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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산 sati arama 2019.10.17(토) 오전11시~

인도스님 양성기금

수행지도자 양성기금

무료의과대학 건학기금

Buddhagaya International Sati School 첫 입학식



Buddha는 

만나면 베풀고 헤어지면 평화로우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어떤 인연은 삶을 행복하게 하고 어떤 인연은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연은 소중한 것입니다

올해 눈부신 가을 날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 동안 수행지도자를 위한 교육도량과 수행도량이 준비를 완료하고

2018년 4월 11일 57명의 Samanera(沙彌)들이 입학하고 

역사적인 출발을 했습니다

한국불교도들의 

지혜로움과 자비심으로 보내준 소중한 후원금으로 

우주를 지탱할 공덕탑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시작은 저희들이 했지만 

미래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기원하는 

모든 분들이 마음을 모아 이 일을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천년동안  메마른 인도대지에

Buddha의 정법이 되살아나고 자유와 행복이 넘쳐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정토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10월 17일 셋째 토요일 

콧노래 부르며 바람을 가르고 오세요

하얀 차꽃 향기 그윽한 

다보산 싸띠아라마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시월 좋은 날 

멋
sATI ART

인도와 다보산 아라마 사진전
건강장터
인도전통 사찰커리 만들기
KĀYA sATI 

sATI수행 체험
휴대폰 즉석 사진전

어울림

기타연주
버스킹 공연
태극권 공연
sATI 길 걸음

흥
告佛式
부처님께 공양올리기
여유로운 밥상

흥, 멋,
어울림

인도불교복원사업
萬萬佛事 기금마련

Sati 福田 준비위원회  Buddhapāla  maha thero 손 모음

아름다운 곳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농협 351-0868-0397-43

예금주)보디트리후원회 사단법인물라싼가 



sati Ārāma는  부처님이 만든 sati수행으로 
모든 존재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합니다 
보내주신 맑은 마음은 다음과 같이 의미있게 쓰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내준 고귀한 공양물은 인류의 현재와 미래, 자유와 행복, 
이익과 번영, 공존과 어울림에 투자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진행현황

1996년 12월 31일 인도복원불사를 하겠다고 보리수 아래서 원력을 세움

2002년 1월 21일 보리수 아래서 창립선언문 Buddhagaya 선언을 발표하고 모금을 시작함

2006년 5월 31일 Mūla saṅgha 법인을 허가받고 부지 매입 시작함

12월 25일 International sati Camp 시작함

2008년 1월 21일 국제수행도량 sati Ārāma 개원함

2015년 1월 19일 Buddha sasāna Hitakārī sīma(佛護戒壇)을 개설함

2016년 11월 15일 Buddhagaya International sati school 개교함

2018년 4월 11일 samanera(沙彌) 첫 입학함

7월 15일 Bhikkhu(比丘), Bhikkhunī(比丘尼) 반 첫 입학함

은퇴자반 첫 입학함

8월 15일 Buddhagaya International sati school 교사 신축 완공됨

10월 5일 boarding school 기숙학교 허가받음

2019년 8월 23일 Delhi 대학교 수행지도 시작함

2020년 1월 11일 International satiWorkshop 개최

萬萬佛事
인도불교 복원불사

인도스님 및 수행지도자 교육불사



萬萬佛事는 일 년에 만 명의 수행자를 만 년은 양성해야 인도대지에  Buddha 정법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원력이 담긴 뜻이다. 

萬萬佛事에 함께 동참하고 공덕쌓는 길

후원안내 萬萬佛事

1. 열심히 수행하고 수행으로 봉사하기
수행을 통해 자신의 삶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다른 사람이 수행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주기
다른 사람이 수행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수행모임 자리지키기

2. 萬萬佛事 후원회원으로 가입하고 정기후원금 보내기
경조사가 있을 때, 공덕을 쌓고 싶을 때, 인류의 현재와 미래에 투자하고 싶을 때 만만불사에 소중한 淨財를
마련해 후원금 보내기    
농협  351-0868-0397-43 (보디트리후원회 사단법인 물라싼가) 

3. 수익사업 www.bodhitree.kr에서 장보기
만만불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수익사업체 bodhi tree에서 인도산 사탕수수로 만든 비정제천연당 Jag-
gery, Jaggery로 만든 식초와 맛간장, 천연 사탕 Palm candy, 간 건강과 치매예방에 도움된다고 연구된바
있는 강황, 자연선식, 해초채소밥, 자연영양밥 등 천연재료만을 사용하여 만든 건강한 제품 구입으로 후원하기  

4. 선물세트 구매하기
명절 선물이나 결혼, 돌, 49재 답례품을 bodhi tree에서 직접 만든 품격있는 천연 수제품으로 선물하면 의
미있고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것 입니다. 

5. Sati Fund 가입하기
인도 Buddhagaya에 건립중인 Buddhagaya Internation Sati School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을 위한 필
요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Sati Fund를 조성하고 있다. 인도 Buddhagaya 현지의 급격한 지가상승과 환율하
락으로 인해 요즘이 토지구매하기 좋은 환경이다. 후원회와 bodhi tree를 통해 경비를 조달하지만 필요한 부
지를 사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Sati Fund를 조성해 자금을 충당하고자 한다.

금액 : 제한 없음
이율 : 연리 5%(이자는 매년 정산함, 필요하면 매월 드림)
기간 : 2년(필요하면 조정도 가능함) 
담당자 : 수진행(010-7307-0531) 

인도 성지순례 2020.2.4~ 15(11박 12일) 

탄생지 룸비니
성도지 Buddhagaya
초전법륜지 녹야원
입멸지 꾸씨나라  
최초의 아라마 죽림정사
최대의 아라마 기원정사

아름다운 인연 대림정사 
제일결집 칠엽굴
영축산 향실
갠지스강 일출
타지마할

문의 : 010)5405-2841, 010-7307-0531

www.sati.sch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