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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을 즐기자



마 음 의 향 기

마음 집중 수행을 기쁘게 행하여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라.

늪 속의 코끼리가 자기 힘으로 늪을 빠져 나오듯 

너희도 번뇌의 늪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라.

- 법구경 -

새로운 교육의 기준,
‘SATI LEADERS SCHOOL이 있습니다!
개인과 세상의 자유와 행복을 이끌 세계적 지도자를 길러내기 위한 통합교육시스템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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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 : 4학기 - 2009년 7월 27일(월)~ 2009년 8월 22일(토)

■ 장소 : 싸띠 리더스 스쿨(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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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나가겠습니다!! 반냐 3

이번호를 마지막으로 좋은 사진 찍어 주신 지안법우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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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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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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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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2 | 2009년 5기
과정

봄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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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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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과학 Workshop은 마음에 내재한 법칙성과 물리특성을 논리적이고 체계

적으로 이해하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기술을 배우고 익힌다. 심리학자, 상담학

자, 정신과 의사, 한의사, 철학자, 예술가, 경영자, 수행자 등이 이 과정에 참여하

면 마음을 이해하는데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마음을 이해하는데 2박 3일, 40시

간이면 충분하다. 2시간 이론수업, 2시간 싸띠수행으로 진행한다.  

● 기간 : 4월 10일(금) 저녁 6시 ~ 12일(일) 오후 2시  

● 장소 : 다보산 반냐라마

● 대상 : 누구나

● 지도 : buddhapala 스님

● 교재 : buddha수행법(각자 구입)

● 비용 : 20만원(학생 10만원)

● 준비 : 출가수행자는 가사지참, 일반인은 수행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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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과학 Workshop

불기 2552년 여름ㆍ겨울 왓싸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붇ㄷ하가 직접 수행해

아라한뜨 막가파라를 성취한 방법으로 수행해서 최상의 도과를 성취하고자 하는 사

람들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여름왓싸
● 기간 : 음력 4월 15일(5월 9일)~음력 7월 15일(8월 5일)
● 장소 : 한국 다보산 반냐라마
● 대상 : 출가ㆍ재가 수행자
● 지도 : buddhapala 스님
● 방법 : 하루 14시간 수행, 오후 불식, 매주 3회 수행점검.
● 비용 : 무료
● 신청 : 왓싸 기간동안 방부들이고 수행할 사람들은 5월 1일까지 신청하기 바랍니다. 

겨울왓싸
● 기간 : 음력 10월 15일(12월 1일)~음력 1월 15일(2월 28일)
● 장소 : 인도 붇ㄷ하가야 반냐라마 근본도량
● 대상 : 출가ㆍ재가 수행자(재가수행자는 자비부담으로 가능)
● 지도 : buddhapala 스님
● 방법 : 하루 14시간 수행, 오후 불식, 매주 3회 수행점검.
● 비용 : 1) 항공료 전액 지원(출가수행자 10명)
● 신청 : 9월 30일까지

왓싸(vassa, 安居) 안내

문의 및 접수 : 전화 055)331-2841   010)5405-2841
www.satischool.net  buddhapala@hotmail.com

6 반냐 반냐 7



붇ㄷ하가 설한 불교경전은 5000 종류가 넘는다. 그 가운데 99% 이상은

마음과학과 수행기술에 관한 매뉴얼이다. 그 가운데 기본적인 수행기술에

관한 경전이 대염처경(Mahā sati pathana sutta, 大念處經)이다. 

이 경전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붇ㄷ하가 실천한 수행 이론과 기법을 배울

수 있고, 중국에서 발달한 화두 싸띠수행(看話禪, 話頭禪)이나 염불싸띠수

행(念佛禪) 등 모든 수행기본을 이해할 수 있고, 붇ㄷ하가 발견한 자유와 행

복으로 가는 길인 싸띠수행을 배우고 익히면 삶에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 기간 : 4월 17일(금) 저녁 6시 ~ 19일(일) 오후 2시  

● 장소 : 다보산 반냐라마

● 대상 : 누구나

● 지도 : buddhapala 스님

● 교재 : 대염처경(지급)

● 비용 : 20만원(학생 10만원)

● 준비 : 출가수행자는 가사지참, 일반인은 수행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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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TTA Workshop
대염처경(大念處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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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회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싸띠 길 걸음
4월 26일 일요일 오전 10시~12시 30분
동백공원 해운의 길 따라 길걸음 합시다.
함께 자유의 바람 마시며    
봄 구름 피어나는 꽃 길 따라 
길걸음 수행길 나섭시다. 

지난 봄 꽃등 들고 길걸음 하실 때,

그 맑은 웃음 잊어셨나요.

가난 그림자 짙다 해도 저 해운의

푸른 옷자락 어찌 다 덮을까요.

눈을 씻고 마음을 내려 놓읍시다

그대의 근심보다 더 깊이 더 무겁게  

그래도 살아있는 이 대지에 발 대입시다.

겨우내 우리 마음과 행복의 씨앗을 품어주던

이 땅에 노란 나리꽃 눈뜨듯 

희망의 꽃 웃음으로 길걸음 하며 다시 일어섭시다. 

■ 행사내용

* Walking Noble Sati

* Sitting Noble Sati

* Metta Sharing Sati

* Meditation Poet

■ 연  대 : 대불련 부산 동문회

■ 참가비 : 5,000원 

■ 주  관 : CLEaNMINd 마음운동 

055)331-2841, 011)838-1590



수 . 행 . 첩

070 | 수행격언 |수행에 별것없다| 이정민

075 | 행복한 삶을 위한 안내서 |

행복에 관한 오해| 장준현

078 | 수행상담 |편집부

쉼 . 표
067 | 시가 흐르는 창 | 못.5|김근희

068 | 들꽃산책 | 봄까치꽃|수진행

080 | 세상사는 이야기 하나 |

새로운 복지, 서울시 희망통장| 정광모

082 | 세상사는 이야기 둘 | 아작! 봄이 씹힌다| 무구연

084 | 세상사는 이야기 셋 | 꿈 이야기| 지우

088 | 반냐를 읽는 새벽 |팔레스타인, 용산| 벽안

090 | NGO단체소개 ④ |유니세프| 윤선화

알 . 림 . 마 . 당
004 SATIMASTER과정 2009 봄학기 모집

006 왓싸(安居)안내

007 마음과학 wORkSHOp

008 SuTTAwORkSHOp 대염처경

009 제 3회 싸띠 길 걸음

093 SATIMASTER법회 안내

094 후원안내

095 싸띠 리더스 스쿨 주말학기 프로그램

096 싸띠 리더스 스쿨 싸띠포토 리딩

098 buDDHADHAMMASAn·gHA
2008 연말결산

098 정기구독 안내

100 기본과정 안내

10 반냐

012 불기 255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014 불기 2552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016 | 보리수 아래서 |수행기술과 수행자 성품 | 대표 SaTI MaSTER

018 | 이달의 법문 |훌륭한 열매를 거두려면 | ashin sopaka

경 . 전 . 읽 . 기

052 | 대승경전 | 금강경 ⑫ | buddhapala

2009년 3월 1일  통권 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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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메루  | 사진 | 지안  | 삽화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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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과 문화

2009.봄호

021 새로운 준비 | buddhapala

032 수행개념 사전 ⑧ 마음| buddhapala

047 수행활용 의료복지분야 ② | 편집부

기 . 획 . 특 .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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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만 있으면 모든 악을 피하고 

행할 수만 있으면 모든 선을 행하라

싸띠수행으로 마음을 맑히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 가르침이다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안내

2552 buddha’s birthday

5월 2일 부처님오신날 준비물 

공양물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릴 
탁발용 공양물, 꽃, 생활용품 등), 
수행복(상의 흰옷, 하의 수행복), 
사랑하는 사람들

1부 법요식
1) 봉축법요식  10:30~11:30
- 부처님께 꽃공양
- 예불 및 경전봉독
- 자비관
- 대표법우 축사
- 지도법사 법문
- 공덕회향 발원
2) 관욕식  11:30 ~ 12:00
3) 탁발  12:00 ~ 12:30
4) 점심공양  

2부 문화행사
1) 창작등 만들기 14:00 ~
2) 함께 어울리기 15:00 ~

3부 연등축제
1) 연등밝히기 18:00~
2) 예불 및 좌선 
3) 법   문
4) 도량행선 
5) 다 과 회



부처님은 2574년 전 음력 4월 15(8)일 인도 까삐라-봐뚜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났습

니다. 자유로운 삶, 청정한 삶, 공존하는 삶, 행복한 삶을 일러준 위대한 스승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는 전 지구차원에서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종이나 비단으로 꽃이나 동물 등을 닮은 등을 만들어 대

문 앞에 높이 걸고 세상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고 서로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러

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는 불교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고 다같이 즐기

는 멋있는 축제였습니다.  

buddha dhamma san
•

gha 반냐라마에서도 부처님이 이 땅에 온 것을

축하하고 연등에 마음을 담아 인연 있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많

이 참석해서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맑은 마음을 다함께 보냅시다. 정성도 조금 가

지고 오세요. 소중한 마음이 모이면 수행이 필요한 사람에게 큰 힘으로 다가갑니다. 

1 연등만들기
장소 : 각 반냐라마 
기간 : 4월 5일부터~ 5월 2일까지 

(오전 10:30분~ 3시까지, 저녁 7시부터~9시)

2 마음보내는 곳 농협　817125-52-026087 (예금주 김영채)  

3 봉축법요식 오전 10시 30분 반냐라마

4 연등축제 행사일정은 12~13쪽을 참조하세요.

5 문의 : 각 반냐라마
서울 02) 597-2841 / 다보산 055)331-2841 / 대구 053)475-2841

성남 031)754-4213 /  공통 010-5405-2841

www.satischoo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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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다. 그 기술을 싸띠수행이라고 한

다. 그래서 수행기술을 강조한다. 

그러나 일반기술은 누구에게나 열어두

지만 고급기술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올바르게 사용하고, 인류의 현재와 미래,

이익과 번영, 자유와 행복에 기여하는 방

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설 때

가르친다. 이것을 옛 어른들은 법을 귀하

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거나 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좋아야 한다고 표현했다.

그래서 도과 높아질수록 수행자에게

행여 아만심과 이기심이 없는지 체크하

고 또 체크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런

기미가 보이면 더 이상 수행을 지도하지

않았고 고급기술을 이전시키지 않았다.

또 이미 수행을 지도받아 일정수준에 도

달한 제자에게서 이기심과 아만심이 나

타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까지 지도한

법들을 폐쇄하고 회수해 버린다. 강호무

림계 법칙은 언제나 냉정했고 게임의 법

칙은 공정했다. 

간혹 쏘따-빳띠 막가파라(sotāpatti

magga phala, 須陀洹, 道果)를 성취한

수행자들이 어리석게도 아만심과 이기심

에 빠져 스승을 무시하고 불경하게 행동

하고 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

다. 그러면 다음 행보가 없다. 

쏘따-빳띠 단계는 수행의 끝이 아니

라 시작이다. 이것은 고급기술을 이전받

을 수 있는 기본기가 어느 정도 갖춰진

단계일 뿐이다. 그래서 고급기술을 이전

시켜주면 붇ㄷ하이래 전해진 고귀한 법을

인류의 현재와 미래, 이익과 번영, 자유

와 행복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품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방법

으로 점검하고 지켜본다.   

일반 수행자들이 스승에게 불경하고

수행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봐주지만

수행진도가 많이 나간 사람이 그렇게 행

동하면 더 이상 수행을 지도하지 않고 파

문하는 게 수행처 룰이다. 

수행이 기술이라니까 기술만 배우면

될 것 같지만 스승은 그 법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행자 품성을 더 중시한다. 그것

은 수행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다루는 핵심

이기 때문에 일반기술과는 비교할 수 없

을 정도로 수행자 품성이 중요하다. 

싸띠수행을 창시한 붇ㄷ하 표현에 따르

면 같은 물이라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

지만 뱀이 마시면 독이 되기 때문이다.

아만심이 앞서면 끝이다. 우리 스스로를

살필 일이다. 

[보리수 아래서]

대표 SaTI MaSTER | buddhapala

수행기술과 수행자 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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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푸팬더와 같은 무협영화를 보면 스

승이 제자를 가르쳤지만 그 제자가 스승

으로부터 배운 무술을 나쁜 의도로 사용

하거나 잘못 사용할 때는 제자의 신체 일

부를 통제해 자신이 가르친 무술을 폐쇄

하고 책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무술이 자신과 진리를 보호하

는 목적으로 사용하면 좋지만 다른 존재

를 물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

하면 살상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 무술스승들은 제자를 받

을 때 그들의 마음에 사악함이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부러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시간을 끌면서 찬찬히 관찰하기도

했다. 그리고 마음이 청정하다고 판단되

면 비로소 고급기술을 이전시켰다. 

일반기술은 누구에게나 열어두었지만

고급기술은 단순히 기술만 이전하는 것

이 아니다. 그 기술을 인류의 현재와 미

래, 이익과 번영, 자유와 행복에 기여하

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성을 가졌

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기술을 이전시켰

다. 결국 기술을 이전시키는 것 같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품성을 먼저 보았

고 가장 중시했다.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과거에는 의대

교수나 선배들이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

사해 말썽이 된 적도 있었다. 그것은 사

람목숨을 다루는 기술을 배우는 사람은

그 직업특성상 사소한 것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기술상 폭력을 행사했

고 그것이 용인되기도 했다. 

군대에서 사격연습할 때도 마찬가지

다. 평소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병사들

을 통제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고

나기 십상이다. 총기사고란 곧바로 생명

과 직결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또 주

의해야 한다.   

반냐라마는 수행은 기술이란 관점에서

출발한다. 박지성 선수가 축구를 철학이

아니라 기술로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마음을 오염시키는 마음오염원(貪瞋

痴 三毒)을        제거하고 마음공간을 맑고 아

름답게 가꾸는 것은 분명 철학이 아니라



평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똑 같이 일어나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설령 일어났

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위하여 억지로 움직이고, 누구는 기꺼운

마음으로 자신이 즐기는 것을 향하여 시작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누구는 선천성 장

애에 가난이 한여름 때 국물처럼 흐르는 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

진 집에서 준수한 용모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엇비슷한 제한요소들이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 밖에 내리는 눈송이는 모두가 비슷하고 그저 그럴 것 같지만 하나씩 돋

보기로 보게 되면 저마다 틀린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것이 있다면 차갑고 하

얗다는 것입니다. 사람 역시 비슷한 것 같지만 삶의 여정은 눈송이처럼 같은 것이 없

는 독특한 삶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같다면 누구나 늙고 병들고 고뇌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뿌린 씨앗에 따라 열매를 거두어들이지만 사람들은 뿌린 씨앗은 생각하지

않고 좋은 열매만 거두려고 합니다. 거두어들이기에 앞서 자신이 무엇을 뿌리고 무엇

을 거두어 들여야 하는지 알고는 있습니까? 뿌린 것을 모르고 거두어들이려고만 한

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농부는 자신이 부린 씨앗의 종자를 알고 있으며 때가 되면

자신이 뿌린 종자의 열매를 거두어들입니다. 뿌린 씨앗 외에 다른 것은 거두어 들이

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뿌린 씨앗을 모르고 무조

건 거두어  들일 생각만 합니다. 

뿌린 씨앗의 종자도 모르고 좋은 열매만 거두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욕망 때문

입니다. 욕망에 붙잡힌 사람은 모든 것을 대나무속 같은 좁은 안목을 통하여 자신이

보고 생각한 것만을 가지고 남에게 강요를 하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것만을 가지고 행동하고 그것만이 최상의 진리인양 남에게 짐을 지우

게 됩니다. 자신이 옳다고 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이 불쾌하고 싫어하게 된다면 다시

생각을 해보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은

전체의 정보와 지식에서 본다면 아주 보잘 것 없는 것입니다. 

욕심에 끌리고 소망에 붙들린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뛰어 넘을 수 없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

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또한 아는 대로 떠들어댄

다. (경집 781) 

신문과 방송은 하루도 조용하지 않습

니다. 자고나면 어지러운 소식만 가득

합니다. 유쾌하고 기분 좋은 소식 보다

는 어둡고 불쾌하며 걱정되는 소식이

더 많습니다. 일 년을 발버둥 치며 일을

해왔지만 얻어지는 이익보다는 속상한

일이 더 많고 뭔가 손해 보는 심정이 가

득합니다. 몸도 마음도 피곤만 합니다.

쉬고 쉽지만 어떻게 해야 잘 쉬는 것인

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마냥 집에서 뒹

굴 거린다고 쉬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

른 무엇인가를 하여도 그리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새 해가 시작 된지 불과 얼마

전이지만 벌써 몸도 마음도 지쳐갑니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집단은 누구나

막론하고 적당한 노동을 하고 살아갑니

다. 운동이든 아니든 육체의 움직임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육

체의 움직임에는 불행하게도 인생이 공

이달의 법문

훌륭한 
열매를 
거두려면

Ashin Sopaka
ㅂ힉쿠 性讚 buddha dhaMMa SaN·gha 증명법사
여래향사에서 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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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새로운 준비를 시작할 때가 왔다. 그동안 우리는 2가지 준비를 해왔다. 

하나는 수행도량을 만들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

하는 것이었다. 그런 수행도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삶, 행복한 삶, 청

정한 삶, 공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교육도량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올바

르고 수준 높게 싸띠수행, 마음과학, 그리고 불교를 배우고 익혀 그들이 자기자

신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다.

1. 수행도량 반냐라마  

지난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꿈과 원력으로 수행도량 PannaRama(반냐

라마)는 부족하기는 해도 수행하기에 불편하지 않는 훌륭한 도량으로 자리잡았

다.

20 반냐

같은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왼쪽과 오른쪽의 경치가 다르고 앞자리와 뒷자리가 다

른 법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자신이 본 것만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위치를 압니다.

그리고 좌우 앞뒤를 헤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자신이 뿌린 씨앗의 종자

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자가 좋아도 물주고 거름주길 소홀히 하면 좋은 열

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삶에서 불자들은 좋은 종자를 선택하여 뿌려야

하며 그 종자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잡초를 뽑아주고 진딧물은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물과 비료와 거름을 주고 주의 깊게 관찰하여 필요한 것을 적시에 공급해 주어

야 한다는 것은 당한한 이치입니다. 

사물의 본질을 알게 되면 삶은 유쾌해집니다. 사물의 본질은 일어나고 사라지며,

불만족의 연속이며 ‘나’,‘너’라는 것은 없음을 알 때입니다. 자신의 좁은 소견에서 벗

어나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보아야 합니다. 행복은 자신의 안에 있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스스로 찾고 즐기는 것이지 남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것을 바로 알 때 좋은 열매가 자신의 앞에 있음을 알게 되며 그것을 따게 되는 것입니

다. 따십시오. 따지 않고 바라만 보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딸 준비가 되었

습니까? 

『사물의 본질을 확실히 알고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만의

좁은 생각의 울타리 안에 갇혀 진리를 등지고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경집 785) 

새 .로 .운 .  준 .비

특집



논 300여평을 매입했다. 

이번에 매입한 부지는 출가수행자인 ㅂ힉쿠 스님 숙소로 사용할 다보당(多寶堂)

과 ㅂ힉쿠니- 스님 숙소로 사용할 영축당(靈鷲堂) 그리고 재가수행자 문화공간으

로 사용할 무심당(無心堂), SATI LEAdERS SCHOOL학사로 사용할 보리당(菩

提堂) 등이 갖춰졌다. 

현재 준비된 것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약간 비좁고 불편하기는 해도 그런대로

2~3년 정도는 그럭저럭 사용해야 할 것으로 마음먹고 있다. 

인도 붇ㄷ하가야 근본도량

붇ㄷ하가 최초로 아라한뜨 막가파라를 성취하고 붇ㄷ하를 이룬 곳, 불교 발생지

이자 최고 성지인 붇ㄷ하가야에 반냐라마 근본도량(mula arama)이 건립되고 이번

22 반냐

다보산 반냐라마  

지난 1999년에 경남 김해와 부산 경계지점에 위치한 다보산(구 신어산) 자락에

건립됐다. 옆으로는 남명 조식 선생을 기리는 산해정(山海亭)이 있고 앞으로는

김해평야와 구포지역이 펼쳐진 모습이 넉넉하다.

이곳은 처음 한국에 불교가 전해진 곳이다. 가야국 김수로왕(金首露王, ?~199)

과 결혼한 허황옥(許黃玉,?~188)이 오빠인 장유화상(長遊和尙, 2세기말 활동)과

함께 와서 근본불교와 싸띠수행을 전한 유서 깊은 곳이다. 

처음 이곳에 자리 잡고 3년 동안 결사할 때는 수행공간이나 머물 곳이 없어서

대중이 많이 불편했다. 

1평 반자리 방 2칸, 그만한 부엌하나, 15평 선실에서 대중이 수행했다. 그러면

서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수행하고 복도 많이 지어서 이제는 훌륭한 도량으로

만들었다.

지난 해 가을과 겨울 사이 출가수행자인 ㅂ힉쿠, ㅂ힉쿠니- 스님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할 공간과 재가수행자의 휴식과 문화 공간으로 사용하고, SATI SCHOOL

본부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금 다보산 반냐라마 수행도량 주변의 대지 600여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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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반냐라마 모습들

다보당 영축당

무심당 보리당



겨울에 최초로 15분의 스님들이 왓싸(vassa, 安居)를 지냈다. 

붇ㄷ하가야는 마음과학, 싸띠수행, 그리고 불교를 창립한 붇ㄷ하가 이곳에서 최

초로 붇ㄷ하를 이룬 곳으로 그 이후 불교 최대 최고 수행도량으로 그 전통을 이어

온 곳이다. 

이곳은 불교사의 중요한 물길이 열린 곳이다. BCE 531년 붇ㄷ하가 최초로 마음

과학, 싸띠수행, 불교를 창립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바꾼 곳이다. 

2세기 중엽 불교가 원형을 상실하고 힌두교 철학인 윤회설을 믿고 따를 때 원

력보살 나가르주나(nagarjuna, 龍樹)가 등장해서 붇ㄷ하가 붇ㄷ하를 이룬 붇ㄷ하가

야 보리수 아래에서 윤회 없음을 주장하며 붇ㄷ하 가르침을 드러냈다. 이것이 중

론(Madhyamika, 中論)이다. 

5세기 중엽 불교와 싸띠수행 발생지인 인도대륙에서 싸띠수행이 사라졌을 때

붇ㄷ하ㄱ호싸(buddhaghosa, 佛護)가 등장해 청정도론(Visuddhimagga, 淸淨道論)

을 지어 수행을 드러내고 붇ㄷ하가 아라한뜨 막가파라를 이룬 붇ㄷ하가야 금강석

옆에서 싸띠수행을 지도했다. 

이런 원력보살이 등장해 정법을 드러내면 100여년정도 지나면 세계불교 판도

가 변했다. 항상 붇ㄷ하이래 붇ㄷ하가야는 불교의 발생지이자 새로운 불교의 물꼬

를 터는 시작점이었고, 불교가 원형을 상실했을 때는 새로운 원력보살이 등장해

서 오류를 바로잡은 의미 있는 곳이다.

1200년 이슬람 침입으로 인도대륙에서 불교와 힌두교가 자취를 감춘 후, 1600

년 무렵 이슬람이 인도에서 물러가고 힌두교는 되살아나지만 불교는 1800년대

말 불교를 되살리자는 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1880년대 스리랑카 출신 아나가리까 ㄷ함마빠-라(anagarika dhammapala,法護)

가 maha bodhi society(大覺會)를 18년에 설립하고, 불교 4성지 회복운동을 펼

치면서 인도대륙에서 불교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각회 운동을 주도했

던 사람들은 불교수행을 몰랐다.1) 

1900년대 들어 인도 최하층민 출신으로 사회개혁가이자 하층민권리찾기 운동

을 주도했던 암베드까르(ambedkar)가 등장해 민중불교운동을 전개했다. 그 결

과 많은 하층민들이 불교로 개종했고 불교인구가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

러나 그들은 불교수행을 전혀 몰랐다.

1980년대 들어오면서 많은 국가들에서 붇ㄷ하가야에 수행도량을 건립하고 있

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자기나라 불교문화를 선전하거나 자국 순례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용으로 수행도량을 건립할 뿐이고 인도불교를 어떻게 살려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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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때 5ㅂ힉쿠(五比丘)에게 최초로 수행을 지도하고, 여름 왓싸를 지내고, 불교창립선언을 하고 불교

교단을 만든 곳인 미가다-야(migadaya, 鹿野園)를 집중적으로 매입해 관리했다. 붇ㄷ하를 이룬 곳

인 붇ㄷ하가야는 힌두교가 개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는 포기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소유권이

힌두교 교도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관리는 힌두교도 4명, 불교도 4명, 그리고 가야시장(힌두교

도)이 당연직 의장으로 해서 관리위원회가 구성돼 관리하고 있다. 붇ㄷ하가 태어난 곳인 룸비니는 네

팔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네팔정부가 관리하고 있고, 입멸한 곳이 꾸씨나-라-는 현재 인도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몫을 할 수 있을지는 크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1990년 무렵부터 한국의 정토회에서Joint Together society를 설립하고 붇ㄷ하

가 5년 동안 고행한 곳인 전정각산 부근에서 하층민 교육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제까지 앞서간 사람들이 한 활동에 더해,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대륙에 불교

내용인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을 되살리기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을

PannaRama(반냐라마)가 하려고 한다. 

이 일을 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1차 5년계획을 세워 붇ㄷ하가야 보리수 부

근 평화로운 곳에 수행도량을 만들기 위해 인도불교지원과 수행지도자양성 기금

마련 활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2008년 여름에 1차 5년계획을 마무리 지었다. 

약 4억 원 정도 후원금을 모금했고, 붇ㄷ하가야 보리수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2000천 평 정도 대지를 마련하고 수행도량을 열었다.

이곳을 붇ㄷ하가 만든 마음과학, 싸띠수행, 근본불교를 바로 세우는 근본도

량으로 삼고 활동할 것이다. 특히 이곳을 일반인들에게 수행을 지도할 뿐만

아니라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고, 대학교수나 출가수행 등 전문가를 재교육

시키는 도량으로 가꿀 것이다.

2. 수행전문 교육기관 SATI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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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과학, 싸띠수행, 근본불교를 전문으로 교육시키는 기관으로 saTI sChOOL

을 지난 1993년 통도사에서 설립하고 활동한지 벌써 15년이 지났다. 

청소년 마음관리 프로그램, 교사직무연수, saTI masTER 양성과정, 마음과

학 workshop, 수행이론 workshop, sutta workshop, 여름·겨울 saTI CamP 등

다양한 교육·수행 프로그램을 통해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교육받고 자신의 분

야에서 활동한다. 

2008년에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에 기반한 saTI masTER 과정을 민간자격증

으로 등록하고 마음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다. 

현재 5개의 중·고등학교에서 saTI masTER들이 학생들에게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몇몇 대학교에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을

지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력했지만 앞으로는 마음

과학과 싸띠수행에 기반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재교육시

키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saTI sChOOL 산하에 청소년 교육을 전담하는 saTI LEadERs

sChOOL, 직장인이나 연구원들의 스트레스를 관리를 전담하는 saTI haPPY

sChOOL, 자기자신이 스스로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전담하

는 saTI LIFE dEsIgn sChOOL 등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현재 saTI sChOOL은 부산 다보산 반냐라마에 학교본부를 두고 서울 교대

역, 대구 봉덕동, 성남 모란역 그리고 인도 붇ㄷ하가야에 교육도량이 마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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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붇ㄷ하가야 반냐라마)



우리는 가능한 2015년까지 SATI SCHOOL을 대학원 과정으로 승격하고,

2012년까지 SATI 학회(마음학회)를 만들어 다양한 이론·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3. buddha dhamma san
·

gha PannaRama saTI

sChOOL 2차 5년계획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붇ㄷ하가 만든 마음과학

과 싸띠수행을 가르치는 일이다.

모든 존재들이 자유롭고, 청정하고, 행복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꿈과 원력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차 5년계획을 세우고 그 실현

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1. 기간 : 2009년 음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부터~2013년 12월 31일까지

2. 목표 : 

1) SATI SCHOOL 개교를 위한 물적·인적 토대 확보

① 학교본부 부지확보[한국 1000평(약 25억), 인도 3000평(5억)]

② 학교운영을 위한 인재 발굴과 양성

③ 교수양성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2) SATI SCHOOL평생교육원 등록

3. 수행을 지도할 수 있는 중간 지도자(SATI MASTER) 양성

① 1급 100명   ② 2급 200명  ③ 3급 300명

4. SATI MASTER를 지도하고 수행점검할 수 있는 최고지도자 양성

1) SATI SCHOOL 설립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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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현실화시켜줄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는 헛된 꿈에 불과할 것이다.

기금통합 

이제까지 추진되던 인도불교지원금과 수행지도자양성기금을 2차 5년계획이

끝날 때까지 SATI SCHOOL 설립기금으로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학교주주제

한겨레신문을 설립할 때 주식회사로 설립하고, 국민주식갖기 운동을 전개해

그 기금을 모금한바 있다. 

SATI SCHOOL도 비슷한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법인

이란 특수사정 때문에 일반회사처럼 주식을 통한 자금모금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설립목적과 교육목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오픈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자신이 가진 전문지식과 맑은 지혜를

투자해 「지혜폭풍」 을 일으켜 최고치로 상승해서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기관을 설립하려고 한다. 

이것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지혜를 투자하고 실현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차원

높은 투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가진 재화를 사회를 위해 회향하고 투자

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행위가 될 것이다. 

물질이 넉넉한 사람이 많은 것을 기부해 원하는 것을 만들 수도 있고, 뜻을 같

이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정성을 모아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을 실현할 것을 만들

수도 있다. 우리의 꿈과 원력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모금활동을 시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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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다. 

우리는 이런 꿈과 원력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금을 모집한다. 

1. 한 구좌 당 100만원(승계가능)

1) 분납가능  2) 단체 구좌(가족, 동아리) 가능  3) 구좌가입 숫자에 제한 없음 

2. 자신이 가진 지식과 지혜를 보태 사회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참여함. 

3. 지금까지 인도지원금과 수행지도자양성기금을 보내준 사람들에게는 자신

이 후원한 액수만큼 구좌를 분배할 예정임. 

4. 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20-980411   (근본불교승가 김영채) 

농  협 817125-52-022521 (김영채) 

부산은행 099-01-009087-6   (사) 반냐라마

5. 총책임자 bhikkhu buddhapala

6. 문의 : 전화 010-5405-2841, 055)331-2841, 010)7307-0531(담당자)

홈페이지 www.satischool.net

메일 buddhapala@hotmail.com 

2) 수익사업

우리들의 꿈과 원력을 실현하기 위한 자금을 만드는데 있어 수동적인 후원금

모금에만 머물지 않고 수익사업을 전개해 필요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예

정이다. 

통도사나 범어사 입구에 보면 갑계(甲契) 비석을 많이 볼 수 있다. 조선후기 조

선왕조가 불교를 탄압하고 사찰에서 종이부역 등 경제적인 수탈을 심하게 가하

고 사찰재정이 궁핍해지자, 나이가 같은 사람들이 동갑계를 만들고 누룩이나 두

부 등을 팔아 돈을 모아 전답을 사서 사찰에 기부한 것을 대중들이 고맙게 여겨

세운 공덕비다. 

이제 우리도 자유로운 삶, 청정한 삶, 행복한 삶, 공존하는 삶을 위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붇ㄷ하 가르침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두 번째 걸음을 내디뎠다. 

처음 미국에 간 스님들은 콩나물과 두부 등을 팔고 그 수익금을 모아 수행도량

을 만들었다. 

새로 건립된 무심당을 중심으로 수행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이미 도서출판 SATI SCHOOL을 통해

출판사업을 시작했다.

천릿길도 한걸음부터라고 한다. 좋은 일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눈썹을 휘날리

며 하라고 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들의 꿈과 원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어떤 일을 하든 그 모든 것이 인류의 현재와 미래, 이익과 번영으로 회향되고,

많은 존재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회향되는 것이 싸띠수행자의 명

예이자 자부심이다. 

we hope All beings will be free and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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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역사는 어둠에서 밝음으로, 혼돈에서 정돈으로, 무지에서 정지로, 닫힌 데

서 열린데로 발전했다. 

하나의 새로운 분야가 자리 잡는데는 많은 시행착오뿐만 아니라 기존단체들로

부터 견제와 검증을 요구받는 등 분리독립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것들이 많다. 

처음 자연현상에 대한 두려움이 신을 만들고 그것은 종교로 발전한다. 한번 만

들어진 종교는 원래 사용가치보다 상품가치 혹은 교환가치로 기능하면서 순기능

보다 역기능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종교의 원래 사용가치가 자연에 대한 무지로 인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

이라면 인지가 발전해 자연법칙을 규명하고 극복의 논리와 도구를 가진 이후에

는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과학에 물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구축한

자리를 지키려는 데서부터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종교는 미신이다. 종교는 진리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진리일거라는 믿음

을 믿는다. 종교는 믿음을 강요하면서 주관적이고 신비적이며 비과학적이다. 믿

음을 강요하는 단체는 필연적으로 아집이 강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것 이외의 것

은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1)

ㅂ힉쿠 붇ㄷ하빠-라 buddhapala@hotmail.com

1975년 통도사 출가. 현재  buddha dhaMMa SaN·gha에서 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기획특집 

수행개념 사전 ⑧

Ⅰ. 존재

Ⅱ. 사람

Ⅲ. 마음
8. 마음오염원

1) 아-싸봐

2) 망상

Ⅳ. 수행기술

Ⅴ. 수행진행

Ⅵ. 회향

Ⅶ. 수행철학

1) 종교는 미신이다. 종교는 진리를 믿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진리를 믿기보다

진리일거라는 믿음을 믿는다. 종교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것이라는

주장을 믿는다. 붇ㄷ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붇ㄷ하가 거부한 가르

침은 주관적 확신에 기초한 믿음, 즉 미신이었다. 그것을 무명 또는 어리석음이라 했고 존재실재를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안목을 지혜라 했다.

흔히 관세음보살을 믿는다고 한다. 그러나 관세음보살은 단 한번도 그 존재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 단지 관세음보살은 이런 존재고 열심히 기도하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과 믿

음만 있다. 관세음보살을 직접 확인하고 믿으면 과학이고 그럴 것이라는 주장을 믿고 따르면 미신

이다. 과학은 존재에 내재한 법칙을 규명하고 그것을 이용해 삶에 필요한 물질을 효과적으로 획득

하는 도구다. 진리는 유효성이 있어야 하고 과학은 실천을 통해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 검증된 사

실과 유효성을 믿는 것이 과학이다. 붇ㄷ하는 신이나 윤회설을 부정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교도는 전통적으로 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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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을 그대로 인용해 아침저녁 예불할 때 암송한다.  

절에 가면 붇ㄷ하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수행을 강조하지만 수행으로 마음맑히기보다 기도로 욕

망을 부추기는 경향이 강하다. 기도는 그 본질상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달라고 비는 과정이

다. 내가 할 일은 신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는 것이고 신이 할 일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그것이 성취되면 기도영험있다고 한다. 

다른 차원에서 보면 기도에 영험 있고 없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불교가 추구하는 중심영

역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이나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모두 행복형식이고 조건

이다. 불교가 추구하는 것은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 스트레스 등을 수행으로 해소해

맑고 건강한 마음을 가꿔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사업성공, 시험합격 등은 불교나 수행 중심영역이

아니다. 이것은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 등이 아닌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옳

다. 그래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다. 사업자체나 시험합격만을 묻는다면 붇ㄷ하

는 그 분야에 문외한이다. 그런 과정에서 겪는 마음불안이나 스트레스는 수행자에게 물어보면 제대

로 답을 일러줄 것이다. 

기도의 비불교적 모습은 비도덕적이며 불공정하다는데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투명하고 정당

한 방법을 사용해 성취하지 않고 힘 가진 존재에게 보시금으로 포장된 로비로 부도덕하고 불공정

한 방법으로 성취하는 것이다. 뇌물제공뿐만 아니라 담당자 사진을 방에 걸어두고, 그 앞에 과일

등을 차려놓고 아침저녁 담당자 이름을 부르거나 사진 앞에 과일을 차려놓고 절하며 청탁하고 그

것을 안 담당자는 그를 ‘자기추종자’ 로 편애한다면 이것은 부도덕한 일이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

다면 사회공동체에서 추방하고 격리수용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종교, 신, 기도, 구제, 영험이란 이름으로 그와 같은 행동

을 공공연히 한다. 크리스트교는 야훼신, 대승부는 각종 보살이름을 부르며 절하고 과일이나 꽃을

차려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뤄달라고 열심히 빈다. 3일 빌면 3일기도, 100일 빌면 100일기도

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뤄지면 영험있다고 자랑한다. 대부분 교회, 성당, 절 등 속내를

보면 기도를 통해 욕망을 부추기며 교세를 확장한다. 그들은 사회가 욕망으로 넘쳐난다고 말하지

만 정작 그것을 부추긴 것은 그들 자신이다.

신이나 붇ㄷ하가 피조물이나 중생으로부터 뭔가를 받고 반대급부를 제공했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고 부도덕한 행위다. 정상적인 사회, 청정한 공동체에서는 부도덕하고 정의를 파괴

하는 개인이나 단체와는 함께 공존할 수 없다. 이런 행동양식은 자신에게 아부하고 뇌물 주는 사람

뒤를 봐주는 마피아패밀리 관리방식이다. 내 앞에 줄서고 아부하면 거두고 그렇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투명한 사회, 공정한 사회, 열린사회 적이고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 주범이다. 만일

주변에 그런 신이나 붇ㄷ하가 있으면 즉각 이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하고 성직자란 이름으로 그런

행위를 조장하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회에서 추방해야 한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그 자

체로 아름답다. 그런 행위는 얼마든지 권장해야 한다. 뇌물과 선물 차이는 반대급부가 있느냐 없느

냐에 달렸다. 그런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이다. 오직 양심에 달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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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에서 자연과학이 떨어져 나오고, 종교에서 의학도 독립했다. 종교에서 철

학이 독립했다. 철학에서 심리학과 미학이 독립했고, 다시 심리학에서 상담학이

독립했다.

크리스트교에서 자연과학과 의학이 분리할 때는 많은 희생을 치렀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화형을 당했고 의사들 또한 종교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그

런 어려움 속에서도 선각자들의 피를 딛고 지혜와 밝음이 대지를 밝혔다.

고대인도에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종교의 이름으로 신을 만들고 윤회설을

창작해 대중들을 현혹했다. 그것이 힌두교 전신인 ㅂ라ㅎ마(Brahma, 婆羅門) 교다. 

이런 ㅂ라ㅎ마 교의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가치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불

교가 등장했다. 불교는 존재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자고 출

발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신과 윤회를 부정하고 자연질서를 존중했다. 그것

이 바로 마음과학과 불교수행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교 창시자인 붇ㄷ하가 그토록 부정하고 싫어했던

신과 윤회설이 불교 사유구조 속으로 들어와 자리잡았다. 

이제는 불교로 각색된 힌두신인 대승 제불보살과 윤회설을 말하지 않으면 불

교가 아니라고 믿을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이런 현상은 남방은 물론이고 북방불

교 또한 마찬가지다. 

윤회가 없다고 말하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된 지 이미

오래됐다. 불교 창시자인 붇ㄷ하는 쏘따-빳띠 막가파라(sotapatti magga phala, 須

多洹 道果)만 성취해도 신과 윤회가 없는 줄을 확실히 안다고 했다. 

불교에 스며든 비불교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불교 본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싸띠수행과 마음과학을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 불교를 만들고 기존 종교

들로부터 분리독립했을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가능할 것이다.



그 하중으로 몸과 마음이 무거워진다. 아-싸봐가 기억이미지로부터 해체될 때는

기억이미지에 결합됐던 에너지가 해체되는데 이때 열기나 냉기의 형태로 에너지

를 내뿜고 몸과 마음이 맑고 가벼워진다.  

접촉은 순간적으로 이뤄지고 소멸하지만 접촉 다음에 발생한 마음작용은 비교

적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삶의 전반에 영향 미친다. 자신을 구속하는 것은 아무것

도 없다. 오직 자신의 지나온 삶의 흔적에 기초해 편견, 선입관, 가치관 등의 관념

의 틀을 만들고, 그것으로 존재를 평가하고 구분하고 차별해, 그곳에 스스로를

가둘 뿐이다. 

아-싸봐는 마음오염원이다. 이것이 마음공간에 존재하며 싸띠를 구속시키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신경조직을 오염시킨다. 아-싸봐는 삶을 고통 속으로 몰아

넣는 주범이자 모든 괴로움의 출발점이다. 

기억이미지와 결합하는 아-싸봐는 크게 3 가지로 범주 나눌 수 있다. 첫째 욕망

과 이기심 계열의 아-싸봐가 있는데 이것을 라-가(raga, 貪)라고 한다. 둘째 분노

와 적대감, 원망과 서운함 계열의 아-싸봐가 있는데 이것을 도싸(dosa, 嗔)라고

한다. 셋째 편견과 선입관 특정한 가치관 계열의 아-싸봐가 있는데 이것을 모하

(moha, 痴)라고 한다. 

붇ㄷ하는 탐진치를 3독심(三毒心)으로 정의했다. 3가지 마음에 관한 독가스라는

뜻이다. 대지가 독가스에 노출되면 오염되듯 마음공간에 탐진치와 같은 독가스

가 존재하면 오염된다. 

이것들이 마음공간에 존재하면 마음공간은 치명적으로 타격받고 피곤하고 무

기력해진다. 그러나 이런 마음오염원을 제거하면 마음은 건강하고 활기차진다.

이런 마음오염원을 제거하는 과정을 수행이라고 한다.  

기억이미지에 하나의 아-싸봐만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아-싸봐들이 결

합해 복합화합물을 만들고 기억이미지 질량을 증가시킨다. 

아-싸봐는 마음공간이 ‘오염되다, 기억이미지가 질량을 가지고 마음공간에 존

8. 마음오염원

마음공간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는 과정이 불교수행으로

알려진 싸띠수행이다.

1) 아-싸봐(asava, 流漏)

붇ㄷ하(Buddha, 佛陀, 覺者)는 마음공간에 존재하며 마음공간을 오염시키고 마

음공간에 존재하는 데이터(기억이미지, anussati, 記憶)에 때를 끼게 하는 물질을

아-싸봐(asava, 流漏)라고 했다.

아-싸봐는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음공간에 입력된

기억이미지(anussati, 記憶)와 결합해 존재한다. 

아-싸봐가 기억이미지와 결합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기억질량이 증

가한다. 이렇게 해서 힘을 가진 기억이미지가 신경조직과 마음공간에 착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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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미지 = 이미지 × 마음오염원

* 욕망, 이기심[raga, 貪心]

* 분노, 적의, 원망, 서운함[dosa, 嗔心]

* 편견, 선입관, 가치관[moha, 痴心]

m=memory  I=image  a=asava



재하다, 에너지 뭉침, 기억무게, 마음무게’ 등의 의미다. 

붇ㄷ하는 욕망, 이기심, 분노, 적대감, 원망, 서운함, 편견, 선입관, 가치관 등 구

체적 단어를 사용했다. 그것들을 통칭해 아-싸봐라고 했다. 이것은 에너지 흐름,

에너지 뭉침이다. 

부파부는 그 개념들을 계통별로 모아 번뇌(kilesa, 煩惱)로 표현했다. 그래서

추상개념으로 변했다. 번뇌는 붇ㄷ하가 자주 사용한 개념이 아니라 부파부나 대승

부가 선호한 개념이다2).

아-싸봐는 욕망, 이기심, 분노, 적대감, 원망, 서운함, 편견, 선입관, 가치관처

럼 구체적으로 하나로 말하기도 하고, 거친 아-싸봐, 중간 아-싸봐, 미묘한 아싸

봐처럼 거친 정도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고, 탐진치 3독심처럼 정서유형에 따라

셋으로 나누기도 하고, 10종 아-싸봐처럼 수행정도에 따라 제거되는 순서에 따

라 열로 나누기도 한다. 

거친 정도 

아-싸봐는 거친 정도에 따라 거친 아-싸봐, 중간 아-싸봐, 미세한 아-싸봐의 3

가지로 분류한다. 

거친 아-싸봐는 행동으로 표출되는 에너지 뭉침이다. 이것은 살아 있는 생명을

해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등 다른 존재에게 직접적으로 피해 주는 육체행위

2)  붇ㄷ하 입멸 후 교단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부파 또는 종파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계

율 해석 차이로 인해 분파가 발생했지만, 점차 사상, 지역, 스승이 다르고, 개인의 이기심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은 종파가 발생했다.

종파발생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단 종파가 발생

한 후에는 자파이기주의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붇ㄷ하 정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

이 소속된 종파이익이 우선한다. 그 결과 붇ㄷ하 가르침은 심각하게 왜곡되고 종파 사이에 투쟁이 일

어났다. 한편 종파가 생겨나면서 종파 사이에 경쟁이 일고 더 많은 추종자를 확보하기 위해 포교활

동과 후계자 양성에 주력한다. 그 결과 불교영역이 확장되기도 한다.  

붇ㄷ하는 마음오염원, 정신적 노폐물을 욕망, 이기심, 분노, 적대감, 원망, 서운함, 편견, 선입관, 가치

관 등으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욕망을 나타내는 개념도 바람, 갈애(tanha, 渴愛), 욕망

(raga, 貪), 집착(upadaya, 着) 등으로 그 강도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했다. 

붇ㄷ하가 살아 있을 때는 불교도들에게 큰 문제가 없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붇ㄷ하에게 직접 물어보

면 모든 것이 해소됐다. 그러나 붇ㄷ하 입멸 후에는 궁금하거나 모르는 것이 있어도 물어볼 사람이 없

었다. 특히 붇ㄷ하로부터 수행을 지도받은 직계제자들이 모두 입적한 후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붇ㄷ하가 입멸한 후에는 율장과 경장을 누가 더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붇ㄷ하 가르침의 정

통성을 획득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단어를 사용한 붇ㄷ하 방식을 무시하고, 붇ㄷ하가 말한 내

용 가운데 비슷한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계통별로 범주를 정했다. 

이런 흐름은 처음에는 산발적으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조직화됐다. 그 결과 붇ㄷ하가

사용한 개념들은 더욱 추상화되었고 전문가들조차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게 됐다. 붇ㄷ하가

생각한 개념이 아니라 오직 논문을 쓰기 위한 개념이거나, 개념을 위한 개념의 해석으로 흘러갔다. 

바람, 갈망, 욕망, 탐욕, 이기심, 집착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탐심(raga, 貪心), 분노, 적대감, 원망, 서

운함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진심(dosa, 嗔心), 편견, 선입관, 가치관 등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어리석음

(moha, 癡心), 또는 무명(avijja, 無明) 등으로 정리했다. 이러 마음노폐물, 마음오염원을 번뇌

(kilesa, 煩惱)라는 추상적인 용어로 개념화했다. 

부파에서 정리한 개념을 가지고 그들보다 약간 뒤에 등장한 대승부와 밀교부는 창작소설을 썼다. 대

승부나 밀교부는 경전을 창작할 때 이전의 부파들에서 정리한 개념 가운데 하나를 주제로 삼아서 소

설을 썼다.

수행과 지혜를 주제로 쓴 것이 금강경을 비롯한 반냐부(般若部)다. 자비를 주제로 창작한 것이 아미

타경을 비롯한 정토3부경(淨土三部經)과 법화경(法華經) 등이다. 수행과 마음집중을 주제로 쓴 것이

능가경(楞伽經) 이다. 붇ㄷ하의 찬양과 수행을 주제로 삼은 것이 화엄경(華嚴經) 등이다. 

대승부에서 특정한 개념을 사용해 소설을 창작할 때 붇ㄷ하가 사용한 개념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

니라 그 내용을 비틀어서 사용했다. 붇ㄷ하는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존재에게 나눠 주는 것을 자비라

고 했다. 그러나 대승부는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과 같은 자비심을 많이 가진 가공인물을 설정하고

관세음보살이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상징 조작했다. 내 것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을 자신이 받는 것을 자비라고 개념을 비틀어 버렸다.    

대승부에서 만든 불교창작소설인 대승경전을 가지고 중국에서는 정치, 경제적 이익을 함께하는 종

파불교(宗派佛敎)를 만들었다. 붇ㄷ하가 사용한 평범한 개념들이 2600여년 뒤에는 가장 비불교적인 기

능을 한다. 종파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자파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고 단점

은 자파이기주의에 매몰된 것이다. 종파불교에서는 모든 논리에 우선해 자기가 소속된 종파이익에 복

무한다. 

오늘날 한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종파불교 전통을 따르고 있다. 한국불교도들은 누구를 만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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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한 아-싸봐는 마음표면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잠재적 아-싸봐다. 이것은

인식대상과 접촉하는 순간 마음표면에 나타나 활동하는 에너지 뭉침이다. 이것

이 거친 아-싸봐와 중간 아-싸봐를 일으키는 근본원인이다. 미세한 아-싸봐는 싸

띠와 빤냐-(pappa, 般若, 慧)로 제거한다.

3독심  

아-싸봐는 욕망과 이기심[raga, 貪], 분노와 적대감, 원망과 서운함[dosa, 嗔],

편견과 선입관, 특정한 가치관[moha, 癡] 등 탐진치 3독심(三毒心)으로 분류한

다. 붇ㄷ하는 이 분류법을 즐겨 사용했다. 

10종 아-싸봐  

아-싸봐를 10종류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렇게 분류할 때는 대개 수행진행 과정

을 설명하거나 수행지도할 때 즐겨 사용한다. 10종 아-싸봐는 다음과 같다. 

①유신견(sakkayaditthi, 有身見): 윤회를 믿는 것. 

②계금취견(sklabbataparamasa, 戒禁取見): 신을 믿는 종교나 어떤 특정한 단

체에서 주장하는 계, 규칙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 

③의심(vicikiccha, 疑): 과학적 사실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

④탐욕(kamaraga, 貪欲): 욕망, 이기심, 마음갈증 등에 대한 집착.

⑤분노(patigha, 忿怒, 瞋   , 有對): 분노, 적대감, 원망, 서운함, 장애, 충돌, 화

등에 대한 집착. 

⑥색탐(ruparaga, 色貪, 再生): 색계[이 땅]에 태어나기 바라는 것, 혹은 물질에

대한 욕망.

⑦무색탐(aruparaga, 無色貪, 生天): 무색계[천상]에 태어나기 바라는 것, 혹은

비물질에 대한 욕망.

와 언어행위다. 

행위로 표출되는 거친 아-싸봐는 계(skla, 戒, 질서, 행동원칙)를 지킴으로써 통

제한다. 계는 안으로는 자신의 행위를 삼가고 밖으로는 다른 존재에게 피해 주지

않고 모든 존재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중간 아-싸봐는 말이나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았지만 마음표면에 등장해 활동

하는 에너지 뭉침이다. 이것은 거친 아-싸봐를 일으키는 원인인데 어떤 특정한

의도[saokhara, 行, 有爲]가 마음표면에서 활동하는 상태다. 

마음표면에 등장한 중간 아-싸봐는 싸마-ㄷ히(samadhi, 三昧, 止, 定)로 통제된

다. 싸마-ㄷ히는 이미 발생한 아-싸봐를 마음깊이 가라앉혀 고요하게 한다. 그러나

싸마-ㄷ히가 약화되면 언제든지 다시 마음표면에 등장해 마음공간을 어지럽힌다
3).  

도 수행에 관해 묻기보다 어느 종파 소속이냐고 묻는다. 그리고 자신이 추종하는 종파가 아니면 사

파(邪派)로 간주한다. 종파불교는 불교창시자인 붇ㄷ하도 자신들이 속한 종파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비하하고 시궁창으로 보내버린다. 현재 한국불교는 붇ㄷ하 가르침이나 정법(正法)보다 자기가 소속된

종파가치관을 우선시 한다. 아마도 붇ㄷ하가 와도 자기가 소속된 종파가 아니면 사이비로 취급한다. 

조계종은 화두 싸띠수행(看話禪, 話頭禪)을 수행법으로 채택하고 수행한다. 그리고 위빳싸나-로는

확철대오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싸띠수행으로 아라한뜨 막가파라에 들어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한 붇ㄷ하조차 깨닫지 못한 중생으로 취급된다. 만일 소승에 문제가 있으면 소승만 논해

야 하는데, 그 소승에 붇ㄷ하까지 포함시킨 것이 인식의 한계다. 조계종은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한

다. 그런데 금강경에서 주장한 수행법이 붇ㄷ하 정통 수행법인 싸띠수행이란 사실을 모른다. 그런데도

위빳싸나- 수행으로는 확철대오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자기부정이며 모순이다. 금강경에서

주장한 핵심이 무위법(asaokhara, 無爲法)인데도 공(suppa, 空)의 철학이라 우기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마도 소의경전을 읽어보지도 않은 듯하다. 종파불교는 불교가 아니라 종파교다.

3)  흙탕물 맑히는 요령은 물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다. 그러면 흙이 가라앉고 물이 맑아

다. 그렇지 않고 흙을 건져 낸다고 휘저으면 물은 더 혼탁해진다. 마음오염원은 싸마-ㄷ히로 가라

앉히고 싸띠와 빤냐-로 살짝 걷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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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붇ㄷ하는 majjhima nikaya maha cattarksaka sutta(中阿含 大四十經)에서 정견(正見)과 사견(邪見),

유루(流漏)와 무루(無漏)에 대해 말한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과 자신의 마음오염원(流漏)을 제

거하는 것은 사물을 올바르게 보는 정견이라 정의한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마음공간에 마

음오염원이 존재하지만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간의 길이라 하고, 수행으로 자신의

마음공간에 존재하는 마음오염원을 제거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것으로 출세간의 길이라고 정의한다.

불교는 후자를 전문영역으로 설정하고 활동하는 모임이라 주장한다. 

5)  사람들은 즐거움이 부족해 괴롭다고 느끼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붇ㄷ하는 즐거움의 부족이 아니

라 괴로움 때문에 즐겁지 못하다고 보았다. 즐겁지 않아도 좋지만 괴롭지만 않으면 세상은 살아볼

만 하다고 보았다. 건강하지 않아도 좋지만 아프지만 않아도 된다. 

불교와 수행은 정신적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괴로움을 제거해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

주는 기능을 한다. 병원이 몸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본질적인 기능이듯 수행은 지치고 괴로운

마음을 편안히 휴식하게 해주는 곳이다. 즐거움의 속성은 맑고 부드럽지만 괴로움의 속성은 탁하고

날카롭다. 한 두 방울의 먹물이 통 속의 맑은 물을 흐린다. 하루 종일 즐겁다가 잠자기 전 한 두 마디

들은 말이 모든 즐거움을 날려버린다. 이것은 즐거움과 괴로움의 속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붇ㄷ하는 즐거움을 통해 행복으로 가는 것은 각자 알아서 하고, 괴로움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사람

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 뿌리를 제거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을 정체성으로

삼고 활동했다.  병원이 사람들에게 몸에 나타난 괴로움을 제거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료계 정체성으로 삼고 활동한다. 병원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다. 즐거움

을 제공하는 곳은 놀이동산부터 생활주변에 많다.   

아-싸봐는 싸띠수행으로 제거할 수 있다. 마음괴로움의 원인인 아-싸봐를 마음

공간에 그냥 둔 채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것은 일시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근원

적으로 불가능하다4). 

자유와 행복으로 가려는 사람은 먼저 아-싸봐 제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

다. 아-싸봐 제거는 이제까지 알려진 방법 가운데 2600여 년 전 붇ㄷ하가 만든 싸

띠수행이 가장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구속과 고통을 소멸시키고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출발점은 존재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싸띠기능의 강화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싸띠는 싸마-ㄷ히,

관찰, 직관을 선도한다. 싸띠힘을 키우는 것이 아-싸봐 제거 출발점이다5).

⑧자만(mana, 自慢): 자만심

⑨도거악작(uddhaccakukkucca, 掉擧惡作): 들뜸, 거친 말, 악행 등. 

⑩무명(avijja, 無明): 편견과 선입관, 특정한 가치관이나 자신의 관점에 기초

해 존재를 이해하는 것,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주관적으로 해석 하

는 것.

①~⑤번까지를 5하분결(papca orambhagiyani saayojjanani, 五下分結, 下界,

欲界)이라하고, ⑥~⑩까지를 5상분결(papca uddham hagiyani samyojjanani, 五

上分結, 上界, 色界)이라 한다. 

이런 아-싸봐 분류법은 세월이 지나면서 더욱 세분화돼 108번뇌로 분류하기도

하고 더 복잡하게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세분화시키는 것은 마음오

염원을 추상개념으로 만들고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 가운데 ①~③은 쏘따-빳띠(sotappati, 須陀洹, 預流), ④~⑤은 싸까다-가-

미(sakadagami, 斯多含, 一來), ①~⑤은 아나-가-미(anagami, 阿那含, 不還), ①

~⑩은 아라한뜨(arahant, 阿羅漢, 應供) 단계에서 뿌리 뽑히고 현저히 약화되기

시작한다.  

아-싸봐 발생원인은 존재실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는 어리석음과 무명이다.

사람들이 살면서 형성시킨 편견과 선입관, 특정한 가치관에 기초해 자신의 관점

에서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한다. 그리고 좋은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밀쳐내려는

마음갈증[tanha, 渴愛]을 일으킨다. 

갈애가 점점 커지면 강한 탐욕이 일고, 감각대상을 꽉 움켜쥐고 내 것이라고

집착한다. 그리고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인식대상을 소유하려고 한다. 

인식대상을 자기관점에서 해석하고(無明), 좋은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밀쳐내

려는 갈애와 집착이 아-싸봐 발생의 주범이다. 이것들의 크기만큼 만족지수는 감

소하고 괴로움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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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히기 시작한다. 

아나-가-미 단계는 욕망지수와 분노지수가 한 번 더 약화되고 아-싸봐 뿌리가

뽑혀 나간다. 

아라한뜨 단계는 사물을 주관적으로 보는 편견지수, 욕망지수, 분노지수 등이

현저히 약화되고 모든 아-싸봐 뿌리가 뽑혀 나가기 시작한다.

수행자는 어떤 존재를 만나더라도 사실판단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빤냐-가

성숙하고 인식대상에 대한 가치판단이 줄고 실재판단을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아라한뜨 막가파라에 들어 모든 고통의 근원인 아-싸봐를 뿌리 뽑고 최상의 자유

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수행자는 어떤 현상이라도 단지 알아차림만 하

고 이름붙일 것. 이것이 싸띠수행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아-싸봐를 제거하는 과정이 불교수행으로 알려진 싸띠수행이다. 싸띠수행은

마음을 맑고 건강하게 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마음을 맑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

특별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공간을 오염시키는 오염원만 제거하면 나

머지는 마음이 스스로 알아서 잘 해결한다. 

2) 망상(papaca, 妄想)

마음공간에 존재하는 마음오염원 가운데 하나가 망상(papaca, 妄想)이다. 망상

은 마음공간을 덮는다는 의미로 개(papaca, avalana, 蓋)라고도 하며 5개(papca

papaca, 五蓋) 등의 개념으로 발전한다. 

경전에 보면 붇ㄷ하도 망상을 많이 피우는 것을 볼 수 있다. ‘고요히 수행할 때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ㅂ힉쿠들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로

시작되는 구절을 자주 볼 수 있다. 붇ㄷ하가 피운 망상을 통해 오늘날 불교의 초석

아-싸봐는 인식대상이 마음거울에 반영된 순간을 알아차림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나쁜 느낌이 일어난 순간을 알아차림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가 일고

좋은 느낌이 일어난 순간을 알아차림하지 못하기 때문에 탐욕이 생긴다. 

존재실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존재에 대한 갈애, 탐욕, 집착이 인

다. 대상이 마음거울에 반영된 순간을 알아차림하면 그 수준만큼 빤냐-가 생기

고 아-싸봐는 일지 않는다.

싸띠는 아-싸봐 발생을 막아주는 방패역할을 한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

보고, 접촉하고, 걷고, 서고, 앉고, 눕는 등 모든 일상행위서 싸띠(sati, 念)와 쌈빠

자-나(sampajana, 自知)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으면 아-싸봐는 일지 않는다. 아-

싸봐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인식대상이 마음거울에 반영된 순간, 조금의 빈틈없

이 싸띠를 인식대상에 집중해 지속적으로 알아차림해야 한다. 

이때 싸띠힘이 약하면 인식대상과 그것을 알아차림하는 싸띠 사이가 성글게

된다. 그 사이로 마음오염원이 끼어들면 실재를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하고 싸

띠를 가린 마음오염원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한다. 

싸띠힘이 약한 사람은 처음부터 미세한 마음움직임을 알아차림하기 쉽지 않

다. 비교적 알아차림하기 쉬운 몸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서서히 싸띠힘을 키우는

것이 요령이다.  

사람들은 오랜 과거부터 아-싸봐를 지니고 살아 왔다. 이런 아-싸봐 힘은 강해

단번에 제거할 수 없다. 처음부터 아-싸봐와 정면으로 맞서지 말고 서서히 그 힘

을 약화시키다 기회가 오면 제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싸띠힘이 커지면 마음표면에 있는 아-싸봐는 점차 소멸한다. 그러나 뿌리가 뽑

히지 않고 마음공간에 존재한다. 아-싸봐 뿌리는 막가파라에 들어 닙바-나

(nibbana, 涅槃, 寂滅)를 체험하면서 뽑혀 나간다. 

쏘따-빳띠 단계는 몸과 마음에 쌓여있는 아-싸봐 뿌리가 뽑히기 시작한다. 

싸까다-가-미 단계는 욕망지수와 분노지수가 현저히 약화되고 아-싸봐 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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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놓였다.   

인식대상이 6경(六境, 色聲香味觸法)과 감각기관인 6근(六根, 眼耳鼻舌身意)이

결합해 마음공간에 반영돼 상[六識, 眼識 耳識 鼻識 舌識 身識 意識)을 맺으면, 그

상은 마음공간에 존재하던 기억이미지와 결합해 발전한다. 마음거울에 맺힌 상

이 발전하는 순간부터를 ‘망상 혹은 개’ 라고 한다. 

이때 과거지향적으로 발전하면 상(sappa, 想)이라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

면 행(saokhara, 行, 有爲)라 한다. 그리고 상이 맺힌 순간, 그 상이 과거나 미래로

발전하기 전 있는 그대로를 식(vippana, 識)이라고 한다. 5온(papca khandha, 五

蘊)에서 설하는 상행식(想行識) 등의 개념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계속>

의료 복지분야 ②

Ⅰ. 의료ㆍ복지 분야

1. 현대의학 마음이해 수준

2. 제3의학

3. 의료분야 활용

1) 심신의학

2) 스트레스 해소

3) 신경 클리닉

4) 마음운동과 마음에너지

5) 약물치료

6) 예방의학

4. 복지분야

5. 교정재활 분야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을 의료, 정신건강, 상담, 경영, 교육, 연구, 문화, 예

술, 복지, 스포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이론과 기술을 살펴보고,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공간을 마련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나 관심있는 사람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자신이 쓴 논문, 현

장경험, 개발한 프로그램, 또는 다른 곳에서 시도한 것 가운데 마음변화와 마

음관리에 주목할 만한 것들을 소개해주면 수행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될 것이다. 



4. 복지분야

싸띠수행을 치료뿐만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

물질적 풍요로움 못지않게 정신적 풍요로움도 소중히 생각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세계보건기구 창립 50주년 때,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인류 정신복지도 관

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에 삽입했다. 

인터넷을 비롯해 자극적인 것들은 마음에너지를 많이 소모시켜 청소년 정신건

강에 적신호를 보낸 지 오래다. 청소년들이 과도하게 소모한 마음에너지를 보충

해 멋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싸띠수행이 효과적이다. 싸띠수행은 마음

에너지 보충기술을 제공해준다. 

사람의 평균연령이 늘어나고 사회가 점차 노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한다. 하나는 육체적 건강문제와 다른 하나는 정신적 공허함을 메우

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비용도 많이

필요하다.  

노인들이 직면한 건강문제 가운데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각종 암 등 만성질

환은 치료뿐만 아니라 관리측면도 중요하다. 필요한 약뿐만 아니라 적당한 운동,

좋은 음식, 맑은 공기 등이 있으면 좋다. 거기에 더해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고 마

음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으면 더 좋다. 

삶을 정리하는 단계에 접어든 노인들은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노동이나 사회

활동이 축소되고, 경제력도 줄어듦으로 인해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또 지나온 삶을 회상하면서 회한에 젖을 수도 있다. 이런 감정은 우울증을 유발

하기도 하고 말년을 쓸쓸하게 보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나 대화가 크게 도움된다.

또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취미활동 등이 있으면 더 좋다. 혼자 할 수 있는 간

단한 운동과 더불어 마음건강 운동인 싸띠수행은 노인들의 삶에 매우 유용할 것

으로 사료된다. 

앉아하는 좌선, 걸으며하는 행선, 인연있는 사람에게 맑은 마음보내는 자비관

등은 육체운동뿐만 아니라 마음건강과 마음에너지 보충에도 크게 도움된다. 수

행으로 지나온 삶을 맑게 정돈하고, 마음에너지를 보충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말

년을 보낼 수 있으면 행복한 일이다. 

행위 끝에 알아차림 기능인 싸띠를 갖다두는 방법은 허약한 사람들이 쉽게 낙

상하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어 좋다. 의자에 편안히 앉아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

에게 그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맑은 마음보낼 때 갖는 정신적 충

만함은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싸띠수행을 복지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사회비용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복지활동

에 인문학이나 사회학에 관련된 다양한 강좌나 요가나 스트레칭과 같은 운동을

도입하듯 마음건강과 마음휴식, 그리고 마음에너지 재충전도구로 싸띠수행을 도

입하면 복지활동 지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 교정재활 분야

삶은 다른 존재와의 끊임없는 접촉의 연속이다. 접촉 다음에 일어난 마음작용

에 구속되기도 하고 자유롭기도 하다. 술, 담배, 마약, 도박, 게임, 스포츠 등 삶을

구속하는 것은 무수히 많다. 그런 것을 적당히 즐기면 좋지만 구속되면 삶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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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되고 힘들어진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구속에서 벗어나려 노력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

도 현실이다. 만일 접촉대상에 구속돼 혼자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할 때 누군가

조금만 도와주면 수월하게 홀로설 수 있다. 

존재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시청각 자료, 육체노동, 운동이나 레저 등

으로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보

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도 한다. 

여기에 더해 싸띠수행을 권한다. 몸과 마음이 강력한 에너지에 구속된 것은 몸

과 신경조직이 그 영향력에 중독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식대상을 알아차림 기능

인 싸띠가 약해 존재에 구속된 것이다. 

따라서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생각을 변화시키는 훈련뿐만 아니라 알아차림기

능인 싸띠강화 훈련이 더 본질이고 핵심이다. 특히 중독현상은 마음뿐만 아니라

신경조직이 해당 독성으로 오염된 것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몸과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것은 2 가지다. 하나는 육

체노동으로 몸을 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싸띠수행으로 몸과 마음을 클리

닝해 삶을 맑히는 것이다. 이런 훈련으로 몸과 마음이 특정한 존재의 중독상태로

부터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 

싸띠수행으로 약물이나 습관으로 중독된 신경을 정화하고, 오염된 마음을 맑

히고, 습관화된 행동을 교정하고,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 있다. 하나의 훈련으로

몸, 마음, 행동, 가치관 등 여러 가지를 변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싸띠강화 훈련이 빠진 상태에서 교정과 재활훈련은 반복성을 가져올 위험성이

크고 노력한 것만큼 유효성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싸띠수행으로 마음오염

원을 제거하고, 신경을 클리닝해 존재를 이해하는 앎과 관점을 바꾸는 것이 필요

하다.    

싸띠기능이 강화되면 마음공간에 존재하던 데이터가 구조조정되고, 쓰레기데

이터가 제거되고, 마음오염원이 소멸하고, 잘못된 생각이 교정되고, 몸이 바뀌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달라진다. 훈련방법은 간단하다. 알아차림 기능인 싸띠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행동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교정시킨다고 교도소에 격리수용하지만 스스로 생각을

변화시키고 몸과 행동을 정화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

정프로그램이다. 인도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도입

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참지 못하는 급한 성질 때문에 순간적으로 한 건 저지르고 사고 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이 싸띠수행으로 한 순간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키우고, 메따수

행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사물을 자기입장에서 이해하는 마음오염원을 제거하

고, 실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인 지혜를 성숙시키면 몸이 바뀌고, 생각

이 변하고, 행동이 여유로워진다. 

인도나 호주 등 몇몇 영연방국가들에서는 교정프로그램으로 싸띠수행을 도입

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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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菩提  於是中 無實無虛  是故  如來說  一切法 皆是佛法

須菩提  所言一切法者  卽非一切法  是故 名一切法 須菩提 譬如人身長

大 須菩提言 世尊  如來說  人身長大 卽爲非大身  是名大身  須菩提  菩

薩 亦如是 若作是言 我當滅度無量衆生  卽不名菩薩  何以故 須菩提 實

無有法 名爲菩薩 是故  佛說一切法 無我 無人 無衆生 無壽者 須菩提

若菩薩 作是言 我當莊嚴佛土 是不名菩薩 何以故 如來說 莊嚴佛土者 卽

非莊嚴 是名莊嚴 須菩提 若菩薩  通達無我法者  如來說名 眞是菩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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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17. No One Attains Transcendental Wisdom

at that time subhuti addressed buddha, saying: World-honored One, if good

men and good women seek the Consummation of Incomparable Enlightenment,

by what criteria should they abide and how should they control their thoughts?  

Buddha replied to Subhuti : good men and good women seeking the

Consummation of Incomparable Enlightenment must create this resolved

attitude of mind: I must liberate all living beings, yet when all have been

liberated, verily not any one is liberated. Wherefore? If a bodhisattva cherishes

the idea of an ego-entity, a personality, a being, or a separated individuality, he

is consequently not a bodhisattva, subhuti. This is because in reality there is no

formula which gives rise to the Consummation of Incomparable

Enlightenment. 

subhuti, what do you think? When the Tathagata was with dipankara

buddha was there any formula for the attainment of the Consummation of

Incomparable Enlightenment? 

17. 존재실재는 무아다(究竟無我分) 

한문원문  [Kumarajava, 鳩摩羅什, 343~414]

爾時  須菩提  白佛  世尊  善男子 善女人 三菩提心 云

何應住 云何降伏其心 佛告須菩提 若善男子 善女人 三菩

提心者 當生如是心 我應滅度一切衆生 滅度一切衆生已而無有一衆生 實滅

度者 何以故  須菩提  若菩薩有我相 人相 衆生相  壽者相  卽非菩薩  所以

者何 須菩提 實無有法 三菩提心者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

於燃燈佛所 有法得 三菩提不 不也 世尊 如我解佛所說義  佛

於燃燈佛所 無有法 得 三菩提  佛言 如是如是 須菩提 實無有

法 如來得 三菩提 須菩提 若有法 如來得 三菩提

者 燃燈佛 卽不與我授記 汝於來世 當得作佛 號釋迦牟尼 以實無有法 得

阿 三菩提 是故 燃燈佛  與我授記  作是言 汝於來世 當得作佛

號釋迦牟尼 何以故 如來者 卽諸法如義  若有人言 如來得 三

菩提  須菩提 實無有法 佛得 三菩提 須菩提 如來所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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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oid of separate individuality. subhuti, if a bodhisattva announces: I will set

forth majestic buddha-lands, one does not call him a bodhisattva, because the

Tathagata has declared that the setting forth of majestic buddha-lands is not

really such: “a majestic setting forth” is just the name given to it. 

subhuti, bodhisattvas who are wholly devoid of any conception of separate

selfhood are truthfully called bodhisattvas.  

한글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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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쑤ㅂ후-띠:

ㅂ하가봐(bhagava, 世尊)시여! 좋은 가문의 아들딸들(善男善女)이 수행으로 무

상정자각(anuttara samma sambodhi, 三菩提, 無上正自覺)을 이

루려고 하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자기마음을 닦아야 합니

까?

ㅂ하가봐:

ㅂ하가봐가 말했다.  쑤ㅂ후-띠! 만일 좋은 가문의 아들딸들이 수행으로 무상정자

각을 이루려고 하면 마땅히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수행하고,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고 (행동해야) 한다.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무여닙바-나(anupadiseya nibbana, 無餘涅槃)에 들

게 하겠지만 실제로 무여닙바-나에 든 중생은 한명도 없다.’라고 마음을 내야 한

다. 

왜냐하면 쑤ㅂ후-띠여! 만일 보ㄷ히쌋따(bodhisatta yana, 菩薩乘)가 아상(我相),

no, World-honored One, as I understand buddha’s meaning, there was no

formula by which the Tathagata attained the Consummation of Incomparable

Enlightenment. 

Buddha said : You are right, subhuti! Verily there was no formula by which

the Tathagata attained the Consummation of Incomparable Enlightenment.

subhuti, had there been any such formula, dipankara buddha would not have

predicted concerning me: “In the ages of the future you will come to be a

buddha called shakyamuni”; but dipankara buddha made that prediction

concerning me because there is actually no formula for the attainment of the

Consummation of Incomparable Enlightenment. The reason herein is that

Tathagata is a signification implying all formulas. In case anyone says that the

Tathagata attained the Consummation of Incomparable Enlightenment, I tell

you truly, subhuti, that there is no formula by which the buddha attained it.

subhuti, the basis of Tathagata’s attainment of the Consummation of

Incomparable Enlightenment is wholly beyond; it is neither real nor unreal.

hence I say that the whole realm of formulations is not really such, therefore it

is called “Realm of formulations.” 

subhuti, a comparison may be made with [the idea of] a gigantic human

frame. 

Then Subhuti said : The World-honored One has declared that such is not a

great body; “a great body” is just the name given to it. 

subhuti, it is the same concerning bodhisattvas. If a bodhisattva announces:

I will liberate all living creatures, he is not rightly called a bodhisattva.

Wherefore? because, subhuti, there is really no such condition as that called

bodhisattvaship, because buddha teaches that all things are devoid of self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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붇ㄷ하가 획득할 무상정자각이라고 할 만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누군

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사실이 아닌 것에 집착하여 나를 비방하는 것이

다.)

쑤ㅂ후-띠여! 따타-가따가 성취한 무상정자각에는 진실된 것도 없지만 거짓된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따타-가따가‘일체 모든 존재[dhamma, 法]가 바로 붇ㄷ

하 가르침(buddha dhamma, 佛法)이다.’라고 설하는 것이다.

쑤ㅂ후-띠여!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법이 아니며 단지 이름만 일체법이

다. 쑤ㅂ후-띠여!  이것을 비유하면 마치 사람의 몸이 크다는 것과 같다.

쑤ㅂ후-띠:

쑤ㅂ후-띠가 대답했다. ㅂ하가봐시여! 따타-가따는 사람 몸이 크다는 것은 실제로

몸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이름이 크다고 설했습니다.

ㅂ하가봐:

쑤ㅂ후-띠여!  보ㄷ히쌋따도 그와 같다. 만약 보ㄷ히쌋따가 ‘내가 마땅히 많은 중생

을 제도하리라’ 고 말한다면 그를 보ㄷ히쌋따라고 이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쑤ㅂ후-띠여! 보ㄷ히쌋따라고 이름붙일 만한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붇ㄷ하는 일체법에는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

자상(壽子相) 등 정해진 형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했던 것이다.

쑤ㅂ후-띠여! 만일 보ㄷ히쌋따가 내가 불국도(佛國土)를 장엄하겠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을 보ㄷ히쌋따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따타-가따가 말한 불국토를 장엄

한다는 것은 실제로 장엄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이름이 장엄일 뿐이기 때문이

다.

쑤ㅂ후-띠여! 만일 보ㄷ히쌋따가 모든 현상[dhamma, 法]은 무아(anatta, 無我)라

고 체득하면 따타-가따는 이 사람을 진정한 보ㄷ히쌋따라고 말한다.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子相) 등 특정한 형식에 집착하면 보ㄷ히쌋

따가 아니기 때문이다. 쑤ㅂ후-띠여! 그것은 사실 어떤 존재[dhamma, 法]도 (처음

부터) 무상정자각을 이루려는 (태어난) 사람은 없다.   

쑤ㅂ후-띠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따타-가따(Tathagata, 如來)가 디빤까라

쌋- 붇ㄷ하 아-라-마(dipankarasya buddha arama, 燃燈佛 精舍)에서 수행할 때 무

상정자각이라고 이름할만한 법을 얻었는가? 

쑤ㅂ후-띠:

ㅂ하가봐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붇ㄷ하가 설한 가르침을 이해하는 바로는

부처님이 디빤까라쌋- 붇ㄷ하 수행도량에서 수행할 때 무상정자각이라고 이름할

만한 법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ㅂ하가봐:

붇ㄷ하(Buddha, 佛陀, 覺者)가 말했다. 그렇다. 쑤ㅂ후-띠여! 사실 따타-가따는

성취한 무상정자각이라고 할 만한 어떤 법도 없다. 쑤ㅂ후-띠여! 만일 따타-가따가

성취할 무상정자각이라는 어떤 특정한 법이 있었다면 디빤까라쌋- 붇ㄷ하가‘내가

미래 언젠가는 틀림없이 붇ㄷ하가 될 것이며, 그 이름이 싸-끼야무니 붇ㄷ하

(sakiyamuni buddha, 釋迦牟尼佛)’ 가 될 것이라는 수기(veyyakarana, 授記)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성취할 무상정자각이라는 어떤 특정한 법이 없었기

때문에 디빤까라쌋- 붇ㄷ하가 나에게 미래 언젠가 틀림없이 붇ㄷ하가 될 것이며 그

이름이 싸-끼야무니 붇ㄷ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주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따타-가따란 의미는 모든 현상이 진리 그대로란 의미이기 때문이다1)

만약 어떤 사람이 따타-가따가 무상정자각을 이루었다고 말하지만 쑤ㅂ후-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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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준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따라서 수행을 통해 마음을 맑히면 존재이해 수

준을 한층 높일 수 있다. 

마르크스(marks, 1818~1883)는 역사발전을 선도하는 것이 생산력이라고 보았

다.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람이 생산도구를 다루는 기술을 숙달하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 효과적인 생산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결정적인 요소다. 성

능 좋은 생산도구를 개발하는 것의 핵심은 사람의 지식이다. 

붇ㄷ하는 존재를 이해하는 수준에 따라 삶의 태도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존재이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빤

냐-(pappa, 般若, 慧)다. 

빤냐-는 존재들이 서로 연관된 맥락, 연관, 인과 관계 등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빤냐-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존재들의 관계를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마음

공간에 삶의 노폐물이 적고 맑아야 하고, 어떤 존재들이 마음거울에 반영되더라

도 그것을 알아차림하는 싸띠기능이 좋아야 한다. 

마음공간을 오염시키는 노폐물이 아-싸봐(asava, 流漏)다. 마음오염원인 아-싸

봐를 제거해 맑고 아름답게 가꾸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수준을 높이는

출발점은 바로 알아차림 기능인 싸띠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싸띠가 존재이해와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다. 

18) 현상과 실재는 하나다(一體同觀分)

한문원문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有肉眼不 如是 世尊 如來 有肉眼 須菩提 於意

云何  如來有天眼不 如是 世尊  如來 有天眼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有慧

眼不 如是 世尊 如來 有慧眼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有法眼不 如是 世尊

如來 有法眼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有佛眼不 如是 世尊 如來 有佛眼 須

해석

붇ㄷ하는 미가다-야(migadaya, 鹿野園)에서 5ㅂ힉쿠(五比丘)들에게 수행을 지도

하고, 그곳에서 최초로 왓싸(vassa, 安居)를 마친 후, 자신을 포함해 아라한뜨가

61명이 되었을 때 전법선언(轉法宣言)으로 알려진 불교창립선언문을 발표한다. 

여기서 붇ㄷ하는 ‘많은 존재들의 이익과 번영, 자유와 행복을 위해 싸띠수행을

전하라’ 고 말한다. 불교교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수행으로 봉사하

는 것이 불교의 정체성이라고 규정한다.

금강경 3장 대승정종분(大乘正宗分)에서 ‘대승은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고 행

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라고 규정한다. 능가경은 진정한 대승은 대

승이란 이름조차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불교를 대승이자 선불교라고 즐겨 부른다. 그러나 이런 이름에 얽매이고

이름이 다르면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은 곤란하다. 

역대 어떤 조사들도 5가7종(五家七宗)을 사마외도라거나 그것에 따라 수행하

면 확철대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단지 오늘날 한국불교, 특히 조계종

일부 스님들만 5가7종 가운데 임제종(臨濟宗)을 제외하고는 사마외도로 규정한

다. 참으로 이름에 매몰되고 얽매였다. 

존재는 존재일 뿐이다. 어떤 존재는 자신이 답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어

떤 존재는 자신이 답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답을 가지고 있

는 경우도 있다. 

대개 일반물질은 자신이 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런 것들도 사람

이 필요에 의해 규정한 것이기는 해도, 특정한 존재의 무게, 모양, 색깔 등을 다른

존재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매기며 어

떤 용도로 사용할 지는 대개 인식하는 사람이 결정한다.   

전자가 존재론에 입각해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이라면 후자는 인식론에 입각해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특히 존재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는 인식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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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buddha said: subhuti, however many living beings there are in all

those buddha-lands, though they have manifold modes of mind, the Tathagata

understands them all. Wherefore? because the Tathagata teaches that all these

are not mind; they are merely called “mind”. subhuti, it is impossible to retain

past mind, impossible to hold on to present mind, and impossible to grasp

future mind.  

한글번역

ㅂ하가봐:

ㅂ하가봐가 물었다. 쑤ㅂ후-띠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따타-가따는 육안

(mamsa cakkhu, 肉眼)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쑤ㅂ후-띠:

쑤ㅂ후-띠가 대답했다. ㅂ하가봐시여! 따타-가따는 육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ㅂ하가봐:

쑤ㅂ후-띠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따타-가따는 천안(dibba cakkhu, 天眼)

을 가지고 있는가?  

쑤ㅂ후-띠:

쑤ㅂ후-띠가 대답했다. ㅂ하가봐시여! 따타-가따는 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ㅂ하가봐:

쑤ㅂ후-띠여! 너는 어떻게 생각은 하는가? 따타-가따는 혜안(pappa cakkhu, 慧

眼)을 가지고 있는가?  

菩提 於意云何 如恒河中 所有沙 佛說是沙不 如是 世尊 如來說是沙 須菩

提  於意云何  如一恒河中  所有沙 有如是沙等 恒河 是諸恒河所有沙數

佛世界 如是 寧爲多不 甚多 世尊 佛告須菩提  爾所國土中 所有衆生 若

干種心 如來悉知 何以故 如來說諸心 皆爲非心 是名爲心 所以者何 須菩

提  過去心不可得  現在心不可得 未來心不可得.

영어번역

Section 18. All Modes of mind are Really Only Mind 

subhuti, what do you think? does the Tathagata possess the human eye? 

Yes, World-honored One, he does. 

Well, do you think the Tathagata possesses the divine eye? 

Yes, World-honored One, he does. 

and do you think the Tathagata possesses the gnostic eye? 

Yes, World-honored One, he does. 

and do you think the Tathagata possesses the eye of transcendent wisdom? 

Yes, World-honored One, he does. 

and do you think the Tathagata possesses the buddha-eye of omniscience? 

Yes, World-honored One, he does. 

subhuti, what do you think? Concerning the sand-grains of the ganges, has

the buddha taught about them? 

Yes, World-honored One, the Tathagata has taught concerning these g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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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nges and there was a buddha-land for each sand-grain in all those ganges

rivers, would those buddha-lands be many? 

[subhuti replied]: many indeed, World-honored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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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ㅂ후-띠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간가- 강 모래알만큼 많은 간가- 강이 있

고, 또 그렇게 많은 간가- 강 모래알만큼 많은 불국토 세계가 있다면, 이와 같은

세계는 많다고 할 수 있겠는가?   

쑤ㅂ후-띠:

ㅂ하가봐시여! 그것은 매우 많습니다.

ㅂ하가봐:

붇ㄷ하가 쑤ㅂ후-띠에게 말했다. 이렇게 많은 불국토 가운데 살아가는 중생들이

일으키는 마음[citta dhara, 種心, 마음작용, 마음흐름]을 따타-가따는 모두 알고

있다. 왜냐하면 따타-가따가 설한 모든 마음은 마음이 아니다. 단지 그 이름이 마

음일 뿐이다.  그 이유는 과거마음도 취할 수 없고, 미래마음도 취할 수 없고, 현

재마음도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석 

중국문화권에서 즐겨 인용하는 구절이 ‘과거심불가득(過去心不可得) 현재심불

가득(現在心不可得) 미래심불가득(未來心不可得)’ 이다. 

이 구절은 덕산(德山, 782~865) 스님이 수행 길에서 만나 시골 노파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낑낑댄 것 때문에 잘 알려졌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근본경전인 중아함경(majjhima nikaya, 中阿含經)에 자주

등장하는 구절을 금강경을 창작한 사람이 패러디 한 것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알아차림해라’ 는 구절이 생략돼있음으로 인해 의미전달이 불명확하고 왜곡된

해석을 하게 된다. 이 구절이 중아함경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과거마음은 잡을 수 없고, 미래 마음 또한 잡을 수 없다. 오직 현재 마음거울

에 반영된 현상을 알아차림해라.’

쑤ㅂ후-띠:

쑤ㅂ후-띠가 대답했다. ㅂ하가봐시여! 따타-가따는 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ㅂ하가봐:

쑤ㅂ후-띠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따타-가따는 법안(dhamma cakkhu, 法

眼)을 가지고 있는가?  

쑤ㅂ후-띠:

쑤ㅂ후-띠가 대답했다. ㅂ하가봐시여! 따타-가따는 법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ㅂ하가봐:

쑤ㅂ후-띠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따타-가따는 불안(buddha cakkhu, 佛眼)

을 가지고 있는가?  

쑤ㅂ후-띠:

쑤ㅂ후-띠가 대답했다. ㅂ하가봐시여! 따타-가따는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ㅂ하가봐:

쑤ㅂ후-띠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냐? 간가-(gaoga, 恒河, 天堂來) 강 모래에

대해 내가 설한 적이 있었는가?   

쑤ㅂ후-띠:

ㅂ하가봐시여! 그렇습니다. 따타-가따는 간가- 강 모래에 대해 설한 적이 있었습

니다.

ㅂ하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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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경에서 제시하는 수행법이 싸띠수행이란 사실을 알면 과거심불가득 현재

심불가득 미래심불가득라면 어떻게 하나 답은 하나다. 들리면 들림, 보이면 보임

하고 알아차림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이아몬드처럼 맑고 투명한 지혜가 완성된

다(금강반냐바라밀).

마음속으로 떠나는 여행은 일반여행처럼 이정표를 표시할 수가 없다. 먼저 갔

다 온 수행자 경험에 의존해야 한다. 사정이 그렇다고 해도 어떤 형태로든 이정

표를 드러냈다. 다음도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붇ㄷ하이래 수행자들은 그것을

수행단계로 표시했다. 

붇ㄷ하는 범부와 성인의 2단계로 구분하거나 성인단계를 4단계나 8단계로 세분

하기도 했고, 범부를 6단계 성인을 한 단계로 구분하기도 했고 혹은 범부를 6단

계로 성인을 4단계나 8단계로 세분화하기도 했다.  

대승부는 10단계로 더욱 세분화했고, 현대 위빳싸나- 수행자들은 16단계로 세

분화 했다. 
금강경은 처음 수행을 시작해 아라한뜨 막가파라(arahant magga phala, 阿

羅漢 道果)를 성취하는 과정을 5단계로 구분해 설한다.  

이 장에서 말하는 육안(肉眼), 천안(天眼), 혜안(慧眼), 법안(法眼), 그리고 불안

(佛眼)은 단순히 눈을 의미하지 않고 싸띠수행을 통해 성취한 지혜수준과 수행단

계를 나타낸 용어다. 

근본경전에 따르면 육안은 일반적인 안목을 의미한다. 천안은 수행이 막가파

라에 이르는 2/5지점에 이르면 5신통(五神通)이 나오는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

에서 10종 통찰장애도 나온다.  

수행으로 통해 마음오염원도 어느 정도 제거된다. 지혜도 나오고 자비도 나오

지만 그 양이 얼마 되지 않아 금방 고갈된다. 그래서 대승부는 건혜지(乾慧地)라

고 했다. 또 환희심(pkti, 歡喜心)이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그 자극을 따라가면 옆

길로 새거나 실수하기 알맞다. 경전에서는 이 지점을 도비도(道非道) 갈림길이라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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붇ㄷ하 구분 대승부 구분 현대 
위빳싸-나
구분2/9단계

(근본경전)
7단계(부파부)

5단계

범

부

단

계

① 凡夫

金剛經

肉眼

天眼

慧眼

10단계
般若經 十地經

乾慧地 歡喜地

性地 離垢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① 乾慧智/歡喜地
② 心淸淨
③ 見淸淨
④ 度疑淸淨
⑤ 道非道智見淸淨
⑥ 行道智見淸淨

初禪
二禪
三禪
四禪
空無邊處
識無邊處
無所有處
非想非非想處

色心구분
因果구분
實在이해
生滅 앎
現像 앎
두려움 앎
괴로움 앎
혐오감 앎
解脫
返照
平等
適應
成熟

성

인

단

계

② 聖人

쏘따-빳띠 막가

쏘따-빳띠 파라

싸까다-가-미 막가

싸까다-가-미 파라

아나-가-미 막가

아나-가-미 파라

아라한뜨 막가

아라한뜨 파라
佛, 
緣覺, 獨覺

法眼

佛眼

14

15

16

17

⑦ 智見淸淨

쏘따-빳띠 막가

쏘따-빳띠 파라

싸까다-가-미 막가

싸까다-가-미 파라

아나-가-미 막가

아나-가-미 파라

아라한뜨 막가

아라한뜨 파라
佛, 
緣覺, 獨覺

八人地
쏘따-빳띠 막가

明地
쏘따-빳띠 막가

道
쏘따-빳띠 막가

見地
쏘따-빳띠 파라

焰地
쏘따-빳띠 파라

薄地
싸까다-가-미 
막가파라

難勝地
싸까다-가-미 
막가파라

싸까다-가-미 
막가파라

果
쏘따-빳띠 파라

廻光返照

離欲地
아나-가-미 
막가파라

現前地
아나-가-미 
막가파라

已作地 遠行地

아나-가-미 
막가파라

支佛 不動地
菩薩地 善慧地

佛地 法雲地

아라한뜨 

막가파라

佛, 

緣覺, 獨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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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안에 대한 정의는 없다. 아마 2/5지점~4/5지점 사이를 말하는 것 같다. 개인

생각으로는 4/5지점에서 나오는 우벡카(upekkha, 捨)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추

정한다. 

법안은 아라한뜨 막가파라를 제외한 쏘따-빳띠 막가파라(sotapatti magga

phala, 須多洹 道果), 싸까다-가-미 막가파라(sakadagami magga phala, 斯多含

道果), 아나-가-미 막가파라(anagami magga phala, 阿那含 道果)를 성취했을 때

인가하는 공식 멘트다.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누가 먼지가 없고 때가 없는 법안(法眼)을 얻었다. 그리하여 발생한 법(生法)

은 무엇이나 모두 소멸하는 법(滅法)이다.’

불안은 아라한뜨 막가파라를 성취한 것을 말한다. 대승부에서는 아라한뜨와

붇ㄷ하를 구분하지만 아라한뜨와 붇ㄷ하는 같은 단계다. 붇ㄷ하는 자신을 아라한뜨

라고 말했다. 경전에서는 아라한뜨 인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나의 태어남은 끝났다. 청정한 수행은 완성됐다. 해야할 일을 모두 마쳤다. 지

금 이 삶 이외의 다른 삶(윤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최초로 아라한뜨가 된 사람을 구분해 붇ㄷ하라고 한다. 또 다른 사람의 지도없

이 스스로 아라한뜨가 된 사람을 독각(獨覺) 혹은 연각(緣覺), 아라한뜨가 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수행지도하는 사람은 아라한뜨, 다른 사람에게 수행지도하지 않

고 은거하는 사람을 벽지불( )이라고 한다.<계속> 

1.

금속성 소리 쟁쟁 울리는

대낮의 낙동강은 은백색 뼛조각을 나른다

분명 뜨거운 피가 흐르다 응고하는 시점에

아픔의 무게도 떠오르리라

바다에 닿는 유골(遺骨)의 유영이여

2.

수목은 몸 부비며 상처를 달랜다

겹겹으로 쌓인 가슴앓이

모질게 견뎌온 바닥으로 깊어만 가고

화석이 된 사연들

바람 속에 잊혀져 갈 때

뜨거운 노래는 수의를 벗는다

3.

강바닥 긁던 손톱이

가시연꽃 가슴에 피를 쏟았다

수십 년 찔린 침묵의 날개로 펼친

울음 돋친 얼굴의 밀어(密語)

4.

어지로운 마음

굽이굽이 강마루 언덕길 힘겨울 때면

우르르 하늘 가르던 새떼

칼날의 부리를 털며

수만 창공의 높이가

한 올의 깃털로 물 위에 앉는다.

시 김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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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춘 지나자 봄이 한걸음에 달려

왔는지 정월 대보름달빛이 푸근하

다.

움츠렸던 몸 펴고 볕바른 언덕이

나 밭둑을 눈여겨보자. 남풍이 봄소

식 전하라고 깨워 놓은 봄까치꽃이

피어 있을 것이다. 봄까치꽃에게는

‘개불알풀’ 이라는 조금 우스꽝스

러운 이름도 있다. 두 개의 동그란

씨앗이 맞붙어 있는 모습을 보면 금

방 이름의 유래가 일깨워져서 웃음

머금어질 것이다. 또 땅을 비단처럼

덮고 있다 해서 땅비단이라는 고운

이름도 있다. 이 꽃 하나에도 보는

이 따라 다른 이름 지어 불렀으니,

반냐라마의 모과나무를 보리수라

부른들 ‘우리 마음이지 뭐’ 하는 배

짱이 생긴다. 

봄까치꽃의 줄기와 잎에 잔득 돋

아있는 털이 보온이라도 되는지 양

지바른 곳에서는 겨울에도 꽃이 핀

다. 봄까치꽃은 한해살이와 두해살

이가 있다. 한해살이는 봄에 돋은

새싹이라서 녹색이지만, 두해살이

는 살아온 세월만큼 시련도 많았던
글 수진행  사진 편집부

들.꽃.산.책

지 잎이 작고 두툼하며 색깔조차 멍든

듯 불그스름하다. 그러나 두해살이는 줄

기가 많으니 잎겨드랑이에서 올라온 청

보라빛꽃이 한층 탐스럽다. 봄까치꽃은

통꽃인데 끝이 4개로 갈라져 있다. 위쪽

꽃잎 3개는 동그스름하지만 독특하게도

밑에 있는 꽃잎은 갸름한 타원형이다.

하얀 꽃 속에는 작은 암술 1개와 2개의

수술이 있고, 수술대 끝에는 꽃가루를

만드는 주머니 모양의 꽃밥이 달려있다.

꽃가루가 익으면 꽃밥이 저절로 터져 꽃

가루가 암술머리위로 쏟아진다. 꽃가루

받이를 도와줄 곤충이 마땅치 않을때를

대비해서 스스로 수분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셈이다. 또 곤충이 가루받이

를 못해주면 신기하게도 수술이 서둘러

시들어 꼬부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암술

머리에 꽃가루받이를 하게 된다. 말하자

면 제꽃가루받이(자가 수분)을 하는데,

수술의 꽃밥이 암술을 향해 기울어져있

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토록 작은 생명

도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지혜를 갈고

닦은 것이다. 더욱이 꽃잎에 있는 짙은

보라색 줄무늬는 곤충이 암술에 쉽게 이

를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미끄럼

틀 역할을 한다니! 

어떤 생명도 업신여겨서는 안되겠다

는 자각이 된다.

이른 봄에 돋는 풀들은 키가 작은지라

옆으로 영역을 넓혀 많은 햇살을 받기

위해 보이지 않는 투쟁을 한다. 어릴적

나물바구니를 가득 채워주었던 벼룩나

물이나 별꽃나물들도 이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생명들이다. 

봄까치꽃은 여름에도 흔하게 볼 수 있

다. 이 때 피는 꽃은 선봄까치꽃(선개불

알풀)이 많다. 납작하게 엎드려 살아왔

던 녀석들이 여름이면 키 큰 이웃과 힘

겨운 싸움을 하게 된다.

하지만 어쩌랴 살아가는일이 도통 만

만치 않은것을.

점점 사람살이가 어렵다고들 하니, 발

밑 잘 살피며 살아가야 할까 보다.

봄까치꽃의 꽃말이 기쁜 소식이다. 

이 봄 모든이의 가슴에 기쁜 소식 들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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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까치꽃
개불알꽃

봄까치꽃의 
꽃말이 
기쁜 소식이다. 
이 봄 
모든이의 가슴에 
기쁜 소식 들길.



멋있는 딸이 결혼했는데 

반찬을 어떻게 만드느냐고 

자주 전화를 하자, 

한국 반찬 별것 없다. 

된장, 간장, 고추장 적당히 넣고 

간 맞추고 먹으면 된다고 했단다.

수행에 별 것 없다.

그냥 보이면 

들리면 들림

생각나면 망상하고

알아차리면 된다. 

그게 전부다. 

뭔가 특별한  

비전이나 절기가 있을 것 같지만

그런 것은 없다.  

수행격언

글•그림 이정민 
minmine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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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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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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권의 책은 불교와 수행 그리고 당신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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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의 진화와 과학의 발달로 오늘

을 사는 우리는 더 맛있는 음식을 먹으

며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안락한

주거환경 속에 더 풍부한 자유를 누리

고 있지만 실제의 삶은 행복해 하는 것

보다 불행을 호소하는 비율이 더 커지

고 있다. 많은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종교인 등 인간 행복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이론

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방

법을 각자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의 정

교한 실험과 이론을 바탕에 둔 이런 충

고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고통은 사라

지지 않고 오히려 급속도로 증가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우울

증 발병률과 이를 치료하는데 드는 비

용이 세상 전체 질병 중 4위를 차지하

고 있다고 하며 2020년까지는 이것이

2대 질병에 들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

다. 성인 열 명 중 한 명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임상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다

섯 명 중의 한 명은 생애 중 어느 한 시

기에 우울증을 겪고 성인 네 명 중 한

명은 생애 한번은 약물이나 알콜 중독

으로 고통 받는다고 한다. 

과거 2세기 동안 인간 평균 수명은

두 배 이상 늘어났지만 삶의 풍요와 성

취감은 오히려 감퇴되었다는 보고가

더 많다. 인간이 이 지구상에 나타난

후 지식을 습득하는 인간의 정신적 부

분은 눈부시게 발달하였지만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수 있도

록 진화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

음을 편히 해 주는 기구 하나 제대로

발명하지 못한 실정이다. 과거부터 오

랫동안 위험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인간의 마음은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

로 방어적으로 또한 공격적으로 진화

한 것이다. 마음은 현실에서 우리가 겪

게 되는 모든 것을 거의 본능적으로 사

전에 평가하고 판단한다. 직장에서 잘

행복한 삶을 위한 안내서

행복에 관한 오해
慧藏 장준현
SaTIMaSTER
서울 반냐라마 대표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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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을 잘 이해하려면 그가 생존했었던 시대의 사유체계인 그 당시 언

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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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잡이가 될 것이다.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이룬 후 이씨빠다나 미가다-야

(鹿野園)에서 최초로 수행을 지도하고 3개월의 왓싸(安居)를 지내고, 불교창립

선언문(傳法宣言)을 발표한 시기까지의 약 6개월간 말씀한 내용이 담겨있다.

6개월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부처님은 이때 5ㅂ힉쿠들에게 수행을

지도한 내용을 가지고 이후 45년 동안 그것을 하나씩 풀어서 설법하고 수행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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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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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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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 작은 책 한 권이면 불교의 각종 통과 의식과 기

본예절을 어려움 없이 스스로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반냐라마 책소개]

•••••

•••••

부처님 최초의 말씀
붇ㄷ하빠-라 | 174쪽

법요집
붇ㄷ하빠-라 | 310쪽



고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주입하기를 주

문한다. 그러나 그것이 연습도 하지 않

고, 내 마음을 속여가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로 인하여 기분

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등

온갖 희로애락의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

자신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하나의 환상일 뿐이

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

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 이

것들의 공통점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서 우리 마음 속의 무언가를 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물질세계

를 통제하는 데는 그럭저럭 성공해 왔지

만 인간 내면은 생각보다 아주 복잡한 메

커니즘으로 작동하여 생각과 기억, 감정,

욕구, 심상과 신체적인 기분을 통제하는

기법은 잘 먹혀 들지 않는다.

통상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일어

나면 가능한 빨리 그런 감정을 줄이거나

제거하려고 한다. 감성을 분석하고 관련

책이나 강의에서 배운 지식을 이용하여

내가 싫어하는 생각과 감정에 대해 생각

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것들을 억제하려

고 노력한다. 불쾌한 감정을 피하거나 없

애려고 애쓰는 강제적 통제 기법은 적당

히 사용하거나 가치를 두는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사용하면 크

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과도하게

사용할 때, 핵심 가치에 방해가 되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에 사용할 때는 불행을

야기하게 된다. 즉, 이런 감정들을 처리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다.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내버

려두는 것이다. 내가 싫어하는 생각과 감

정을 억제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생겼다가 사라지도록 내버려둔다. 일어

나고 사라지는 자연의 현상을 체험하고

연습함으로써 그런 감정들을 자연스러운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서 이야기 한 행복의

함정에서 빠져 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인

자각수준을 높일 수 있다. 불쾌한 생각과

감정을 피하거나 변화시키거나 없애기

위해, 우리 생활에서 날마다 하고 있는

아주 사소한 일도 깨닫도록 연습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행위 다음의 결과를 마

음으로 살펴보는 연습을 하여야 한다. 

다음 호부터 사띠 수행 방법을 실생활

에 이용하여 자각수준을 높여 행복의 함

정에서 빠져 나오는, 그럼으로써 행복에

젖어 드는 기법을 배워보도록 하겠다.

리지 않을까? 거절당하지 않을까? 화나

게 하지 않을까? 병에 걸리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수많은 일상의

걱정거리에 우리 마음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리의

이상형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으며 실

재의 자신을 불가능한 기준과 비교하면

서 살아간다. 학자들은 이것도 진화 과

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옆집보다

더 큰 차를 가질 수가 없는 현실이 너무

괴로운 것이다. 

현실적으로 삶에는 고통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을 피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누

구나 고통스러운 생각과 감정을 경험하

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도 이런 것들을 피할 수는 없으나 그런

고통을 잘 다루는 법을 배울 수는 있다

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는 매

일 선원에서 고통 다루는 연습을 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길 바라며 행복

을 얻으려고 애 쓴다. 행복에 관한 정의

는 매우 다양한지만 우리는 여기서 마음

과 관련된 부분만 이야기 하겠다. 즉, 행

복은 느낌에 관한 말이지만 다른 감정과

마찬가지로 행복한 느낌은 지속되지 않

는다는 것이 문제다. 행복을 움켜쥐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매번 빠져나가 버린

다. 즐거운 느낌을 추구할수록 우울증과

정서불안과 강박감으로 오히려 고통에

빠지기 쉬워진다. 행복의 또 한가지 의

미는 풍요롭고 뭔가 의미 있고 만족스런

삶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할 때, 혹은 자

신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 곳

으로 인생의 방향을 돌릴 때, 살아가면

서 지키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하고 그

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풍요롭고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삶 자체가 온전히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이에 반하여 행복

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에 대해 알아보

자.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은, 행복하지

않은 상태는 무엇인가 덜 채워졌거나 결

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오해이다.

그러나 건강한 인간은 정상적인 사고과

정에서 자연히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

게 되어있다. 그것이 정신 진화의 과정

이기도 하다. 또한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의 어떤 부정적인 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오판이다. 특히 처세술이나 일부

심리학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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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중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도 알아차림만 할 것. 이것이 싸띠수행 만고

불변의 규칙입니다. 

수행이 끝나고 난 후, 필요한 것은 사유시간을 갖고 이전에 경험했던 것을 찬찬히 되새겨

도 됩니다. 이것이 택법(擇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배 움직임을 알아차림하는 수행중에

방해현상을 분석하거나 사유하는 것은 노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또 수행은 분석으로 존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분석으로 존재를 이해하는 것은 지식이

라고 합니다. 수행은 직관으로 존재의 실재를 통찰하는 훈련입니다. 따라서 수행중에 나타

나는 어떤 현상이라도 분석하거나 사유해서 이해하는 것은 금기사항입니다.  

싸띠수행과 싸마-타 수행의 차이점은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싸띠수행은 배나 발과 같이 정해진 기준점을 알아차림하면서 개입해 들어오는 방해현상도

동시에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 포커스를 기준점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

은 것을 볼 수 있고 깊이있게 볼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실재를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열

립니다.  

싸마-타 수행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도 무시하고 기준점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차

알아차림이 흐려지고 혼침에 빠지게 됩니다. 

이 둘은 비슷한 것 같지만 기술을 사용할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나빠나 싸띠 경을

보면 싸띠기술을 어떻게 걸라고 자세히 규정해 놓았는데, 위에서 제가 설명한 대로 기술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원체 미묘한 기술이라 실제로 이 기술을 사용해보지 않으면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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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좌선할 때, 스님 지도대로 어떤 망상이 일어나더라도 일단 무시하고, 무조건

배로 돌아가 알아차림하는 수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씩은 꼭 수행하

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행으로 알게된 지혜, 예를 들어 “행위전에는 항상 의도가 먼저 일어난

다.”라는 생각도 망상으로 처리해 무시하고, 무조건 다시 배로 돌아가 배 움직임을

알아차림해야 하는지요?

부처님이 12연기를 깨달은 것은, 그런 법에 대한 관찰이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이라

고 감히 추측해봅니다. 그런데, 몸(배의 움직임)에 대해서만 관찰한다면 법 관찰에

는 이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 됩니다. 아니면, 깊은 생각없이도 몸에 대해서

만 알아차림해도 자연스럽게 3법인과 12연기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인가요?  3법인

과 12연기도 개념으로 이뤄졌는데, 그런 연결고리를 사유하지 않고 깨달을 수 있는

지요? 

저의 생각으로는, 초보자는 어떠한 생각이라도(스스로 지혜라고 생각되는 것조차도)

가급적 무시하고 배로 다시 돌아가 배 움직임에 집중하는 것이 좋고, 나중에 충분

히 싸띠가 강해져 수행이 익숙해지면 지혜라 여겨지는 생각에도 알아차림해 3법인

과 12연기를 스스로 깨닫는 방식이 좋을 듯한테... 그러한 저의 생각이 타당한 생각

인지요?

좌충우돌 수행 초보인 저에게, 스님의 맑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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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기획 관리하고, 서

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홍보하고 기금

을 모으며, 서울복지재단이 집행하는 3

자 협동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서울복지

재단은 2008년 100가구를 상대로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사업 도중 단지 2

가구만이 탈락했다. 이 사업은 반드시 일

을 해서 번 돈으로 적립금을 넣어야 하는

데 안타깝게도 건강이 좋지 않아 실직한

2가구가 포기한 것이다. 

희망통장에 참가한 분의 이야기를 들

어보자. “70만원 정도의 임금으로 간병

일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기 너무 힘들

어 세상을 비관했다. 2만원 청약통장 불

입도 미루어 왔던 내가 희망통장을 알고

나서 다달이 20만원을 저축하고 눈덩이

처럼 불어가는 희망 보따리 생각에 3년

후 미래를 손꼽아 기다린다”

시범사업 100가구 중 여성이 80% 정

도를 차지하고 한 부모 가정이 60%라고

한다. 그만큼 어렵게 사는 여성이 많다는

자료일 수 있지만 여성의 자활의지가 더

강하다는 징표일수도 있다. 서울복지재

단은 이들의 빈곤탈출을 위한 재무관리

도도와준다. 희망통장은 1993년 미국 아

이오와주에서 처음 도입했고 정부 보조

금과 기업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

국과 캐나다, 대만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

다.

지방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와

같은 복지사업에 80%의 국고보조를 받

는데 비해 서울시는 재정이 낫다는 이유

로 50%의 보조를 받아 재정 압박을 더

받는다. 그런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그 동

안 서울시는 독자적인 복지 사업을 많이

벌이지 않았다. 

한국에서 새로운 복지 모델을 정착시

키려면 1) 적절한 복지 이론 2) 이론에 따

른 적절한 모델 3) 모델을 운영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 사회복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았

지만 효과적인 모델 개발은 많지 많았다.

진심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복

지모델인 희망통장 사업이 좋은 성과를

내기 바란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와

부산과 경남을 비롯한 자치단체에도 이

사업이 많이 퍼져가기를 바란다. 복지사

업에도 긍정의 힘, 희망의 힘이 필요하

다.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내려가는 건 어렵지 않다. 경기가 최악

이니 고용 상황은 살얼음판이다. 실직하

고 병이라도 걸리면 있는 재산은 쉽게

까먹는다. 이처럼 빈곤층으로 가는 길은

넓고 크다. 실증조사도 이런 현실을 뒷

받침한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산층 가구의 비중은 지난 1996년

68.5%에서 2006년에는 58.5%로 떨어

졌고 빈곤층은 11.3%에서 17.9%로 증가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반면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올라가

는 길은 좁고 험하다. 만약 여러분이 갑

자기 빈곤층으로 추락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

은 일회성 급여 형태가 많아 빈곤탈출을

돕는데 한계가 있다. 서울복지재단이

2008년 7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

소득층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하니 90%

이상이 앞으로 계속 생활형편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울시의 기초생활수급자는 21만 명,

차상위계층은 인구의 5%를 차지한다.

서울시 복지 예산은 3조가 넘고 서울시

전체 예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복지 서비스 체감

도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2009년 서울시는 저소득층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서울 희망플러스 통

장’ 제도를 운영한다. 서울시가 처음 도

입하는 제도다. 일을 하는 저소득가구가

매달 일정액을 적립하면 서울시가 본인

이 모은 금액만큼 돈을 함께 적립해 2~3

년 후에 주는 제도이다. 즉 1 : 1 매칭사

업이다. 적립금은 매달 20만원까지 가능

하고 2009년에 30억 정도를 투입해서

1,5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지

원예산의 60% 정도는 기업과 민간후원

[ 세상사는 이야기 하나 ]

법안 정광모 
희망제작소 연구원

새로운 복지, 
서울시 희망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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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과 향이 풋풋하고 쌉쌀한 봄나물

을 많이 먹으면 병의 저항력은 물론이

고 천하장사도 못 이긴다는 춘곤증도

몰아 낼 수 있나니. 

식구들 건강 살뜰히 챙기고 살림 면

경알 같이 빛나게 사는 소박한 내 이웃

여인들은 봄바람도 쐬고 나물도 캐는

이 일석이조의 행사를 손꼽아 기다렸

다. 

매화꽃이 구름처럼 피어나고 색색깔

의 꽃들이 산하를 수놓는 눈부신 봄날,

저마다 칼 한 자루씩 들고 우리는 밭

언덕과 풀밭을 누볐다. 

모여 앉아 도란거리며 쑥을 뜯고 괜

한 해방감과 춘정에 키들대며 여러 가

지 나물을 캤다.

“이것 먹는 것 맞나?”

도시에서 나고 자란 윗집 수민 엄마

는 산골에서 자란 재영 엄마에게 연신

묻는다. 몇 번을 들어도 그게 그것 같

아 헷갈리고 어렵단다.

식물도감 보고 열심히 공부했을지라

도 나물 캐서 먹고 자란 사람보다 잘

알지는 못하는 법.  

책이 아닌, 삶에서 배운 공부야말로

가장 온전한 공부임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산속에서 길을 잃어 몇 날 며칠

이 되어도 시골아이는 생존해 있는 이

유가 거기 있다. 

제법 불룩해진 나물 봉지를 보자 놀

이 한 가지가 생각났다.

“우리 나물 따먹기 할래?” 

“나물 따먹기? 그게 뭔데?” 

땅바닥에 칼 던져 똑바로 꽂히면 다

른 사람의 나물을 따먹는 놀이라고 하

니 모두들 안 한다고 도리질이다. 

물어가며 캔 나물 그나마도 잃을 것

같았나보다.

점심 때가 되어 가져온 도시락을 풀

었다.  

풀밭에 앉아 밥 한 술 떠서 “고시

래!” 하고는 햇살과 바람 섞어 먹는 밥

맛이 꿀맛이었다. 

“나물 캐는 처녀는 많은데 소 모는

목동 하나 안 보이는 게 영 아쉽네.” 

한 사람의 말에 모두 와르르 웃었다. 

즐거운 웃음소리가 봄 하늘로 울려

퍼졌다. 

대지와 나뭇가지에서 무언가 일제히

밀고 나오는 함성이 환청처럼 들리더

니, 어느새 어떤 나뭇가지는 발그레해

지고 또 어떤 나무는 파르스름해졌다. 

봄이 와서 강둑과 밭 언덕에 초록빛

이 짙어 가면 이웃들과 하는 연례행사

하나가 있다. 

앞집 윗집 여인들끼리 어울려 도시

락 싸서 나물 캐러 가는 일이다. 

해마다 낙동강 줄기의 물금이나 삼

랑진 쪽으로 나물을 캐러 가곤 했는데

올해는 청도 쪽으로 갔다. 

집안에만 있던 옛 여인들의 봄철 풍

류놀이인 ‘화전놀이’에 비견하여 나는

이걸 ‘나물놀이’라 부른다. 

악착같이 일하며 살기보다 풍경이나

계절과 노니닥거리며 사는 삶을 즐기

는 내게 이 나물놀이는 이름은 놀이지

만 사실은 아주 생산적인 놀이다. 

어린 시절, 정월 대보름 즈음부터 소

쿠리 들고 동무들과 어울려 나물 캐러

가는 내 등 뒤에서 할아버지는 말씀하

셨다.

“야야, 푸른 것은 다 캐 오너라이.” 

추운 겨울 지나고 봄에 나는 어린 풀

은 어느 것이나 약이 된다고 한다.

비타민과 미네랄, 칼슘, 칼륨 같은

영양소가 고루 들어 있어 최고의 건강

식품이라는 봄나물 냉이, 달래, 씀바

귀, 쑥, 꽃다지, 돌미나리……. 

아작! 봄이 씹힌다

[ 세상사는 이야기 둘 ]

무구연
charm3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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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상태-WELLNESS’라는 것이

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천당과 지옥 얘

기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

답니다.

도착하자마자 하루에 한 번 하는 식

사 시간이라는 방송이 들려서 식당으

로 갔는데, 한쪽 문에는 ‘지옥식당’,

다른 쪽에는 ‘천당식당’이라고 적힌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먼저 지옥식당으로 들어가 보았습니

다. 

긴 식탁에 먹음직스러운 음식과 팔

보다 긴 수저가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마주보고 앉아 있었는데 벽에 ‘반드시

수저를 사용해서 먹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긴 수저를 사용해서 자기 앞에 놓인

음식을 먹다 보니 아무리 애를 써도 입

에 들어가는 것보다 흘리는 게 더 많아

서 식당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수라장

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천당식당은

너무 조용해서 들어가 보았더니 거기

도 똑같이 긴 식탁에 좋은 음식, 긴 수

저가 놓여 있었고 같은 규칙이 적혀 있

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그곳 사람들은 마

주보고 앉아서 상대방의 음식을 서로

먹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상대가 원하는 대로 먹여주며 자신도

배불리 먹고 농담까지 나누며 즐겁게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얼른 지옥식당으

로 돌아가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방법

이 있다고 얘기하려 해도 배는 고픈데

먹지 못해 너무 화가 난 사람들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고 식

사 시간이 끝날까 봐 초조해진 사람들

은 더 아귀처럼 변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해 보여 소리 내

어 울다가 그만 꿈에서 깨어났다고 합

니다!

1. 

최근에 재미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한 의대 교수가 자신의 요

가 스승(스와미, swami)에게

illness(병 든 상태)와 wellness(건강한

상태)의 차이가 뭐냐고물었더니 스와

미가 칠판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ILLNESS= I(나) + LLNESS 

WELLNESS= WE(우리, 공동체) +

LLNESS

그리고 ‘ILLNESS와 WELLNESS

의 차이는 I와 WE의 차이다’라고 말

했답니다.

자신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돼 있다고

느끼며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

만을 추구하는 마음이 ‘병 든 상태-

ILLNESS’고, 자신과 세상은 관계 맺

고 연결돼 있다고 느끼며 공익을 추구

하고 공존의 룰을 지키려는 마음이

꿈 이야기

[ 세상사는 이야기 셋 ]

智愚
pinebitter@hanmail.net



쏙 들어서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와우! 하느님 개xx, 아

들은 잘 있어요? 언제 한번 안 온대?

아직도 지난번 일 때문에 사이가 안 좋

아요? ” 하고 물었더니 “절대로 안 내

려간대. 그 말만 꺼내면 2천년 된 기억

이 떠오르는지 꼬리를 흔들며 도망가

버려. ‘천당은 저 멀리 있는 것도, 기다

린다고 오는 것도 아니다. 지금-바로-

여기에 펼쳐져 있는데 너희가 무지와

탐욕 때문에 눈이 멀어 보지 않을 뿐이

다. 거짓을 말하는 간교한 자들에게 속

지 말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황금률(공

존의 룰)을 지키며 서로 사랑해라.’ 

이 말밖에 별로 할 게 없는데 지난번

에 내려가서 그 말 하다가 일이 꼬여서

그 지경이 되었으니......, 어이구, 할

수 없쥐! ” 하는 말을 듣고 어찌나 우스

운지 

“멋쟁이 하느님 개xx, 아들 반냐라

마로 한번 보내요. 기억 정화하는 데는

싸띠수행이 최고인 거 알쥐? ” 라고 말

하며 유쾌하게 웃다가 “어, 이 사람이

자면서도 웃네.” 하는 소리에 그만 꿈

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3. 

“수행한 사람이나 수행하지 않은 사

람이나 똑같이 괴로운 상황을 만납니

다. 그런데 전자는 지혜와 자비로, 후

자는 분노, 질투, 증오로 마음을 채우

는 것이 차이입니다....... 

다른 이들의 수행을 지도하려면 먼

저 자신이 등골 빠지게 수행해야 합니

다.”

성찬 스님 말씀을 되새기면서, 2009

년! 봄!

등골이 빠지면서 환골하는 행복한

꿈을 꿔 봅니다.

아니, 어쩌면 등골 빠지는 소리에 정

말로 꿈에서 깨어날는지도.......

2. 

언젠가부터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라고 외치며 여기저기서 소란을 피우

던 이상한 집단이 급기야 우리나라를

자신들이 믿는 하나(느)님에게 바치려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민중의 삶에 뿌리내린

전통 종교가 있는 다종교사회에서 타

종교인을 배려한다든지 공존의 룰을

지킨다든지 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간다며 광분하는 모습이 이야기

속의 지옥식당을 떠오르게 합니다.

‘화씨 9/11’ 로 유명한 미국의 영화

감독이자 작가인 마이클 무어가  2003

년에 쓴 ‘dude, where’s my

country?’라는 책에 God, 하느님이

등장합니다.

왜냐면 Bush라는 인간이 너무 자기

이름을 팔고 다녀서 열 받아서 나왔다

는 거였습니다. 

자기는 할 말 있으면 대리자 통해서

말하지 않고 직접 와서 하든지 아들 시

킨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전에 한번 갔다 오더

니 절대로 다시는 안 간다고 해서 그

일 때문에 아들과 관계가 좀 안 좋아졌

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발 ‘God

bless America’라는 말 좀 하지 말라

고 합니다. 자기는 편애 같은 것 절대

로 안 한다면서요. 

그런데 그 God, 하느님이 제게 나타

났답니다! 

왜냐면 Bush는 좀 잠잠해졌는데 얼

마 전부터 MB라는 인간이 자기 이름

을 마구 팔고 다니더니 작년부터는 나

라를 통째로 바치겠다는 둥 해서 도저

히 못 참고 왔다면서 ‘God bless

Korea’라는 말까지 들으면 정신병 걸

릴 것 같다고 했어요. 

자기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말고

애지중지 길러준 진짜 아버지한테나

잘 하라고 하기에 그럼 어머니라고 부

르냐고 했더니 “내가 널 낳았니? 웽

니?”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God, 하느

님을 dog, 개xx라고 부른 게 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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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나지 못하는 영겁회귀의 막장에서.

누천년 지리멸렬한 역사와 환멸의 반복.

그러나 자유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다. 시작하고 또 일어서 시작하

고, Again &  Again, 에고의 동굴을 막

고 부수고, 붓다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

고 다시 시작하고 갱신·생성되는, 자유

가 항상 앞서왔다.

평화는? 한갓 무통 무관심의 자기만의

웰빙 군도에서 나르시 시즘(narcissism)

의 헛 껍데기를 벗어던질 때, 자기(self)

와 자아(ego)없는, 오직 있는 그대로

너-나만 붉은 벌거숭이로  기뻐하는, 종

교도 사상도, 노벨평화상 따위도 없는,

공(空)이 평화다. 

이제 우리, 그들에게 추모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서자고 말합시다.

그리고 그 너머, 더 넘어서 다시 시작하

자라고 놋주발 때리는 소리로, 소리의

쨍쨍 몸 울림으로 말합시다. 파국과 사

태와 함께 우리 같이 일어나자고, 그러

자고. 

식민과 가난의 삶 넘어, 그 죽음과 두

려움 넘어 너와 나 사이에 텅 비어 있는

거기에 우리는 형제이며, 알고 보면 내

가 너를 낳았고 너가 나를 길렀고, 그렇

게 우리는 잃어버린 예감으로 처음 손잡

는 떨리는 시작으로, 평화는 그렇듯 아

주 오래전 우리 태내 적에 하나의 평화

였다고 말합시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들 사랑과 증오가

사라진다 해도 저 소외와 자폐의 유리창

밖, 자유와 평화의 촛불이 타고 있을까,

어둔 바람 앞에서 조용히 제 몸 달구고

있을까. 괴로움에서 깨어나기까지 길은

또 얼마나 멀고, 밤은 얼마나 어두워야

밤이 되는 것일까. 

그러니 지금 오늘은 밤이기에 수행자

는 괴로워라. 그것이 삶의 인과속에서

밤길을 열어가는 수행이다. 별 없는 시

대, 캄한 밤을 가사삼아 들쳐업고 가는,

밤길 가는 수행자는 오늘 괴로워 하자. 

팔레스타인과 용산이여, 죽은 자, 산

자 추모의 눈물 거두고 일어섭시다. 다

시 그리고 먼  미래에도 또 다시 시작합

시다. 창백한 국화 한 송이 대신에 새 봄

꽃사태이듯 일어나는 붉은 진달래 꺽어

바칩니다. 나는.

자비와 평화의 불교도의 한 사람으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분리 장벽에 가

축처럼 갖힌 채, 이스라엘 시오니스트들

의 제노사이드(genocide)로 찢겨지고 바

스라진 1400 주검 앞에서 빈 주먹을 들

어 보이며 나는...... 

대한민국 서울, 용산 뉴타운 재개발,

제 삶의 힘겨운 터전에서 지 나라 공화국

권력에 의해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t)

당한 망루에서 작은 공을 쏘다, 화염 속

에 분리 철거된 그 난쟁이들의 육신은 지

금 찾을 길조차 없다. 이 겨울 밤 또한 나

는 노여워 빈주먹으로 제 가슴을 칠 뿐이

다. 봄이 온다는데....... 인간의 양심은

그 어디 썩어문드러진 욕망이 되었길래

이 봄이 와도 싹수도 보이질 않는가 발만

굴러라. 

산다는 게 무언가. 영원히 고통과 손잡

고 함께 죽음으로 돌아갈 뿐인가. 그 뿐

인가. 존재는 오직 고통의 형식에 감금된

채, 정 조준된 탄환의 사정거리, 팔레스

타인 가자지구에서 살아가듯, 아니면 용

산 제 4지역의 게토(ghetto)에 수용, 이

세상 마지막 외마디조차 달라붙은 불꽃

이 삼켜버리듯, 한 평생 손들고 엎디었다

결국 처마 끝 빗방울 제 몸 으깨며 붕괴

하며 사라지듯 사람도 그 뿐인가. 사람

아, 비록 그렇다 체념하고 홀로 벼랑끝에

선다 해도 혹시라도 한번쯤이나마 뒤돌

아보는 양심의 그림자 따위는 없는 걸까.

이 작은 오목 가슴 한 복판에서 산다는

양심의 새 이파리는 이미 까맣게 타버렸

나. 살아서 이 양심의 불덩이 한 점 그어

대는 일이 이리 어려운가. 

고통보다 더한 고통은 괴로움이다. 기

쁨보다 더한 기쁨은 각성이다.

모든 괴로움은 소외와 자폐에서 시작

한다. 모든 각성은 자유와 평화가 만든

다.

소외는? 자기(self)의 에고(ego)로 추

방당한 것이다. 그러면 자폐는? 에고의

동굴을 파기  시작한다. 동굴을 파먹고

살지 않으면 안 될 수형자다. 죽어서도

팔레스타인, 용산

반냐를 읽는 새벽 

벽안 이상규
SaTI MaSTER, CLEaNMINd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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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중국의 어린이, 극동의 한국 어

린이들까지 모두 유니세프의 도움을

받았다. 

●가정과 지역사회의 능력 개발

유니세프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어린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각 가정과 지

역사회가 스스로의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주며 어린이들의 보호자와 지역사

회 주민들을 훈련시켜 식수 제공을 위

한 펌프나 우물을 관리하도록 하는 한

편, 어린이의 영양과 질병관리를 가정

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업동반자와의 긴밀한 협력

유니세프는 각 개발도상국에서 그

나라 정부 및 유엔기구, 인도주의적인

비정부기구들과 협력하여 활동하고 있

다. 각 분야의 사업동반자와 공동으로

일함으로써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

는 어린이와 여성에게 더 빠르고 효율

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된다

●지속 가능한 인류의 발전 지향

유니세프는 인류의 발전이 어린이가

어떻게 보호받고 자라나는가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지구촌이라는 세계공

동체는 어린이의 건강과 교육, 평등,

보호를 위해 인도주의를 실천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유니세프는 국제사

회와 각 나라가 정책을 세우고 재원을

사용함에 있어 어린이를 가장 먼저 고

려하도록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유니세프가 하는일

유니세프는 전세계 개발도상국에서

해당국 정부 및 다른 인도주의적 기구

와 협력하여 어린이의 생존, 보호, 발

달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중점 사업분야는 영양, 보건, 식수/

위생환경, 기초교육, 어린이보호, 긴급

구호 등이다. 또한 유니세프는 어린이

를 위한 2006~2009년 중장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영양개선을 위한 유니세프 활동

어린이와 여성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유니세프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다양한 영양관련사업을 펼치고 있

다.

안정적인 영양공급, 어린이성장상태

조사,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량이 강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며, 정

1. 유니세프 단체란?

국제연합아동기금(國際聯合兒童基

金,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은 1946년 12월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라 전쟁 피해 아동과 청소년

들의 구호를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원

래 이름은 국제연합국제아동긴급기금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이었

으나 1953년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다.

예전 이름의 약자인 유니세프

(UNICEF)로 널리 알려져 있다. 유니

세프는 144개 가난한 국가의 굶주리는

어린이를 위해 활동한다. 긴급 구호,

영양, 예방 접종, 식수 문제 및 환경 개

선, 기초 교육 등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어린이와 어머니

를 돕기 위한 기구로 1965년 노벨평화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유니세프의 정신과 이념 -

●차별없는 구호의 정신

유니세프의 설립정신은 국적과 인

종, 이념, 종교, 성별 등과 상관없이 도

움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가 있는 곳이

면 어디든지 달려가 도움의 손길을 전

하는 ‘차별 없는 구호’ 이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2차 대전의 패전국들과

유니세프unICEf

NGO단체소개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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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협력해 어린이의 생존과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에 지역사회가 적극적으

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현재

실행중인 대표적인 지역사회 기반의

프로그램으로는 남부 인도의 타밀 나

두 종합영양프로그램(Tamil Nadu

Integrated Nutrition programme),

탄자니아의 이링가프로그램(Iringa

Programme) 등이 있으며 태국, 캄보

디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네시

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우간다, 케

냐, 마다가스카르, 가나, 니제르, 오만,

브라질 등의 나라에서도 비슷한 프로

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그밖에도 모유

지원사업, 필수 미량영양소 공급, 에이

즈 감염자를 위한 활동, 긴급구호지역

에서의 영양사업을 펼치고 있다.

●어린이 보건증진을 위한 유니세프활동

어린이의 건강을 개선하는 일은 유

니세프의 중요한 임무이다. 건강한 어

린이는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나 자신

과 가족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나라의

상황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유니세프

는 예방접종과 구강수분보충염, 미량

영양소 공급 등을 통해 어린이 건강을

개선하고 있다. 

●식수/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유니세프 활

동

1966년 인도의 심각한 가뭄 지원을

위해 식수/위생 프로그램을 시작해 현

재 90여 개국 이상에서 식수/위생 프

로그램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는 각 나라의 정부, 지역사회와 함께

우물과 수동식펌프 등의 식수시설을

설치하고 식수정책을 개발하도록 지원

하는 한편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사회가 스스로 식수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유니세프는 국적과 인종, 이념, 종

교, 성별 등과 상관없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차별

없는 구호’ 정신으로 전세계 모든 어

린이가 질병과 기아의 고통에서 벗어

나 행복해 지는 그날까지 도움의 손길

을 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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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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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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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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2월 첫주부터 시작합니다!!

SATI PHOTO REAdING 싸띠포토리딩
싸띠수행을 기반으로 한 세계최고의 정속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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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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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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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선원 영구 방부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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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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연말결산

반냐라마 자산현황 반냐라마 부채현황

2,820,000,000 1,166,808,150

적요 금액 적요 금액

후원금 49,577,362 법요비 6,594,176

인도지원수행자양성 195,740,880 인도지원수행자양성 198,214,030

SATI SCHOOL 156,498,272 SATI SCHOOL 26,517,300

수행전문지 반냐 3,039,337 수행전문지 반냐 2,488,520

출판부 37,998,843 출판부 25,593,740

CLEANMINd 9,325,898 CLEANMINd 4,256,500

부처님오신날 17,789,000 선원운영비 184,612,328

반냐복전 20,969,570

계 490,939,162 계 448,276,594

전기이월 16,376,850 차기이월 59,039,418

합계 507,316,012 합계 507,316,012

수  입 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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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주소 등 정기구독에 필요한 사항을 
이메일이나 전화로 알려주시면 우송해 드립니다.
(※주소가 변경된 구독자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SATI MASTER 양성 때문에 중단했던 기본과정 강좌가 다시 시작됐습

니다. 많이 동참해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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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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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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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붇ㄷ하 생애(3월)

불교개론(Ⅰ, 불교일반, 4월)

수행기술(5월)

마음과학(6월)

정가 5,000원
ars후원 060-700-1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