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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을 즐기자



마 음 의 향 기

지각에 대해 두루 알아 거센 물결을 건너라.

성자의 삶을 사는 자는 

소유에 더렵혀지지 않으며, 번뇌의 화살을 뽑고, 

방일하지 않고, 유행하며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바라지 않는다.

- 숫타니파타 -

새로운 교육의 기준,
‘SATI LEADERS SCHOOL이 있습니다!
개인과 세상의 자유와 행복을 이끌 세계적 지도자를 길러내기 위한
통합교육시스템 ‘SATI LEADERS SCHOOL’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cafe.daum.net/vse-st 참조)

■ 기간 : 2009 여름학기 - 2009년 7월 26일(일) ~ 2009년 8월 22일(토)
■ 인원 : 40명 

(Junior 초등 - 10~15명 / Senior 중·고·대학 - 25~30명)
※ 1차 서류심사 - 자기소개서

2차 구술심사 - 면접 및 토론

■ 내용 : Junior : 외국어(영어&중국어) + 싸띠수행 + 문화예술활동(정서)

Senior : 외국어(영어&중국어) + 싸띠수행 + 독서·글쓰기(역사와 철학)

■ 접수 :  1. 1차 우선등록기간 : 2009. 4. 24까지

(학기 10%할인, 가족워크샵 30%할인)

2. 2차 일반등록기간 : 2009. 05. 01 ~ 06. 05

3. 3차 추가등록기간 : 2009. 06. 15 ~ 07. 03

■ 문의 : 스피킹타운 (이태호 010-2502-6294, 2kyoule@paran.com)

세상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나가겠습니다!! 반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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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narama 10주년 개원 기념식

SATI SCHOOL 건학 준비위원회 발족식

SATI SCHOOL 설립기금(功德廻向기금) 모금개시 선언식

SATI MASTER 특별 전국대회

휴식공간 無心堂 낙성식

일시 불기 2552(2009)년  6월 6일 토요일 12시 

장소 다보산 반냐라마

수행공동체 반냐라마가 창립해 이곳 다보산 자락에 자리 잡은지 벌써 10년이 지났

습니다. 그 동안 수행한 모든 분들과 함께 붇ㄷ하와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리고 그 동안

마음속에만 머물던 국제마음과학대학원 SATI SHOOL 건학준비위원회가 그 첫발을

시작합니다. 법우들이 보내준 맑은 향기를 거름삼아 우리들의 꿈과 원력이 무럭무럭

자라 인류의 자유와 행복, 이익과 번영으로 회향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모든 존

재들이 함께 자유로운 삶, 청정한 삶, 행복한 삶, 공존하는 삶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

다. 많이 참석해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 거룩하고 의미 있는 행사에 함께 동참해 공덕

을 쌓기 바랍니다.   

일정표

1. pannarama 10주년 개원 기념식 12시  

2. SATI SCHOOL 설립기금(功德廻向기금) 모금개시 선언식  12시 30분 

3. SATI MASTER 특별 전국대회  1시

4. 휴식공간 無心堂 낙성식  2시

1. 수행전문 교육기관 SATI SCHOOL

「어둠에서 밝음으로, 혼돈에서 정돈으로, 무지에서 정지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마음과학, 싸띠수행, 근본불교를 전문으로 교육하는 SATI SCHOOL을 지난 1993년

통도사에서 설립하고 활동한 지 벌써 15년이 지났다. 

그동안 청소년 마음관리 프로그램, 교사직무연수, SATI MASTER 양성과정, 마음

과학 workshop, 수행이론 workshop, sutta workshop, 여름·겨울 SATI CAMP

등 다양한 교육·수행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맑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데 기

여하고 있고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을 사회로 회향해 많은 존재들이 자유롭고 행복하

게 살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유했다.  

2008년 6월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에 기반한 「마음관리 프로그램이자 수행지도자양

성 프로그램인 SATI MASTER 과정」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하고 마음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다. 현재 5개의 중고등학교와 2개 대

학에서 SATI MASTER들이 학생들에게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을 지도한다. 

지금까지는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주력했지만 앞으로는 마음과학

과 싸띠수행에 기반해 모든 존재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재교육시키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SATI SCHOOL 산하에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SATI LEADERS SCHOOL, 직

장인 스트레스를 관리를 담당하는 SATI HAPPY SCHOOL, 자기자신이 스스로의 삶

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SATI LIFE DESIGN SCHOOL 등을 설립해 활동

한다.     

현재 SATI SCHOOL은 붇ㄷ하가 아라한뜨 막가파라를 이루고 무상적각을 깨달은

자유와 평화를 위한 국제마음과학대학원

SATI SCHOOL 자유와 행복을 위한 국제마음과학대학원

SATI SCHOOL 건학기금(功德廻向기금)모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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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붇ㄷ하가야에 학교본부를 두고 부산 다보산 반냐라마, 서울 서초동, 대구 봉덕동

등에 수행·교육 도량이 마련돼있다.

1) 교육이념

SATI SCHOOL은 붇ㄷ하 가르침과 붇ㄷ하가 만든 싸띠수행을 기본도구로 삼아 자기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켜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고, 모든 존재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 

2) 교육목적

SATI SCHOOL은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을 지도할 수 있는 수행지도자를 양성한다.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을 삶의 현장에 적용해 교육, 경영, 영어, 상담, 심리, 철학, 예

술, 운동, 인간관계, 마음관리, 스트레스 관리, 갈등관리, 인간관계 등에 활용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사회정의와 사회청정성을 실현하고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갈 문화창조자를 양성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을 양성한다.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에 기초해 모든 존재들이 자유로운 삶, 청정한 삶, 행복한 삶,

공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갈 세계수준 지도자를 양성한다. 

3) 교육방법

SATI SCHOOL은 선수행 후교학이란 붇ㄷ하 교육철학에 따라 붇ㄷ하 가르침을 해

석하고 적용함에 마음과 수행을 기초로 한다.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출발점이 마음건강과 올바른 앎이란 붇ㄷ하 가르침에 따라

마음과 수행, 자유와 행복, 삶과 공존을 위한 이론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론과

기술, 그리고 활용방법을 배우고 익힌다. 

2. SATI SCHOOL 건학기금(功德廻向기금) 모금

진리는 진리를 지킬 수단과 힘을 소유해야 지킬 수 있듯 우리의 꿈과 원력을 실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현실화시켜줄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헛된 꿈

에 불과할 것이다.

교육개혁은 교육 내용이나 정책뿐만 아니라 교육시스템과 교육법인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도 모범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학교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오픈하고 많은 사람

들이 참여해 자신이 가진 전문지식과 맑은 지혜를 투자해 「지혜폭풍」을 일으켜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기관을 설립하려고 한다. 

한겨레신문을 만들 때 주식회사로 설립하고 국민주식갖기운동을 전개해 필요한 자

금을 모금한바 있다. SATI SCHOOL도 같은 방식으로 필요한 기금을 모금할 예정이

다. 그러나 교육법인이란 특수사정 때문에 일반회사처럼 주식을 통한 자금모금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설립목적과 교육목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설립해있는 사단

법인 수행도량 반냐라마 산하에 「SATI SCHOOL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자신들이 투자한 물적권리를 보장해줄 예정이다.     

이런 활동에 동참하는 것은 일반적인 물질적 재산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지식,

지혜, 기술, 물질 등을 투자하고 실현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차원 높은 투자가 될 것이

연구 우울증
만성질환

문화
예술심리상담

스트
레스

  갈
등

의료
복지

인재
관리

레저

어학

사회참여

마음과학  싸띠수행



3) 모금 형식 및 문의

SATI SCHOOL 건학기금(功德廻向기금)은 현금, 현물, 유가증권 등도 가능하다.

일시불뿐만 아니라 분납으로도 가능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동아리, 문중도 참여

할 수 있고 가입구좌도 제한 없다. 

1. 모금형식 ① 현금, 현물, 유가증권 가능 

② 일시불, 분납 가능

③ 개인, 단체(가족, 동아리) 가능

④ 구좌 제한 없음

2. 계좌번호    ① 농      협 : 351-0056-0495-83  사단법인 수행도량 반냐라마 

② 신한은행 : 100-025-228010      사단법인 수행도량 반냐라마 김영채

③ 부산은행 : 061-01-041506-9    사단법인 반냐라마 김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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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자신이 가진 재화를 사회를 위해 회향하고 투자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

행위고 사회공헌 투자가 될 것이다.   

물질이 넉넉한 사람이 많은 것을 기부해 원하는 것을 만들 수도 있고 뜻을 같이 하

는 사람들이 조금씩 정성을 모아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을 실현할 수도 있다. 우리의

꿈과 원력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모금활동을 시작한다. 

3. 사업주체

1) 주체 : 사단법인 수행도량 반냐라마 산하

비법인사단 「SATI SCHOOL 건학준비위원회」

2) 목적, 규모, 권리

① 가칭 학교법인 SATI SCHOOL 건학 준비기금 마련

② SATI SCHOOL 교원확보 및 수행지도자양성 장학기금 마련 

목

적

① 총모금규모 : 300억  

② SATI SCHOOL 건학준비위원회 회원 가입비 1구좌 100만원

③ 1차분 50억

④ 모금기간 : 2009. 5. 2. ~ 2013. 12. 31.

규

모

① SATI SCHOOL 건학준비위원회 정관으로, 위2)항 목적달성을 위한 업

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보장

② SATI SCHOOL에서 운영하는 장학회 운영 참여

③ 회원자격 양도양수 가능 

(단, 매입후 5년후 양도可, 회원 탈퇴시 년리 2%지급)

④ 2009년 5월 1일 이전 「인도불교후원금」에 대한 기금증서는 양도不可.

(단 2009년 이후 인도불교후원금은 ①~③항에 명시한 동등한 권리를 가짐.)

⑤ SATI SCHOOL 학교법인 설립시, SATI SCHOOL 학교법인 출연자로

인정해 정관에 명시함.

⑥ SATI SCHOOL 학교법인 임원, 개방이사, 대학평의원이 될 수 있는 자

격 부여(출자금에 따라 권리제한)

권

리



● 대  상 : 누구나
● 지도법사 : Buddhapala 스님
● 진  행 : 수업 + 수행
● 참가비 : 2만원

(50%할인대상 : SATI MASTER(재학생) 및 가족, 각종 후원금 본인, 

단체참가 5인이상, 학생, SATI SCHOOL 건학기금 참가자)

● 문의 및 접수 : 전화 055)331-2841,  010)5405-2841
메일 : satischool@naver.com  
홈피 : satischool.net 

하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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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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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의 ① 총책임자 : Bhikkhu  Buddhapāla

② 담당 : SATI SCHOOL 건학 준비위원회 

③ 문의 : 반냐라마 010-5405-2841,  055)331-2841,  

buddhapala@hotmail.com   www.satischool.net

4. 책임과 진행

대부분 기부금을 한번 출연하고 난 후는 처음 출연할 때 제시한 목적이 변해도 출

연자가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법이 가진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모금된 기금이 처음 의도처럼 올바르게 사용

될 수 있도록 「SATI SCHOOL 건학준비위원회」는 출연자에게 다시 한번 선택기회를

주기 위해 출연 후 5년이 지나면 출연한 기금을 철회할지 계속 출연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것은 처음 한 약속을 서로 신뢰를 갖고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자금 모금과 집행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SATI SCHOOL 건학준비위원회」는 정관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붇ㄷ하가 만든 수

행자 행동규범과 대화와 타협, 견제와 균형에 기초한 민주주의 원칙과 법률에 명시한

출연자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SATI SCHOOL 건학준비위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사단법인 수행도량 반냐라마

가 모든 법적책임을 질 것이다.

5. 꿈과 원력

붇ㄷ하가 만든 자유로운 삶, 청정한 삶, 행복한 삶, 공존하는 삶으로 가는 길인 마음

과학과 싸띠수행으로 모든 존재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들

이 가진 꿈과 원력이 이뤄지길 간절히 마음 보낸다. 

서울

경전 : 대염처경
일시 : 6월 28일(일)

오전 9시~오후 4시

부산

경전 : 반야심경
일시 : 6월 21일(일)

오전 9시~오후 4시

대구

경전 : 대염처경
일시 : 7월 5일(일)

오전 9시~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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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더 나은 삶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

드는 핵심적인 활동이다. 교육은 사람의 일이고 그 중심에 마음이 있다.

배우는 학생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 또한 맑고 건강한 마음을 가질 때

효과적이다. 몸과 마음의 충분한 휴식이 교육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학

생중심 교육을 강조할수록 학생수준을 파악하고 적용하는 선생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 SATI SCHOOL 교사직무연수는 교사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

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 접수기간 : 선착순 접수

● 연수대상 : 전국 유치원, 초등, 중등교원

● 참 가 비 : 15만원

● 인원·기간 

[기초1기] 인원 : 40명, 기간 : 09년 7월 27일 ~ 31일 (4박 5일)

[심화반] 인원 : 20명, 기간 : 09년 8월 1일 ~ 5일 (4박 5일)

● 연수장소 : 반냐라마 (경남 김해시 대동면 680)

● 입금계좌 : 농협 817125-52-026087 (김영채)

●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 수강신청 게시판에 신청서 접수 후 연수비 입금.

② satischool@naver.com으로 신청서 메일 접수 후 연수비 입금.

● 준 비 물 : 세면도구, 슬리퍼, 흰색 상의 티셔츠, 수행복지급(하의)

● 접수문의 : www.satischool.net 055)331-2841, 010-5405-2841

(※ Sati 마음관리 기초·심화과정 동시 연수가능합니다.)

교사직무연수[자기개발]

SATI 마음관리 기초1기·심화반

(1) 영어 소리영역(듣기·말하기)에 대한 새로운 학습원리인 <영어발성

Vocal English>를 이해하고 체득해 영어학습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다.

(2) SATI 영어 3단계 학습과정을 통해 모국어인 한국어와는 다른 영어변

환회로를 의식공간에 만들어 느낌이나 생각이 한국어를 거치지 않고

영어로 듣고 영어로 표현되도록 한다.

(3) 학습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마음건강과 집중력을 강화시켜준다.

(4) 교실영어, 토론영어 등 학습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본적인 표현 패

턴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익힐 수 있다. 

● 접수기간 : 선착순 접수

● 연수대상 : 전국 유치원, 초등, 중등교원

● 참 가 비 : 15만원

● 인원·기간 : 인원 : 20명, 기간 : 09년 7월 27일 ~ 31일 (4박 5일)

● 연수장소 : 반냐라마 (경남 김해시 대동면 680)

● 입금계좌 : 농협 817125-52-026087 (김영채)

●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 수강신청 게시판에 신청서 접수 후 연수비 입금.

② satischool@naver.com으로 신청서 메일 접수 후 연수비 입금.

● 준 비 물 : 세면도구, 슬리퍼, 흰색 상의 티셔츠, 수행복지급(하의)

● 접수문의 : www.satischool.net 055)331-2841, 010-5405-2841

교사직무연수[전문성 신장]

SATI-VOCAL 명상영어 기초과정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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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진행되는 양상은 TK인재 등용과

호남인재 제거를 하지 못한 10년으로 느

껴진다.

부처님 전생설화에 장수왕 이야기가

있다. 왕이던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

탈한 새 왕을 죽이기 위해 태자인 아들이

궁궐로 들어가 왕의 경호원이 돼 기회를

엿보았다. 어느 날 원수인 왕이 자기 무릎

을 베고 잠들자 칼을 뽑아 몇 번이고 죽이

려고 하다 멈추었다. 그때 왕이 잠에서 깨

어나고 칼을 든 경호원을 보았다. 놀라서

경위를 묻자 자신이 바로 전왕의 아들인

데 당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아버지 유언

이 생각나 차마 죽이지 못하고 있다고 했

다. 그러자 왕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했다고 한다.

궁핍한 가정에서 태어나 불교인으로

출발해 천주교로 개종했지만 다시 불교

로 돌아와 수행자가 돼 자신이 태어난 한

적한 고향에서 어린 손자와 자전거 타는

재미로 살다 바람처럼 떠난 아름다운 사

나이가 있다. 그가 노무현 전대통령이다. 

그 또한 부처님 전생이야기를 떠올리

며 아무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자고

했다. 그래야 이 저주의 굿판이 멈춘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았기 때문이다. 문상

오는 사람 막는 것도 보기 좋지 않고 그

렇다고 발길 돌려 도망치듯 달아나는 모

습 보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다. 

지난 60년 동안 한반도에서 진행된 사

람사냥은 이쯤해서 끝내야 한다. 좌든 우

든, 진보든 보수든, 마음에 들든 들지 않

든 이제는 저주스런 광기를 멈추어야 한

다. 어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다 들겠

는가? 그런 법은 자연에는 없다. 서로 차

이를 인정하고 함께 공존하는 것(雜華)이

삶의 실재다. 

이제 이 땅에 원망과 분노가 아닌 화해

와 희망을 남겨야 한다. 이 푸른 행성에

욕망, 이기심, 분노, 적의, 원망, 서운함,

편견, 선입관과 같은 오염물질을 두는 것

이 송구하지 않은가? 누군가 먼저 말해

야 한다면 지금 여기 그대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와호장룡 마지막 장면처럼 우리는 노

무현을 그렇게 보냈다. 그 소식을 듣고

오늘 아침 마음 불편함은 어쩔 수 없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흐르는 물이야 무심

할 수 있다지만 그 위에 떠가는 꽃잎은

무심할 수 없다고 했던가? 마음이 아프

다.  

반냐 1716 반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도 하고 사

람이 전부라고도 한다. 그 만큼 사람이

귀하다는 뜻일 게다. 그래서 꽃 중에 사

람 꽃이 가장 화려하다고 했던가?  

비록 다른 사람에게는 하찮게 보일지

라도 누군가에게는 귀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다른 존재에게는 의미 없는

것일지라도 자기자신에게는 억만금과도

바꾸지 않는 무게를 가진 존재도 있다.

오늘 아침 아까운 사람 하나 바람처럼 떠

나갔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주의가 소

련을 경영하다 무너진 것은 스탈린 시대

많은 지식인을 시베리아 벌판으로 보내

죽게 한데서 원인을 찾는 사람도 있다.

고려 말 불교가 저급하게 변한 것은 최충

헌이 무신구테타로 권력을 잡으면서

1500여명의 스님들을 타살한 후 인재기

근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한다. 모택동

은 등소평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

도 차기 중국을 이끌 지도자로 보고 죽이

지 않았다고 한다.

한때는 연좌제로 사돈에 팔촌까지 옭

아맸다.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단

지 그 집안사람이란 이유만으로 모든 것

을 포기해야 했다. 그리고 지금 법전에

도 없는 포괄적 뇌물죄란 이름으로 그 집

안 가족이란 이름으로 아까운 사람하나

떠나가게 만들었다. 

포괄적 뇌물죄란 결국 그 사람은 죄가

없는데 죄 지은 사람과 함께 살았단 죄명

의 다른 이름이고 이명박 정부가 만든 현

대판 연좌제다. 어느 사람의 지적처럼

퇴임하고 의미 있는 일할 때 쓰라고 오랜

지기들이 모아 준 돈이 문제가 된다면 이

명박 대통령, 조중동, 검찰 등 현재 권력

을 잡은 사람들은 포괄적 살인죄에 해당

한단 말인가?   

현재 집권층은 잃어버린 10년을 외치

지만 결국 잃어버린 내용은 장자연 사건

에서 보듯 술과 향락이고 천신일처럼 세

금 빼먹지 못한 10년 향수다. 좌익숙청

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민주인사 뿌리 뽑

고 군부독재 부활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리수 아래서]

대표 SATI MASTER | Buddhapala

雜華 어울림의 아름다움



목표를 둔 것이 바로 ‘쾌락’이라는 욕망입니다. 남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오

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남들의 피해는 아랑곳없으며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서라면 무엇을 해도 정당하며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삶은 행복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과정에 고통이 있을 때는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반대로 행복해도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습

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 그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오직 그것을 벗어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반대로 행복의 순간은 행복을 누리느라고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고통은 각박하고 힘들어서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고, 행복은

행복하기 때문에 안일하고 게을러지고 그것을 즐기기 위하여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

가 없습니다. 

육체가 요구하는 즐거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적당히 누리고 시간이 되면 다

른 것으로 바꾸어 달라고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도 금방은 좋았지만 순식간에 다른

환경을 만나면 바꾸어 달라고 합니다. 육체가 시달리는 고통은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

지 한 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내가 미처 알기도 전에 몸은 끊임없이 자신이 요

구하는 대로 알아서 나를 끌고 갑니다. 마음 역시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조금

이라도 수가 틀리면 즉각적으로 표시를 내며 괴롭힙니다. 그야말로 나 자신도 모르는

일이 생겨납니다.

몸과 마음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 다니면 윤회라는 결론 하나뿐입니다. 고통과 기쁨

에서 벗어나고 부질없는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바로 중생들은 세상에 연결되

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연결이 되어있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 모두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끝없는 두 가지 업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선업(禪業)이라

하더라도 그것 역시 삶의 무게로 태어나고 죽는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누구나

가치 있는 삶을 누리고자 하지만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참다

운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은 저속하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무게를

『똥은 똥과 오줌은 오줌과 침은 침과 고름은 고

름과 피는 피와 관계를 맺고 어울린다.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과 관계를 맺

고 어울린다.』(쌍윳따 니까야 2;157 시와 함

께)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은 생존의 본능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이

라는 중생은 아주 독특합니다. 생존의

본능은 당연함과 동시에 또 다른 기본적

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각

적 욕망의 쾌락과 그것에 따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유욕(所有慾)’입니

다. 쾌락을 충족시키려면 무엇이든 남들

보다 많아야 한다고 믿고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형편과 능력에 따라 최선

을 다하여 채우려고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리를 하여 채우기도 합니다.

문제는 도가 지나쳐 자신은 물론 남들에

게도 피해를 주며 마침내는 자신을 파멸

시키기도 합니다.

쾌락은 보다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이

기본입니다.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최대한 무겁게

하여 스스로 그 무게에 눌려 죽는 것에

이달의 법문

가치 없는 것들

Ashin Sopaka
ㅂ힉쿠 性讚 BuddHA dHAMMA SAn·gHA 증명법사
여래향사에서 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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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HAGAYA 선언은 마음과학, 싸띠수행, 불교를 창립한 BUDDHA가 아

라한뜨 막가파라를 이루고 최상깨달음을 성취한 지 2533년째가 된 불기

2545(2002)년 1월 21일 붇ㄷ하가 아라한뜨 막가파라를 성취한 BUDDHAGAYA

보리수 아래서 처음 선포했다. 이것을 다듬어 불기 2552(2009)년 음력 4월 15일

붇ㄷ하 탄생일에 다시 발표한다. 

20 반냐

보태는 욕망의 성취를 위한 것은 진정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가치 없는 것을 위하여 가장 값진 삶의 시간을 투자하고 버려왔습니다. 아무리 달라

고 빌어도 우리 스승이신 붓다께서는 줄 것이 없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분

은 가난한 거지입니다. 더군다나 육신은 죽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대답해주지 못합니다. 그분은 삶에 필요한 물질은 불자들이 베풀어 줘

야만 살아갈 수 있는 분입니다. 대신 그분은 우리에게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행복

하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부처님은 “마땅히 공양받으실 만한 분”으로 ‘아라한’이라고 하며 ‘응공(應供)’이라

고 합니다. 즉 받는 데 능숙하신 분이지 ‘마땅히 욕망을 채워주는 분’인 ‘응급(應給)’

이 아닙니다. 불자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볼 때는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목마를 때 애타게 찾는 것이 물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물밖에 가진 것이 없는 스승, 부처

님께 와서 목이 말라 애타게 가장 중요한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치 없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무조건 빌고 엎드려 절한다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되는 것처럼 느

껴질 뿐이지 그것은 신기루이며 허공의 꽃입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지금 현

재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자신을 알기 위하여 수행 하는 것뿐입니다.

『우유는 우유와 기름은 기름과 버터는 버터와 당밀은 당밀과 꿀은 꿀과 관계를 맺고 어울린다. 이와 같

이 뛰어난 사람은 뛰어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어울린다.』

(쌍윳따 니까야 2;157 시와 함께) 

BUDDHAGAYA 선언
(mŪLa BUDDHa DHamma saṄGHa 창립선언문)

특집



 삶의 실재

11. 생명 가진 존재의 중심과제는 현재 삶을 지속하는 것이다. 그 외는 모두 부차

적이다. 생존이 보장되면 비로소 자유와 행복 등 삶의 질이 중심과제로 등장한

다.  

12. 철학, 종교, 예술 등이 삶을 고상하게 포장하고 설명하지만 포장을 한 겹만

벗겨보면 그 중심에 생존문제가 있다. 

13. 생명현상 중심고리는 물질이고 삶의 질의 중심고리는 자유와 행복이다. 물질

이 평등하고 풍요로운 것은 기본이다. 거기에 더해 삶이 자유롭고 행복해야 품위

있고 여유롭게 살 수 있다. 

14. 물질이 풍요롭고 정의로울 때 삶의 토대가 건강하고 마음이 청정하고 자유로

울 때 삶은 행복으로 충만하다. 물질과 마음, 생존과 삶의 질은 분리할 수 없는 동

일현상의 다른 표현이다.

15. 평화롭고 풍요로운 사회, 평등하고 공정한 제도, 약자에 대한 배려, 사회정의

를 추구하는 것 등은 모든 사회구성원 기본의무다. 

16.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모든 것을 만들고 받아들이고 누리는 마음공간이

욕망, 이기심, 분노, 적의, 원망, 서운함, 편견, 선입관, 가치관 등 마음오염원(貪

嗔痴 三毒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삶의 토대는 거칠고 행복한 삶은 멀어진다. 

17. 물질의 평등과 풍요로움은 자연과 사회에서 객관적, 집단적, 상대와의 관계

와 상황에서 이뤄진다. 

18. 마음의 자유로움, 청정함, 평화로움, 행복함은 마음에서 주관적, 개별적, 독

립적으로 이뤄진다.

19. 물질의 평등과 풍요로움만으로 직면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많

다. 거기에 더해 마음의 청정함과 평화로움이 더해질 때 다른 존재와 더불어 자

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20. 현재 인류가 직면한 모든 문제는 사람이 만들었다. 욕망과 분노, 무지와 편

22 반냐

1. 좋은 사람과 함께 가는 산이 좋은 산이듯 평등하고 평화롭고 공정하게 사는 것

이 좋은 삶이고 맑고 건강한 마음으로 사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다. 

 존재본질 

2. 존재가 1차고 존재결합으로 마음이 발생한다. 2차로 일어난 마음상태는 존재

양식에 크게 영향 미친다. 

3. 존재는 인식수준과 상대와의 관계와 상황에서 다차원으로 이해된다. 

4. 존재는 물질과 마음으로 분리할 수 없는 복합존재다. 동일존재를 인식수준과

설명편리에 따라 물질이나 마음으로 구분해 이해한다.  

5. 존재는 서로 관계 맺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 영향 미치고, 서로 해체하고, 서

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 발전한다. 

6. 존재는 그 자체로 완성돼있다. 존재는 부족이나 넘침은 없다. 존재는 존재할

뿐인데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이 자기수준에서 평가하고 포장한다. 

7. 생명 가진 존재가 자기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로부터 필요한 에

너지를 가져와야 한다. 이것은 선악문제가 아니라 생명현상 본질이다.

8. 다른 생명을 살리는 길은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만큼 소비하고 나머지는 다른

존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자연이치다. 

9. 인류역사에 존재가 인간에게 인위적으로 해를 끼친 적은 없다. 사람의 무지와

욕망이 잘못 사용해 삶을 힘들게 한다.

10.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갈등과 고통 등 근본문제는 무지와 이기심에 기초해 존

재를 점유하고 다른 존재를 소외시킴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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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관념과 가치관 등에 기초해 존재를 창조하고 소비한다. 

21. 물질문제는 법, 제도, 사회구조를 바꿔 1차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마음공간에 있는 욕망과 분노, 무지와 편견, 관념과 가치관 등 마음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22. 법, 제도, 사회구조를 바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통된 의무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사회구성원도 함께 해야

하지만 마음이 가진 특성상 개인이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

23. 물질은 자연과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과 단체가 참여와 연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마음은 개인의식에 존재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마음으로 들어

가 수행으로 해결해야 한다.  

24. 마음에 관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음 건강과 관리 필요성을 설명하

고, 마음 건강과 관리 이론, 기술, 장소를 제공하고, 마음 건강과 관리에 도움 되

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고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뿐이다. 마음은 자기 스스로 정

화하고 관리할 수밖에 없다.

25. 물질의 평등함과 풍요로움은 생존문제 기초다. 청정하고 평화로운 마음은 삶

의 질의 기초다. 자유로운 삶, 청정한 삶, 행복한 삶, 공존하는 삶의 출발점은 건

강한 사회와 청정한 마음에서 시작한다.

 물질과 마음

26. 삶은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도 매우 중요하다. 물질은 삶을 유지하는 데 기본

이다. 마음은 삶의 질을 성숙하는 데 필수다.  

27. 물질이 기본이지만 물질에만 초점 둔 개인이나 사회는 거칠고 본능에 충실하

고 욕망과 폭력에 의존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28. 물질은 기본이다. 거기에 더해 마음을 중시한 개인이나 사회는 여유롭고 상

대를 배려하고 관계와 상황에 기초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29. 사회구조를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은 기본이다. 거기에 더해 마음공간

을 청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필수적이다. 

30. 사회공동체가 불평등, 폭력, 편견 지수가 높으면 삶의 토대가 거칠고 삶이 각

박하다. 마음공간에 욕망, 분노, 편견 지수가 높으면 삶의 질이 낮고 품위 있고 공

존하는 삶을 살 수 없다. 

31. 사회공통체가 평등, 평화, 공존 지수가 높으면 삶의 토대가 여유롭고 삶이 풍

요롭다. 마음공간에 욕망, 분노, 편견 지수가 낮으면 삶의 질이 높고 품위 있고 공

존하는 삶을 살 수 있다. 

32. 법이나 제도 변화는 참여와 연대를 통해 가능하고 마음공간에 존재하는 마음

오염원 제거는 싸띠수행으로 가능하다. 

33. 사람들은 몸과 환경을 가꾸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 필요한 물질을

획득하는 데 삶의 전부를 투자한다. 육체건강을 지키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

한다. 그것이 삶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창조하고 받아들이

고 누리는 마음을 가꾸는 데는 관심이 적다.  

34. 물질평등에 주안점을 두었던 사회주의나 인간욕망에 기초한 자본주의가 삶

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마음공간에 존재

하는 욕망, 이기심, 분노, 적의, 원망, 서운함, 편견, 선입관, 가치관 등 마음오염

원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고서는 자유와 행복에 관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35. 인류가 직면한 문제핵심은 넘쳐나는 물질이 아니라 허약한 마음이 문제다.

사회구조를 평등하고 평화롭고 정의롭게 만드는 것 못지않게 그 사회에 사는 사

람 마음을 맑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필요하다. 

36. 부족한 물질뿐만 아니라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과 불만족함이 괴로움을 일으

킨다. 물질부족보다 정신빈곤이 더 문제다. 허약한 육체뿐만 아니라 나약한 마음

이 삶을 지치게 한다. 오염된 자연뿐만 아니라 탐진치 3독심으로 오염된 마음이

삶을 초라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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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인류역사에서 물질이 인위적으로 사람에게 피해 준 적은 없다. 항상 물질을

다루고 소유한 사람이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문제를 해결함에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도 함께 고민해야 비로소 온전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자유와 행복

38. 누구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자유와 행복은 다른 존재가 주지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 노력해 성취

해야 한다.  

39. 자유롭고 행복한 삶에 물질은 기본이다. 거기에 더해 욕망이 원하는 대로 물

질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욕망지수를 낮추고 만족지수를 높이고 폭력지수를 낮

추고 평화지수를 높이는 것이 자유와 행복에 더 본질적이고 직접적이다.

40. 행복은 내용과 형식, 조건과 느낌으로 이뤄진다. 내용은 정신적, 주관적, 느

낌적이고 형식은 물질적, 객관적, 조건적이다. 

41. 사람은 접촉 다음에 일어난 느낌이 좋으면 행복하고 싫으면 불행하다고 생각

한다. 느낌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느낌이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접촉보다 그

것을 수용하고 느낌을 일으키는 마음상태는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핵심이다. 

42. 물질조건이 풍요로운 것 못지않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마음상태가 건

강하고 청정해야 한다. 마음을 맑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애매해

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무엇보다 유효해야 한다. 

43. 지치고 피로한 마음에 활력을 주고, 오염된 마음을 맑고 아름답게 정화하고,

속박된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혼돈된 마음을 정돈하는 것은 자유와 행복으로 가

는 유일한 길이다. 

44. 모든 물리적, 심리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사람, 사자처럼 당당하고,

바람처럼 자유롭고, 연꽃처럼 초연하게 살고 싶은 사람에게 붇ㄷ하가 만든 마음

관리기법인 싸띠수행을 권한다. 

45. 붇ㄷ하가 직접 만든 싸띠수행으로 마음공간에 존재하는 지나온 삶의 흔적, 마

음오염원, 기억무게, 업장, 스트레스 등을 제거하고 마음공간을 정화하는 이론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면 존재를 인식하는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달

라져 삶에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46. 마음은 빈 통이다. 쓰레기를 채우면 쓰레기통이 되고 향수를 채우면 향수 통

이 된다. 마음공간에 욕망, 이기심, 분노, 적의, 원망, 서운함, 편견, 선입관, 가치

관 등 마음오염원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정크 데이터나 마음오염원을 청소하고

청정한 향기로 채우면 삶에 맑은 향기가 가득할 것이다.  

 종교와 과학

47. 종교는 비논리적이고 신비주의에 기초한 경험, 주장, 믿음을 강요한다. 종교

는 증명된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일 거라는 믿음을 믿는다. 그래서 종교

는 미신이다. 

48. 고대사람들은 거대한 자연 앞에 나약한 존재였다. 그들은 삶을 유지할 물질

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신을 창조하고 종교를 만들어 의존했다. 

49. 이렇게 만들어진 종교는 사람 삶을 이전보다 성숙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종교

를 통해 생존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생

각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만든 신과 종교가 도리어 과학적이

고 성숙된 삶을 가로막았다. 

50. 미신적, 비과학적, 추상적 종교영역에서 벗어나 인간의 지식과 지혜에 기초

해 논리적, 과학적, 객관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51. 종교에서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의학, 철학 등이 분리 독립했다. 철

학에서 심리학, 심리학에서 상담학 등이 분리 독립했다. 

52. 이들 분야가 주관적, 비논리적, 미신적 사유체계인 종교에서 벗어나 객관적,

논리적, 과학적 사유방식을 획득하기 위해 큰 희생을 치렀다. 그러나 오늘날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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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과학자, 의학자, 철학자들이 미신적이고 종교적인 영역으로 자발적으로 들어

간다.    

53. 불교도 마찬가지다. 붇ㄷ하는 기존의 주관적, 비논리적, 미신적인 힌두교로부

터 분리 독립하기 위해 객관적, 논리적, 과학적이란 의미인 빤냐-(pappā, 般若,

慧)와 윗자(vijja, 明)를 강조했다. 

54. 붇ㄷ하 입멸 후 과학과 증명을 중시한 붇ㄷ하 가르침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주관적, 비논리적, 미신적인 힌두교 사유체계를 받아들이고 종교영역으로 흡수

했다.  

55. 신과 윤회는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다. 삶을 추동하는 것은 신과 윤회가 아니

라 무지와 욕망이다.

56. 붇ㄷ하는 신, 윤회, 계급, 신분, 세습 제도 등을 부정했다. 붇ㄷ하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 등은 철저히 부정했다. 붇ㄷ하

는 미신적, 비과학적, 주관적이고 관념적인 것들을 부정했다. 붇ㄷ하는 논리적으

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 등을 존중했다. 

57. 지나온 삶의 흔적 가운데 물질적인 것은 자연과 사회 속에 물질로 남아 있고

정신적인 것은 마음공간에 기억과 정서로 존재한다. 

58. 지나온 삶의 흔적은 신과 윤회를 통해 이전하지 않고 사회를 통해 다음 세대

로 이전한다. 정신적 흔적은 사람 마음에 존재하다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다른

사람 마음으로 이전한다.

59. 이전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이전되는 삶에 관한 정보가 욕망, 이기심, 분

노, 적의, 원망, 서운함, 편견, 선입관, 가치관 등 마음오염원으로 오염돼있으면

자기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의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삶 또한 고

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60. 지나온 삶의 흔적인 기억이 가진 힘을 제거하는 것, 마음을 오염하고, 모든

고통을 일으키는 근본원인이 되고, 지나온 삶의 흔적을 뿌리 뽑고, 마음을 청정

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지혜롭게 가꾸는 것은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다. 

61. 마음오염원을 제거하고 이미 발생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앞으로 발

생할 모든 고통을 막을 수 있고 삶의 토대를 청정하고 평화롭게 하는 싸띠수행은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올바른 길이다.

 마음과학

62. 물질과 마음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존재다. 이 둘은 서로 관계 맺고 서로 의

존하고 서로 영향 미치는 동일한 존재의 다른 표현이다. 

63. 물질과 마음은 고유 영역과 법칙을 가진다. 물질과 마음을 분리해 이해하는

것은 개념의 선명함과 설명의 편리함, 존재이해나 문제해결 관점을 간결하고 효

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분해 설명하지만 물질과 마음은 분리할 수 없는 동일존

재다. 

64. 물질과 마음은 통일돼있기 때문에 물질일반에 적용하는 법칙이 마음에도 적

용된다. 그러나 물질과 마음은 결합수준이 서로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 

65. 마음은 일반물질보다 더 복잡하고 고차원이다. 일반물질보다 더 복잡하고 고

차원으로 결합한 마음을 다룰 때는 물질일반에 적용하는 법칙에 더해 마음에 존

재하는 고유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66. 일반물질은 질량을 가지고 있고, 비교적 고정돼있고, 형체를 파악하기 쉽고,

마음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분석, 사유, 논리를 사용하면 다루기 쉽다.

67. 마음거울에 반영한 현상은 질량을 가지고 있고, 빠르게 움직이고, 형체를 포

착하기 까다롭고, 마음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분석, 사유, 논리를 사용하되 그것

을 압축해 다루면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 

68. 마음거울에 맺힌 현상을 다룰 때는 마음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한

순간, 한 지점에 쏟아 붓는 방식으로 다룬다. 이것을 응축 또는 직관이라고 한다.

마음은 직관을 사용하면 다루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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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하위개념을 다룰 때는 하위개념을 다루는 도구를 사용하고 상위개념을 다룰

때는 상위개념을 다루는 도구를 사용해야 유효성이 있다. 하 위개념을 다루는 법

칙으로 상위개념을 다룰 수 없다.

70. 붇ㄷ하 가르침은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이다. 과학은 사실에 기초해 객관적인

법칙, 실천, 증명을 요구한다. 붇ㄷ하는 모든 신비주의를 배제하고 개인 경험과 주

장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71. 우리는 붇ㄷ하가 만든 오리지널 불교(mula buddha dhamma, 根本佛敎)를 마

음과학과 싸띠수행 동의어로 사용한다.

72. 우리가 이 운동을 하는 것은 객관적, 논리적, 과학적인 붇ㄷ하 가르침이 붇ㄷ하

입멸 후 종교영역으로 흡수된 것을 다시 객관적, 논리적, 과학적인 영역으로 되

살리기 위함이다. 

73. 우리가 이 운동을 하는 것은 오리지널 붇ㄷ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위함이고 붇ㄷ하가 만든 싸띠수행, 마음과학, 불교가 그 본래 사용가치로 사용되

도록 하는 것이다. 

74. 붇ㄷ하가 마음과학, 싸띠수행, 불교를 만든 것은 2가지 목적에서다. 하나는 자

기자신을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삶, 청정한 삶, 행복한 삶,

공존하는 삶을 위함이었다.  

75. 붇ㄷ하 입멸 후 그 계승자들은 붇ㄷ하 가르침을 미신적, 추상적, 종교적으로 바

꾸고 붇ㄷ하 가르침을 왜곡하고 축소해 붇ㄷ하 교단과 수행자 자신만 생각하는 이

기적이고 편협한 단체로 만들었다.  

76. 이런 잘못을 극복하고 붇ㄷ하가 처음 생각한 오리지널 가르침을 밝히고 미신

적, 추상적, 종교적인 불교를 과학적, 현실적, 실제적으로 되살리는 것이고 수행

자 자신과 불교교단만 생각하는 불교를 모든 존재들의 이익과 번영, 자유와 행

복, 현재와 미래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77.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은 마음을 논리적, 과학적,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다루면

유효성이 높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78.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은 마음구성인자, 마음구조와 기능, 마음화학반응, 마음

물리특성, 마음작용, 마음활용, 기억 구조와 기능, 싸띠 구조와 기능 등을 올바르

게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체계화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전심전력을 기울인

다. 

79. 물리학이 물질 이해 기본도구이듯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가꾸는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은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핵심도구다. 

80. 붇ㄷ하는 마음 구조와 법칙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실천으로 과학성과 유효성

을 증명했다. 붇ㄷ하가 붇ㄷ하가야 보리수 아래서 성취한 깨달음은 마음 법칙과 관

리에 관한 내용이었다.

81. 붇ㄷ하는 인류역사에 의미 있고 중요한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에 관한 여러 가

지 이론과 기술을 발견했다. 

82. 붇ㄷ하는 최초로 감각기관이 6개라는 6감을 발견했다. 마음거울과 마음거울

을 발견했고, 마음거울에 맺힌 상을 알아차림하는 기능인 싸띠를 발견했다. 싸띠

기능을 활용해 마음거울에 반영한 존재 이해수준을 확장하는 싸띠현미경을 발견

했고, 싸띠기능을 활용해 기억이미지와 결합한 마음오염원 해체기술을 발견했

다. 마음에너지 증감 이론과 기술을 발견했고 마음 건강과 휴식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발견했다. 스트레스 증감 이론과 기술을 발견했다. 붇ㄷ하는 자유

[vimokkha, 解脫]와 행복[nibbāna, 涅槃, 寂滅]으로 가는 길을 발견했다. 

83. 그래서 붇ㄷ하 스스로 자기자신을 발견자란 의미인 붇ㄷ하(Buddha, 佛陀, 覺

者)란 이름을 즐겨 사용했다.      

84. 붇ㄷ하가 발견하고 체계화한 마음관리 이론과 기술은 보편성, 유효성, 단순성,

편리성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넓고 지속적으로 대중성을 획득했다. 현대사회는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 많이 강조된다.

85. 붇ㄷ하는 싸띠, 알아차림, 실재보기, 깨어나기, 위빳싸나-, 참선 등으로 불리

는 마음관리 이론과 기술인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으로 아라한뜨 막가파라에 들어

닙바-나를 체험했다. 

30 반냐 반냐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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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붇ㄷ하는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을 사용해 기억이미지와 결합한 탐진치 3독심

인 마음오염원[āsava, 流漏] 뿌리를 제거하고 대자유를 성취하고 최상행복을 누

렸다.

87. 붇ㄷ하 가르침과 싸띠수행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고 지도하는

방법이 어려웠다. 붇ㄷ하가 만든 싸띠수행은 붇ㄷ하가 처음 만든 방법대로 하면 너

무 쉽고 정확하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개인과 사회

88. 내용과 형식, 본질과 현상은 일치한다. 내용이 형식을 구성하고 형식은 내용

에 크게 영향 미친다. 그러나 내용과 본질이 형식이나 현상으로 곧바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과학과 수행이 필요치 않다. 

89. 현상은 복잡하고 혼돈스럽지만 인내심과 지혜를 가지고 현상을 관찰하면 존

재에 내재한 법칙성을 규명할 수 있다. 그 법칙을 사용해 존재를 다루면 존재활

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90. 개인과 사회는 내적 외적으로 서로 연관 맺고 있다. 개인이 자유롭고 행복할

때 살기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고 사회가 평등하고 평화로울 때 개인의 삶이 여유

롭고 풍요롭다.   

91. 행위는 사회적으로 이뤄지고 행위 영향력은 사회적으로 축적되고 이전된다.

행위가 사회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행위결과물도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92. 개인수준이 사회수준을 결정하고 사회환경이 개인 삶에 크게 영향 미친다.

개인과 사회는 서로 관계 맺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 영향 미치고 서로 해체하고

서로 재구성하며 변화 발전한다. 

93. 개인이나 사회가 직면한 모든 것은 개인이나 사회가 모두 해결할 수 없다. 사

람이 직면한 것 가운데 개인이 해결해야 할 것은 개인이 해결하고 사회가 해결해

야 할 것은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 

94. 물질과 관련한 것은 사회구성원이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마음과 관련한

것은 개인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마음과 관련한 것은 붇ㄷ하가 와도 대신 할 수

없다. 

95. 그것은 마음물리특성 때문이다. 마음은 자기자신 이외 다른 존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오직 자기자신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마음이

가진 본성이다.   

 수행사회화

96. 현재 우리가 누리는 정치, 경제, 환경 등 그 모든 것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

든 사람이 창조했다. 

97. 사회공동체를 만들고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인간과 자연 관계를 규정하는 사

람마음을 청정하게 정화해 맑고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

는 것이 수행의 사회기능이다. 

98. 개인이 모여 사회공동체를 구성한다.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자질과 역량은 사

회공동체 수준을 결정하고 사회구성원 삶의 방식과 삶의 질을 결정한다. 

99. 마음건강, 마음에너지 보충, 마음안정, 마음관리 이론과 기술인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으로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마음을 맑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살기 좋은

사회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는 수행의 사회기능이다. 

100. 불교, 마음과학, 싸띠수행 존재이유는 불교도나 수행자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 수행으로 다른 사람이 자유로운 삶, 청정한 삶, 행복한 삶, 공존하는 삶

을 살 수 있도록 마음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 존재목적이다.   

101. 자기 스스로 인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훌륭한 참여활동

이듯 욕망이나 분노로 요동치는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마음

관리 이론과 기술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것은 수행의 사회기능이다. 

102. 갯벌이 바다허파고 녹지대가 도시허파이듯 마음 맑히는 싸띠수행은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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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롭고 여유롭게 하는 청량제다. 나무는 스스로 삶을 위해 살지만 그 나무가

내뿜는 산소는 생명 가진 존재의 생명원천이다. 

103. 사람들은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마음 맑히지만 청정한 마음이 내

뿜는 맑은 향기는 관계 맺고 살아가는 존재에게 자유와 행복을 제공한다. 

104. 자신이 청정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자기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존재를 자유

롭고 행복하게 한다. 마음 맑히는 싸띠수행은 다른 차원의 환경운동이다.  

105. 마음공간에 존재하는 욕망, 이기심, 분노, 적대감, 원망, 서운함, 편견, 선입

관, 가치관 등은 지나온 삶의 흔적이다. 이것들을 마음오염원인 아-싸봐라고 한

다. 마음공간에 아-싸봐가 많으면 잘못된 제도와 관습을 만들고 불평등, 폭력,

편견, 갈등, 차별 등을 일으켜 삶의 토대를 척박하게 한다.

106. 사회 구조, 제도, 관습 등이 불평등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정의가 무너진 사

회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높지 못하다. 사회구조가 평등하고 정의로워도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공간이 아-싸봐로 가득 차면 그들의 행복지수 또

한 높지 못하다.

107.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으로 마음공간을 오염시키는 아-싸봐(貪嗔痴 三毒心)

을 제거해 실재를 통찰하는 빤냐-를 키우면 무지, 폭력, 불평등을 뿌리 뽑고 평

등하고 평화로운 삶의 토대를 건설할 수 있다. 

108. 마음공간에 존재하는 아-싸봐를 제거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하는 데 기

여하는 것은 수행사회화 핵심이다. 

 새로운 시작

109. 행복한 삶은 지혜롭게 살 때 가능하고 지혜는 바르게 살 때 성취된다. 바르

게 살면 삶은 청정함으로 충만한다. 몸과 마음이 청정한 사람은 물리적, 심리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롭다. 그 자유로움만큼 행복 또한 커진다. 이것이 붇ㄷ하 가르

침 핵심이다. 

110. 붇ㄷ하 법은 붇ㄷ하 것이고 우리 법은 우리 것이다. 붇ㄷ하 문제를 우리가 어쩌

지 못하듯 우리 문제도 붇ㄷ하가 어쩌지 못한다. 

111. 붇ㄷ하 가르침은 자유로운 삶, 청정한 삶, 행복한 삶, 공존하는 삶을 사는 좋은

도구 가운데 하나다.

112. 하나의 방법이 모든 존재에 유효할 수는 없다. 삶은 다양하고 자유와 행복에

대한 기준과 도구는 무수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기준과 단일한 도구만

정할 수 없다.  

113. 사람은 누구나 자기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동일한 존재도 다르게 이해

하고 다차원으로 행동한다. 

114. 우리가 믿고 따르는 방식이 절대적이라고 고집하지 않는다. 단지 현 단계에

서 우리는 붇ㄷ하 삶의 방식과 붇ㄷ하가 체계화한 마음관리 이론과 기술을 과학성,

유효성, 보편성, 대중성, 편리성 등에서 최상으로 믿고 따른다.

115. 우리가 붇ㄷ하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붇ㄷ하가 체계화한 마음관리 이론과 기술

을 따르는 것은 붇ㄷ하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자유로운 삶, 청

정한 삶, 행복한 삶, 공존하는 삶을 위한 것이다. 

116. 마음에 존재하는 아-싸봐를 정화해 나오는 맑고 아름다운 마음향기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관계된 존재들의 삶을 여유롭고 풍요롭게 한다. 

117. 다른 사람 마음을 정화할 수 있도록 마음관리 이론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자리나 이타가 아니다. 그것은 다른 존재와 더불어 공존하는 기본자세다.

118. 자기생각을 다른 존재에게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이것은 고통을 일으키

는 근본원인 가운데 하나다. 자기자신의 삶의 방식이 올바르고 좋다고 생각되면

주장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함께 평화롭고 자유롭게 공존하는 유일한

길이다.  

119. 붇ㄷ하는 자기 삶을 살았다. 붇ㄷ하는 자기 삶의 방식을 다른 존재에게 강요하

지 않았다. 필요한 사람이 요청할 때는 정보를 제공하고 도와주었다.

120. 붇ㄷ하가 만든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도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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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제공하고 그 사람이 배우려 할 때 가르쳐주는 것이 좋다.  

121. 사람들이 붇ㄷ하 삶의 방식을 따르려고 할 때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스스로

익혀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은 붇ㄷ하로

부터 전해진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을 상속받은 사람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122. 지혜와 자비는 붇ㄷ하 가르침의 두 축이다. 지나온 삶의 흔적이 축적된 마음

공간을 맑고 아름답게 가꾸고 실재를 통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혜의 길이

다. 다른 존재를 배려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는 것은 자비의

길이다. 

123. 지혜는 자기자신의 삶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이끄는 도구고 자비는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공존하며 편안하고 안락하게 하는 도구다. 

124. 붇ㄷ하는 지혜가 자비를 선도한다고 했다. 다른 존재를 배려하고 함께 공존

하는 도구인 자비가 소중하기 때문에 자비를 선도하는 지혜를 성숙시키는 싸띠

수행이 필요하다. 

125. 주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 필요한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만

큼 주는 것이 자비다.   

126. 자기자신이 가진 힘을 필요한 존재와 함께 공유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현재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들도 사회적으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와

공유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길이다. 

127. 수행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필요한 존재에게 제공하고, 물질이 넉넉

하면 함께 나누고, 기술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시간이 여유로우면 함께 어울

려 사는 것이 삶의 실재다. 

128.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의무

다. 거기에 더해 욕망, 분노, 편견 지수를 낮추고 마음오염원을 제거하고 마음에

너지를 제공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싸띠수행자 1차

의무다.

129. 많은 개인과 단체가 전문성과 대중성을 갖추고 인류의 행복과 번영에 기여

한다. 대부분 활동분야가 법, 제도, 사회구조 등 행복형식인 물질변화를 중심영

역으로 삼는다. 

130. 마음건강, 마음에너지, 마음안정 등 행복내용을 대상으로 삼고 활동하는 단

체나 개인은 많지 않다. 행복형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이 삶의 기본이고

눈에 보이고 객관화가 쉽고 대중성 획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131. 마음 다루는 분야는 삶에 중요하고 필수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객관화

가 어렵고 마음에서 이뤄지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많은 인내심이 요구되

기 때문에 쉽게 시도하지 못한다.

132.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도한다. 첫 번째는 2600여 년 전 인도에서 마음과학,

싸띠수행, 불교를 창시한 붇ㄷ하가 이론과 기술을 올바르게 정리해놓았다. 

133. 붇ㄷ하 가르침을 현실에 적합하게 재해석해 인류의 자유와 행복, 이익과 번

영, 평등과 평화, 공정과 투명, 현재와 미래에 기여하려고 한다.

134. 붇ㄷ하는 불교수행자가 해야 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자비실천은 다른 존재가

건강한 마음상태, 평화로운 마음상태, 청정한 마음상태, 활기찬 마음상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불교정체성이자 수행사회화 핵심이

다.   

135. 마음공간에 존재하는 마음오염원인 아-싸봐를 제거하고 실재를 있는 그대

로 보고 맑고 평화로운 마음상태를 가꾸도록 도와주는 것은 종교, 이념, 민족, 국

가, 나이, 성별 등을 초월한 중요한 참여활동이다. 

136. 붇ㄷ하 가르침은 2600년의 긴 시간, 넓은 지역, 다양한 매개체, 많은 인종을

통해 전해지면서 많이 왜곡되고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했다. 

137. 테라봐-다(Theravāda, 長老部, 上座部), 마하-야-나(mahāyāna, 大乘部),

라마야-나(Lamayāna, 密乘部), 화두 싸띠수행(話頭禪), 묵조 싸띠수행(黙照禪),

염불 싸띠수행(念佛禪), 진언 싸띠수행(mantra, 眞言), 조사 싸띠수행(祖師禪), 여

래 싸띠수행(如來禪), 돈오(頓悟), 점오(漸悟) 등 각기 자신이 속한 유파가 붇ㄷ하

정통 가르침을 계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붇ㄷ하는 한번도 그것들에 대해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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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싸띠미학을 시작하면서

미학(Aesthethics, 美學)은 아름다움과 추함이나 예술에 대한 보편 기준과 개념

을 연구하고 미술, 영상,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문화 등 개별 작품, 작가, 제도,

역사, 현상 등에 관한 연구를 포괄한다1).

특별기고 

싸띠미학 서설

38 반냐

지 않았다. 

138. 처음부터 하나의 붇ㄷ하, 하나의 가르침, 하나의 싼ㄱ하만 존재했다. 붇ㄷ하 가

르침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의 근기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139. 강물이 바다에서 만나듯 모든 차이를 초월해 붇ㄷ하 제자는 붇ㄷ하가 창안한

이론과 방법에 따라 수행해 지혜를 성숙시키고 붇ㄷ하가 펼친 원대한 꿈과 원력대

로 모든 존재들이 자유로운 삶, 청정한 삶, 행복한 삶, 공존하는 삶을 살 수 있도

록 공덕을 쌓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싸띠수행자 명예와 자부심이고 꿈과 원력

이다. 

140.  큰 고함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당당하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고

흙탕물에도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초연하게

무쏘의 뿔처럼 행동하라

는 붇ㄷ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붇ㄷ하 정법을 실천하고 수행으로 자기자신과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새롭게 출발한다. 

대표집필 | Buddhapala

이번호부터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에 기초해 싸띠미학이란 새로운 분야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하고 싸띠미학이 가능한지 그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글을 쓴다.

1) 인류의 자연현상에 대한 두려움이 신을 만들고 그것은 종교로 발전한다. 한번 만들어진 종교는 원

래 사용가치보다 상품가치 혹은 교환가치로 기능하면서 순기능보다 역기능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종교원래 사용가치가 자연에 대한 무지로 인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인지가 발전해 자

연법칙을 규명하고 극복의 논리와 도구를 가진 이후는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과학에 물려주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구축한 자리를 지키려는데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종교는 미신이다. 종교는 진리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진리일 거라는 믿음을 믿는다. 종교는

믿음을 강요하면서 주관적이고 신비적이며 비과학적이다. 믿음을 강요하는 단체는 필연적으로 아

집이 강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 이외 것들은 잘 인정하지 않는다.

종교에서 자연과학이 떨어져 나오고, 종교에서 의학도 독립했다. 종교에서 철학이 분리독립했다.

철학에서 심리학과 미학이 독립했고 다시 심리학에서 상담학이 분리독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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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트교에서 자연과학과 의학이 분리할 때 많은 희생을 치렀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선각자

들의 피를 딛고 지혜와 밝음이 대지를 밝혔다.  

고대인도에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종교의 이름으로 신을 만들고 윤회설을 창작해 대중들을 현

혹했다. 그것이 힌두교 전신인 ㅂ라ㅎ마(Brahma, 婆羅門)교다. 이런 ㅂ라ㅎ마 교의 비과학적이고 미신

적인 가치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불교가 등장했다. 불교는 존재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이

해하고 실천하자고 출발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신과 윤회를 부정하고 자연질서를 존중했다.

그것이 바로 마음과학과 불교수행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교창시자인 붇ㄷ하가 그토록 부정하고 싫어했던 신과 윤회설이 불교

사유구조 속으로 들어와 자리잡았다. 이제는 불교로 각색된 힌두신인 대승 제불보살과 윤회설을 말

하지 않으면 불교가 아니라고 믿을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이런 현상은 남방은 물론이고 북방불교

또한 마찬가지다. 윤회가 없다고 말하면 그런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된 지 이미 오래

됐다. 불교 창시자인 붇ㄷ하는 쏘따-빳띠 막가파라(sotāpatti magga phala, 須多洹 道果)만 성취해

도 신과 윤회가 없는 줄 확실히 안다고 했다. 불교에 스며든 비불교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불교 본

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싸띠수행과 마음과학을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처음 불교를 만들고 기존 종교들

로부터 분리독립했을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가능할 것이다. 

을 정한다. 도덕 혹은 에티켓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다

룬다. 특정한 기준에 기초해 존재를 평가하는 것이 비평 혹은 평론이다2).

뭔가를 가공해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과정이 생산이다.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내는 것을 생산이라 하고 예술가가 자기생각에 기초해 수작업으로

만드는 것을 창작 혹은 예술이라 한다. 기본의미에서 생산, 예술, 창작 등은 같은

개념이다.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을 문명이라고 한다. 만들어진 존재를 사용하는

것이 문화다. 문화는 소비의 다른 이름이고 누림이다.   

생산과 소비, 창조와 누림, 문명과 문화는 별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일현상

의 다른 표현이다. 존재는 존재일 뿐이다. 어느 측면에서 이해하고 어느 수준에

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고 재규정된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면 존재는 처음부터 구분되거나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지만 현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분명 존재는 구분되고 차별된다. 존재에 내재

한 본질에서 말할 것이지 존재가 처한 현상에서 이해할 것인지는 절대상황보다

상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명하다3). 

기존 활동하던 데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때는 어려움이 많다. 이론을 정립하

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 시행착오뿐만 아니라 기존단체들로부터 견제와

검증을 요구받는 등 분리독립을 위해 지불해야 할 것이 많다. 

그래도 인류역사는 어둠에서 밝음으로, 혼돈에서 정돈으로, 무지에서 정지로,

닫힌 데서 열린데로 발전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사

람들에 의해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됐다.

싸띠미학도 마찬가지다. 기존 미학이 이룩한 성과물을 바탕으로 마음공간을 맑

히고 마음상태를 관리하는 싸띠(sati, 念)에 기초해 새로운 미학분야를 여는 것이

다 존재에 내재한 법칙과 질서를 규명하는 것이 과학이다. 과학이나 철학이 존재

에 내재한 질서나 법칙을 규명하는 점에서는 같은 의미다. 일반적으로 과학은 개

별존재를 다루고 철학은 전체 존재에 내재한 법칙을 다룬다. 철학은 존재를 대하

는 사람의 사유와 행동에 관한 법칙을 규명한다. 윤리학은 선과 악에 대한 기준

2) 존재에 내재한 법칙과 질서를 규명하는 것이 과학이다. 과학이나 철학이 존재에 내재한 질서나 법

칙을 규명하는 점에서는 같은 의미다. 일반적으로 과학은 개별존재를 다루고 철학은 전체 존재에

내재한 법칙을 다룬다. 철학은 존재를 대하는 사람의 사유와 행동에 관한 법칙을 규명한다. 윤리학

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 도덕 혹은 에티켓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를 다룬다. 특정한 기준에 기초해 존재를 평가하는 것이 비평 혹은 평론이다. 

3) 붇ㄷ하 가르침을 요약발췌해 역사소설로 쓴 것이 반냐심경(般若心經)이다. 반냐심경은 「色卽是空

空卽是色 色不異空 空不異色....不咎不淨 不增不減...」으로 표현한다. 본질에서 존재를 이해하면 현

상(rūpa, 色)과 내용(suñña, 空)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를 본질

에서 이해하면 존재에 더러움(aparaddha, 咎)과 깨끗함(suci, 淨), 증가(ācaya, 增)와 감소

(apacaya, 減)가 없다. 존재는 존재할 뿐이다. 절대적으로 더럽거나 깨끗함은 없고 증가와 감소도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규정되고 재규정된다. 존재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름답다고 이해하고

존재를 현상에 기초해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을 추하다고 규정하는 것이 싸띠미학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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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음공간에 기억이미지도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알아차림하는 싸띠도 힘을

가지고 있다. 이때 마음작용을 선도하는 주변수는 싸띠힘이다. 기억이미지가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싸띠힘이 크면 기억이미지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다. 그 자유 크기만큼 행복 크기 또한 커진다.  

붇ㄷ하는 자유 크기가 행복 크기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지나온 삶의 흔적이나 마

음공간에 존재하는 기억이미지에 구속되는 것만큼 행복 또한 제한 당한다. 대개

행동이나 몸에 구속당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 행위영향력이나 마음공간에 저장된

기억이미지를 알아차림 기능인 싸띠가 구속된다.    

붇ㄷ하는 지나온 삶이나 기억이미지에 구속된 삶은 오염되고 추하다고 규정했고

그런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삶은 맑고 아름답다고 보았다. 

아름다움과 추함은 선악 등 가치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자 취향

일 뿐이다. 욕망에 의존해 행복하게 살려는 것이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 행복

하게 살려는 것은 선악문제가 아니라 취향이고 선택이다.  

마음공간에 존재하는 기억이미지와 결합한 욕망과 이기심(rāga, 貪), 분노와 적

의, 원망과 서운함(dosa, 嗔), 편견과 선입관, 특정한 가치관(moha, 痴) 등 마음

오염원이 삶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을 싸띠미학이라고 한다. 

사람이 활동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존재를 사용하고 소비하는 과정이지만 다

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창조하는 과정이기도 한다. 생산과 사용,

창조와 소비는 동일현상의 다른 표현이다. 

사람 사는 양식은 매우 다양하다.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답게 사는 것인지 어떻

게 행동하는 것이 추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없다. 그 모

든 것은 사람이 창조하고 소비한다. 모든 가치판단 기준은 사람 마음에 관념형태

로 존재한다.   

사람이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이 생산과정이라면 이것은 예술 범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 행동을 대상으로 아름다움과 추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평가할 수도 있다.  

사람 행동에 기준을 정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반대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이 그 기준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그렇

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계몽적 성격을 띰과 동시에 행동을 강제하는 정치행위를

통해 현실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학은 기준을 정하는 데

서 끝나지 않고 행동을 통해 자기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책임진다4).

사람이 행동할 때는 먼저 마음으로 사유하고 행동한다. 접촉 다음에 발생하는

마음작용과 알아차림 수준에 따라 행동양식이 결정되고 삶의 태도가 정해진다.  

접촉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작용은 마음공간에 입력된 기억이미지가 가진 질량

과 마음거울에 반영된 현상을 알아차림하는 싸띠와의 상호 역관계에서 결정된

4) 계몽성격을 띤다는 것은 특정한 가치관에 입각해 다른 사람이 그 기준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도

록 교육시킨다는 용어다. ‘지금 저를 교육시킵니까?’를 달리 표현할 때 ‘그 말이 계몽성격을 띱니

까?’ 하고 말한다. 붇ㄷ하는 자기생각을 다른 존재에게 강요하는 것을 폭력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소를 물가에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먹을 것인지 먹지 않을 것인지는 소가 결정하도록 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은 정보가 있으면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그 정보내용에 따라 행동하라

고 강요하는 것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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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작의 구성은 주로 늘려주기, 벌리기, 젖히기, 꺾기, 펴기, 굽히기, 구르기

등으로 주로 관절과 근육 인대 그리고 신경조직들을 수축, 이완시키면서 신체를

부드럽게 해주며 한 가지 동작들을 호흡과 더불어 여러번 반복함으로써 효과를

훨씬 증대시킬 수 있다.

수련에 있어 호흡은 전체적으로 코로 숨을 가늘고 길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길

게 내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신의 동작과 호흡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알아차

림 하면서 주제에 집중하여야 깨어있는 마음의 힘도 기르고 마음공간도 선명해

져 상쾌함을 느낄 수 있다.

초보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절대로 무리한 힘으로 동작을 취해서는

안 되고, 몸이 호흡에 맡겨진다는 생각으로 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체유법이 오체조관이 되려거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동작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제(동선)를 알아차림 하면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집중하면 깨어있

는 마음이 드러나고, 그로 인한 깨어있는 마음이 힘을 얻어 우리가 살아가는 생

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일으키는 생각속의 노폐물(스트레스)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까야싸띠의 모든 수련이 그러하듯 동작과 싸띠가 밀착되어져야 한다.

주의

오체유법의 모든 동작은 호흡과 연결시켜야 한다. 

준비동작에서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몸을 이완시키면 된다. 또한 이완 동작이 완성되면 

몸에 힘을 빼고 호흡을 1회~ 2회 정도 반복을 

해 주면 훨씬 효과적이다.

수행활용

오체유법(五體柔法)은 오체조관(五體調觀)이라고도 한다.

오체라 함은 팔·다리·등·배·머리로 구분된 우리의 신체를 말하며, 오체유

법은 신체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방법이란 의미와 마음을 고르게 조화를 이룬

다는 뜻을 표현 한 것이다.

이 오체유법의 동작들은 전신을 구성하고 있는 골격과 근육, 인대, 그리고 혈

행과 기운의 상태를 바로잡고, 정력, 기력, 정신력을 북돋으며 오장육부의 작용

을 활성화시켜 전체적인 신체의 균형을 바로잡아 우리 몸의 신진대사 작용을 용

이하고 활발하게 해주며, 무절제와 무기력증에서 오는 현대병-성인병으로부터

좀 더 나은 건강함을 얻어 힘차고 활발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수련

이다.

KaYa saTI②오체유법(오체조관)

Buddhadipa

반냐라마 SATI SCHOOL, 성남 반냐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남한산성초등학교에서

SATI수행과 禪觀武를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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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호흡을 천천히 길게 내쉬면서

어깨의 도움으로 왼쪽 뒤로 허리를 튼

다. 이때 고개는 동작에 따라 뒤로 돌

려준다.

2-3 : (반대동작) 오른 무릎을 세우

고 왼팔을 가위 걸고 숨을 들이마신다.

2-4 : 「2-2의 반대동작」호흡을 내

쉬면서, 어깨의 도움을 받아 오른쪽으

로 허리를 튼다.

참고 : (무릎에 대었던 발을 대퇴부

까지 바짝 당겨서-B형: 다시 한 번 반

복한다.)

동작 3 : 발 당겨 모아 상체 숙이기

3-1 : 양발바닥을 붙여 바짝 당겨 모

으고 엄지발가락이 나오도록 잡고 허

리를 곧게 펴며 숨을 가늘고 길게 들이

마신다.

3-2 :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내밀 듯이 허리-등-어깨-목 순으로

동작 1 : 양발 앞으로 뻗고 상체 굽혀주기

1-1 : 양발을 모아 다리를 펴고 허리

를 곧게 세우고 앉아서 양손의 깍지를

끼고 준비한다.

1-2 : 양손을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리

며 숨을 가늘고 깊게 들이 마신다.

1-3 : 숨을 내쉬면서 요선관절-허

리-등-어깨-목-손 순으로 굽혀주며,

깍지 낀 손을 발끝까지 천천히 밀어낸

다. 배와 가슴을 내미는 듯 상체를 앞

으로 깊게 숙여준다. 이때 발목을 밀면

서(A형), 발목을 당기면서(B형) 두 번

의 동작을 2회 이상 반복한다.

1-4 : 1-3의 옆모습

동작 2 : 무릎 세우고 팔 걸어 허리틀기

2-1 : 왼 무릎을 세우고(복사뼈가 무

릎에 닿게-A형) 오른팔로 가위 걸고,

왼손은 엉덩이 뒤 허리 축에 놓고 숨을

들이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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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혀준다. 이때 양팔꿈치로 무릎을 누

르며(A형) 상체를 내린다. 상체를 내린

상태에서 호흡을 가늘고 깊게 2~3회

반복한다.

3-3 : 다시 숨을 천천히 길게 들이

마시며 상체를 곧게 세운다.

3-4 : 3-2와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

되 양팔꿈치를 무릎 앞으로 내밀며(B

형)상체를 숙여준다.

동작 4 : 한쪽 발 옆으로 뻗고 몸통 숙여

틀어주기

4-1 : 동작3에서 왼발을 옆으로 뻗

고 발을 세운다. 그리고 양팔을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리며 숨을 가늘고 길게

들이마신다.

4-2 : 숨을 천천히 길게 내쉬며 왼

쪽으로 깊게 내려 발을 잡고 상체를 다

리에 밀착한다.

4-3 :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면

서 오른 무릎을 틀어 왼쪽다리와 일직

선이 되게 하고, 왼발은 발등을 바닥에

대고(A형), 왼 발목을 당겨서(B형) 무

릎을 곧게 펴준다.

4-4 :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오른쪽

으로 허리-등-목을 돌려준다.

이때 시선은 왼쪽 발뒤꿈치를 본다.

4-5,6,7,8 : 앞 동작의 반대 동작 

(동작4의 전체 동작을 2~3회 반복

한다.)

동작 5 : 양발 옆으로 벌려 몸통 숙이기

5-1 : 양발을 최대한 옆으로 벌리고

다리에 힘을 빼고 앉는다.

4-5

4-6

4-7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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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이 있다

마주 선 벽장이 제 얼굴인 줄 안다

숨소리조차 삼킬 줄 아는 가슴

간간히 흘깃거리다 사라지는

늘 그 사람이 그립다

보여지는 만큼 볼 수 있는 커다란 눈이

아무도 없는 구석, 

또 하나의 그늘이 되어 간다

기다림을 

차곡차곡 개어올린 이불솜 새

밤밤 뒤척이던 눈물이 

길게 뻗지도 못한 새우잠이 그 사람의 

증표로 갇혀있다 

거울은 알고 있지

진실로 그리운 건 바로 자신임을

소망한다

나보다 네가 외롭다는 설거운 눈망울로 

나를 닦아다오

오래오래 나를 부딪친 뜨거운 가슴으로 

불면의 옷을 벗어다오

잃어버린 시간의 강을 따라 

진정 네 이름을 씻어줄 그리운 영혼이 

네 곁에  있다

나는 너의 전부를 비출 수  있구나.

시 김근희
거울

시
가
흐
르
는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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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허리와 상체를 곧게 펴고, 숨

을 천천히 들이 마시며 양팔을 어깨와

수평이 되도록 들이 올린다.

5-3 : 숨을 천천히 내쉬며 왼쪽 옆

으로 상체를 굽혀 왼발을 잡는다.

이때 다리와 상체의 힘을 빼고 손으

로 상체를 끌어 안는다.

5-4 : 천천히 일어나 5-2와 5-3의

반대 동작을 해준다.

5-5 : 몸을 세우고 지대에서 합장을

하고 숨을 들이마시며 머리 위 견대위

치까지 끌어 올린다.

5-6 : 양팔을 뒤로 돌려서 허리부분

으로 가져온다.

5-7 : 숨을 내쉬며 양팔을 앞으로

쭉 벋으며 배, 가슴, 턱이 바닥에 닿게

한다.

5-8 : 양팔을 벌려서 온몸에 힘을

빼고 호흡을 두세 번 반복한다.

(5번 동작 전체를 2~3회 반복 해준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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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품고 있다. 항균 작용할 수 있는 성질

도 가지고 있어서 식중독이 잦은 여름철

에 먹기 적당한 채소다. 어릴 적 오이냉국

과 된장에 부추겉절이만으로도 달게 밥

한 그릇 먹어치웠던 기억이 침 돌게 한다.

온통 산으로 둘러 쌓인 고향마을은 산

자락을 개간해서 밭을 만들었다. 올망졸

망한 밭에 고구마며 토란 등을 심었고 부

추밭은 귀퉁이에 옹색하게 자리 내주었

다.

여남은 식구의 찬거리 마련이 여간 어

렵지 않았던 엄마는 부추밭에 가실 때는

소쿠리에 호미를 담아가셔서 언덕을 조

금씩 깎아 밭을 넓히셨다. 틈틈이 재나 오

줌을 내어 땅심을 돋워주기도 하셨던 밭

이다. 지금도 가끔 빚으로 남 손에 넘어

가버린 그 밭 생각하며 아쉬워하신다. 정

성이 컸으니 애착 클 수밖에... 

부추의 생태를 살펴보면 신통하다. 잎

을 베고 나면 잘린 잎 끝에서부터 다시 자

란다.

잘라내는 동안은 꽃을 피우지 않다가

잎 자르지 않고 두면 중앙에서 꽃자루가

올라와 하얀꽃을 피운다. 사람이 먹을 만

큼 먹도록 기다렸다가 종족 번식을 하는

셈인데, 참으로 은혜롭지 않은가! 어쩌면

뿌리만으로도 오랜 세월 살아갈 수 있으

니 이만큼 심성 넉넉하지 않나 싶기도 하

다. 부추꽃의 아름다움을 알아보지 못하

는 듯해서 이참에 알려볼까 한다. 한잎 한

잎 떨어진 꽃잎 여섯 장이 별처럼 여리고

꽃잎을 장식하듯 수술 6개가 잎 위에서

간들거리고 있다. 부추꽃의 암술은 자신

이 가장 거룩한 일하는 듯 꽃잎과 수술을

압도하며 가운데 턱 자리잡고 있다. 알싸

한 향기에도 아랑곳 않고 벌,나비들 모여

드니, 향기의 좋고 나쁨을 우리네만 분별

하는 모양이다. 부추꽃의 꽃말은 ‘이별의

슬픔’이다. 그보다 어느 농부가 마음으로

지어 부르는 ‘내년에 또 만나자’가 훨씬

와 닿는다.

왓싸 막바지인 8~9월이면 주동리 동백

마을은 하얀 부추꽃 사태로 눈부시다.

지나는 길에 ‘덕분에 밥상 푸짐했노라’

고 그 수고로움에 눈인사 한번쯤 해 봄도

좋을 듯하다.   

부처님 오신 날 때맞추어 피던 아카시

아꽃이 왓싸 입제하는 날 축복처럼 꽃잎

열었다.

성큼 다가온 한낮의 더위로 선실의 창

문을 열게 된다. 

“흠,흠 ~ ”코 끝으로 날아드는 향기. 부

추밭에서 풍겨오는 거름 향기가 수행자

들 코를 시험들게 한다.

제법 강렬한 이 향기(?) 알아차림하느

라 꽤 여러날 끙끙댔던 기억이 난다. 왓싸

4철째 들었는데 이제는 그저 “냄새”하고

이름붙일 뿐이다. 그나마 다행으로 해질

녘 다보산 산그림자 타고 내려온 달콤한

아카시아꽃 향기가 거름 향기로 지친 코

를 위로해 준다. 

반냐라마 인근은 온통 부추밭이다. 특

히 청정계단에는 창만 열면 부추밭이 있

어 여름 내내 맵싸한 부추향기와 더불어

수행할 수밖에 없다. 

태어나 살아온 곳이 경상도라 부추라는

말은 남의 말 같고 정구지라는 말이 더 정

겹다. 경상도와 전북, 충청지방에는 부추

를 정구지라 하는데, 경상남도 합천이 친

정인 친구는 소풀이라고 했다. 부추만큼

다양하게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채소도

많지 않을 것이다. 비오는 날이면 생각나

는 부추전을 비롯해 부추김치. 부추겉절

이, 부추장아찌 그밖에 오이소박이의 부

재료로, 국수 고명으로... 셀 수 없을 정도

로 많다. 이른 봄부터 채소 귀한 여름, 가

을까지 밥상에 올라오는 고마운 채소이

다. 뿌리로 땅속에서 겨울을 나고 올라오

는 첫물 부추는 ‘사위도 안 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는다. 채소 중

비타민이 으뜸이라는 찬사를 들을 만큼

비타민A, B1, C와 칼슘과 철분을 풍부하

글 수진행  사진 편집부

들.꽃.산.책

부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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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깨닫기 기다리고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쉬려고 하면

미륵이 와도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이고 마음을 쉴 수가 없고 답답할 뿐이다.

(若欲將心待悟 將心待休歇 從脚下參 到彌勒下生 亦不能得悟 亦不能得休歇

轉加迷亁心耳-書狀, 증시랑 答 中)

대개 마음이 어지러울 때 그 어지러운 생각을 분석하거나 다른 것과 비교해

문제를 찾아내고 해소하려고 한다. 그러나 싸띠수행을 창시한 붇ㄷ하나, 싸띠수

행을 중국에서 재해석해 화두 싸띠수행을 창시한 대혜종고(大慧宗? )는 기억이

미지가 가진 무게로 인해 발생한 마음작용은 기억이미지와 결합한 마음오염원

을 해체하고, 기억이미지가 활동하는 순간 그것을 알아차림하는 싸띠힘(sati

bala, 念力)을 키워야 비로소 해소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분석과 사

유로 번뇌망상을 해소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알아차림으로 가능하다.  

수행격언

글•그림 이정민 
minmine0@hanmail.net

休

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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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은 없앨 수 없다.
그러나 기억의 무게는 줄일 수 있다.

수행은 기억에 붙어 있는 마음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마음이 맑아지면 지혜지수는 높아지고 삶은 자유와 행복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 책을 펼치는 순간 마음과 수행에 관한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줄 것이고 

새로운 마음의 세계로 빠져들 것이다.

마음구조와 기능 그리고 마음화학반응과 

마음물리특성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분명하게 이해하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불교는 마음관리 프로그램이다.

붇ㄷ하는 마음이해와 관리에 관한 내용을 말로 설명했다.

붇ㄷ하빠-라는 말로 설명해 놓은 것을 공식과 도표로 

체계화시켜 수행이론의 과학성과 실천의 효율성을 가져왔다.

기억이 에너지를 흡수하고 해체하는 이론구조와 

구체적 방법을 이 책에서 최초로 공식화해 놓았다.

이 책은 마음과 수행을 과학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 한 권의 책은 불교와 수행 그리고 당신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증
보
판
출
간

M = IAn

(기억)    (이미지×마음노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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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 ①

마
음
과
수
행
에
관
한
모
든
것



✽ 청정선원 영구방부비는 영가 한분 당 50만원

✽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오전 10시 공덕회향법회[대중공양, 제사]

✽ 반냐라마가 존속하는 한 공덕회향법회는 영구적으로 지냄.

✽ 문의 : 055-331-2841, 010-5405-2841

인연 있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은 화장하고, 유골은 의미 있는 곳에 뿌리고, 청정계단에 이름을 새긴

돌을 쌓아 탑을 만들고 선실로 꾸며 수행공간으로 삼습니다.  제사는 돌아간 날 또는 한 달에 한번(매

주 첫째 주 일요일) 수행자와 무료급식소에 대중공양 올림으로써 장례문화, 제사문화를 의미 있는 이

별의식으로 가꾸어 나가기를 마음 담아 권합니다.

청정선원을 위해 50만원은 남겨두자

Buddha Dhamma saogha가 활동한지 벌써 15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함

께 활동하는 사람들의 가족 가운데 성질 급한 분들이 서서히 이 세상과 이별하기 시작했

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 각종 통과의식을 피해갈 수는 없는 일, 어차피 치러야 할 것이라

면 수행자답게 의미 있고 간소하게 치르자는 취지로, 수행하는 법우집에 상이 났을 때 스

님을 청해 함께 수행하고 5계를 받고 공양 올리는 공덕회향 법회가 아름답게 자리 잡았

습니다.  

머지않아 함께 수행하는 법우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날 것이고, 이제 그분들을 위해 뭔

가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Buddha Dhamma saogha 반냐라마는 먼저 간 법우들의 이

름을 새긴 벽돌로 선원을 지어 함께 수행했던 날들을 의미있게 남기고자 합니다.  옛 수

행자들이 사용한 지혜를 빌리고 전통을 이어 받아, 반냐라마에서는 약간의 시주금을 받

아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는 청정선원을 건립 할 예정입니다.  그곳을 memorial Hall 겸

선원으로 삼아 수행하고, 맑힌 마음으로 고인과 맺어진 인연을 아름답게 성숙시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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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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처님 최초의 말씀

Buddhapala | 174쪽

Buddhapala | 310쪽

58 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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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좌선시간 [ 1 ] + 행선시간 [ 1 ] : 매일 2시간씩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좌선시  

1) 배움직임 : 간혹 배의 움직임이 끊어지기도 하고, 그때는 제2기준점으로 다시 하

고 있습니다. 배의 움직임이 매우 빨라지기도 합니다.  

2) 망상 : 망상이 일어나면 이름 붙이고, 제2기준점으로 다시하고 있습니다.   

3) 현상 : 약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다리가 많이 아프고, 그 순간을 넘기면 다시 괜

찮아집니다.  다리가 아프지 않을때 40분쯤 지루함이 오지만 ‘지루함’이라고 이름

붙이고 무시하면 1시간까지는 어려움없이 지나갑니다.

3. 행선시  

1) 발움직임·느낌 : 1단계, 3단계를 풍대로, 6단계를 4대를 느끼려고 하며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망상 : 행선에서 망상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3) 현상 : 간혹 지루함이 오지만 지루함이라고 이름붙이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려

움없이 지나갑니다.

4. 생활선 : 할려고 노력하고, 많은 것에 이름 붙이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과 활동할 때

가 많고, 특히 공양때는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활하려고 하니, 생활선이

후퇴하는 느낌이 듭니다. 

5. 궁금한 것 : 되도록이면 1시간 연속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잘 안될때는 수행도

목표를 정하여 1시간 연속이 안될때는 40분+20분으로 매일 꼭 1시간을 채우려고 합니

다. 40분으로 끝내야 하는지, 20분을 마저하는 것이 도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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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2. 지금 하는 대로 하시고.

3. 가능하면 1시간을 다 채우는 것이 좋고 어쩔 수 없으면 40분에서 1분이라도 더 시간을

늘려보시고 그래도 안될 때는 40분 + 20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행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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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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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를 풀고 일주일 물리치료를 받

고 나니 이번엔 어금니가 욱신거린다.

오랜 관성대로 다른 일은 우선, 자신

에 관한 것 차선으로 참고 지내다가 치

과에 갔다. “이가 많이 흔들리네요.”

입안에 카메라를 넣어 몇 컷의 사진

을 찍고 진료대에 누우니 모니터에 나

타난 엽기적이고 적나라한 내 입안 모

습을 보며 의사는 담담히 말했다. 

잇몸 속 이뿌리까지 생생히 보이는

입속 풍경사진은 쇼킹하게도 치아가

태풍 뒤 한쪽으로 쏠린 비탈길 나무들

같다.

병원 유리창 밖 멀리 산 벚꽃만 멍하

니 바라본 채 한동안 말을 잊었다.

풍치라니. 기분 참 묘했다. 전혀 믿

기지 않다가, 놀랍고 씁쓸하고 허탈했

다.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은 이잣돈 기

르는 것보다 낫다’는 교훈 들으며 자

라서 치아관리만큼은 나름 잘하고 있

다고 자부했다. 게다가 서너 달 전 건

강검진 때만 해도 이상 없고 관리 잘

하고 있다고 판정 받았는데….

아아, 뼈와 치아뿐일까. 쉰이 되도록

시력 1.2를 자랑하는 눈에 내린 건조주

의보와 윙윙거리는 이명, 꺼칠한 피부

와 푸석거리는 머릿결, 그리고 기억력

과 집중력 감퇴 등 5학년이 되면서 받

아든 내 건강 성적표는 항목마다 적신

호가 깜빡거린다. 

평소 가족과 친구들에게 무쇠 같다

는 소리 들어온 이력이 무색하다. 

드디어 장미축제 기간도 끝나려는지

생리도 들쭉날쭉인데, 몸의 변화에 수

반한 마음의 행태는 더욱 낯설고 힘겹

다. 우울과 불안, 근심이 잦고, 공연히

애꿎은 남편의 행동거지가 거슬리기도

하며, 부조리로 가득한 이 세계와 전쟁

난민에 대한 고민에까지 다다르면 인

간 존재에 대한 회의까지 들게 되니

원.   

정구공 마냥 튀어 올랐던 기분이 한

순간 떨어져 침울해지고, 소중하고 가

치 있던 모든 것이 문득 무의미해 지기

도 하니 시시때때 울리는 조울증과 허

무주의의 경보랄까. 

사전을 들춰보았다. 갱년기-사람의

몸이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기. 보통 마

흔에서 쉰 살 무렵인데 여성의 경우는

이 시기에 월경이 폐쇄됨. 

비온 뒤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젖은 나뭇잎을 밟고 쭐떡 미끄러졌다.

같이 간 사람 마음 안 쓰도록 얼른

일어나 두 손을 탁탁 털어 보였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왼쪽 팔목이 예

사롭지 않다. 일부러 팔목에 힘을 주어

방바닥을 짚어 보면 찌르르한 미세한

통증이 기분 나빴다.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니 팔목 뼈에 금이 갔단다. 이

주 동안 꼼짝 말라며 의사는 왼팔을 로

봇 팔로 만들어버렸다.  

“나, 깁스한 여자야.”

‘타짜’ 영화 속 대사를 흉내 내며 짐

짓 아무렇지 않은 척 현관을 들어서니

가족들이 깜짝 놀란다. 

한 팔의 활동을 강제 통제 당하니,

손 하나로 모든 걸 해야 하는 스스로의

고통보다 가족들의 불편함이 더 마음

쓰인다.  

엄마와 아내, 그리고 며느리나 딸의

의무와 역할을 최우위에 놓고 살아온

대한민국 주부 18단은 아플 자유도 없

다는 것.

[ 세상사는 이야기 하나 ]

무구연 
charm366@hanmail.net

나의 갱년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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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삼락공원에 달리기를 하

러 갔더니 마침 100km 울트라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2.5km 구

간을 정해서 20번 왕복하는 방식이었

고 보통 울트라마라톤이 저녁에 시작

해서 오전에 끝나는 데 반해 그 대회는

새벽 5시에 시작해서 저녁 7시에 마감

한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그 대단하신 분들과 10km를

함께 달려 보는 행운을 가졌습니다.

뛰면서 가끔 마주치는 고행자 같은

모습의 마라톤 참가자들을 보다가 문

득 지리산에서 만났던 어떤 사람에 대

한 망상이 떠올라서 하나-둘 하나-둘

이름붙이며 왼발, 오른발 보는 것을 방

해하더군요!

재작년(2007년) 5월, 난생 처음으로

천왕봉에 올라 노고단까지 펼쳐진 지

리 주능선을 보는 순간 종주를 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 일어났습니다. 

몇 달 후, 한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 그해 추석 연

휴에 중산리에서 출발하여 천왕봉 올

랐다가 세석 대피소에서 1박 하고, 벽

소령-연하천-노고단 거쳐 성삼재까

지 오는 1박2일 지리 종주를 드디어 처

[ 세상사는 이야기 둘 ]

지리산 이야기 - 첫 종주의 추억(1)

뭐, 노년기! 사전이라는 것이 때론

뜻풀이를 되레 어렵게 해 놓아 혀를 차

기도 하지만 이건 정말 거슬리는 설명

이었다.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구속을 벗어

나 한 인간으로 자유로워지는 시기’

차라리 이렇게 써 놓을 것이지. 

아이들 키우고, 공부하고, 직장 다니

고…. 하루가 한 서른 시간이면 좋겠다

는 생각을 하며 바쁘고 성실하게 살아

온 세월인데, 갑자기 왜 몸과 마음의

시스템이 교란 상태가 된 걸까? 삶의

의미와 가치가 유독 젊음에만 있지는

않을 터. 중년이든 노년이든 과정마다

누리고 발견할 기쁨과 보람이 있지 않

을까?

어느 날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이제부터 나는 하기 싫은 건 안 하

고,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다 할 거

다. 맛있는 것도 내가 많이 먹을 거야.

착한 여자는 죽어서 천국에 가지만 나

쁜 여자는 살아서 어디든 간대. 난 나

쁜 여자가 될 거야.”

이렇게 선언 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

물이 났다. 눈물이 흔한 것도 갱년기

증상이라던가. 남편과 아이들은 제발

그렇게 좀 살아라고 말했지만 당장 결

심했다고 내일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수행처럼 그저 반복해서 연습 하는 수

밖에 없다. 

무슨 일에든 나를 우선순위에 두기,

태양이 빛나고 꽃이 피고 새가 나는 것

처럼 모든 일을 자연스러울 만큼만 하

기. 5학년이 되면서 스스로에게 내린

강령이다. 

시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일주

일만에 가시던 날, 평소라면 했을 더

계시다 가시라는 말을 나는 꿀꺽 삼켰

다. 

그리고 현관문을 닫고는 히히히 웃

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리는 법! 아이들 다 컸겠다, 아

무것도 겁날 것 없다는 나이가 주는 배

짱에다, 어디로 갈 건지 무엇을 할 건

지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린 나의 갱년

기 브라보! 

智愚
pinebitt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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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성삼재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

고 하면서요.

‘세상에~ 세상에~ 밤새 그 험하다

는 칠선계곡을 오르고 무박종주한 것

도 대단한데 마라톤을 또 한다니???’ 

너무 놀라서 입이 안 다물어지지 뭡

니까!

노고단 고개에 도착하니 그칠 비가

아닌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자 그분이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성삼재에 아는 사

람이 차를 가져올 거니까 그냥 그 차를

타고 추성까지 가는 것도 생각해봐야

겠다고 하면서 기상천외한 말을 하기

를......

전날 밤부터 시작한 울트라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지인이 그날 마라톤 끝

나자마자 성삼재로 운전하고 와서 바

로 노고단-천왕봉 지리-왕복-종주를

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와아아아아~~~!!!’

너무 놀라다 못해 황당하기까지 해

서 계속 입을 못 다무는 사이 비는 본

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했고 그분과 헤

어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지리산 지도

를 펴놓고 그분들의 계획이 얼마나 놀

랍고 대단한 것인지 줄을 그어가며 새

삼 확인도 해 봤지요!

그 후 가끔 이런 망상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친구와 함께 추성까지 그

비를 맞으며 뛰어갔을까?’

‘그분 지인은 울트라 마라톤 뛰고 와

서 바로 지리왕복종주를 정말 했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혹시 비 때문에 계획대로 하지 못했

다고 해도 그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

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습니

다! 그리고 억수같이 내리기 시작한 그

빗속에 우산을 쓰고 큰 배낭을 메고 혼

자 올라오면서 "어차피 며칠 동안 산에

있을 건데요 뭐......." 하고는 내리는

비도 즐겁다는 듯 행복한 표정으로 씨

익 웃으며 유유자적 걸어가던 어떤 산

꾼도 지리에서만 볼 수 있는 멋있는 모

습 같아 보였습니다!

‘지리는 경이로운 곳~’

첫 종주의 추억이 요로콤 문패를 달

고 제 마음속 기억이미지로 자리잡는

순간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욕구가 살짝

한옆에 끼어들었습니다!!! 

(다음에 계속)

음으로 하게 되었지요!

*보통 지리종주라고 하면 노고단-

천왕봉(25.5km)을 포함하는 성삼재-

중산리 구간을 말하는데 총 36키로 정

도 되고 아주 빠른 사람은 12~14시간

정도 걸려서 무박으로도 하고 보통사

람은 1박 2일 또는 2박 3일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통지리종주는 화엄사-노

고단-천왕봉-대원사 구간을 말하고

50키로 정도 되는데 줄여서 화대종주

라고 지리산꾼들은 부릅니다. 정통화

대종주 역시 날아다니는 준족은 무박

으로 하기도 하는데 보통사람은 부지

런히 걸어도 2박 3일은 걸립니다.*

아무튼 처음 해보는 종주산행이라

흥분해서 그랬는지 첫날 세석대피소에

서는 한숨도 못 잤답니다. 그래도 다음

날 지리의 맑은 정기를 마시며 때때로

하나-둘(왼발-오른발) 1단계 행선하

며 주능선의 아름다움에 취해 걷다 보

니 그 전해 큰 수술을 받고 반년 넘게

독한 약물치료로 고생시킨 제 몸이 즐

거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고 스스로

장하고 대견하다는 생각에 마음도 부

풀어 올랐습니다!

연하천 대피소를 지나면서 어떤 분

과 얘기 나누며 걷게 되었는데 그분은

전날 밤 12시에 추성에서 출발하여 칠

선계곡으로 올라와서 천왕봉 들러 무

박종주중이라고 하더군요. 밤에 칠선

계곡에서 길을 못 찾아서 고생을 좀 많

이 했다고 말하면서요.......

(이런 야간산행은 고수가 아니면 위

험하기도 하고 단속에 걸리면 벌금 내

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우와, 정말 대단한 사

람들도 있구나!'

생각하며  칠선계곡 얘기도 들으면

서 노고단까지 함께 걸었답니다.

그런데 노고단 조금 못 가서부터 날

이 흐려지더니 급기야 비가 오기 시작

하자 그분이 걱정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날 무박종주 후 성삼재에서 마라톤

을 해서 차를 주차해놓은 추성까지 갈

계획이었는데 비가 와서 고민이 된다

는 거였어요. 

친구와 함께 종주 중이었는데 자기

는 체력을 아껴야 해서 연하천에서부

터 좀 천천히 걸었고 그 친구는 앞서



반냐 6968 반냐

는데. 그렇듯이 붓디스트도 아름다운

감응과 공감의 능력으로 포용하며 깨우

며 살아야 한다. 외진 것, 쪼그라진 것,

무력한 것, 불안 두려움 체념 자폐의 그

늘을 안고 사는 것, 그래서 마음으로 다

보듬고 어둠에서 밝음으로 혼돈에서 정

돈으로 그 마음을 내게 해야 한다.  붓

디스트는 공감의 예술로 텅빈 매체며

상징이 되어야 한다. 

공감, 횡단, 포용으로 자유와 행복의

길을 내자. 자본의 그물망이 물신의 이

기적 욕망만을 고양하는 자리에서 우리

는 내려놓고 해체하고 소유와 지배가

조여놓은 인간성의 나사를 풀어 내자.

미망의 마천루 와그르르 무너지는 소리

에 너도 깨고 나도 깨어 진리라는 것,

GNP라는 것, 국가, 종교라는 것, 강남

이라는 것 하나의 환상임을 환멸로 자

각할 때 우리 세상 생명과 평화의 깨움

으로 다시 나서게 하자. 

papparama의 언덕은 언제나 바람이

분다. 우리는 이 바람맞이 산비알에서

해를 봤고 보리수 녹엽 아래서 살고 수

행했다. 그곳이 청정, 자유, 행복, 공존,

평화의 랜드마킹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나 꿈은 언제나 목멘다.

이 세상 꿈 같은 것, 한바탕 웃음 같은

것, 흥쾌한 재즈 같은 것, 네 눈의 눈물

한 방울 떠내고 덜어주는 추억같은 것,

그리고 떠난 님 떠나도 떠나도 기다려

지는 것, 그런 같은 것 없다하지 마라.

떠난 님과 2600년 추억도 있기에 앞으

로 영원한 꿈도 살아 있을 것이다. 더

가야 한다. 이 목멘 갈증으로 우리가 봄

날 한 하늘 마시며 가자. 가장 근본적이

며 보편적인 샛길로. 그것은 해방의 길. 

세계의 결핍, 분열, 단절을 소유와 지

배의 욕망으로 경쟁, 적대, 주관의 자아

를 육성하는 그 어느 세상에도 참된 붓

디스트는 길걸음해 왔고 느리지만 가장

빠른 걸음으로 말라죽은 대지를 밟으

며, 깨우고 길과 함께 걸어 왔지 않은

가.

우리가 가야한다. 공감으로 세상의

마음을 깨우는 papparama의 도반은

공감-깨움의 아름다운 미학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 삶에 미학적, 예술적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앞으로 이 미학

적 주체가 인류의 또 한번의 근본적 주

체가 될 것이다. 그것이 새로운 인간성

New Humanism이다. 

또 한번 목멘다. 

겨울이 언제 갔나 싶더니만 봄날도

간다. 여름에게로, 계절도 한 세월도 지

들 목적지를 향해 곰비 님비 꽃 피우고

가더라마는 떠난 님 안 오셔도 이제 길

떠난다 봄날이 간다.

이 푸른 하늘에 언제 평화의 세상이

있었던가마는 그래도 민들레처럼 지 마

음자리에 앉아 하늘 한번 쳐다보자. 저

하늘, 저걸 손을 넣어 휘저어 이 기갈든

목구멍에 가득 채우고 싶어라. 저 푸른

평화의 봄 하늘 수액을. 

그러나 세상의 모든 진리는 그저 편

견이다. 편견의 거울에 비춰진 응답일

뿐이다. 평화는 거울에 비춰진 또 한편

의 꿈인가. 권력의 두터운 구름장 뒤에

빛나는 평화의 눈짓이 있을까. 목멘다.

그래서 진리도 권력도 가진 것 없는 붓

디스트는 감응하고 공감하고 오직, 마

음의 울림이 울어주는 소통으로 평화에

게로 길을 열어갈 뿐이다. 

일찍이 마음의 고통에 길이 있었다.

어둠에서 밝음으로, 혼돈에서 정돈으로

대지에 나무가 서고, 하늘 구름에서 비

내리듯 가장 근본적인, 보편적인 길 중

도의 샛길 말고 이 불모의 자본주의 세

상을 어떻게 가로지르랴. 만파식적처럼

처얼씩이는 바닷바람도 세상사 고뇌도

공감과 감응의 한소리로 잠재우고 내려

놓게하고 드디어 Buddha는 오늘 살아

있는 상징이 되었다. 우리도 그 님처럼. 

도道는 예술이다. 인종, 민족, 국경을

넘어 종교와 이데올로기의 분열로 인해

구획진 경계를 타도 아니면 순응이 아

닌 포용으로 하나 된다. 그것은 도-예

술뿐, 저 아름다운 섬진강은 이 산도 저

산도 구획을 넘어 포옹하면서 가로지르

반냐를 읽는 새벽 

벽안 이상규
SATI MASTER, CLEAnMInd 대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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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한 상황은 사상 초유의 강

진이 발생한 인도네시아에서도 똑같이

벌어졌다. 

여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에도

아랑곳없이 자제공덕회 봉사자들은 각

종 구호품과 함께 인도네시아 재해지

역으로 출발했다. 2001년 미국에서 9

·11이 발생했을 때에도 가장 먼저 도

착한 이들이 바로 이들 자제공덕회 봉

사단이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자제공덕회는 대만 화련에서 1966

년 비구니, 증엄스님에 의해 설립되었

다. 증엄스님은 37년에 대만 중부지역

에서 출생했다. 심장마비로 인한 아버

지의 사망에 충격을 받아 23세에 스스

로 머리를 깎고 출가했다. 66년 병원

에 있는 한 신도를 방문했는데, 병원비

를 내지 못해 병원에서 내쫓겨 사망한

여성을 보게 되면서 불교구호재단의

설립을 생각하게 되었다. 설립 당시,

단 5명의 비구니와 30 명의 주부들이

함께 동참했으며 자선, 의료, 교육, 문

화 사업 등 네 가지 사업을 집중해오다

최근에는 골수기증, 환경보호, 국제구

호사업에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해왔다.

자제공덕회의 목적은 마음의 정화, 사

회평화, 재난 없는 세상 건설이며, 원

리는 가난한 사람을 돕고 부자를 일깨

움으로써 호애(互愛), 자비, 보시를 행

하는 것이다. 

이 단체의 창립은 30명의 주부가 하

루에 5원씩 자발적으로 보시금을 모으

는 대나무 저금통 운동과 함께 시작됐

다. 자제공덕회의 성공비결은 재정의

독립 운영, 투명한 후원금 관리, 자제

위원의 적극적인 모금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정사정사의 스님들은 양초, 병뚜

껑, 단주 제작을 비롯한 수공업과 농사

일 등의 경제활동을 통해 자급자족하

고, 공덕회 자제위원들은 모든 일체 경

비를 자부담 원칙으로 하며, 모금활동

과 자원봉사로 자제공덕회를 운영한

다. 승가의 재정자립과 재가의 사회활

동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후원금 또한 매월 정기적으

로 전 세계 400만 후원회원에게 사용

내역을 공개한다.  

자제공덕회는 세계적인 불교구호단

체로 널리 알려져 있다.

대만에 본부를 두고 방글라데시, 대

만, 인도 구자라트, 아프카니스탄, 남

미 등 전세계 재난 현장에 달려가 구호

활동을 하면서 국제적인 구호단체로

성장한 자제공덕회. 설립 40여년 만에

전세계 38개국에 182개 지부와 연락

사무소, 무료진료소, 골수은행, 학교,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400만 명

의 자원봉사자들로 이뤄진 거대한 자

선 구호 조직으로 성장했다. 북미에서

남미, 유럽에서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호주에 이르기까지 자제의 자원봉사자

들은 밤낮으로 자제공덕회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쓰나미가 남아시아 일대를 강타하

고, 집과 가족을 잃은 수많은 이재민들

이 망연자실한 채 바다만 바라보고 있

는 스리랑카 해변에 노란 조끼를 입은

한 무리의 대만인들이 도착했다. 이들

의 손엔 의약품과 쌀자루가 들려 있었

고, 이들이 입은 옷엔 자제(慈濟), 즉

자비로 세상을 구제한다는 마크가 찍

혀 있었다. 

자제공덕회의 구호 봉사단은 세계

어느 곳을 막론하고 재난이 발생한 곳

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자제공덕회 (慈濟功德會)

NGO소개⑤ 

공덕행 윤선화
SATI MASTER
CLEAnMInd 자료·홍보



반냐 7372 반냐

도록 했다. 각 학교는 자비희사를 교훈

으로 삼고, 생명 존중을 취지로 하며,

전인교육을 목표로 한다.

4.인문사업 심화
사회봉사, 사회기구 관심, 환경보호,

자제봉사자는 사회에 청량제가 된다.

잡지, 서적, 라디오, TV, 국제네트워크

등 자제 인문사업으로 중생의 마음을

정화하는 선봉에 선다. 

자제공덕회는 1998년 1월 대북, 화

련 등 5개 지역에 위성방송,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갖춘 대애(大愛) 방송국을

개국했다. 중문·영문 등 2개 국어로

발간하는 월간 잡지 《자제》 등도 있다. 

자제회원은 대기업 간부, 회사 사장,

공무원, 교사, 택시기사 등 각계각층의

유지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보

수로 활동하고 자제위원의 선발과정은

엄격하다. 다회(茶會)를 열거나 불자

가정을 방문해 일일이 모금활동을 벌

이기 때문에 포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청렴성을 중요 자질로 따지고 있다. 1

년에 1,000여명이 배출되는 자제위원

은 사회봉사활동과 자제정신의 역사,

연원, 현재 사업 등을 2년간 교과과정

을 거쳐 자제위원으로 탄생된다. 

자제공덕회는 생명존중 사상을 바탕

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정치, 종

족, 종교, 지역을 초월해 재난지역이라

면 어디든지 가서 온 힘을 기울여 도와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희망이 되

어주었다. 자제공덕회가 이렇게 성장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증엄스님의 지

도력과 불교 정신, 봉사자들의 희생정

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

기를 

천하에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천하에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없

기를 

마음의 번뇌와 원망, 근심 버리고 

만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허공 가득 다

함이 없기를

- 쩡이앤(證嚴) 스님의 법어집『아침

명상록』중에서   

자제공덕회의 사회사업 실천이념

자·비·희·사(慈悲喜捨). 자제공

덕회가 국내외에서 벌이는 사회사업의

실천이념이다.�자�는 자선과 국제구

호,�비�는 의료와 골수기증,�희�는

문화와 지역사회사업,�사�는 교육과

환경보전사업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

다.

1. 자선사업 국제화
국내 빈곤층 돕기, 어려운 사람 돕

기, 이웃에 관심 두기, 국제 이재민 구

하기 등을 대만부터 시작해 온 세계로

눈을 돌려, 사랑이 전 세계로 퍼져가

고, 고난과 재난이 사라지기를 발원한

다. 

자제공덕회는 2003년 대만불교자제

기금회라는 이름으로 UN비정부기구

로 정식 가입했고, UN정보부 비정부

기구부서의 일원이 되었다. 같은 해에

자제국제인도후원회를 설립했는데, 시

스템화된 지원행정과 연구개발 단체로

서, 재난지역에서 작업 효율성을 높여

주었다.

2. 의료사업 보편화
지역병원, 골수은행, 아동발전복건

센터, 환자 돌보기, 산간벽지 무료진

료, 생명을 중시하는 자제병원 네트워

크로 모든 가정의 든든한 후원자가 된

다. 

1986년 화련시에 병상 8백 개 규모

로 개원한 자제종합병원은 가난한 사

람에게는 치료비를 받지 않는다. 자제

공덕회는 남화련 옥리분원, 태동분원

등 현재 7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의

료시설이 낙후된 동부 산악지역에 병

원을 건립하고 있는 자제공덕회는 이

지역 35만 명의 의료 수요를 소화해내

고 있다. 

3. 교육사업 완전화
사랑으로 옥토를 가꾸어 어진 품성

과 능력을 배양한다. 유치원, 중학교,

대학, 연구소를 통해 후대를 양성한다.

1986년 자제병원을 설립하면서, 장

기적인 시각을 갖고 2000년 7월 유치

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연구소 등

을 설립하여 완전한 교육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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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움직임을 알아차림 기준점으로 삼고 수행하는 KĀYa saTI를 배우

고 익히는 workshop을 개최한다.  

이제까지는 마음관리하는 수행이나 명상, 스트레칭에 기초해 몸관리하는

요가나 태극권 등, 몸을 단련하는 소림무술이나 태권도 등이 따로 진행함으

로 인해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들었다. SATI SCHOOL은 이 3가지 프로그

램을 싸띠수행에 기초해 통합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사용하면 사회

적 비용을 현저히 감소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SATI MASTER 전공필수과

목으로 도입해 시도한다. 지도는 선관무와 싸띠수행을 한 Buddhadīpa 스님

이 담당한다. 의미 있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동참하기

바란다.  

● 일시 : 8월 14일(금) 저녁 6시 ~ 16일(일)

● 장소 : 다보산 반냐라마

● 대상 : SATI MASTER(재학생 및 일반인도 참여가능)

● 참가비 : 10만원

● 지도 : Buddhadipa 스님

● 참고사항 : 이 과목은 SATI MASTER 과정 전공필수입니다. 

이 과정은 방학을 이용해 1년 2회 개설합니다.

● 문의/접수 : www.satischool.net 055)331-2841, 010-5405-2841

KaYa saTI workshop

붇ㄷ하가 설한 경전은 붇ㄷ하가 제자들에게 싸띠수행을 지도한 내용이 핵심이다. 따라서 경전내용을 올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을 직접 몸으로 체험해야 한다.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전내용을 이해하기는 무척 어렵고 제한된 내용만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 SATI SCHOOL은 출가수행

자를 위해 붇ㄷ하 언어인 pāli어로 쓰인 근본경전을 한글로 번역해 읽으면서 동시에 붇ㄷ하 만들고 실천해

아라한뜨 막가파라를 성취한 싸띠수행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개설했다. 

이번에 개설한 과목은 붇ㄷ하가 붇ㄷ하가야 보리수 아래서 아라한뜨 막가파라를 성취하고 미가다-야에

서 5ㅂ힉쿠들에게 수행을 지도한 내용을 기록한 초전법륜경이다. 이 경전은 모든 불교경전 모태가 된다.

처음 붇ㄷ하가 불교를 만든 후 6개월 동안 행적과 수행지도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연기, 12연기, 4성

제, 3법인, 5온, 8정도, 수계의식, 쏘따-빳띠와 아라한뜨 인가게송, 차제설법, 불최상설법, 전법선언 등

이 설해져있다. 붇ㄷ하는 이 경전에 설한 내용을 45년 동안 하나씩 풀어서 대중들에게 설법했다. 

이 과정을 마치면 붇ㄷ하가 사용했고 아함경 등 근본경전에 쓰인 pāli를 혼자 해독할 수 있고, 붇ㄷ하가

직접 수행해 아라한뜨 막가파라를 성취한 수행법인 싸띠수행을 배우고 익힐 수 있을 것이다. 많이 동참

해 붇ㄷ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바랍니다. 

● 일 시 : 8월 10일(월) 오후 2시 ~ 19일(수)

● 장 소 : 다보산 반냐라마

● 대 상 : 출가수행자(재가법우도 참여가능)

● 수 업 : pāli 초전법륜경을 한글로 번역 + 싸띠수행 병행

4시간 수행 + 4시간 강의 + 4시간 자습 (교재지급, 사전 지참)

● 강 의 : pāli어 문법, 경전번역 및 싸띠수행 지도 (Buddhapala 스님)

● 참가비 : 20만원(학인 50% 할인)

● 문의 및 접수 : buddhapāla@hotmail.com, 055)331-2841, 010)5405-2841

싸띠수행과 pali 초전법륜경 원전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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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 MASTER 법회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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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IMASTER과정이 1년 과

정에서 2년 과정으로 확장됐고, 올해로 5기 학생들이 새로이 수업받을 예정이고

작년에는 3기 수료생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마음과학과 싸띠수

행에 기초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SATI MASTER 자격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했고, 또 SATI

MASTER 자격도 1급에서 4급까지 세분화시켜 검증시험을 치루고 있습니다. 3급

까지는 정규수업시간에 배울 수 있지만 2급이나 1급은 이론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

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는 SATI MASTER를 위한 정기모임을 마련하고

SATIMASTER들이 수행을 심화시키고 이론을 확장해 다른 사람에게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을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성숙시킬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

니다. 많이 참여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수행을 즐기자

마음속으로 여행을 떠나세요

41기

마음과학•싸띠수행•오리지널 불교
기본과정 개강안내

반냐라마 SATI SCHOOL이

마음 · 수행 · 자유 · 행복으로 가는 

기본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
당신안에 존재하는 가능성을 찾아보세요.

개강 : 매월 첫째주입니다

장소 요일 및 시간 싸띠수행          마음과학        오리지널 불교

서울  
매주 화 오전반 10: 30 ~ 12: 40

저녁반 7:30 ~  9: 40
수행기술(7월)

수행이론(8~9월)

수행진행(10월)대구  매주 목 저녁반  7: 30 ~  9: 40

부산   
매주 금 오전반 10: 30 ~ 12: 40

저녁반 7:30 ~  9: 40

●수 업  4개월 (1개월 단위로 신청가능)

●참가비  월 2만원

50% 감면대상 : 수행모임 가족, SATI MASTER 과정 학생 및 가족, 

인도불교지원 후원금, SATI SCHOOL 건학기금, 각종 후원금 본인

100% 감면대상 : SATI MASTER, 60세 이상, 고등학생, 원하는 사람

●문의 및 접수  02)597-2841, 053)475-2841, 055)331-2841

대표전화 010-5405-2841 www.satischool.net

on line + off line

마음 구조와 기능(7월)

기억 구조와 기능(8월)

마음작용(9월)

마음활용(10월)

불교개론(7월)

불교내용(8월)

불교교리(9월)

기본자료(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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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서울•부산 각 20명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이력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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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시작 : 서울 > 2009년 8월 24일 (월) 
부산 > 2009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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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강료입금계좌 : 서울- 농협 100085-51-046140(근본불교승가)
부산- 농협 817125-51-006320(근본불교승가 김영채)

● 이메일접수 : satischool@naver.com
(홈페이지에서 입학원서 내려받기→이력서와 같이 작성 후 메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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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기(홀수년 봄) 2학기(홀수년 가을)

기본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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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과학 개론
철학(동양, 서양, 인도) 
미학(예술, 문화 등)

임상실습(sati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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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2 | 2009년 5기
과정

가을학기 모집

SATIMASTER과정은 자유로운 삶, 청정한 삶, 행복한 삶, 공존하는 삶을 배우고 익

히는 과정이다. 

SATI MASTER 과정은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배우고, 불교를

창시한 붇ㄷ하, 수행 텍스트인 율경논(律經論) 3장, 조사어록, 세계불교사 등을 통해 아라

한뜨 막가파라를 성취할 수 있는 토대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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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익힌다.

SATI MASTER 과정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과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을

비교하고, 서로 같음과 다름을 살펴보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길

을 배우고 익힌다. 

SATI MASTER 과정을 마치면 자신의 수행을 완성하고, 다른 사람에게 수행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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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해와 속도를 한꺼번에 끌고 감

② 빠른 시간에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잠재력 향상

③ 많은 보고서와 많은 독서량을 보다 빨리 소화할 수 있음

④ 청소년들의 학습력 향상에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

대상

① Sati수행을 지속적으로 해오신 분들이 가장 효과적

② 많은 정보들을 처리해야하는 일을 하시는 분

③ 정독과 속독 양수겸장을 하고자하는 분

④ 특히 청소년기 익혀야할 핵심적인 기술 중의 하나

과정

① 3개월 과정 - 일반성인 3,000자~5,000자/분 도달

청소년 10,000자 이상/분 도달

② 6개월 과정 - 일반성인 5,000자 이상

※ 각 과정 후 6개월 주1회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평생기술로 완전체득

시간 : 1회 3시간/ 월 8회 기준

참가비 : 월 30만원 (Sati Master 20만 / Sati Master 가족 25만)

세상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나가겠습니다

SATI PHOTO READING 싸띠포토리딩
싸띠수행을 기반으로 한 세계최고의 정속독 프로그램

토요일 내용 일요일 내용

PM 7:00~ 싸띠수행 AM 10:00~ 싸띠수행

8:00~ 9:00 SPR training 11:00~12:00 SPR training

9:00~10:00 독서 12:00~PM1시 독서

▣ 대상 및 일정

1. 대상 - 중·고 (초6)

2. 과목 - 영어 / 수학 / 속독 / 역사·철학 / 독서 글쓰기

(*각 과목별 최고의 선생님 강의 / 시험기간 시험대비)

3. 일정 - 월 4회 10일(1·3주:토일/ 2·4주:금토일) 전체 94시간

*마지막 5주는 수업 없음

*입소 : 금pm 7시까지 / 토pm 3시까지   *퇴소 : pm7시

(기상 am4:00, 취침 pm10:00)

4. 신청 - 2kyoule@paran.com으로 신청서 작성후 전송

매월 마지막주 입학여부 통보

`5. 참가비 - 60만원/인 (4주차 학부모캠프 참가시 10만)

⊙ 주요 세부Program (86시간 소요)

1. 영어 : 20시간/월 (토·일 4시간, 금·토·일 6시간)

① Speaking -Sentence Patterns 중심의 Listening & Speaking

② Writing - 1st Step: Summary,  2nd Step: Esaay

2. 수학 : 20시간/월 (토·일 4시간, 금·토·일 6시간)

① 분야별 통수학 (학년관계없이 분야별 전체연결)

② 수학사 중심의 교과수학 재배치

3. 독서와 글쓰기 : 20시간/월(토·일 4시간, 금·토·일 6시간)

① SPR - 속독하기  ② 역사,문학,철학 분야의 다독

③ 토론 및 리포트 작성

4. noble Sati : 14시간/월 (토·일 3시간, 금·토·일 4시간)

① 수행을 통한 몸과 마음의 건강성 유지

② 수행을 통한 집중력, 기억력, 창의력 향상

5. 문화예술체험활동 : 12시간/월 (토·일 3시간, 금·토·일 4시간)

① 영화감상  ② 국악,미술 활동  ③ 흙집짓기 프로젝트

6. EBS 방송시청

7. 중간기말 시험대비

주말학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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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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불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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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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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n～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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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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010년 1월 4일~16일 (13박 14일)
※ 비행기 사정에 따라 1~2일차이가 날 수 있음

● 비    용 : 280만원(여권 발급비 제외, 모든 비용 포함) 

● 지도법사 : 붇ㄷ하빠-라 스님

● 참배예정지 : •최초로 수행을 지도한 곳 미가다-야(鹿野園) •사르나트 박물관 •갠지스강 관광 

•최대의 아-라-마 제따봐나(기원정사) •웨싸-리 마하-봐나(대림정사)

•부처님 고향 카필라봐투  태어난 곳 룸비니, 돌아간 곳 꾸씨나-라-

•세계최대의 대학 나란다  •최초의 아-라-마 웨루봐나(죽림정사)

•왕사성 다보산 영축봉 •경전을 결집할 곳 칠엽굴

•깨달은 곳 붇ㄷ하가야 •아그라성, 타즈마할 관광, 기차 1박, 아그라                     

•붇ㄷ하 진신사리 친견(뉴델리 박물관) 

● 문의•담당 : 맑은향기(무심화 010-7700-6387)

인도 성지순례단 모집

붇ㄷ하의 나라, 성스러운 깨달음의 땅, 인도 성지순례를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태어
나서 한번만이라도 성지를 순례하고 마음을 닦으면 가장 큰 공덕을 쌓는 것이라고 합니
다. 붇ㄷ하 태어난 곳 룸비니, 깨달은 곳 붇ㄷ하가야, 최초로 수행을 지도한 곳 미가다-야,
그리고 돌아간 곳 꾸씨나-라-, 이 4대 성지를 참배하고, 그곳에서 붇ㄷ하의 향기를 맡으
며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큰 행운입니다. 

성지순례는 단순히 관광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붇ㄷ하 발길을 따라 가며 마음을 닦는 수
행입니다. 대도시를 제외한 곳, 성지에서는 사찰에서 잠을 자고, 공양도 그곳에서 해결
합니다. 약간 힘들기도 하지만 보람은 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절약한 돈은 인도불교
지원과 수행지도자 양성기금으로 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붇ㄷ하빠-라 스님이 성지
를 안내하고 수행을 지도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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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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기 International saTI Camp

pannarama saTI sCHooL에서 출가 수행자들을 위한 제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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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거,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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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전법륜경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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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띠수행반 : 2009년 12월 1일 ~ 2010년 3월 1일

경전반 : 2009년 12월 20일 ~ 2010년 2월 14일
마친 후 성지순례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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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na 정기구독 신청안내
*1년구독료 : 2만원(권당 오천원)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1-104726 (근본불교승가 김영채)

*이메일 : satischool@naver.com  

*전화 : 010)5405-2841, 055)331-2841

이름, 주소, 전화번호, 희망구독기간, 정기구독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우송해 드립니다.

(※주소가 변경된 구독자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왓싸 대중공양 안내

올 왓싸부터 많은 출가수행자들이 다보산 반냐라마 혜향선원에서 방부들

이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총림이라고

합니다. 많은 나무가 모여 자라면 서로 경쟁하면서 재목으로 자랍니다. 수

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대중들이 함께 모여 수행하면 서로의 수행을 도

와주는 좋은 도반이 됩니다. 수행자들이 열심히 수행해서 모두 아라한뜨 막

가파라를 성취하고 눈 밝은 스승이 되도록 마음보내주시고, 그들이 더욱 열

심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중공양도 올려 많은 복을 쌓기 바랍니다.

● 문의 : 총무 공덕화 법우님 011-859-1808

사무실 055)331-2841, 010)5405-2841

27호 「들꽃산책」에 내용과 맞지

않는 개불알풀 사진이 실렸습니

다.  죄송합니다.  (편집부)

수행공동체 반냐라마는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SATI BROAdCAST를 개국했습니다.

반냐라마 홈페이지 (satischool.net)를 열면

반냐라마와 SATISCHOOL에서 하는 수행과 교육에 관한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SATI BROAdCAST는

눈푸른 수행자의 맑은 지혜가 흘러 넘치며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좋은 도반입니다.

SATI BROADCAST 개국안내
어둠에서 밝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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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기 간 인 원 시 작

대학생 7월 9일 ~ 7월 12일 20명 오후 2시

일반인 1차 7월 23일 ~ 7월 26일 40명 오후 2시

교사직무연수(마음관리-기초) 7월 27일 ~ 7월 31일 40명 오후 2시

교사직무연수(명상영어-기초) 7월 27일 ~ 7월 31일 20명 오후 2시

교사직무연수(마음관리-심화) 8월 1일 ~ 8월 5일 20명 오후 2시

청소년 7월 30일 ~ 8월 2일 40명 오후 2시

일반인 2차 8월 6일 ~ 8월 9일 40명 오후 2시

일반인 3차 8월 13일 ~ 8월 16일 40명 오후 2시

장  소 다보산 반냐라마

참가비 10만원(교사직무연수 15만원)

준비물 세면도구, 슬리퍼, 상의 흰색(하의 수행복 지급)

문의 및 접수 www.satischool.net  055)331-2841, 010)5405-2841

입금계좌 농협 817125-52-026087 (김영채 근본불교 학교)

일 정 표

정가 ARS 1통
060-700-1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