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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가수행학교

International Sati School

어둠에서 밝음으로

무지에서 정지로

혼돈에서 정돈으로 

처음 가는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최고에 도달한 자가 모든 것을 성취한다

Restore Buddha Style 
Make Standard of Original  Buddha Style

우리는 다양한 인연으로 푸른 행성에 와서 각자 인연만큼 머물다

떠난다. 누구나 이 땅에 와서 사는 만큼 생존을 위해 활동하다 인연

이 다하면 새로운 삶을 향해 길을 떠난다. 

이제까지 익힌 지식과 지혜로 세상을 청정하게 하는 일을 하면서

뭔가 의미있는 일을 하며 푸른 행성에서의 마지막 삶을 회향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다. 

수행을 배우고 익혀 수행으로 마음을 맑히고 세상을 청정하게 하

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수행을 안내하는 것은 참으

로 멋있는 삶이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삶이 익어간다는 것이다. 삶이 익어간다

는 것은 삶에 새로운 것을 더하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들어내는

과정이다. 

생활공간을 채우고 있던 것을 들어내고 마음공간에 자리잡고 있

는 것들, 욕망, 미움, 가치관 등을 비우고 맑히는 것이다. 그 모든 것

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진정한 삶의 실재가 들어나며 자유로운 삶,

여유로운 삶, 만족한 삶이 펼쳐지며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삶이다. 새로운 삶. 수행자로, 수행지도자로서 의미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마음담아 권한다.  

1988년 10월 1일  부산 서면에 정토학당 설립하고 사회운동을 시작함

1992년 3월 7일 영축총림통도사에서 근본불교운동을 시작함

1996년 12월 25일 인도 Buddhagaya에서 Buddha Style 수행을 시작함

1997년 1월 20일 미얀마 Mahasi 선원에서 수행을 시작함

1999년 10월 15일 미얀마 Chanmar 선원에서 수행을 마침

2002년 1월 21일 보리수에서 Buddhagaya 선언을 발표하고 활동을 시작함

2005년 3월 19일 수행지도사 SATI MASTER 수업시작함

2005년 5월 20일 보리수 앞에 부지매입불사 시작함

2005년 6월 29일 한국 근본도량 사단법인 Mūla Saṅgha 根本僧伽 설립

2006년 12월 25일 2005 International Sati Workshop 개최함

2006년 5월 31일 Buddhagaya에 세계근본도량 Mūla Saṅgha 根本僧伽 인가받음

2008년 1월 22일 국제수행도량 Buddhagaya SATI Ārāma 개원 

2015년 1월 19일 Buddhagaya에 Buddha Sasāna Hitakārī Sīma 佛轉戒壇 개설

2016년 11월 15일 국제출가수행학교 International Sati School 개교 

2017년 6월 18일 다보산 SATI Ārāma에 Buddha Sasāna Pāla Sīma 佛護戒壇 개설 

2018년 4월 15일 국제출가수행학교 International Sati School 첫 입학식

2019년 8월 23일 Delhi University 대학원생에게 수행지도 시작함

2019년 9월 1일 한국정신건강증진센터 명상기본기술로 SATI수행이 채택됨

2019년 11월 11일 동국대경주캠프서와 수행지도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2020년 1월 11일 인도 Buddhagaya에서 2020 International Sati Workshop 개최함 

2020년 2월 24일 Delhi University와 수행지도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2020년 4월 1일 Buddhagaya에 건립할 조계종 분황사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2030년 12월 31일  
무료의과대학설립 준비위원회 발족예정

수행지도자 SATI MASTER 1만명 양성운동 

활동내용

국제출가수행학교 International Sati School 교육•수행 안내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장소 참고사항

단기출가Ⅰ
1개월 이상
개별적으로 신청

매일 
이론수업    2시간
수행시간    8시간
생활념시간  5시간

* 단기출가(1개월 이상)
인도 Buddhagaya | 한국 다보산
국제출가수행학교 International Sati School

약간의 비용이 있을 수 있고, 필요한 사람은 『후원회 BODHI TREE』를 통해 지원금 신청가능

단기출가 Ⅱ
3개월 ~ 3년

7/15 ~ 9/15
12/ 1 ~ 2/28

매일 
이론수업    2시간
수행시간    8시간
생활념시간  5시간 

* 단기출가(3개월 ~ 3년)
인도 Buddhagaya | 한국 다보산
국제출가수행학교 International Sati School

매학기 소정의 수업료가 있을 수 있음. 필요한 사람은 『후원회 BODHI TREE』를 통해 
지원금 신청가능

장기출가

3년 과정 (51세 이상) 
상시 가능
개별적으로 신청

6년 과정 (50세 이하)
상시 가능
개별적으로 신청

SATI MASTER 과정 포함
+

스님 필수과정 학습

기본과정 3년 6안거
정규과정 6년 12안거

기본언어 영어 + Pāli, 힌디, 중국어, 한문 

인도 Buddhagaya
국제출가수행학교 International Sati School

기본과정과 정규과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후원회 BODHI TREE』에서 지원함. 
단 항공료는 7학기부터 지원함.
Buddha가 만든 SATI 수행으로 Maggaphala(道果)에 들면 수행면제
졸업함과 동시에 모든 의무에서 자유로워짐. 환계하고 세속으로 돌아가도 되고 계속 남아서 
수행자로 활동해도 됨.
기본과정과 정규과정을 마치고 함께 계속 출가수행자로 남아 활동하려는 사람은 활동에 관한 
모든 것을 지원함.
6년 과정을 마치고 Maggaphala(道果)를 성취하지 못하면 수료만 됨.

수행지도자 SATI MASTER 교육•수행 안내 

교육과정 교육목표 교육시간 교육기간 교육장소 활동분야 취득자격 등록번호

SATI MASTER
3급과정

마음운동
수행운동 
봉사자 양성

Volunteer
Guidancer

이론  200시간
수행 1000시간
봉사  100시간 

* 단기출가 3개월
7/15 ~ 10/15
12/ 1 ~ 2/28

*출석수업(특별과정)
4학기 매학기 15회 

* 단기출가(3개월)
인도 Buddhagaya | 한국 다보산
국제출가수행학교 International Sati School

* 출석수업 한국 on line + Off line 병행
* 한 달에 1회 이상 출석수업 필수 (해외거주자 상담가능)
* 매주 홈페이지에서 수행점검 받아야함
* 매주 ZOOM으로 실시간 수업 참여 가능 

마음관련
시민운동 분야

SATI MASTER 3급      (4학기 수료) 

Mind Management Guidancer 3급
(3학기 수료)

Stress Management Guidancer 3급
(2학기 수료)

SATI Life Guidancer 3급 (1학기 수료)

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08-0352호

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14-4203호

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14-4922호

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19-004265호

SATI MASTER
2급과정 

마음운동
마음산업
지도자 양성

Professor

이론  200시간
수행 1000시간
봉사  100시간 

* 단기출가 3개월
7/15 ~ 10/15
12/ 1 ~ 2/28 

* 단기출가(3개월)
인도 Buddhagaya
국제출가수행학교 International Sati School

마음산업 
마음운동
심리상담소
명상수련원 
교육연수 분야
교수나 지도자 

SATI MASTER 2급 
Mind Management Guidancer 2급
Stress Management Guidancer 2급
SATI Life Guidancer 2급

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14-4203호

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14-4203호

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14-4922호

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19-004265호

SATI MASTER
1급과정

수행분야 
지도자 양성

Master

이론 1000시간
수행 10000시간
봉사 500시간 

* 단기출가 3년 
7/15 입학 

* 단기출가(3년)
인도 Buddhagaya
국제출가수행학교 International Sati School

수행분야
지도자 양성 

SATI MASTER 1급 
Mind Management Guidancer 1급
Stress Management Guidancer 1급
SATI Life Guidancer 1급

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14-4203호

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14-4203호

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14-4922호

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19-004265호

한국(다보산) 국제출가수행학교 International Sati School에서 학기제로 운영되며, 매주 토요일(13시~18시) 출석수업(on line•Off line병행 ZOOM강의)

단기출가 | 장기출가 | 수행지도자 SATI MASTER   교육•수행 안내

새
로
운
삶



Buddha는 수행은 자기자신의 자유롭고 행복한 삶과 인류의 자유와

진보를 위해 유용한 도구라고 말한다. 

수행하는 동안은 자기자신에게 집중하며 아름다운 삶을 위한 최상의

휴식과 에너지를 충전한다. 수행을 마치고는 다른 사람이 수행할 수 있

도록 수행도량을 관리하거나 수행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산다. 

출가수행은 세속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속으로 떠나는 여행이다.

출가수행은 세속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잠시 세속을

떠나는 것이다.

언제든지 누구라도 자신이 원하는 기간만큼 출가해 수행할 수 있다.

머리를 깎고, Kāsāya(袈裟)를 입고, Patta(鉢盂)를 들고, 탁발하며 수

행한다. 가족과 영원히 이별할 필요없이 출가수행하는 동안만 독신으

로 생활하며 수행을 마치고 환계하고 가정으로 돌아간다.  

출가대상 : 12세 이상 (국적, 인종, 성 차별없음)

●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사람

● 제 2의 삶을 상상하는 사람

● 삶을 당당하게 경영하고 싶은 사람

● 삶을 지혜롭고 간결하게 살고 싶은 사람

● 기존의 사고 틀을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롭게 살고 싶은 사람

● 삶의 무게에 지쳐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한 사람

● 지금 여기에서 올바로 수행하고 Buddha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

SATI MASTER 교육과정은 올바른 관점과 삶의 방향을 제시하

고, 우주를 품에 안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인류의 자유와 행

복에 기여하는 활동가 양성과정이다.

SATI MASTER는 인류의 현재와 미래, 평등과 평화, 이익과 번

영, 공존과 어울림에 기여하는 삶의 안내자이자 수행지도자이다.

SATI MASTER는 마음생태운동, 마음관리, 마음상담, 스트레

스 관리, 갈등관리 등을 수준높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

도하는 눈 밝은 안내자이다.

SATI MASTER는 인류 역사상 마음관리의 이론과 실기를 가장

높은 경지까지 성취한 Buddha가 창안하고 실천한 마음과학과

SATI 수행에 기반해 건강한 마음, 좋은 관계맺기, 올바른 삶의 태도

를 가꾸어 자유로운 삶, 여유로운 삶, 행복한 삶, 공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는 삶의 동반자이다.  

수행 
자유와 진보로 가는 길

단기출가Ⅰ

일반과정

출가수행은 자기자신과 마주보며 마음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과정

이다. 

이 과정은 1개월 이상 언제든지 누구라도 신청하고 수행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비용은 『후원회 BODHI TREE』에서 지원한다.

장기출가는 출가해서 평생 수행자로 사는 것이다. 수행의 최고경지

인 Arahant(阿羅漢) 도과를 성취하고, Nibbāna(涅槃)을 증득하

며, 다른 사람이 부처를 이룰 수 있도록 수행을 지도하는 최상의 스

승으로 의미있고 유용하게 세상을 사는 삶이다. 기본과정의 수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후원회 BODHI TREE』에서 지원한다.

단기출가Ⅱ

자격취득 과정

이 과정은 수행지도자 자격취득과정이다. 수행지도자 SATI

MASTER, 마음관리사 Mind Management Guidancer, 스트레

스관리사 Stress Management Guidancer, 마음운동지도사 SATI

Life Guidancer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한 훈련과

정이다. 

이 과정은 3개월 이상 3년까지 가능하다. 약간의 수업료가 필요하

며  『후원회 BODHI TREE』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기출가 Ⅰ

누구나  언제든지  1개월 이상 자유롭게 신청 가능

교육장소 인도 Buddhagaya | 한국 다보산

국제출가수행학교 International Sati School

단기출가 Ⅱ

수행지도자 자격취득과정  3개월 ~ 3년 신청 가능  

학기시작 매년 7/15 ~ 10/15, 12/ 1 ~ 2/28

교육장소 인도 Buddhagaya |  한국 다보산

국제출가수행학교  International Sati School 

장기출가 Ⅰ

51세 이상,  3년 이상 장기출가하려는 사람, SATI MASTER 1급과정 

원전을 자국어로 배움, 자국어로 통역 가능

교육장소 Buddhagaya 국제출가수행학교  International Sati School

장기출가 Ⅱ

50세 이하, 6년 이상 장기출가하려는 사람, SATI MASTER 1급과정

Maggaphala(道果)에 들어 Nibbāna(涅槃)을 증득하려는 사람  

원전을 Pāli어와 한문으로 배움, 영어로 수업

교육장소 Buddhagaya 국제출가수행학교  International Sati School

수행지도자
SATI

MASTER

장기출가

Buddha가 최상 깨달음을 이룬 곳

오리지널 불교가 창안된 곳

불교 정통수행법인 SATI수행이 출발한 곳

Buddhagaya 보리수 아래서 

Buddha 처럼 머리를 깎고 

Buddha가 입었던 가사를 입고

Buddha가 정한 계를 받고 출가수행자가 된다

Buddha가 아라한 도과를 성취한 곳 

Buddhagaya 보리수 아래서  

Buddha가 만든 그대로의 수행법으로 수행하며

Buddha가 직접 설한 근본경전을 배우며

Buddha의 향기따라 성지를 순례하며

마음을 맑히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

억겁의 공덕을 쌓아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금생에 놓치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를 귀한 인연

불교최대의 성지 Buddhagaya에서 

수행자로 살아보는 것

일생에 한 번은 경험해보라고 마음담아 권한다

국제출가수행학교 교육 내용

Pāli 3장

Vinaya Piṭaka(律藏)

Sutta Piṭaka(經藏)

Abhidhamma  Piṭaka(論藏)

대승부 경전, 祖師語錄

수행과학

수행기술, 수행이론
수행진행단계
수행진보의 핵심기술
수행점검, 비교수행

마음과학

마음구성인자
마음의 구조와 기능
마음물리특성
마음화학반응
마음공학, 마음운동
마음산업, 비교마음

불교와 사회
불교철학, 불교미학
불교예술, 불교문화
비교사회, 비교불교

불교사
불교발생 시대배경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세계불교사, 비교불교사

수행시간표

03:40 일어나기

04:00 새벽 예불과 수행

06:00 아침공양

07:00 생활념(도량관리)과 경전공부

09:00 오전수행

10:30 점심공양

12:30 오후 수행

18:00 저녁 수행

22:00 와념(취침)

*매주 월, 수, 금요일 수행점검 받는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