知 是人 成就第一希有功德 世尊 是實相者 卽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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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mation of Incomparable Enlightenment by not allowing the mind to depend

upon notions evoked by the sensible world°™by not allowing the mind to depend

upon notions evoked by sounds, odours, flavours, touch-contacts or any qualities.

The mind should be kept independent of any thought which arise within it. If the

mind depends upon anything it has no sure haven. This is why buddha teaches that

the mind of a bodhisattva should not accept the appearances of things as a basis

when exercising charity. subhuti, as bodhisattvas practise charity for the welfare of

all living beings they should do it in this manner. Just as the Tathagata declares that

characteristics are not characteristics, so He declares that all living beings are not,

in fact, living beings.

subhuti, the Tathagata is He who declares that which is true ; He who declares

that which is fundamental ; He who declares that which is ultimate. He does not

declare that which is deceitful, nor that which is monstrous. subhuti, that Truth to

which the Tathagata has attained is neither real nor unreal.

subhuti, if a bodhisattva practises charity with mind attached to formal notions he

is like unto a man groping sightless in the gloom ; but a bodhisattva who practises

charity with mind detached from any formal notions is like unto a man with open

eyes in the radiant glory of the morning, to whom all kinds of objects are clearly

visible. 

subhuti, if there be good men and good women in future ages, able to receive,

read and recite this Discourse in its entirety, the Tathagata will clearly perceive and

recognize them by means of His buddha-knowledge; and each one of them will

bring immeasurable and incalculable merit to fruition. 

한글번역

이때 쑤ㅂ후-띠 존자는 ㅂ하가봐로부터 이 경전에 담긴 깊은 의미를 듣고 감동의 눈

물을 흘리면서 ㅂ하가봐께 말했다.

Reality. We should know that such an one establishes the most remarkable virtue.

World-honoured One, such an idea of Fundamental Reality is not, in fact, a

distinctive idea ; therefore the Tathagata teaches : “Idea of Fundamental Reality” is

merely a name.

World-honoured One, having listened to this Discourse, I receive and retain it

with faith and understanding. This is not difficult for me, but in ages to come°™in

the five hundred years, if there be men coming to hear Discourse who receive and

retain it with faith and understanding, they will be persons of remarkable

achievement. Wherefore? because they will be free from the idea of separated

individuality. and why? because the distinguishing of an ego-entity is erroneous.

Likewise the distinguishing of a personality, or a being, or a separated individuality

is erroneous. Consequently those who have left behind every phenomenal

distinction are called buddhas all.

Buddha said to Subhuti : 

Just as you say! If anyone listens to this Discourse and is neither filled with alarm

nor awe nor dread, be it known that such an one is of remarkable achievement.

Wherefore? because, subhuti, the Tathagata teaches that the First Perfection (the

Perfection of Charity)is not, in fact, the First Perfection : such is merely a name.

subhuti, the Tathagata teaches likewise that the Perfection of Patience is not the

Perfection of Patience : such is merely a name. Why so? It is shown thus, subhuti :

When the Rajah of Kalinga mutilated my body, I was at that time free from the idea

of an ego-entity, a personality, a being, and a separated individuality. Wherefore?

because then when my limbs were cut away piece by piece, had I been bound by

the distinctions aforesaid, feelings of anger and hatred would have been aroused

within me. subhuti, I remember hat long ago, sometime during my last past five

hundred mortal lives, I was an ascetic practising patience. Even then was I free from

those distinctions of separated selfhood. Therefore, subhuti, bodhisattvas should

leave behind all phenomenal distinctions and awaken the though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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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욕바라밀은 실재는 인욕바라밀이 아니다. 왜냐하면 

쑤ㅂ후-띠여! 

옛날 가리왕(Kalioga, 歌利王)이 내 몸을 갈갈이 찢었을 때, 나에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형식에 집착하는 마음이)없었다. 왜냐하면 내 몸을 찢을 때, 만일

내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나는 가리왕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원한을 품었을 것이다.

쑤ㅂ후-띠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과거 5백생 동안 인욕바라밀을 수행할 때, 아상, 인

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지 않았다. 

쑤ㅂ후-띠여! 

(bodhisatta, 菩薩乘)가 무상정자각(無上正自覺)을 성취하려는 마음을

낼 때는 모든 형식을 초월해야 하며, 시각대상(色)에 기초하지 않고 마음을 일으키고

(행동해야 하고), 청각대상(聲), 후각대상(香), 미각대상(味), 촉각대상(觸), 인식대상

(法)에 기초하지 않고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일체의 형식에 기초하지 않고 그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그렇다고 해도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 특정한 행동을 할 때

는 ) 마음을 어떤 특정한 형식에 기초해 (행동하지만) 그 내용은 형식에 기초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붇ㄷ하는 시각대상에 기초하지 않고 다-나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쑤ㅂ후-띠여! 

가 일체 중생을 이익 되게 하려면 마땅히 이와 같이 다-나를 행해야 한

다. 따타-가따는 일체 모든 형식은 형식이 아니라고 말한다.  또 일체 모든 중생은 중

생이 아니라고 말했다(단지 그 이름이 보시고 중생일 뿐이다). 

쑤ㅂ후-띠여! 

따타-가따는 진실만을 말하며, 사실만을 말하며, 진리만을 말하며, 거짓말은 하지

않으며, 진리와 다른 말은 하지 않는다.

쑤ㅂ후-띠여! 

쑤ㅂ후-띠:

ㅂ하가봐시여!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혜안(pappa cakkhu, 慧眼)으로는 지금

붇ㄷ하가 설한 이 경전에 담긴 깊은 의미에 대해 일찍이 들은 적이 없습니다. 

ㅂ하가봐시여! 

만일 누구든지 이 경전을 들으면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고, 현상에 내재해 있는 실재

를 보게 되고, 최상의 희유한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ㅂ하가봐시여! 

실재는 실재가 아니기 때문에 따타-가따가 그 이름을 실재라고 한 것이란 것을 올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ㅂ하가봐시여! 

제가 오늘 이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 지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만

일 앞으로 5백세 후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 지니면, 이 사

람은 아주 뛰어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

상(衆生相), 수자상(壽子相)이 (과 같은 형식에 집착하지 않기)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

유는 아상이 곧 아상이 아니기 때문이며,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이와 같기 때문입니

다. 왜냐하면 모든 형식을 초월하는 것을 이름하여 붇ㄷ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ㅂ하가봐:

붇ㄷ하가 쑤ㅂ후-띠에게 말했다. 

그와 같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

지 않으면, 마땅히 알라, 이런 사람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왜냐하면 

쑤ㅂ후-띠여! 

따타-가따가 말한 제일바라밀은 실재는 제일바라밀이 아니다. 단지 그 이름을 제일

바라밀이라고 했을 뿐이다. 

쑤ㅂ후-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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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타-가따가 도달한 경지[dhamma, 法]는 진실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허망한 것

도 없다.

쑤ㅂ후-띠여! 

만일 가 어떤 특정한 형식에 기초해서 다-나를 행하는 마음을 일으킨

다면, 이는 마치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아무 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잘못된 것이다.

경계나 형식에 집착해 다-나를 행한다).  

만일 가 어떤 특정한 형식에 기초하지 않고 다-나를 행하는 마음을 일

으켰다면 이는 마치 눈 있는 사람이 밝은 태양 아래서 길을 가는 것처럼 여러 가지 모

습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올바른 것이다. 경계나 형식에 집착하지 않고 다-나를 행

한다.)

쑤ㅂ후-띠여! 

미래에 좋은 가문의 아들딸들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면 따타-가따가 붇ㄷ

하의 지혜로써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을 지켜 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모두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15) 경전을 소유한 공덕(持經功德分) 

한문원문 

須菩提  若有善男子  善女人  初日分  以恒河沙等身  布施  中日分  復以

恒河沙等身  布施  後日分  亦以恒河沙等身  布施  如是  無量百千萬億劫

以身布施  若復有人  聞此經典  信心不逆  其福勝彼  何? 書寫受持  讀誦

爲人解說  須菩提  以要言之  是經  有不可思議  不可稱量  無邊功德  如來

爲發大乘者說  爲發最上勝者說  若有人能  受持讀誦  廣爲人說  如來  悉知

是人  悉見是人  皆得成就 不可量  不可稱  無邊功德  不可思議功德  如是

人等  卽爲荷擔  如來  阿?E多羅三??三菩提  何以故  須菩提  若樂所法者  着我

見  人見  衆生見  壽者見  卽於此經 不能廳受讀誦  爲人解說  須菩提  在在

處處  若有此經 一切世間 千人 阿修羅  所應供養  當知此處  卽爲是塔  皆應

恭敬  作禮圍繞  以諸華香 而散其處.

영어번역 

Section 15. The Incomparable Value of This Teaching

subhuti, if on the one hand, a good man or a good woman performs in the

morning as many charitable acts of self-denial as the sand-grains of the Ganges, and

performs as many again in the noonday and as many again in the evening ,and

continues so doing throughout numberless ages, and on the other hand, anyone

listens to this Discourse with heart of faith and without contention, the latter would

be the more blessed. but how can any comparison be made with one who writes it

down, receives it, retains it, and explains it to others! 

subhuti, we can summarise the matter by saying that the full value of this

Discourse can neither be conceived nor estimated, nor can any limit be set to it. The

Tathagata has declared this teaching for the benefit of initiates of the Great Way; he

has declared it for the benefit of initiates of the supreme Way. Whosoever can

receive and retain this teaching, study it, recite it and spread it abroad will be

clearly perceived and recognized by the Tathagata and will achieve a perfection of

merit beyond measurement or calculation- a perfection of merit unlimited and

inconceivable. In every case such an one will exemplify the Tathagata-

Consummation of the Incomparable Enlightenment. Wherefore? because of

doctrines involving the conception of an ego-entity, a personality, a being, or a

separated individuality, are unable to accept, receive, study, recite, and openly

explain this Discourse.

subhuti, in every place where this Discourse is to be found the whole realms of

Gods, Men and Titans should offer worship; for you must know that such a place is

sanctified like a shrine, and should properly be venerated by all with ceremonial

obeisance and circumambulation and with offerings of flowers and in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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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번역

ㅂ하가봐가쑤 ㅂ후-띠에게 말했다   

ㅂ하가봐:

쑤ㅂ후-띠여! 

만일 좋은 가문의 아들딸들이 오전에 간가-강 모래알만큼 자신의 목숨을 바쳐

다-나하고, 오후에 다시 강가-강 모래알만큼 자신의 목숨을 바쳐 다-나하고, 저녁

에 역시 강가-강 모래알만큼 자신의 목숨을 바쳐 다-나하면서 아주 오랜 세월 동

안 몸을 받쳐 다-나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그것을 믿고 아무 의심

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보면, 후자의  복덕이 전자보다 훨씬 크다. 하물며

이 경전을 사경(寫經)하고, 마음에 새기고, 독송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하는

복덕은 말할 수 없이 크다. 

쑤ㅂ후-띠여! 

총체적으로 말하면 이 경전은 생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공덕이

크다. 따타-가따는 마하-야나(mahayana, 摩河衍, 大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이 경전을 설했고, 최상의 사람들을 위해 이 경전을 설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지니고, 독송하며, 널리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면 따

타-가따가 이 사람의 행동을 모두 알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측량할 수 없고, 말

할 수 없는 많은 공덕과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은

따타-가따가 성취한 것과 같은 무상정자각(無上正自覺)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쑤ㅂ후-띠여! 

만일 특정한 형식에 기초해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즉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하는 사람은 이 경전을 듣고, 받들어 지니고, 독송하고, 다른 사람에

게 설명해주지 못한다. 

쑤ㅂ후-띠여! 

이 경전이 있는 곳은 그 어디라도, 모든 세간사람, 하늘 사람, 아수라 등이 공양

올릴 것이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붇ㄷ하 사리탑과 같기 때문

에, 모두 다 공경하고, 오른 쪽 어깨를 들어내고 오른 쪽으로 돌면서 예배해야 하며,

향과 꽃으로 그곳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한다. 

16) 삶의 흔적을 정화함(能淨業障分) 

한문원문 

復此  須菩提  善男子  善女人  受持讀誦此經  若爲人輕賤  是人 先世罪

業  應墮惡道  以今世人  輕賤故  先世罪業  卽爲所滅  當得阿?E多羅三??三菩

提  須菩提  我念過去無量阿僧祗劫  於燃燈佛前  得値八百四千萬億那由他

諸佛  悉皆供養承事 無空過者  若復有人 於後末世  能受持讀誦此經  所得

功德  於我所供養  諸佛功德  百分不及一千萬億分 乃至  算數譬喩  所不能

及  須菩提  若善男子 善女人  於後末世 有受持讀誦此經  所得功德  我若

具說者  或有人聞  心卽狂亂  狐疑不信 須菩提  當知  是經義不可思議  果

報  亦不可思議.

영어번역 

Section 16. Purgation through Suffering the Retribution for Past Sins

Furthermore, subhuti, if it be that good men and good women, who receive and

retain this Discourse, are downtrodden, their evil destiny is the inevitable

retributive result of sins committed in their past mortal lives. by virtue of their

present misfortunes the reacting effects of their past will be thereby worked off,

and they will be in a position to attain the Consummation of Incomparable

Enlightenment. 

subhuti, I remember the infinitely remote past before Dipankara buddha.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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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84,000 myriads of multi-millions of buddhas and to all these I made

offerings; yes, all these I served without the least trace of fault. Nevertheless, if

any one is able to receive, retain, study, and recite this Discourse at the end of

the last (500 year)period he will gain such a merit that mine in the service of all

the buddhas could not be reckoned as one-hundredth part of it, not even one

thousandth part of it, not even one thousand myriad multi-millionth part of it -

indeed, no such comparison is possible. 

subhuti, if I fully detailed the merit gained by good men and good women

coming to receive, retain, study, and recite this Discourse in the last period, my

hearers would be filled with doubt and might become disordered in mind,

suspicious and unbelieving. You should know, subhuti, that the significance of

this Discourse is beyond conception; likewise the fruit of its rewards is beyond

conception.  

한글번역

ㅂ하가봐가쑤 ㅂ후-띠에게 말했다   

ㅂ하가봐:

쑤ㅂ후-띠여! 

좋은 가문의 아들딸들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독송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멸시하거나 가벼이 여기면 이 사람은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서 마땅히 악

도에 떨어져야 하지만 금생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독

송하는 것에 대해 멸시하고 가벼이 여기는 것으로써 전생의 죄업이 소멸하고, 무

상정자각(無上正自覺)을 성취하게 된다. 

쑤ㅂ후-띠여! 

잘 생각해 보아라. 내가 과거 아주 오래전 디빤까라싸-(Dipankarasa, 燃燈佛)

가 활동하고 계실 때부터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붇ㄷ하들에게 모두 공양 올리

고 불편함 없게 받들어 모셨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말세가 되어서도 이 경전

을 받아 지니고, 독송한 공덕은 내가 과거에 온 우주의 붇ㄷ하에게 공양올리고 받들

어 모시면서 얻은 공덕보다 더 클 것이다. 나의 공덕은 그것에 비하면 천만분의 일

도 되지 않고, 셀 수도 , 비교할 수도 없을 것이다. 

쑤ㅂ후-띠여! 

만일 좋은 가문의 아들딸들이 말세가 되었지만, 이 경전을 받들어 지니고, 독송

할 때 얻는 공덕에 대해 내가 지금 말할 때, 혹시 누군가 그것을 들으면 마음이 어

지럽고, 의심하고 불신할 것이다.

쑤ㅂ후-띠여!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경전은 매우 불가사의 하고, 이 경전을 믿고 받들어 지니

고, 실천함으로써 얻는 과보 역시 매우 불가사의 하다. 

해석

이름이나 주장은 주장일 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이나 주장에 얽매여 낑

낑댄다. 붇ㄷ하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라고 거듭 주문한다.

그러나 수행자도 사람이다 보니 다른 사람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으로부터 결코 자

유로울 수 없었다.

지나가는 사람이 ‘너 참 못생겼다’ 고 할 때 그 사람 주장이나 평가로 인해 내가

못생겨지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불 나는 것이 사람마음이다. 나무는 그냥 존

재할 뿐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멋있다거나 못생겼다고 평가한다. 

형식은 단지 형식일 뿐이고 허상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형식을 벗어나서

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형식에 얽매여서도 안

되지만 형식을 떠난 내용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제일바라밀은 제일바라밀이 아

니고 단지 이름을 제일바라밀이라고 했을 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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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俱? , 9세기 중엽 활동) 화상의 손가락 하나(俱? 只竪一指)란 주제는 벽암

록 19칙에 나온다. 구지화상의 손가락은 후세 수행자들이 즐겨 사용한 수행지도

기술 가운데 하나이다. 이 공안이 만들어진 인연은 다음과 같다. 

구지화상은 복건성 구지사(俱? 寺)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하루는 실제(實際)라

는 비구니 스님이 찾아와서 시비를 걸었다. 아마 이전에 구지화상이 지금 찾아온

비구니 스님에게 뭔가 한 코미디 했지 않나 싶은데 무슨 일인지는 알 길이 없다. 

실제스님이 와서는 구지스님이 좌선하고 있는 주위를 선 채로 지팡이로 땅바

닥을 쿵쿵 찧으면서 세 번 돌고서는 ‘한 마디 하면 머물다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

면 그냥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구지스님이 대답하지 못하자 실제스님은 가

려고 획 돌아섰다. 그러자 구지스님이 ‘날도 저물었는데 자고 가세요.’ 하고 권했

다. 실제스님이 다시 말했다. ‘ 한마디 하면 자고 간다니깐요?’ 구지스님은 결국

한마디도 못하고 얼굴만 붉혔다. 그러자 실제스님은 가버렸다.

구지화상은 한마디도 못한 자신이 부끄러워 울화통이 치밀어 내일 아침에 그

곳을 떠나려고 주변을 정리하고 밤에 잠이 들었다. 꿈에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

조사어록 | 벽암록 ⑥

구지화상의 손가락

俱? 只竪一指

‘내일 보살이 찾아와 길을 일러줄 테니 머물라’고 했다. 

다음날 천룡(天龍, 9세기 중엽 활동) 스님이 찾아왔다. 그래서 어제 실제스님에

게 당했던 일을 말하자 천룡화상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가락을 하나 우뚝 세

워보였다. 그것을 본 순간 구지스님이 깨달았다. 

그 후부터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손가락을 세워 보여주었다. ‘공양했습니까’

하고 인사하면 ‘먹었습니다’란 대답대신 불쑥 손가락을 세워 보여주었다. ‘어디

불편한데는 없습니까’하고 인사하면 ‘좋습니다’란 대답대신 불쑥 손가락을 세워

보여주었다. 

구지스님은 숨을 거둘 때 제자들에게 ‘나는 천룡화상으로부터 손가락 세우는

것(一指頭)을 배워 평생을 써먹어도 다 못써먹었다’ 고 하면서 손가락을 하나 불

쑥 세우고 입적했다. 

언젠가 구지스님은 자신이 외출하고 없을 때 시자가 찾아오는 손님들이 구지

화상이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치는지 물으면 구지스님이 그랬던 것처럼 손가락을

하나 치켜세우고 보여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자를 불러 손님이 찾아와 질문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시자는 자신이 평소 하던 대로 손가락을

세워 보여주었다. 그러자 구지스님은 잽싸게 시자 손가락을 칼로 베어버렸다. 시

자가 울면서 달아나자 시자를 불렀다. 시자가 돌아보자 구지스님은 손가락을 하

나 세워보였다. 시자는 그 순간 깨달았다.        

수시

붇ㄷ하 가르침에는 한 점 티끌이 날아올라도 그 속에 온 우주가 포함돼있고 한

떨기 꽃이 피어도 온 세계가 흔들린다. 티끌이 일지 않고 꽃이 아직 피기 전일 때

는 존재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옛말에 한 타래실을 어느 한군데만 잘라도 모두 끊어져 조각나고 어느 한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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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염색해도 전부 물들어 버린다고 했다. 지금 모든 갈등(是非, 善惡, 正邪, 曲直)

을 잘라버리고 참된 자기를 찾을 수만 있다면 높고 낮음이 따로 없고 앞과 뒤가

차이가 없어져 존재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혹시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

이 있으면 다음 글을 살펴보라1).             

본칙(本則)

구지화상은 누가 질문을 하면 그저 손가락 하나만 세워보였다2). 

해설  

흉내는 낼 수 있어도 내공을 실을 수는 없다. 진정한 힘은 스스로의 경험에서

나온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문자나 말로써 전해 받고 짐작은 할 수 있어도 그것

이 곧바로 내 경험이 될 수는 없다. 내 경험은 오직 나의 몸과 마음으로 체험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삶의 실재다. 모든 수행자들이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오늘날 많은 수행자들이 법문은 자기소리를 하고 수행지도는 중국선사들의 수

행체험을 인용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법문은 붇ㄷ하 가르침을 붇ㄷ하 수준에서 있는 그대로 전해만 주어야 한다. 단순

통역한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수행지도는 자신의 수행경험을 자신의 수준에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수행체험을 인용하는 것은 자신에게는 수행을

지도할만한 법이 존재하지 않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다. 경계할 일이다.

오늘날 많은 위빠싸나 수행도량에서 남방의 선지식을 초청해 수행을 지도하기

1)  垂示云,  一塵擧  大地收  一花開  世界起  只如塵未擧  花未開時  如何着眼  所以道  如斬一?

? 絲  一斬一切斬  如染一??絲  一染一切染  只如今  便將葛藤截斷  運出自己家珍  高低普應

前後無差  各各現成  ?X或未然  看取下文.

도 한다. 법을 전해 받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다르게 보면 우리 수행

도량에는 수행을 지도할만한 법이 없음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일이다. 심히 부끄

러운 일이다.  

송(頌)

구지노화상의 대꾸

썩 마음에 든다.

우주 어디에 이만한 이가 또 있으랴?

일찍이 망망한 바다에 띄워 놓은 널빤지 하나

캄캄한 밤바다에 눈먼 거북을 건져 주었네3)

3)  對揚深愛老俱? 宇宙空來更有誰  曾向滄溟下浮木  夜濤相共接盲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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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1   

■1-1 풍대 허심합장(손바닥 수근이

턱 높이에 오게 하고 손바닥에 힘을

뺀 상태)을 하고 깨어있는 마음을 손

바닥에 밀착하여 집중한다.

■1-2 숨을 가늘고 길게 들이 마시고

천천히 내 쉬면서 동작을 진행한

다.(시작부분만) 이후 모든 동작의 호

흡은 자신의 생체리듬에 맞추어 자연

기획특집

禪農 김연삼 
금강승 선관무 경기 본원장
sunmudo031@hanmail.net

스럽게 한다.

팔을 앞으로 밀어 내면서 새끼손가락

과 넷째손가락을 먼저 떼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화대(火大, 가슴높이)에서

동시에 갈라져 삼각형을 그리며 (사진

1-3) 무릎위에 손바닥을 살포시 내려

놓으며 손바닥을 알아차림 한다. 이때

팔꿈치는 펴고 손가락은 살포시 펴지

게 한다. 

동작 2   

■2 무릎 위에서 손을 떼지 말고 아주

천천히 고요하게 손바닥이 하늘을 보

게 뒤집는다. 이때 손바닥 알아차림

하고 어깨와 팔에 힘이 들어가 경직

되지 않게 한다.

동작 3   

■3 무릎에서 손을 떼지 말고 손을 다

시 뒤집으면서 엄지와 검지사이가 무

릎 끝선에 닿게 하여 손바닥이 좌우

옆을 보게 하며 알아차림 한다. 이때

팔꿈치는자연스럽게 펴지게 한다.

동작 4   

전체동작 : 총17개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동작의 흐름-동선은

싸띠-카메라로 촬영하듯 알아차림 하시고, 한 동작이 완료되면 싸띠-카

메라로 스냅사진 찍듯 확인(알아차림 선명)하며 진행한다.

■1-3

kaya sati(身念)



동작 6   

■6 손바닥을 천천히 뒤집어 손등을

신장 부위에 갖다 대며 알아차림 한

다.

동작 7   

■7-1 양 손등이 엉덩이를 타고 내려

와, 사진7-2~3: 양팔을 펴서 좌우로

큰 원을 그리며 끌어 올려, 사진7-4:

허리를 곧게 펴서 끌어 올린 팔을 견

대 금강합장을 강하게 취한다.

■금강합장 : 양손가락의 첫 번째 마

디끼리 깍지 끼게 하고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어 손바닥을 밀착시킨다.

반냐 6564 반냐

■ 4-1 손바닥이 수평이 되게 하여 허

벅지 안쪽을 쓸어주듯 당겨 모은다, 

4-2  수대(水大)에서 선정인(禪定印)

자세를 취한다. 이때 한 호흡을 더해

주며 알아차림 한다. 

동작 5   

■5-1 선정인의 손이 기해합장을 이

루어, 사진5-2 : 양 손바닥으로 허리

를 쓸듯이 하여 사진5-3 : 신장부위

에 지긋이 갖다 대며 손바닥을 알아차

림 한다. 이때 손가락이 아래로 향하

게 한다. 사진 5-4: 5-3의 뒷모습

■5-2

■5-3

■5-4

■7-2

■7-3

■4-2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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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11  

■11 자연스럽게 새끼손가락부터 금

강권을 풀어 양 팔을 좌우 45도 가량

벌리며 손가락 하나하나와 손바닥, 그

리고 그 느낌을 알아차림 한다. 이때

손가락과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

한다.

동작 12  

■12-1 좌우로 벌려진 양팔을 무릎

앞쪽으로 모아서, 사진12-2 : 자연스

럽게 팔꿈치를 구부려 화대(火大)위치

(가슴높이)로 당겨 모으며 손바닥과

느낌을 알아차림 한다.

이때 손가락 방향은 중지를 기준으로

전방 대각선으로 향하고 양손의 사이

는 약 5cm정도 띄운다.

동작 13 

■13 화대 위치에 있던 두 손이 서서

히 밑으로 내려와 왼손은 손바닥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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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8   

■8-1 견대금강합장에서 깍지를 깊

게 끼어 손바닥이 후두부에 오도록 살

며시 내려놓는다. 이때 어깨와 가슴을

펴고 팔꿈치가 앞쪽으로 쏠리지 않도

록 주의 한다. 

동작 9   

■9 양손을 깍지 낀 채로 엄지손가락

을 붙여 손바닥이 하늘로(견대) 향하

게 하여, 강하게 밀어 내며 손바닥을

알아차림 한다. 이때 허리를 곧게 펴

고 어깨를 최대한 위로 밀며 팔꿈치를

곧게 펴준다.

동작 10   

■10-1 깍지를 끼어 강하게 밀어올린

양손을 탄력을 주어 빼낸다. 사진10-

2: 양손이 무릎을 향해 좌우로 갈라져

엄지-검지-중지-약지-새끼손가락

의 순으로 천천히 강하게 쥐면서 내려

와, 양 무릎에 금강권(金剛拳)을 쥐어

내려놓는다.

■8-2: 8-1의 뒷모습

■10-2

■12-2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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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무릎 위에 놓고, 오른손은 단전-

수대(水大)위치에 손바닥이 위로 향하

게 놓으며 알아차림한다.

동작 14 

■14 양손의 손바닥과 손등이 수평되

게 하여 허벅지 안쪽을 쓸어주듯 이동

하여. 무릎에 있던 왼손은 단전부위

에, 단전에 있던 오른손은 오른쪽 무

릎위에 올려놓으며 기준점인 손바닥

을 알아차림 한다.

동작15 

■15 수대-단전에 있던 왼손은 턱 밑

풍대(風大)위치, 몸에 정중선으로 손

등을 위로 향하게 하여 끌어 올리고,

무릎에 있던 오른손은 수대-단전위치

에 갖다 놓으며, 기준점인 손바닥과

그 느낌을 알아차림 한다.

동작 16 

■16-1 양손을 동시에 몸의 정중선

상하로 내리고 올려, 사진16-2: 양

엄지손가락을 명치 높이에서 맞대어,

손바닥 안에 연꽃봉오리를 감싸 어루

만지듯이 손에 위치를 바꾸어 오른손

은 턱밑 풍대위치에 왼손은 단전 수

대위치에 갖다 놓으며 손바닥과 그

느낌을 알아차림 한다.

동작 17 

■17-1 수대-단전에 있는 왼손은 엄

지손가락으로 검지,중지,약지를 감싸

누르고 새끼손가락은 편채로 명치를

향해 올라오고, 턱밑 풍대위치에 있

던 오른손은 명치를 향해 몸의 정중

선으로 내려와, 사진17-2: 명치에서

만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왼손 손가

락 구멍에 넣고, 오른손 나머지 네 손

가락으로 왼손 새끼손가락을 감싸 쥐

고, 사진17-3: 그 결인된 손을 수대-

단전으로 갖다놓으며 알아차림 한다.

■16-2 ■17-2

■17-3

마무리 : 손을 떼지 말고 풍대

허심합장으로 끌어 올려 허리를

천천히 구부렸다 펴주며 알아차

림 한다.



한국 김해 반냐라마에서 수행 체험을 하고 돌아온 후, 반냐라마의 따뜻

한 배려와 후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비록 열흘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김해 반냐라마에서의 소중한 경험

과 추억들은 영원히 간직될 것입니다.

저는 싸띠수행과 한국 문화를 좀더 깊게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여

름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냐라마에 도착 하였을 때는 때마침

여름 왓싸 중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게 또 다른 좋은 경험을 할 기회를 주

었습니다.  하루 12시간 동안의 수행을 하기란 내게 쉽지 않은 일이었지

만, 훌륭하신 붇ㄷ하빠-라 스님과 많은 수행자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

었습니다. 그리고 반냐라마 선방의 분위기는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평소 매일 하루 한 시간 정도의 수행을 집에서 하곤 했습니다.  과

거 미국에 있는 Zen-center 에서 주관하는 7일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의  경험은 그다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는 않았

습니다. 하지만 반냐라마 에서의 엄격한 스케줄과 붇ㄷ하빠-라 스님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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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반냐라마 상가에게

수행자 편지 | 린 뱀퍼드 (뉴질랜드 반냐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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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롭고 훌륭한 가르침으로 짧은 시간 안에 저의 싸띠수행 능력이 향상하

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향상된 수행 능력은 앞으로 저의 수행 생활에 큰 도움을 줄 것

이며, 저를 반냐라마 수행센터에 다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반냐라마에서 보낸 시간 외에 저는 김해, 부산 그리고 대구에 있는 절들

을 찾아 다니며 한국 문화와 생활에 대해 배웠습니다. 평화로운 뉴질랜드

환경에서 살아온 내게 한국의 도시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

만, 예상 밖으로 한국의 도시들은 질서있고, 깨끗하고, 활기찼습니다. 

반냐라마를 방문하던 첫날 차를 빌려 잠시 대구 관광을 할 때, 그  차에

는 GPS 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GPS는 처음 사용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매우 유용하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서양불자의 눈으로 본 사찰방문,

비록 짧은 시간 스치듯이 다녀왔지만, 그곳에는  불교 전통의 경이로움으

로 가득했으며 이것은  내게 아주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양에서의 불교 역사는 매우 짧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교를 책으

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가 보았던 사찰과 시골길들 그리고 도시의 모습, 친절한 사람들, 맛있

는 음식, 영어화된 한국의 환경은 여행을 쉽고 윤택하게 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한국,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  나는 이번 한국 여행을 영

원히 잊지 못할 것이며  한국에 좀더 자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내 따뜻한 마음을 다하여 안부 전합니다. 

뉴질랜드 반냐라마에서. 린 뱀포드



1. 

캐나다에 어떤 무신론자 교수가 있

었는데 이 사람은 유신론자들과 논쟁

하는 것이 취미였고 논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다. 주변에 더 이상 논쟁

할 사람이 없어지자 자신의 서재 벽에

‘GOD is NOWHERE’ 라는 글을 크

게 써서 붙여 놓았다.

자기 집을 방문하는 누구라도 보고

논쟁할 수 있게...

얼마 후 어린 아들이 애완견과 함께

아빠의 서재에 들어왔다가 그 글을 보

았다.

이제 막 글자를 배워 글 읽는 재미가

붙기 시작한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거

리며 바라보다가 잘 모르겠다는 듯이

한참을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

며 글을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들은 개를 안고 폴짝 폴짝 뛰면서 환

희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으며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DOGisNOWHERE!'   

‘DOGisNOWHERE!'

이제 막 글자를 배우기 시작한 아이

에게 GOD(신)은 너무 어려운 낱말이

었고 NOWHERE는 너무 길었다. 그

런데 GOD(신)을 거꾸로 읽으니까

DOG(개)가 되었고 NOWHERE 는 가

운데를 띄우니까 NOW(지금),

HERE(여기) 라는 짧고도 쉬운 두 낱

말이 되었다.

환희와 자부심으로 가득 차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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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 茶香의 길목에서 ]

智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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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아들을 바라본 무신론자는 이

렇게 중얼거렸다.

“혹시 그럴지도...”

2. 

개경(dog sutta)에 의하면 삼천 년

쯤 전에 인도에서 미스터 고타마라는

사람이 보리수 밑에서 싸띠수행하다가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여 부처가 되

고는 해탈의 즐거움을 한 달여 동안 누

리며 앉아 있었다고 한다. 

이 사람은 원래 자그마한 나라의 왕

위 후계자였는데 어느 날  놀러 나갔다

가 떠돌아다니며 걸식하고 사는 사문

을 보고는 너무 멋있어 보여서 그만 가

출했다. 그때 기르던 개 한 마리가 아

무리 떼놓으려 해도 떨어지지가 않아

그냥 데리고 나왔는데 그 후 6년여 간

의 무지막지한 고행 기간에도 굶으면

서도 결코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고타마가 고행을 그만두자 함께 수행

하던 다섯 명의 추종자들이 타락했다

며 고타마의 곁을 떠났을 때도 이 개만

은  끝까지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 개가 너무 오랫동안 부처

님이 해탈락에서 깨어나지 않자 슬며

시 걱정이 되어 부처님 발을 혀로 세

번 핥았다. 

천천히 닙바나에서 깨어나신 부처님

이 자비가 가득 담긴 눈으로 개를 보시

고는 오른손으로 땅을 짚으면서 인도

말로 뭐라 뭐라 하셨는데 그 말을 어린

애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영어로 번역

하면, ‘DOG is NOW HERE’가 되고,

그것을 지우가 세 살 먹은 애도 알 수

있는 한글로 번역하면, 

‘이놈의 개X끼’가 된다.  

부처님이 깨닫고 난 후 처음 하신,

‘이놈의 개X끼’ 라는 말은 그 후 중국

에서 ‘무자’ 화두로 ‘이뭣고’라는 화

두로 발전하여 한국으로 전해져서 매

년 조계종에서 하안거 결제 방부 들이

는 수행자들에게 설문조사하는 인기화

두순위에서 수 년 동안 부동의 1,2위를

다투고 있다고 한다.     

믿거나 말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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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마라면서 비는 안 오고 연일 폭염

에 복날은 다가오는데 개 한 마리 보인

다.

A: ‘보임, 보임, 보임’

B: ‘보임, 보임, 보임’

A: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B: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A: ‘만지고 싶다, 싶다, 싶다’

B: ‘먹고 싶다, 싶다, 싶다’

그대가 A건 B건 싸띠수행자라면 접

촉 다음의 마음작용을 단지 알아차림

할 것!

가치판단하거나 의미 부여하지 말

것!

결과를 예측하고 행동하지 말고 단

지 그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할 것!

신심명에서는 지자무위(智者無爲)

라고 멋있게 표현했다.

그렇게 하면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

아질까?

좀 낫겠지? 

근데 그게 그리 쉽게 될까?

몰라~~~

신심명에서는 우인자박(愚人自縛)

이라고도 했다.

그렇다면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겠지? 

칭칭 감을 때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도 감더니 풀 때는 난리부르

스를 추고 있다.

선풍기도 에어컨도 없는 선실에서

하루 중 가장 더운 때, 땀에 절어 앉아

서 배를 본다.

여기저기서 밧줄이 터진다. 

‘아픔, 아픔, 아픔, 으악, 전쟁이다.’

바람이 분다. 살아내야겠다!

지금 여기!

바람만 불어도 행복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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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꽃으로 피어났고, 장독대도 탐스러운

눈꽃을 피워놓고 있었다. 짚덤불도, 마른

풀도. 꽃으로 피워내던 눈의 조화.  

눈꽃은 오래 두고 볼 수 없어 안타깝고

아쉽다.  햇살과 마주치면 속절없이 사라

져 버리고 말던, 그 미련두지 않음을 찬탄

해야 할지...  

겨울에만 만날 수 있는 눈꽃에는 상고

대도 있고 얼음꽃도 있다.

눈이 내리지 않았는데도 피어있는 눈꽃

은 상고대이다. 상고대는 공기중의 수증

기가 기온이 갑자기 낮아지면서 얼어붙어

생긴 눈꽃이다. 상고대는 눈과는 상관없

이 피는데도 눈처럼 하얗게 피어서 눈꽃

이라 부르기도 한다. 상고대가 피기에 가

장 적합한 조건은 기온차가 심한 해발

1000m안팎의 고산지대에 습도가 90%이

상이면 된다. 바람이 가늘게 부는 맑은

밤, 기온이 가장 낮아지는 새벽에 상고대

가 핀다. 우리나라에서 상고대를 가장 흔

하게 볼 수 있는 곳으로 무주의 덕유산을

꼽고 있는데, 인근의 금강에서 피어 오르

는 물안개 때문이다. 그밖에 소백산, 한라

산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눈꽃과 상고대를  구분해 보자면 눈꽃

은 위로부터 소복히 내려앉아 솜처럼 포

근하고 탐스러운 반면, 상고대는 낱낱의

질감이 살아있어 입체감이 느껴진다. 또

한 상고대는 바람결에 따라 다양한 형태

의 꽃을 피운다.

눈꽃은 가벼운 바람에도 쉽게 떨어지지

만, 상고대는 얼음결정이라서 좀처럼 떨

어지지 않는다. 눈꽃이 푸근한 느낌을 주

는 꽃이라면 상고대는 날카롭고 차가운

느낌을 준다.

눈꽃이나 상고대가 녹아내리다가  갑자

기 기온이 떨어져 얼어버리면 얼음꽃이

된다. 눈은 고사목도, 가시덤불도, 마른풀

조차도 꽃으로 피워내 추운겨울 잘 견뎌

주는 보답으로  주는 선물이다.  

상고대 만나기를 고대하며 추위 무릅쓰

고 높은 산까지 올랐던 사람들. 

습도, 온도, 바람의 뜻이 결합하여  피

어나는 꽃이니 쉽게 만나지지 않았을 것

이다.

늦가을, 미처 떠나지 못한 단풍과 상고

대가 그려놓은 수채화를 보노라니, 인간

의 창작품이 참으로 초라하게 느껴진다.

자연은 신비로 가득하다.   

마음따라 존재가 자리매김되든가?

하여 녹아 내리는 눈꽃을 안타까워할

일도 아쉬워할 일도 아니어라.

나이 탓인지, 긴 겨울밤 탓

인지, 부쩍 옛일을 추억하

는 시간이 많아졌다.

어릴적에는 밤잠이 없어 늦도록 꼼지락

거리다가 할머니께 야단을 듣는 일이 많

았다. 올빼미처럼 밤을 낮삼아 설치는 습

성은 태어난 때가 동짓달 해시여서 그렇

다고 말씀들 하신다. 

동짓달은 참으로 밤이 길다. 

긴 밤을 주전부리없이 보내기란 쉽지

않다. 밤 늦도록 놀다보면 배가 출출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어른들 몰래 땅속 깊이

묻어둔 무나 고구마를 꺼내 생으로 깎아

먹으며 허기를 달래기도 했다.  그런것마

저 온가족의 겨울 양식인지라 자주 먹을

수는 없었다. 이처럼 먹을거리 귀하던 한

겨울에 팥죽을 원 없이 먹게끔 동짓날을

만들어 준 조상의 속 깊은 배려가 있었다.

삭풍 몰아치는 밤, 얼음같이 찬 팥죽 먹고

따끈한 아랫목에 누워 문풍지 우는 소리

들으며 잠들던 때가 어제 일만 같은데..

산골 마을의 눈 내리는 밤은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로 잠 못 이루기 일쑤다.

아침을 맞이한 두메 마을에 솜이불을 펼

쳐놓은 듯 포근한 눈꽃 밭을 연출해 놓고

있었다. 쓸쓸해 보이던 감나무 빈가지도

글 수진행  사진 편집부

들.

꽃.

산.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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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행자는 분주한 일을 줄이고 삶을 간소하고 단순화해야 한다. 어떤 수

행자는 수행하는 도중에 책 읽고, 글 쓰고, 이야기하느라 알아차림을 놓치

기도 한다. 수행자는 삶을 단출히 해야 한다. 이것이 수행진보에 도움 된다. 

수행격언

글•그림 이정민 
minmi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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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은 없앨 수 없다.
그러나 기억의 무게는 줄일 수 있다.

수행은 기억에 붙어 있는 마음노폐물을 제거시키는 과정이다.

마음이 맑아지면 지혜지수는 높아지고 삶은 자유와 행복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 책을 펼치는 순간 마음과 수행에 관한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줄 것이며 

새로운 마음의 세계로 빠져들 것이다.

불교는 마음관리 프로그램이다.

마음구조와 기능 그리고 마음화학반응과 

마음물리특성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분명하게 이해하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붇ㄷ하는 마음이해와 관리에 관한 내용을 말로 설명했다.

그것이 경전이다.

붇ㄷ하빠-라는 말로 설명해 놓은 것을 공식과 도표로 

체계화시켜 수행이론의 과학성과 실천의 효율성을 가져왔다.

기억이 에너지를 흡수하고 해체하는 이론구조와 

구체적 방법을 이 책에서 최초로 공식화 해 놓았다.

이 책은 마음과 수행을 과학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 한권의 책은 불교와 수행 그리고 당신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

??

M = IAn
(기억)    (이미지×마음노폐물)

이 하나의 공식이 마음과 수행에 관한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갈 것이다.

??? ???? ?? ? ?

마
음
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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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을 잘 이해하려면 그가 생존했었던 시대의 사유체계인 그 당시

언어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부처님의 시대와 그로부터 2500년이 지난 현재의 시간과 공간의 간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부처님 시대의 Pa-li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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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체계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불교를 어렵게 느

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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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모신 SATI ScHOOl지도법사(교수) 소개

마음과학에 기초한 수행전문 교육기관 SATI SCHOOL에서 아-싸봐를 제거하고 지혜

를 밝혀, 자유로운 삶, 청정한 삶, 행복한 삶, 공존하는 삶으로 인도해줄 지도법사(겸임교

수)를 다음과 같이 추대했습니다. 그 동안 buddhapala 스님 혼자서 담당하던 수업이 여

러 지도법사들이 참여함으로써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고맙습니다. 새로 추대된 지도법사(교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海日 조명제(비교문화, 부산교통공단 기획2처장)

2. 德雲 주영배(수행지도, 도서출판 무량수 대표)

3. 慧藏 장준현(비교심리상담, 두산이프라코아 상무이사)

4. 禪農 김연삼(인간관계, 선관무 경기본원장,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5. 碧眼 이상규(사회과학, 솔마루 원장)

6. Visuddhika강의숙(비교철학, 경북대학교 객원교수)

7. sumedha이상수(수행지도, 초등학교 교사)

8. 智慧 이태호(교육철학, SATI LEAdERS SCHOOL president)

9. 法山 민관식(스트레스 관리, SATI HAPPY SCHOOL president)

10. dhammavalahaka전진만(수행지도, SATI MASTER)

11. 無漏行 홍정숙(수행지도, SATI MASTER)

12.Lokadkpa 손일권(수행지도, SATI MASTER)

지도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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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학은 마음구성인자, 마음화학반응, 마음물리특성, 마음작용 등을 잘 이

해하지 못하고, 마음을 뇌와 신경전달물질 차원으로 환원해 이해한다. 

마음만드는 기계인 뇌, 뇌활동으로 만들어진 마음작용은 차원과 특성이 다르

다. 이런 차이와 특성을 구분해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을 뇌차원으로 환

원해 다루는 오류를 범한다.  

일반물질인 뇌, 뇌활동 결과물인 뇌전기, 뇌전기가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일으킨

마음작용, 마음작용으로 일어난 행동유형은 각기 성질과 차원이 다른 존재다. 현

대의학이 마음과 행동을 일반물질 차원으로 환원해 다룬 것은 접근자체가 잘못

됐다. 그 결과 마음과 행동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한다.

몸이 활동하고, 뇌신경조직이 작동하면, 몸에서 신경전달물질과 뇌전기가 발

생한다. 그것들이 복잡하게 서로 되먹임하고 질적으로 비약하면 마음현상이 일

어난다. 마음은 사이버공간이다. 

이렇게 발생한 마음은 4가지 기본인자들로 구성된다. 마음은 4가지 마음구성

기본인자들이 결합해 마음화학반응을 일으키고, 마음물리특성을 나타내고, 다양

한 마음작용으로 전개된다.  

마음은 뇌활동으로 파생된 현상이지만, 뇌구성인자와 마음구성인자는 차원과

성질이 다르다. 뇌구성인자나 신경전달물질 분석만으로 마음구성인자와 마음작

용을 알 수 없다. 마음은 마음차원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마음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현대의학에서 마음다루는 방법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물질차원에서 뇌를 마

취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말이나 행동으로 하는 심리치료다1).  

1)  몸이 가장 정밀하고 우수한 화학공장이다. 몸이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던 화학제품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면,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화학제품을 만들어 몸에 투입하는 것이 약물요법이다. 이렇게 하면

단기적으로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몸은 더 이상 자신에게 필요한 화학제품을 만들어 사용하지

싸띠수행을 의료·복지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가능성을 살펴본다. 

싸띠수행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면 수행자들이 마음닦는 것 외에 별로 쓸 곳이

없다. 그러나 의료, 복지, 교정, 재활 등과 접목시켜 활용하면, 그 쓰임새가 많고

효과도 좋다.  

1) 현대의학 마음이해 수준

먼저 의료분야에서 싸띠수행을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자. 

수행활용

싸띠 상담이론 -의료분야 ①

이번호부터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을 상담, 경영, 교육, 연구, 문화, 예술, 복지, 정신건강,

스포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이론과 기술을 살펴보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

발하기 위해 새로운 공간을 마련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의 많

은 참여를 기다린다. 자신이 쓴 논문이나 현장경험,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이나 다른 곳에

서 시도한 것 가운데 마음건강과 마음변화에 주목할 만한 것들을 소개해주면 수행활용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수행활용 첫 번째로 싸띠 상담이론을 연재한다. 오늘날 전 지구차원에서 사용하는 심리상

담 이론은 서구에서 개발하고 적용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것들이 인류 삶의 질을 한 단계

성숙시킨 측면도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한계를 갖는 것도 사실이다. BCE

531년 고대 인도에서 Gotama Siddhatta(BCE 566~486)가 개발하고 사용한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에서 사용하는 상담이론의 관점과 기술을 제시해서 마음건강과 심리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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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는 뇌나 신경전달물질 변화만을 측정해서는 한계가 있다.   

한의학도 마찬가지다. 마음으로부터 모든 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

려야 병도 다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음구성인자, 마음화학반응, 마

음물리특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없고, 서양의학처럼 마음작용을

몸차원으로 환원해 다룬다. 

현대의학이 사용하는 심리치료 또한 마찬가지다. 특정한 몇몇 가설(이론)에 기

초해 마음다룬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이론들은 실험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고

주장이다. 증명되지 않은 주장을 마치 증명된 사실인양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항

상 객관사실에 기초해 사물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 제3의학

동양의학은 몸과 마음이 서로 연계돼있고, 상호작용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동

양의학은 몸 구성기관 사이의 균형을 중시하고, 몸과 마음 생명력에 초점둔다.

마음상태가 신체기관에 영향미치고, 신체기관은 마음상태에 영향미친다고 본다.

의사 한명이 환자치료를 전체적으로 담당한다. 치료만큼 예방을 중시하고, 건강

유지를 강조한다. 여기서는 동양의학을 제1의학이라 한다.    

서양의학은 병자체에 주목한다. 이상부위를 치료하는 대증요법에 초점둔다.

이상부위 제거수술이 발달하고, 발병구조를 규명하는데 주력한다. 신체특징에

따라 전공분야를 나누고,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배운다. 환자가 발생하면 관련분

야 의사들이 연합해 치료한다. 여기서는 서양의학을 제2의학이라 한다. 

마음건강을 중시한 싸띠수행을 제3의학이라 한다. 싸띠수행은 환자를 직접 치

료하지 않는다. 치료는 의사가 담당하고, 싸띠수행은 마음건강을 지도한다. 싸띠

수행은 마음건강을 중심영역으로 삼는다. 

병원에 가면 온갖 기계를 사용해, 몸에서 일어난 변화를 측정하고, 필요한 화

학제품(약물)을 몸에 투입해, 몸과 마음을 다룬다. 이런 방법은 몸과 마음다루는

데 괄목할 성과를 거뒀지만, 마음을 일반물질 차원으로 환원해 다루게 되면 마음

에 관해서 충분치 않다2).  

마음은 뇌작동으로 만들어진 현상이지만, 뇌신경조직이나 신경전달물질 그 자

체는 아니다. 마음작용은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하다. 마음은 신경전달물

질의 단순 합이 아니다. 마음은 마음구성인자들이 복잡한 화학반응을 거쳐, 완전

히 다른 성질과 특성을 가진 고차원 복합화합물이다.   

현 단계에서 마음을 분자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현대의학의 한계다. 마음은

분자차원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하게 작동하는 특수물질이다. 마음은 뇌신

경구조나 신경전달물질 차원에서 다루면, 잘 다뤄지지 않는다. 마음다룰 때는 마

음이 가진 특성에 기초해 다뤄야 유효성이 있다.

최근엔 마음작용을 관찰하는 기계를 만들어, 특정상황에서 마음이 어떻게 작

용하는지 측정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마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작용

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것이다. 이 또한 마음을 뇌차원으로 환원해 다룬

것이다. 

이런 방법은 마음에 관해 게으른 방법이고, 단편적인 정보만 얻을 뿐이다. 자

신이 직접 마음공간 속으로 들어가 정밀하게 관찰하지 않고, 다른 사람 마음상태

않고, 그 기능을 퇴화시킨다. 몸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그것

이 자가치유다.

2)  증이 일어나면 행동이 거칠어진다. 이때 신경전달물질을 측정하면 균형맞지 않는다. 대개 의사들은

약물을 사용해 신경전달물질을 균형맞춰 해결한다. 이렇게 하면 마음은 일시적으로 고요해(멍해)지

고 행동도 안정된다. 그러나 이것은 뇌와 신경조직을 마취시켜 마음작용을 둔화시킨 것이지, 마음

이 스스로 안정된 것이 아니다. 마취상태가 깨어나면 마음은 원상태로 돌아간다. 그리고 조그마한

자극에도 흔들린다. 이런 상태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약물요법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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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분야 활용

몸과 마음은 사람을 구성하는 중요요소다. 이 둘은 서로 관계맺고, 서로 영향

미친다. 오늘날 사람에게 치명적인 병들은 대개 스트레스로 대표되는 마음에서

기인하는 것이 많다. 싸띠수행을 의료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를 살

대체의학적 치료방법들을 기존의 서양의학과 함께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서양의학의 한계를 극복하

고 좀 더 나은 치료의 방향을 찾으려는 뜻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한겨레 2005.10.26.). 

이런 흐름은 치료효과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사용할 수 있다는 환자중심, 치료중심 의지표현이다.

의사나 서양의학만이 최고라는 편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대개 서양의학은 병만 다루는 경향이 있고, 동양의학은 병을 환자 삶과 연관지어 전체맥락에서 접

근한다. 서양의학은 발생한 병을 치료하는 기술이 뛰어나고, 동양의학은 몸의 생체리듬을 강화시켜

병을 예방하는 데 주목한다. 서양의학은 수술과 항생제 등이 발달하고 동양의학은 침과 보약 등이

풍부하다. 서양의학은 몸을 특성에 따라 전문분야로 나누고 각 부분 전문가들이 모여 환자를 치료

하고, 동양의학은 의사 한 사람이 환자 몸과 마음을 총체적으로 다룬다.   

본류문화는 어떤 이론을 사용하다 유효성이 떨어지거나 더 좋은 방법이 나오면, 미련없이 기존 것

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채택해 사용한다. 주변부문화는 자신들이 전해받은 대로 단어 하나 틀리면

큰일 날 것처럼 원형을 고수한다. 그래서 본류문화는 유연하고 주변부문화는 경직된다. 본류문화는

내용중심이고 주변부문화는 형식중심이다. 이것은 이념중심으로 사고할 것인지 사람중심으로 사고

할 것인지 차이다. 모든 것에 우선해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나머지 것들은 필요에 의해 사람이 만

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자동차 급발진과 같은 원인모를 사고가 나면 자동차회사가 자동차에 ‘이상 없음’을

증명하도록 요구받는다. 그것은 소비자는 아마추어기 때문에 비정상상태를 발견할 수는 있지만, 그

원인을 규명하고 원리를 설명하기는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운전자에게 차에 ‘이상

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한다. 자동차제조사가 아닌 법원판결이다. 이것은 명백히 생산자중심, 기

득권중심 가치관을 대변한다. 한국에서는 어떤 효과있는 치료법이나 약품이 개발되면, 그것을 발견

한 사람에게 이론체계를 증명하라고 요구한다. 선진국에서는 최소한 자료만 갖추면 국가기관에서

그 이론체계를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그것은 발견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체계적인 설명은 전문가

가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신약개발하기가 구조적으로 힘들다고 한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대체휘발유 개발했다고 처벌하는 나라 아닌가? 기득권 지키는 입장에

서 모든 것을 판단하도록 구조지어진 사회는 누가 뭐래도 후진국이다.  

싸띠수행은 마음건강, 마음안정, 마음에너지 등이 몸, 마음, 행동, 삶 등에 미

치는 영향을 중시한다.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치료효과를 향상시키고, 치료가 끝

난 사람들에게 치료과정에서 충격받은 신경조직을 정화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

을 유지하도록 도움주는데 초점둔다. 

몸과 마음은 밀접히 연관돼있다. 몸과 마음은 서로 관계맺고, 서로 의존해 있

지만, 각기 차원이 다르다. 

몸처럼 마음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맡기는 것은 부족하다. 의사들은 몸건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모르지만, 마음전문가는 아니다. 마음은 마음에 관해 전문적으

로 훈련받은 싸띠수행자들이 전문가다.  

인류역사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 마음다루는 방법 가운데 싸띠수행이 최고라고

알려져 있다. 싸띠수행은 BCE 531년 새벽 3시쯤, 인도 붇ㄷ하가야 보리수 아래

금강석 위에서 고따마 씻ㄷ핫타가 발견했다. 이후 고따마는 자신을 발견자란 의미

로 붇ㄷ하라 자칭했다.   

싸띠수행은 발견된지 2600여 년 동안, 동서양 마음다루는 계통–심리학, 상담

학, 교육학, 정신의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예술, 스포츠, 레저 등 거의

모두 분야에서 도입해 활용한다. 

마음다루는 태도를 보면 동서양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현상자체에 집중하

고, 답을 구하는 것이 서양 마음관리 역사다. 삶 속에서 그 현상을 일으킨 원인과

맥락을 이해하고, 답을 정하는 것이 동양 마음관리 역사다. 그 중심에 싸띠수행

이 있다3).

3)  최근 미국에서는 기존에 주로 사용하던 보완대체의학(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이란 용어를 조금씩 보완통합의학(IM: Complementary Integrated Medicine)이란 용

어로 바꾸어 사용한다. 대체의학은 병원에서 행하지 않던 의학적인 개입을 서양의학의 치료방법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보완의학은 이런 치료방법들을 서양의학적인 치료방법에 보조적

으로 사용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다. 최근에 많이 상용되고 있는 통합의학이라 하는 용어는 보완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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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침술이 보험적용을 받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다음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침술만큼 많이 선호하는 것이 명상으로 대표되는 싸띠수행이

다. 환자치료에 수행을 결합해 사용하는 것은 이미 상식이다. 

(표 2005. 10. 26. 한겨레)

싸띠수행은 암,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거나 관리할

구분 침술 아로마 예술 최면술 마사지 명상 심신 음악 기공 이완 요가
요법 치료 의학 치료 요법

베스 이스라엘 ◯ ◯ ◯ ◯ ◯ ◯

뉴욕

듀크대 ◯ ◯ ◯ ◯ ◯

조지워싱턴대 ◯ ◯ ◯ ◯ ◯ ◯ ◯

엠디앤더슨 ◯ ◯ ◯ ◯ ◯ ◯ ◯ ◯ ◯

스탠퍼드대 ◯ ◯ ◯ ◯ ◯

메이요클리닉 ◯ ◯ ◯ ◯

유시엘에이 ◯ ◯ ◯

미시간대 ◯ ◯ ◯

메릴랜드대 ◯ ◯ ◯ ◯ ◯ ◯

존스홉킨스대 ◯ ◯ ◯ ◯

펴보자4).

(1) 심신의학

암, 스트레스, 만성질환 등 치료에 심신의학(mind-body therapy, 心身醫學)

을 많이 활용한다. 심신의학은 뇌, 마음, 몸, 행동 상호작용과 감정적, 정신적, 사

회적, 행동적 요소들이 직접적으로 건강에 영향미친다는 데 초점둔다. 마음이 신

체에 영향미치는 것에 관심두는 치료과정이다5).     

심인성질환은 마음상태가 몸에 영향미쳐 발생한 몸 이상상태를 설명한 용어

다. 인체에 치명적인 뇌신경계, 심혈관계 등이 스트레스에 기인한다는 것은, 마

음상태가 몸에 크게 영향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것을 다루는 의학분야가 정

신신체의학이다. 몸이 마음에 영향미치는 것은 신체정신의학이다.    

4)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

다. 사람들이 안다는 것은 현 단계에서 수준이다. 차원이 다르면 앎은 다른 차원으로 발전한다. 

5)  정신신체의학 psychosomatic medicine 은 정신적 요인으로 나타난 신체증상과, 신체질환과 관련

된 정신질환적 요소 등 정신과 신체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분야이다. 특히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정

신과 의사가 타과 의사들과 협력하여 일반환자들에서 보는 정신신체장애들을 치료하는 데 조력하

는 임상분야를 자문조정정신의학(諮問調整精神醫學) consultation-liaison psychiatry 이라 부른

다. 앞의 책, p3.

이전에는 몸만 마음에 작용한다고 생각했다. 과거에는 뇌 속에 전기가 흐른다고 주장한 의사를 동료

의사들이 미쳤다고 정신병원으로 보냈다. 마음이 몸에 지대하게 영향미친다고 주장한 의사를 아무

도 인정하지 않자, 동료들 앞에서 자기주장을 강하게 하다 쓰러져 죽었다. 죽으면서 흥분상태(마음)

가 몸에 영향미쳐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을 증명했다. 의사들(한의사)은 마음이 몸에 영향미친다고

알고 있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은 한다. 그러나 정작 어떻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건강하게 하고, 마음에너지를 보충하는지는 잘 모른다.      

대개 의사들이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할 때

핵심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치료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시지요’ 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말 아무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폭력이거나 무지다. 

과학이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 이론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이다. 항상 마음을 열고 새로운 현상

이 나타나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 이론구조를 발견하고 설명하는 것이 전문가 몫이다. 아

마추어는 발견할 수 있어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과학자태도가 아니다. 

수많은 과학자나 의사들이 크리스트교, 윤회, 관세음보살 등을 믿고 따른다. 증명되지 않은 것을 믿

고 따르면서 자신들을 과학자라 한다. 자연상태에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믿고 따르면서 자신을 과학자라  한다. 그리고 종교와 과학은 다른 문제라고 우

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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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이나 이기심[貪], 분노나 적대감, 원망이나 서운함[嗔], 편견과 선입관, 가

치관[痴] 등, 마음오염원이 무게를 가지고 마음공간을 한바탕 휘저어 놓으면, 마

음공간은 치명적으로 상처받는다. 

살면서 직면하는 경쟁과 갈등은 삶을 피곤하게 한다.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는

것이 삶의 실재다. 일하는 과정에서 겪는 긴장과 좌절은 삶을 힘들게 한다.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은 삶을 구속하고 얽어맨다.    

삶을 짓누르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운동이나 등산을 하고 노래도 부른다. 지

혜와 덕을 갖춘 스승을 찾아 법문을 듣고, 삶의 지혜가 담긴 책을 읽거나, 의미있

는 자원봉사 등 사회활동도 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마음이 가볍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다. 그러나 혼자 있

으면 미운 사람은 여전히 밉고, 욕망이나 서운함 또한 그대로다. 운동도 마찬가

지다. 할 때는 근육이 이완되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항상 그 자리다. 

원인에 따라 처방해야 유효성이 나온다. 운동부족으로 굳어진 근육이나 신경

조직은 운동으로 이완시키면 된다. 기억이미지가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 수축하

고 경직된 신경조직은, 흡수한 에너지를 해체해야 이완되고 정상으로 돌아온다. 

기억이미지와 결합한 마음오염원을 해체하는 도구가 지혜(pappa, 般若, 慧)다.

지혜는 알아차림기능인 싸띠와 싸띠집중인 싸마-ㄷ히를 먹고 자란다. 그 모든 것

을 싸띠가 선도한다. 싸띠활력도에 따라 스트레스 양과 질이 결정된다. 싸띠기능

이 스트레스에 주변수다. 

(3) 신경클리닉̀````

현 단계 인류가 도달한 과학이나 의학 지식은 신경청소에 관해 어떤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 이 점에서는 동양의학도 마찬가지다. 현재까지는 오직 싸띠수행

만이 신경청소를 할 수 있는 도구다. 

때,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경조직을 청소하고, 약효를 증진시키는 데, 상당히 효

과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성질환이나 암치료에 싸띠수행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병을 관리하거나, 치료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으면, 환자나 그 가족들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

(2) 스트레스 해소

싸띠수행은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대부분 현대병은 스트레스

로 기인한다.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효능을 보이는 싸띠수행을 도입해 사용하면

병치료에 유용할 것이다.  

스트레스는 외부충격에 저항하는 내부힘이다. 스트레스가 높다는 말은 외부자

극을 견디기 위해 저항하는 내부힘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자극을 견디려면,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쓰일 에너지를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해당 기관을 유지할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문제가 발생한다. 외부충격을 견디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

은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해 피곤하고 지친다. 그러면 병이 생기고 심각해진다.   

마음공간에 하중을 크게 주는 것은 기억이미지가 욕망계열, 분노계열, 편견계

열 등 마음오염원과 결합하고 질량을 많이 흡수해 마음공간에 착상할 때다. 

마음공간은 그 기억이미지가 가진 무게만큼 하중받고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기억이미지에 결합한 마음오염원을 해체해 기억질량을 가볍게 하면, 마음공간의

하중을 감소시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알아차림기능인 싸띠를 인식대상에 밀착고정시켜 휴식하고, 기억이미지와 결

합한 마음오염원을 제거하고, 마음에너지를 보충하면, 마음상태는 평화롭고 안

정된다. 그러면 스트레스상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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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프고 무기력해졌지만 병원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할 때, 수

술했을 때, 독한 약을 장기간 사용했을 때, 싸띠수행으로 신경청소를 해보기 권

한다. 의외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수술하고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뒤, 싸띠수행으로 타격받은 신경조직을 안정

시키고, 신경조직에 낀 에너지뭉침을 해체하고, 신경조직이 청소되면, 건강에 많

이 도움된다. 그러나 몸에 물리적으로 문제있을 때는, 의사나 해당 분야 전문가

로부터 조언듣는 것이 1차다.  

알아차림기능인 싸띠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신경조직에 낀 에너지뭉침 해

체과정을 직접 볼 수 있을 것이다.

(4) 마음운동과 마음에너지  

우울증과 같은 마음상태는 마음무기력, 더 구체적으로는 싸띠기능 무기력에서

온 현상이다. 의사들은 그와 같은 상태를 ‘마음감기’ 라 하고, 화학약품에 의존한

다6). 

싸띠수행은 우울증을 ‘마음무기력’ 으로 본다. 우울증은 알아차림기능인 싸띠

가 약하고, 싸띠가 상황에 매몰되고 구속되고, 마음에너지를 과다하게 소모하고,

마음이 무기력해져서 일어난 현상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운동요법을 사용하라고 권한다. 절반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6)  현재 신경정신과에서 마음작용과 관련해 사용하는 약성분은 크게 3가지다. 마음이 가라앉아 문제되

는 사람에게는 흥분제를 처방한다. 마음이 지나치게 흥분해 문제되는 사람에게는 안정제를 처방한

다. 뇌나 마음이 지나치게 활성화돼 힘든 사람에게는 마취제나 수면제 등을 처방한다. 이런 방법이

갖는 문제점은 반복성이다. 

에너지를 많이 흡수한 기억이미지가 마음공간(신경조직)에 착상하면, 마음공

간의 하중받은 신경조직은 단위면적당 질량이 높아진다. 그러면 신경조직은 수

축되고 경직된다. 

신경조직이 몸에서 하는 일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 지 알

수 있다. 신경조직은 몸에서 전기작용, 통신작용, 화학작용을 일으켜 생명유지

핵심기능을 담당한다. 신경조직은 전기작용을 일으켜, 몸과 마음에서 발생한 데

이터를 관련된 곳으로 전달(통신작용) 해, 필요한 화학제품(신경전달물질)을 만들

어, 몸과 마음을 유지한다. 

신경조직이 수축하고 굳어진다는 것은 전기작용, 통신작용, 화학작용에 이상

이 생긴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몸은 면역력이 현저히 낮아지고, 세균에 무

방비상태로 노출된다. 그래서 스트레스, 아-싸봐, 업장, 마음무게, 기억무게 등

을 만병근원이라 한다.

치료위해 먹은 약이, 병을 고치기도 하지만 몸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도 한다.

복용한 약이 신경조직에 침전돼 남으면 신경조직은 기능이 왜곡된다. 이런 상태

를 그대로 방치하면, 물리적으로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몸에 불편함

을 느낄 수 있다.  

수술하고 치료가 끝나면, 신경조직이 물리적으로 봉합되지만 타격입은 상처흔

적은 그대로 남는다. 치료과정에 사용한 약이 신경조직에 많이 영향미치기도 한

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하는데, 비가 오거나 날씨가 굳으면 몸이 불편

하다. 

수술이나 상처로 신경이 타격받으면 그곳에 에너지뭉침이 형성된다. 타격받은

신경조직이 흡수한 에너지뭉침은 잘 해체되지 않는다. 신경조직이 타격받고 흡

수한 에너지뿌리는 타격받은 장소에 있으면서, 신경조직을 따라 여러 곳으로 흩

어져 이동한다. 기압이 낮아지거나 계절이 바뀔 때, 흩어졌던 에너지가 타격받은

곳으로 뭉치면서 몸에 불편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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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약물치료  

현대의학이 화학약품에 기초해 마음다루는 방식은, 마음이 비정상적으로 작동

하는 병적인 사람에게는 효과적이다. 이는 뇌를 마취시킴으로써 행동통제가 가

능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뇌를 마취시킨 것이지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치료와

마취는 구분해야 한다.

의사, 심리학자, 상담학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병적인 것 한두 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약간 예민하다고 해도 될 것을 ‘00증’으로 진단하고 치료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대부분 약물에 의존한다8). 

약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몸 면역력을 떨어뜨리듯 마음도 마찬가지다.

약간 예민하거나 조금 힘든 상태에 직면하더라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여유

육체적인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 마음운동, 특히 알아차림기능인 싸띠가 자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싸띠를 운동시켜 활력을 키우고,

마음에너지를 보충하면, 우울한 현상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 싸띠

강화와 마음에너지보충 과정이 수행이다.   

불면증도 마찬가지다. 싸띠기능이 약해, 알아차림기능인 싸띠가 잠들지 못하

는 상황에 구속되거나, 싸띠가 생각에 매몰되거나 끌려다녀 나타난 현상이다. 전

문가들은 운동요법을 권하지만, 운동요법에 더해 싸띠강화요법을 추가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여러 가지 정신병리 현상은 약물보다 싸띠기능을 강화

시키면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

해, 몸과 마음 운동은 소홀히 하고, 약물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복잡한 상황

에 직면하고 있다. 

외부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화학약품을 몸속으로 주입하기보다, 수행으로

알아차림기능인 싸띠를 강화시키면, 마음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몸 속 신경전달물질도 어느 정도 정상화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병원에서 싸띠수행을 활용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우울증이나 불

면증과 같은 증상에는 직접 치료방식으로 채택하기도 한다. 그것은 임상실험으

로 그 유효성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7). 

7)  말기 암환자나 불치병환자를 위해, 그들이 품위있고 안락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

께 하는 것이 호스피스 활동이다. 최근에는 간병도우미 제도가 정착되면서 환자들에게 많이 도움된

다.

암,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주는

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마음건강, 마음안정, 마음에너지 보충, 신경청소 등을 통해, 질병관

리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움주는 것이 요구된다. 이

런 활동을 통해, 만성질환자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보다 품위있는 삶을 누릴 수 있고,

사회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면, 환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약이나 음식, 운동 등은 그 분야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마음에 관한 분야는 의사나 환

자 모두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매는 경우가 많다.

마음과학 혹은 싸띠수행을 활용해 만성질환자들이, 자기마음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 그들이 자신의 병을 유효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우미활동이 필요하다. 

8)  일반적으로 병이 먼저 생기고 치료하는 약이 나중에 만들어진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약이 먼저 만

들어지고 그것을 소비하기 위해 병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병원이나 제약회사 소비자는 환자

다. 환자를 위해 의사, 병원, 제약회사 등이 존재한다. 사람치료가 의사, 병원, 제약회사 등의 존재

가치지만 자본주의에서는 그것들이 교환가치로 기능한다. 의사, 병원, 제약회사들은 모두 이윤창

출이 존재이유다. 몸이 아파도 교환수단인 재화를 가지지 않으면 치료해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제약회사도 마찬가지다. 회사는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제약회사 슬로건은 인류행복을 추구한다지

만 실상은 회사이익이 최우선이다. 그렇다보니 병에 따라 약을 만들기도 하지만 약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 적합한 병을 만들어 소비시장을 창출하기도 한다. 

의사, 심리학자, 상담학자 등이 전 민중을 환자취급하는 것도 일종의 시장창출 일환은 아닌지 생

각해볼 문제다. 종교인들도 마찬가지다. 천주교시장, 기독교시장, 이슬람시장, 불교시장, 요가시

장, 수행시장 등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소비

한다. 무궁무진하다. 어쩌면 현대인 삶은 제약회사, 의료계, 심리학, 상담학, 종교 시장 소비자로

기능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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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할 수 있다.  

의사나 상담학자는 상처받은 마음을 대상으로 하고, 싸띠수행자는 건강한 마

음을 대상으로 한다. 수행자들이 마음다루는 것은, 건강한 마음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초점둔다.   

정상인 마음상태를 다루는 것에 초점두고 접근한 것이 싸띠수행이다. 수행은

정상인 마음상태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가꿔, 자유로운 삶, 청정한 삶, 행복한 삶,

공존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살면서 접촉을 피할 수 없고, 접촉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작용으로부터 자유롭

기는 무척 힘들다. 접촉 다음에 일어난 마음작용으로 인해 힘들고 지칠 때 어떻게

그 마음상태를 다룰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좋은 것을 보면 욕망과 이기심이 일어나고, 싫은 것을 만나면 분노가 일어난다.

믿었던 사람이 기대감을 저버리면 서운함과 원망이 남는다. 존재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은 삶을 옹졸하고 편협하게 만든다. 

이런 마음작용은 지극히 정상이다. 이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약품은 아직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만들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상인 마음관리는 싸띠수

행이 효과적이다.

이미 발생한 비정상상태를 약물을 이용해 통제하는 것처럼, 정상인 마음도 약

물을 사용해 다룰 수 없다. 예방의학 차원에라도 정상인 마음상태를 올바르게 이

해하고 다루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과제다. 

인류 가운데 99.9% 이상 차지하는 정상인 마음상태를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다

룰 수 있다면, 인류의 현재와 미래, 이익과 번영, 자유와 행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10).

10)  마음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작동원리를 활용해 마음산업으로 발전한다는 점에서 교육학, 의학,

심리학, 상담학, 철학, 생물학, 컴퓨터산업, 인공지능, 싸띠수행 등 분기점이 점차 사라진다. 이것

들은 서로 관계맺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 침투하고, 서로 보완하고, 서로 통합하면서 발전한다. 

갖고 도와주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약물에 의존하도록 유도하

는 것은, 개인 주체적 극복의지를 약화시키는 주범이다.  

최근 의료계는 정상인 마음상태도 의료행위로 삼아야 한다고 관심영역을 확장

한다. 이것은 정신건강이나 예방의학 차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마음

변화에 대한 구체적 기술을 갖지 않고, 마음을 다루면 불필요한 의료시장만 키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뇌나 신경전달물질 차원에 기초한 마음이해는, 마음건강에 많이 도움되지 않

을뿐더러 마음에 관해 길을 놓칠 수 있다. 마음건강 핵심은 마음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구체적 변화기술이다.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음건강이 상품화되

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9).  

(6) 예방의학

의학이 발달해도 병들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예방의학이 중

요하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이미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는 것은 쉽지 않다. 평

소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면, 외부자극에 대해 대응력을 높일 수 있고, 마음건강

9)  정신의학 psychiatry은, 정신 psyche 을 치료한다는 뜻의 어원에서 나타나 있듯이, 정신(또는 행동

의) 장애와 나아가 건강 상태와 병적 상태에서의 개인의 행동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의학의 한 분야

다. 정신질환이 하나의 의학적 병으로 인식된 것은 불과 지난 200여 년 전의 일이다. 초기에는 정신

의학이 단순히 정신병을 치료하는 의학으로 인식돼 왔으나 근대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의 인격,

행동, 주관적 생활, 대인관계 및 사회적응 등에 영향을 주는 정상과 이상 사이의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격 장애들이 정신의학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나아가 정신현상이 아래로는 유전, 분자생물학 및 대

뇌기능 등 개인의 신체적 요인들과 상호 관련됨이 밝혀져 있어, 이제 정신의학의 대상은 정신적 원

인에 의한 신체적 장애, 신체적 요인에 의한 정신적 장애 그리고 사회문화적 요인과 관련성, 지역사

회정신의학 및 정신보건문제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다. 대표저자 민성길 《제4개정판, 최신정신

의학》, 일조각, 서울, 2000,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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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은 몸이 즐거워서 그렇습니다. 몸에서 풍대를 느끼는 것이

구요. 그때는 몸이 지나치게 떨리지 않으면그 떨림을 무시하고 그냥 배만 보세요.주

변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은 알아차림이 강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그냥 배

로 돌아오세요. 현상은 역겨운 냄새지만 실상은 번뇌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몸에 힘

빼고 배 움직임만 알아차림하세요.

이 곳은 수행을 점검하는 곳입니다.  

수행하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홈페이지(www.satischool.net) 수행상담에 질문하면

대표 SATI MASTER Buddhapa⁻la 스님의 정확하고 자세한 지도가 있습니다.

평소때는 1시간 좌선시 30분이 지나면 눈앞이 하얘지거나 환해지고, 다리가 풀리

고, 그리고 완전히 일치된다는 느낌, 고정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백회와 항

문을 축으로 몸이 좌우로 미세하게 진동을 하면서 흔들립니다. 

때때로 미간사이에 힘이들어가고 집중이 되버려 얼른 배쪽으로 돌릴려고 노력을 많

이 했구요.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눈앞이 환해지더니, 미간사이로 짓누르는 느낌이

있어서 얼른 배로 돌렸습니다. 배의 움직임은 작년에는 움직임이 다이나믹하고 물

결치고 돌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랫배에 일정하게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합

니다.

그리고 다리도 저림이 없고, 일치해지는 느낌이 갑자기 강하게 와서, 평소와는 그

힘이 틀렸습니다. 표현하긴 힘든데 정확하게 다 맞아떨어지는 그 느낌이 강하고, 오

래가고, 이때 배를 찾으려해도 찾기가 힘들더군요. 그러기를 한참, 다시 조금씩 배

가 움직이고, 백회와 항문을 축으로 다시 미세하게 좌우로 조금씩 떨리고, 다시 일

치하여 움직임이 없고, 

가슴이 조금 답답하고, 저림이 있다가 한참을 하니 풀리고, 이상한건 똥냄새가 심하

게 나다가 없어지고 다시 나고, 처음엔 화장실에서 나는줄 알았습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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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는 대통령 철학을 이해하

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한다면서 곳

곳에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있다. 지난

정부 때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의 코

드인사와 낙하산 인사를 격렬하게 비

난했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

대통령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을 잘 먹

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발상만 있을

뿐”이다. 물론 지금의 한나라당은 그

런 말을 현 정부에게 하지 않는다. 과

거의 기억을 선택적으로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우리 정치는 잊는 ‘능력’을 비상하게 발달시

켜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와 방만한 경

영은 언론에 신물이 나도록 보도되었

다. 그 문제 해결책도 나와 있다. 낙하

산 인사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뛰어난

내부 감사 제도를 운용하면 된다. 그러

나 낙하산 인사를 했거나 하고 있는 정

당은 서로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 듯

상대편을 비난하기에 바쁘다. 이런 대

국민 사기극을 먼저 그만두는 정당이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키고

수권정당이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8. 15특사로 재벌

총수들을 사면하자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적 합의와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재벌총수들을 사면한 것은 국민 분열

용 사면”이라고 했고 민주노동당은

“사면권의 남용일 뿐만 아니라 오용”

이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가 대선 뒤인 작년 12월

31일 임동원, 신건 등 전 국정원장들과

박지원, 한화갑 등이 포함된 사면을 하

자 한나라당은 “노대통령은 자신의 측

근을 포함하는 등 임기 종료 직전까지

사면권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노무

현 정부 때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대해 별다른 비판을 하지 않았

고, 지금 한나라당은 과거와 달리 대통

령 사면권에 대해 ‘국민 화합을 위한

조치’라며 환영하고 있다. 

이런 증후군은 관료들도 마찬가지

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에 감세 정

책을 주장하자 재정경제부는 2005년

인간에게 기억이란 무엇인가? 우리

는 과연 옛날 있었던 일을 사진으로 재

생하듯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가? 인간

의 뇌는 자신에게 유리한 기억은 살려

두고 자신의 생존에 불리한 기억은 어

두침침한 지하실로 보내버리는 방식으

로 기억을 가공하고 처리한다. 정당과

정치인뿐 아니라 모든 인간집단은 마

찬가지 방식으로 기억을 대한다. 

사실 모든 과거 일을 생생하고 자세

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생존에 유리하

다고 할 수 없다. 러시아의 신경과학자

루리야는 뛰어난 기억력을 간직하고

기억술사로 일한 사람을 30년 간 관찰

하고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란 책

을 썼다. 이 책의 주인공은 망각하기

위해 애쓰다 말년에 정신병원에서 생

을 마감했다. 보르헤스가 쓴 ‘기억의

천재 푸네스’란 단편은 비상한 기억력

을 지녀 모든 일을 기억하는 사람에 관

한 이야기다. 그는 기억을 잘 보관할

뿐 기억의 무게에 짓눌려 아무런 정신

적 일도 할 수 없는 처지다. 

때로 적당하게 잊어버려야 좋은 일

도 있지만 우리 정치는 이런 잊는 ‘능

력’을 비상하게 발달시켜왔다. 

[ 세상사는 이야기 하나 ]

법안 정광모 
희망제작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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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아홉시 반, 벨 소리에 문을 열

었다.

“내다!” 

환하게 웃고 있는 씩씩한 얼굴, 친정

어머니셨다. 

“아이고, 그단새 왔네. 뭐 타고 오셨

는교?”

“너거 외삼촌이 태워 줄라 카던데

그냥 택시 불러 타고 왔다.”

왼 손에 지팡이 짚고, 기능 잃은 오

른 손은 허리께에 붙이고, 가방은 어깨

에 비스듬히 멘 일흔 여덟 노인에게서

발산하는 에너지를 보며 나는 웃었다.

외할머니 제사에 오셨던 어머니는

퇴근 후 모시러 가겠다는 내 말에 저물

도록 못 기다린다며 부리나케 오신 것

이다.

십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오른 쪽

반신을 못 쓰시는 어머니. 수저질도 왼

손으로 하시고 지팡이에 의지해 절뚝

절뚝 느리게 걸으면서 못 가시는 곳이

없다. 

올봄에는 면에서 주관한 효도관광에

도 참가 했다던가. 함께 사는 오빠가

걱정하며 만류해도 기어이 예쁜 옷 차

려 입고 관광버스에 올랐는데, 소변 마

려울까봐 수박은 물론 온 종일 물 한

모금 입에 안 대고 밥은 먹는 시늉만

허깨비! 
허깨비!
허깨비!

[ 세상사는 이야기 둘 ]

무구연
charm366@hanmail.net

11월 ‘감세논쟁 주요 논점정리’란 자

료를 내었다. 이 자료는 감세 정책이

왜 문제인지 더 잘 정리할 수 없을 정

도라는 찬사를 들을 만큼 조목조목 감

세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기획재정

부는 감세가 기업투자를 늘리고 성장

을 높인다면서 앞장서서 감세정책을

홍보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롯한

많은 감세안을 발표하고 있다. 언론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

난 똑같은 사안을 두고 정 반대로 보도

를 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는 정치인과 관료, 언론인 모두 ‘영혼

이 없는 집단’이다. 이런 사례는 너무

많아 정치학자들이 수십 개의 흥미 있

는 박사 논문 감으로 삼을 만하다. 

‘정치 신뢰’ 회복을 하는 가장 좋은 처방

지금 민주당의 지지도가 높이 올라

가지 않는 이유도 국민들이 민주당이

야당일 때 한 말과 공약을 권력을 잡았

을 때 뒤집고 다시 야당이 되자 자신은

그런 적이 없었다는 듯 이명박 정부를

맹공하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자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한

나라당은 정권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

아 ‘기억상실’ 증상을 보인지 오래되

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예전 야

당 시절 한 비판은 눈 녹듯 사라지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다음에 정권을 잡으

면 대변인이 현 정부를 상대로 낸 논평

을 모두 모아 그 논평에서 비판한 대로

낙하산 인사와 사면권 남용 등 모든 제

도를 고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

당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한 논평과

비판을 찾아보고 그 날카로웠던 비판

의 십분의 일 만이라도  이명박 정부에

하는 건 어떨까?

나라경제와 민생이 어렵다. 정치가

경제 문제를 끌고 나갈 때가 많으니 경

제가 어려울수록 정치 신뢰회복이 필

요하다. 정치 신뢰회복의 길은 멀리 있

지 않다. 남 탓을 먼저 하기보다 선택

적 ‘기억상실증’ 증후군에 대한 성찰

이 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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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웃과 친구들은 내내 우울하고 가

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다들 크고

작은 삶의 발길질에 속 썩어봤고, 갱년

기라는 복병까지도 만났으며, 나름대

로 우울증의 어두운 계단에도 내려가

본 연령이기에 그의 자살 소식이 예사

롭지 않았던 것이다. 

“참 독한기라. 애들을 놔두고 어째

목숨을 끊는다 말이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했다.

독해서가 아니라 아마 마음이 허약할

대로 허약해서 일으킨 한 순간의 일일

것이다. 피어오르는 구름처럼 변화무

쌍한 사람의 마음이 한 순간 저지른 일

이 무섭기 그지없다. 

두 아이들 집 떠난 뒤, 이명이 왔고,

자신에 대한 비하감과 무력감, 순간순

간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끓고, 불면증

에 시달리며 나도 그 깊고 어두운 터널

속에 있어 보았기에……. 

그러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은 실체가 없고 그저 이미지일 뿐이라

는 마음의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 견딜 수 없이 마음 서늘한 순간

선방으로 달려 갈 수 있었다.

들리면 들리는 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사념들 하

나하나에 이름 붙이고 알아차리기. 허

깨비 같은 망상에 끌려가지 않는 단순

한 훈련 속에서 내 마음엔 평화가 왔

다.

나이에서 오는 몸 속 호르몬의 장난

인지, 기질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지

금도 때때로 마음에 썰물이 지곤 한다.

하지만 그것은 구름처럼 한 순간 피어

났다 스러지는, 왔다가 떠나가는 손님

같은 것이라고 자각할 줄 알기에 두렵

지 않다.  

악성 댓글이든 우울증이든 모두 허

깨비 같은 망상일 뿐인데 마냥 끌려가

버린 최진실이 안타깝고 가엾다. 어떤

고통도 삶을 압도할 수는 없는 것을.

“허깨비! 

허깨비! 

허깨비!” 

하셨단다. 사람구경, 경치구경 실컷 했

다는 어머니의 행복한 목소리에 유쾌

하게 웃으면서도 내 콧등은 시큰거렸

다. 

딸아이들 초등학생 때의 일화 한 토

막. 외출하면서 시험 공부하는 아이들

감시를 부탁했는데 내가 나가자마자

“에미 갔다. 그만 나와서 놀아라.”고

했다는 어머니는 외손녀들의 해방구이

자 이상형이다.  

생활이 고달프고, 일신이 불편해도,

또 자식이 속을 끓여도 상황에 덜미 잡

혀 침울한 어머니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까. 몸 아프면 밥은 더 많이 드시고, 간

밤에 한 바탕 풍파가 일어도 아침에는

다시 떠 오른 태양처럼 기운차게 할 일

하고 계셨다. 

어제 일에 사로잡히지도, 내일 일 지

레 걱정 하는 일 따위라곤 없이 오로지

눈앞의 상황과 대상에 생기 있게 집중

하는 어머니의 튼실하고 활기찬 마음

밭을 보면 물질은 풍요하지만 심약하

고 공허한 우리들의 마음 밭이 비교된

다. 

우리 어머니, 손자와 손녀집 두루 들

러 사는 모습 좋아라 살펴보시고는 종

조모 제사까지 참여하신 뒤 시외버스

태워 달래서 시골로 돌아 가셨다. 

한 바퀴 둘러 바람 쐤으니 지금쯤 몸

과 마음에 더욱 생기 충천하실 게다.

탤런트 최진실이 죽었다. 그날 아침

인터넷 뉴스를 보았을 때 믿기지 않아

그저 루머겠거니 했다. 베일에 싸인 듯

신비한 이미지의 배우이기보다 이웃사

람 처럼 편한 배우여서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다.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겪어 눈물의

의미를 아는 배우였기에 유명 야구 선

수와의 결혼이 파경을 맞았을 때도 나

는 전적으로 그의 편이었다.

그리고 삶에 발목 잡히지 않고 오뚝

이 같은 근성으로 두 아이 키우며  밝

게 살아가는 모습이 믿음직했다.

화려한 스타지만 알뜰한 생활로 저

축상도 많이 받아 사람들에게 더욱 사

랑 받던 그의 돌연한 죽음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여파를 끼쳤다. 

“도무지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울적

해. 잠자리에 들 때마다 생각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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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수행노트]

법산싸띠 해피스쿨 교장 assa-min@hanmail.net

바보보다 더 바보는 바보하고 말다툼하는

사람이다. 살다보면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일도 있지만 그냥 넘어가기도 그렇고 굳이

시시비비를 가려서 입장을 세우자니 꿀꿀한

일도 있다. 부처님은 “세상이 나와 싸우지

나는 세상과 다투는 법이 없다”고 하셨다. 

얼마 전 불교계가 시끄러웠다. 그럴 만도

하다. 현 대통령은 대형교회, 천민자본주의,

괴물 제국주의 그리고 근본주의 상업 기독

교(미국 기독교)와 오버랩 되더니만 요즘 그

를 둘러싼 풍경이 예사롭지 않다. 벌거숭이

임금 앞에서 침을 튀겨가며 칭잔 경쟁을 벌

이던 신하들처럼 지금 청와대에서 우리와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가 한창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나에게 오는 법은

없는 법, 먼저 그가 충성을 그답게 강요한

듯 하다. 그는 서울시를 봉헌 한다고 했

다.(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흉내 낸 듯한

데 콘스탄티누스는 정치적 필요에 의해 쇼

를 한 것이다 - 가톨릭 교회는 그 사실을 알

고도 대제라는 칭호로 화답을 한다. 한국 대

형교회와 현 정권은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

똑
바
로
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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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쌍둥이다). 

대권을 잡자 소망교회의 형제자매들

이 줄지어 대거 등장한다.(‘청렴도 보

다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소도 웃을

논리에 형제자매의 배는 더욱 축복과

영광 속에 부르다. 세금포탈과 땅투기,

논문표절은 자랑스러운 훈장이다. 정

직하고 착하지 않아도 천국행은 교회

만 나가면 문제없다?) 

청와대 경호실 처장은 ‘모든 정부부

처의 복음화가 나의 꿈’ 이라고 발언

하고 추부길 사회수석(그는 목사다)은

촛불 집회 참석한 시민들을 모두 싸잡

아 사탄이라고 했다(사탄이 있음으로

써 목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

는 듯 하다. 사탄은 그의 존재 이유이

며 맛있는 밥그릇이다.) 김성이 보건복

지가족부 장관은 “신앙심이 부족해 사

회 복지 정책이 실패했다.”고 했다.

“포항시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데 예

산의 1%를 쓰겠다”(이런 미친-) 고 다

짐했던 포항시장은 중앙 공무원 교육

원장에 임명됐다. 어청수 경찰청장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점입가경이

다. 국토해양부의 ‘교통정보시스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지리정보시스

템’에 교회와 성당만 있다.? 

모두가 오해란다. 그저 유감이란다

(유감이라면 정말이지 내가 유감이다). 

허리 굵은 개하고 다리 굵은 개가 싸

우면 누가 이길까? 힘센 개가 이긴다.

우리주변에는 온통 다리 굵은 개들이

즐비하다 -개판이다. 

차기 순복음 당회장이 유력한 장경

동목사가 뉴욕 순복음교회에서 원색적

으로 붇ㄷ하를 비하하고 불교를 폄하했

다고 한다. 그들은 종교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불신을 조장한다. 불신과 공포

가 있어야 배부른 어떤 세력들과 깊게

손잡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아니라 이런 풍토에서 불신을 먹고사

는 우리 아이들이 여러모로 딱하다. 

광복이 되고 수십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독립 기념관이 그것도 친일파

들와 그 후손들 주도하에 겨우 세워진

코미디가 있는 우리 사회(지구상에 이

런 나라가 딱 두 나라라던가?)다. 우리

손으로 선거를 했으니 톡톡히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짐작은 했지만! 앞으로

몇 년을 더 치러야 한다.  

허
리
굵
은
개
하
고
다
리
굵
은
개
가
싸
우
면
누
가
이
길
까
？

힘
센
개
가
이
긴
다.

우
리
주
변
에
는
온
통
다
리
굵
은
개
들
이
즐
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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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보다 더 리

얼하고, 그것의 모태이며 궁극인 오직

삶의 과정만이 있습니다. 수행자는 이

삶에서 자기변화(trans)와 넘어서기

(beyond)의 겹쳐있는 이중적 삶의 과

정을 삽니다. 자기변화에만 그친다면

그는 수행자가 아니라 수행하는 사람

일 뿐입니다. 수행하고(trans) 수행을

지도, 지원(beyond)하는 것이 지혜와

자비의 이중적 본령입니다. 먼 옛날 붇

다가 그러했듯이 세상과 함께 진화합

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을 사는가시피

살 수 있습니다. 

삶을 넘어서(beyond) 또 다른 삶의

진경을 열어가는 행복이 가치있는 행

복입니다. 가치는, 또 행복은 어떤 ‘존

재(Being)’의 상태에 머무는 것보다

되어가는(Becoming)과정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행복이 따로 목표로 있는 것

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고 스스로 넘

어서는 삶-성장의 내적 과정에서 일어

나는 부산물입니다. 수행자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삶 바깥에서 살려고 했던 것은 다 죽

었습니다. 말로서 살지 않고 몸으로 살

려고 했던 것은 삶 안에서 다 살았습니

다. 붇다가 최선을 다해서 그러했습니

다. 삶 안에서 몸으로 사는 수행자는

고통 안에서 나-너의 행복을 만듭니

다. 행복은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이기적 욕망과 적대적 분노

와 주관적 편견으로 비틀어진 이 세상

에 인간의 눈물 한 톨 받아낼 줄 아는

양심의 마음그릇을 나눠주는 마음문화

운동, 이를 이끌고 지원하는 수행자의

보다 큰 행복을 누려보자고 말하고 싶

습니다. 그 길로 함께 설레고 살아보자

고 말입니다. 

실존이 본질에 선행하듯이 역사보다

앞서는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절망

이고 동시에 희망입니다. 역사가 왕조

사의 지배역사에서 벗어나, 인민의 봉

기를 통한 권력이나 체제의 교체로 발

전한 것이 진보였고 희망이었지만, 이

젠 아닙니다. 5년 짜리 권력시효의 시

작과 만료의 주기적 반복이 끝내 진보

의 새 역사와 희망을 연다고 믿지 못합

니다. 

이제, 오늘의 역사를 새로운 ‘차이

와 반복’으로 끌어내는 근본적인 전망

은 신인류의 출현에서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인간성이 나와야 합니다. 녹야

원으로부터 세수 80에 이르는 붓다의

한 살매가 인류의 행복에 기여했다면,

그것은 ‘새로운 개인’을 생산하는 노

하우를 오롯이 우리에게 역사에 남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비록 소수

자(minority) 비주류의 역사였지만 언

제나 근본적이고도 실제적으로, 영감

과 비전으로 공감을 불러 일으키면서

썩어문드러진 욕망의 도탄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어둠에서 밝음으로, 참된 인

간됨의 길로 가도록 분투했던 것입니

다. 먼 옛날 붇다의 제자들이 그러했습

니다. 그런 삶을 무소의 뿔에 걸고 갔

습니다.    

수행은 자아를 실현하는 웰빙이기도

하겠고, 또 어떤 상태에 도달하는 내공

의 경지가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도 있

으되, 아닙니다. 가는 것입니다. 무소

의 뿔처럼, 당당하게 자유롭게 초연하

게 ‘새 주체’로서 길을 가자는 것입니

다. 

삶 밖에 행복은 없습니다. 언제나 불

교보다 깊고 먼 것은 삶이었습니다. 삶

을 초월하는 행복이라는 궁극적 상태

무소의 뿔처럼

반냐를 읽는 새벽 

벽안 이상규
SATI MASTER, CLEANMINd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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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음활성화 프로그램 Sati 수행

⑴ 수행과 학습

⑵ 수행과 관계

3. 학습독서와 통합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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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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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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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cal-sati English&Chinese + Noble Sati + ¯º˙Õ–‡°œ

Vocal-sati English&Chinese + Noble Sati + ¯º˙Õ–‡°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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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Ⅲ

불교는 인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붇ㄷ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 인도 붇ㄷ하가야로 옵니다.  그러나 정작 인도에는 CE 1200년 이슬람

침입으로 불교가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동남아 불교도들은 천대하고, 동북아 불교도들

은 자신들이 대승이라고 멸시합니다. 아쉽게도 현재 인도 스님들과 불교도들은 홀로설 수

있는 현실적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조금만 도와준다면,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가

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법으로 회향할 때입니다.한국, 중국, 일본은 지난 2500

여 년 동안 인도로부터 자유와 청정, 행복으로 가는 가르침인 불교수행을 배워 사용했습니

다. 붇ㄷ하가야 보리수 옆에 국제불교대학과 국제선원을 건립하는 것은 붇ㄷ하의 은혜에 보

답하는 길입니다. 현재 1차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고, 2차 부지 매입이 진행 중입니다. 인도

중앙정부로부터 종교법인 허가를 받았고, 2008년 1월 22일 국제선원을 개원했습니다. 인

도불교를 살리고, 이곳을 세계불교의 중심으로 삼으려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과 힘이 필요합니다.  

15만원이면 한 평의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인류의 평화와 행복, 이익과 번영에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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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Ñ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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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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09년 1월 9일 ~ 12일              

● 인원 : 초등부 20명 / 중고등부 20명

● 목표 : 산만한 마음을 집중하여, 마음의 활력을 되찾고 생활습관을 바꾸어 

목표의식을 기른다

● 내용 : 초등부 - 하루 8시간 수행, 구연동화, 글짓기, 놀이치료

고등부 - 하루 8시간 수행, 다도, 삶의 자세, 학습법, 교양

● 참가비 : 10만원

● 준비물 : 책 2권 (자신이 읽을거리)

흰색 상의, 슬리퍼, 세면도구, 필기구 

● 문의접수 : 055)331-2841, 010)5405-2841 www.satischool.net

교육은 더 나은 삶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핵

심적인 활동이다. 교육은 사람의 일이고 그 중심에 마음이 있다. 배우는 학생뿐

만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 또한 맑고 건강한 마음을 가질 때 효과적이다. 몸과 마

음의 충분한 휴식이 교육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학생중심 교육을 강조할수록

학생수준을 파악하고 적용하는 교사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 SATI SCHOOL 교

사직무연수는 교사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 접수기간 : 12월 3일부터 선착순 접수              

● 참가인원 : 교사직무연수 30명

● 참 가 비 : 15만원

● 연수기간 : 2009년 1월 12일~1월 16일

● 연수장소 : 다보산 반냐라마

● 준 비 물 : 세면도구, 슬리퍼, 상의 흰색 티셔츠, 수행복지급(하의)

● 문의접수 : 다보산 반냐라마 

전화 010-5405-2841, 055)331-2841, 010-5586-0877(이상수) 

팩스 0505)331-2841, www.satischool.net

?????? ??
sati수행을 통한 심성계발 [기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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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장소 :buddhapala@hotmail.com
● 신청서류 : 자기소개서,  출가(수행) 이력서

● 문    의 : 010-5405-2841 / 02)597-2841 / 055)331-2841
www.satischool.net

● 담 당 자 : buddhapala

기타 자세한 문의는 담당자에게 직접하세요.

제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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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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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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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반 : 수행 10시간, 강의 2시간 

참고사항

대반열반경반은 초전법륜경반을 
수료한 사람에 한해 신청받음

종단, 성, 국적, 출가년도 관계없음

왕복 항공료, 체재비, 강의료 포함
중도포기시 항공료 50% 반환

장소는 붇ㄷ하가야 반냐라마 SATI SCHOOL
모든 강의와 생활은 영어로 진행됨. 
싸띠수행반은 한국어로 진행

기  간 2008년 12월 15일 ~ 2009년 1월 25일(6주) 마친 후 성지순례는 자유

● 서울지역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저녁 7:30 ~9:30

SATI MASTER 1급, 2급 이론수업 및 수행점검

● 부산지역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 10:30~1시:30

SATI MASTER 1급, 2급 이론수업 및 수행점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수행지도자 양성과정인 SATI MASTER 과정이 1년 과정에

서 2년 과정으로 확장됐고, 올해로 4기 학생들이 수업하고 있고, 12월 6일에는 3회 수

료생이 배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수료한 학생이 100여명을 넘고 현재 재학생이 7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에 기초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SATI MASTER 자격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했고, 또 SATI

MASTER 자격도 1급에서 4급까지 세분화시켜 검증시험을 치루고 있습니다. 3급까지

는 정규수업시간에 배울 수 있지만 2급이나 1급은 이론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

족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SATI MASTER를 위한 정기모임을 마련하고 SATI

MASTER들이 수행을 심화시키고 이론을 확장해 다른 사람에게 마음과학과 싸띠수행

을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성숙시킬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이 참

여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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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ㅂ힉쿠 스님 숙소, 사무실, 찻집겸 쉼터, 주차장 부지 매입

지난 여름 ㅂ힉쿠니- 스님 숙소를 마련한데

이어, 이번에는 혜향선원 밑에 있는 지붕이

허물어진 집을 ㅂ힉쿠 스님 숙소로 사용하려

고 매입해서 고즈넉한 공간으로 수리를 마쳤

다. 그동안 일반 대중들과 함께 생활하느라

많이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행한

ㅂ힉쿠 스님들을 위해 안정된 공간을 마련하고 공양 올릴 수 있어 대중들이 함께

기뻐하고 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무실로 쓰일 공간을 마련했다. 마을회관 지나서 선원 들어오는 좌측 노보살

님 집을 매입해 사무실로 쓸 예정이다. 새로운 상근자들이 안정적이고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사무실이 필요했다. 그동안 여

러 가지 사정으로 필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사무실을

꾸밀 수 있어 다들 만족하고 있다. 

많은 대중들이 출입하지만 이곳은 수행도량이라 변변한 쉼터가 없어 다들 불

편함을 느꼈지만 잘들 참아주고 협조해 주어 여기까지 왔다. 보리수 아래 길 건

너 밭을 매입해서 아담한 집을 짓고 찻집 겸 쉼터를 마련하고 있다. 앞이 탁 트여

전망이 좋다. 올해가 가기 전에 입주할 예정이다. 살다보니 별일도 다 있다고 다

들 흥분하고 있다. 수제비도 먹을 수 있을는지 꿈꾸기도 한다. 

선원 공간이 갑자기 넓어지면서 지금까지 사용하던 주차장이 갑자기 멀어져버

120 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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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생 수행교실 개설안내

장    소                            일    시

서울 (교대역)

부산 (다보산, 대동 톨게이트)

대구 (봉덕동)

매월 2, 4주 토요일 (놀토)

10:3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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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마음과학에 기반해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토대인 SATI수행을「SATI」브랜드로 키워갈 것이다.  

1. SATI SCHOOL

SATI SCHOOL은 마음과학과 수행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2012~2015년까지는 석박사과정의 대학원대학으로 인가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현재 2년 과정의 SATI MASTER 과정이 서울과 부산에서 개설돼있고, 이제까

지 100여명이 수료했고, 70여명의 학생들이 수행과 이론을 배우고 있다.  

2. SATI HAPPY SCHOOL

SATI HAPPY SCHOOL은 회사나 학교

등 필요한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에 기초해 마음건강을 지도하기 위

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현재 5개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

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President는 法山 민관식 SATI MASTER가 담당

하고 있다.     

3. SATI LEAdERS SCHOOL

SATILEADERSSCHOOL은 중고등학생

을 위한 전인교육과 통합교육을 목적으로 설

립됐다. 여기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세계를

리더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인류의 이익

새로 상근자가 세명이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동안 상근하는 영양사까지

하면 네 명이 상근하며 대중들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法山 민관식(상근 SATIMASTER) 

화광지 (상근 영양사)

如如 추우엽 (행정실장)

수메루 서숙희 (홍보실장)     

SATI ScHOOl안내 

지난 1993년 통도사에서 몇몇 자유로운 삶, 청정한 삶, 행복한 삶, 공존하는 세

계를 건설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냐라마는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에 기초한 수행전

문가 양성을 목표로 SATISCHOOL을 설립하고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그 동안 SATI SCHOOL은 일반인들과 학생들에게 수행지도, 교사직무연수, 일

반학교에서 수행지도, 수행을 사회로 회향하는 마음운동 CLEAN MIND 등을 활

발하게 실천했다. 2005년부터 수행전문가 양성과정인 SATIMASTER과정을 개

설해 많은SATIMASTER를 양성해왔다. 그리고 올해 SATIMASTER자격을 민

간자격으로 등록했다. 

그 동안 활동한 성과물을 토대로 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져올 특별학교를

소식

렸다. 그래서 보다 편리한 공터를 주차장으로 손질했다. 많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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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번영, 자유와 행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현재 겨울 8주, 여름 4주 집중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는 중고등학교를 인가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President는 智慧 이태호 SATIMASTER가 담당하고 있다.  

4. SATI LIFE dESIgN SCHOOL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진학에서 직업선택, 사회생활과 소중한 만남, 사회활동

과 은퇴, 그리고 은퇴후 제2의 삶과 아름다운 이별 등을 만날 때마다 어찌해야 할

지 몰라 헤매기도 한다. 

SATILIFEDESIGNSCHOOL은 자신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와 구체적인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특히 마음건강과 마음에너지를 제공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에 기반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수행

과 문화를 접목시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깊고 넓은 지혜를 성숙시켜

자유로운 삶, 청정한 삶, 여유로운 삶, 행복한 삶, 공존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는 다보산 반냐라마에서 진행하고 2015년부터는 서울 근교에 설립될 반냐

라마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연수원 형태로 운영할 것이고 많은 대중들의 삶에 청

량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식

SATI MASTER자격시험

2008년도 SATI MASTER 자격시험이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시

험은 지난 11월 9일 일요일 9시부터 1급, 2급, 3급 자격시험이 실시됐다. 

SATI MASTER수료식 및 자격 인정식

2008년도 SATI MASTER 수료식과 자격 인정식이 서울과 부산에서 있을 예

정이다. 부산은 12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은 12월 8일 월요일 저녁 6시에

각각 실시된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명예 SATI MASTER 1급을 받는 분이 2명이

다. 많이 참석해 기쁨을 함께 누리기 바란다. 

Sopaka승찬 대장로 초청법문

2008년도 SATIMASTER과정 수료식 특강으로 BUDDHADHAMMASAN·

GHA 증명법사인 Sopaka 승찬대장로를 초청해 지혜의 말씀을 들었다. 참석한

대중들이 가슴깊이 새겨 둘 맑은 법문을 해주셨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2회 자유와 행복의 가을 길걸음

10월 26일 해운대 동백공원에서 부산

대불련 동문회와 함께 자유와 행복으로

가을 길걸음을 마쳤다. 반냐라마 법우와

대불련 회원 50여명이 행선, 좌선, 행선

누리마루 관람까지 하고, 다시 길걸음을

소식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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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여 숲속 오솔길을 지나 좌선과 자비관으로 모든 이의 자유와 행복을 기원

했다. 

특히 이날, 멀리 성남 반냐라마에서 선농법사가 오셔서 까야 싸띠 시연을 펼쳐

수행 전후 싸띠를 강화할 수 있는 동작을 보여 이날 오신 법우들의 갈채를 받았

다. 다음 09년 봄 길걸음(4월 26일)에는 작은 문화행사도 넣어서 진행하기로 했

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소중한 마음을 후원금에 담아 보내주어 고맙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세무서 제출용) 영수증을 발급하오니 

후원한 후,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분들은 

(사) 반냐라마 사무국으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길.

문의처 : 055)331-2841  010)5405-2841

소식



붇ㄷ하가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을 발견한지 2540주년을 맞이하여, 반냐라마 SATI

School에서는 다음과 같이 겨울집중수행을 시작한다. 붇ㄷ하가 직접 실천한 SATI 수행

을 통해 몸과 마음을 맑고 아름답게 가꾸어, 삶에 행복과 지혜가 가득하길 바란다.

• 일 정 표 •

대  상 기    간 인원 시작

3차 International SATI CAMP 2008년 12월 15일 ~ 2009년 1월 25일 15명 오후 2시

대학생            2008년 12월 26일 ~ 12월 29일 40명 오후 2시

일반인 1차        2008년 12월 30일 ~ 2009년 1월 2일 40명 오후 2시

청소년 캠프      2009년  1월 9일 ~ 12일 40명 오후 2시

교사직무연수(기초반) 1월 12일 ~ 16일 30명 오후 2시

일반인 2차         1월 15일 ~ 18일 40명 오후 2시

● 참가비 : 10만원 (교사직무연수 15만원)

● 준비물 : 세면도구, 슬리퍼, 상의 흰색 (하의 수행복 지급)

● 문의 및 접수 : www.satischool.net

010)5405-2841, 055)331-2841 

● 입금계좌 : 농협 817125-52-026087 (김영채 근본불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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