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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음 의 향 기

사람에게 마음 집중이 없으면

욕망이 자라기가 등나무 같아

그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방황하는 것

마치 열매를 찾아 헤매는 숲속의 원숭이와 같다.

- 법구경 -

2010 
SATI LEADERS SCHOOL in India & Himalaya
청소년 지도자 영어집중연수(With SATI-Vocal English), 인도·네팔 세계문화유산답사, 

세계 모든 정신문화 발상지 히말라야, 스승과 함께 떠나는 청소년지도자의 세계여행 첫걸음

(Global Leaders Journey, 1st).

■ 일정 : 2009년 12월 27일(일) ~ 2010년 2월 10일(수) 46일 (인도 30일 + 네팔 16일)

■ 장소 : India & Nepal (Himalaya, Annapurna Base Camp)

- 인도 보드가야 영어집중연수캠프 (반냐라마 SATI School)  

- SATI 수행 4대성지답사 (보드가야·룸비니·사르나트·쿠시나가라) 

- 아그라 세계문화유산답사 (타지마할·아그라포트·파테푸리시크리) 

- 인도문화의 정수 바라나시, 갠지즈 강 답사

-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ABC) 트레킹

- 네팔 카트만두, 포카라, 세계문화유산 파탄·박타푸르 답사 

■ 대상 : 청소년 30명 

- 초5~중·고생 20명, 대학생 10명, Leaders School & Camp 경험자우선 

■ 신청 :  2009. 8. 20(목) ~ 9. 10 (목)

■ 문의 : 이태호(지혜) 010-2502-6294, 손일권(로까디빠) 011-9906-0101

*인터넷 카페 www.cafe.daum.net/vse-st [계절학기] 코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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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냐

일시 :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장소 : 다보산 반냐라마 

인도불교지원과 수행지도자양성 기금마련

반냐복전般若福田

반냐 5

악은 피할 수만 있으면 얼른 피하고

선은 행할 수만 있으면 하고

복은 기회만 있으면 

태산처럼 쌓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정성껏 후원하는 일이고

다른 사람이 복 지을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로 오세요.
넉넉한 마음으로

복 쌓을 기회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당신이 베푸는 공덕은 

수행지도자를 양성하고

인도불교를 지원하고

수행을 사회로 회향하는 데

의미 있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소중한 마음이
황금보리수를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준비물

가족과 함께

친구도 데려오기

배는 비우고 오세요.

福등에 담을 복전도 약간 가지고 오시고

무엇보다 맑은 마음으로 오세요.

낙엽이 날리듯 살랑살랑 하늘하늘 여유롭게 오세요.

흥 ENJOY

* 부처님께 공양 올리기

* 생명을 살리는 밥상(문성희 선생님)

* SATI 자장면 만들기

멋 BEAUTIFUL

* KAYA SATI 시연(다 함께) - 붇ㄷ하디빠(불광) 스님
* 창작등 전시 - 무애. 향운
* 사진 시화전 - 무여
* 옷과 그림 - 법연
* 앞치마, 행주 만들기 - 무이
* 도자기 전시 및 판매 - 무진
* 농산물 직거래(영양두부, 참기름, 들깨, 대추 등)
* 차 설명

어울림 TOGETHER

* 지혜 등 밝히기
* 동요 부르기 - 다 함께
* 색스폰 앙상블 - 지해

흥. 멋 . 어울림

반냐복전 등달기
농협 817125-52-022521 다보선원 김영채

부산 099-01-009087-6 사단법인 반냐라마

신한은행 100-020-980411 근본불교승가 김영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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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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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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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띠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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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냐 76 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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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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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 이론



004 뱐냐복전
010 | 보리수 아래서 |甲契 비석 | 대표 SATI mASTEr

012 | 이달의 법문 |유익한 법 | Ashin Sopaka

024 | 경전읽기 |금강경 특강 ⑬ | buddhapala

2009년 9월 1일  통권 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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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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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과 문화

2009.가을

016 아름다운 원력 |SATI School 건학위원회

042 수행활용 까야싸띠③-오체유법(오체조관) | buddhadipa(불광)

기 . 획 . 특 . 집
수 . 행 . 첩

038 | 행복한 삶을 위한 안내서 |

생각을 단순화 하기와 이름 붙이기| 장준현

060 | 수행상담 |편집부

쉼 . 표
051 | 시가 흐르는 창 | 비누 | 김근희

052 | 들꽃산책 | 은행나무| 수진행

062 | 세상사는 이야기 하나 |

자동에 대한 반동| 무구연

065 | 세상사는 이야기 둘 |

지리산 이야기-왜 지리산에 오세요?| 지우

068 | 반냐를 읽는 새벽 |자유自由와 이유理由 | 벽안

알 . 림 . 마 . 당

006 SatiMaSter과정 가을학기 모집

037 단기출가 안내

059 청정선원 안내

070�하루에 배우는 경전�반야심경 특강 안내

071 싸띠 방송국

074 후원안내

076 제4기 International SATI cAmp

077 인도 성지순례단 모집

078 원고모집•정기구독 안내

079 SATI SCHOOL cyber 강좌 개강 안내

080 기본과정 개설 안내

02 5242 5137

수행을 즐기자

8 반냐 반냐 9



10 반냐 반냐 11

을 대부분 사람들은 모른다. 

미국에 처음 건너가 사찰을 만든 사람

들도 마찬가지였다. 스님들과 신도들이

콩나물을 팔아 돈을 모으고 한 평 두 평

땅을 사 사찰을 건립했다. 지나가는 사람

눈에는 아름다운 사찰만 보이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의 땀과 정

성이 모여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제 반냐라마도 그렇게 할 때가 된 것

같다. 지금까지는 수행에 전념하고 대외

활동도 수행과 관련한 분야에 국한하다

보니 많은 돈이 필요 없었다. 그러나 이

제부터 국내에 세울 SATI SCHOOL 대

학원은 싸띠수행, 마음과학, 심리학, 상

담학, 철학, 예술 등을 전담하고 인도에

세울 International SATI SCHOOL은

앞의 분야에 더해 통합의학을 담당할 무

료의과대학을 설립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필요한 자금은 외부 지원금뿐

만 아니라 반냐라마 안에서도 창출해야

한다. 가장 쉽고 가능한 방법은 회원들이

사용하는 생필품 등을 활용할 방법도 있

을 것 같다. 여러 법우들의 지혜를 모을

때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몫이라고 한다. 우

리가 꾸는 꿈이 무모한 허상이 될지 원대

한 원력이 될지는 오직 참여하는 사람들

의 꿈과 원력 그리고 결단과 용기에 달렸

다. 우리가 하는 작은 정성이 모든 존재

들의 자유와 행복, 이익과 번영으로 회향

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간절히

마음 보낸다. 

All beings is freedom and happiness.

통도사나 범어사 입구에 가면 갑계(甲

契) 비석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숭유억

불(崇儒抑佛) 정책으로 500여 년 동안

불교를 심하게 탄압하고 인적·물적 교

단토대가 무너졌다. 무너진 교단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지

만 역부족이었다. 

조선후기로 접어들자 통도사를 중심

으로 새로운 경제동아리들이 만들어져

전국으로 확산됐다. 그것은 나이가 같거

나 띠가 같은 출가수행자들이 동아리를

만들고 장사를 해서 돈을 모아 논을 사

사찰에 기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가수행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고

민하다 찾은 것들이 생활필수품과 식당

이나 여관 사업이었다. 두부, 누룩, 한지

등을 만들어 팔아 돈을 모았다. 사찰이

경치 좋은 곳에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유람을 왔다. 그때는 식당이나 여관이

발달하지 않은 때인지라 절이나 산에 놀

러오면 절에서 숙식했다. 누룩을 만들어

팔았다는 것은 술을 만들어 팔았다는 말

이다. 누룩은 술 원료다. 그렇게 모은 돈

으로 논을 사서 그들이 죽은 후 평생 제

사를 지내주는 자산으로 삼으라고 제답

(祭畓)을 사서 사찰에 기증했다. 오늘날

로 말하면 생활협동조합과 비슷한 것이

었다. 

통도사는 그렇게 100년을 사 모은 논

이 해방직후에는 4~5천 마지기 정도였

다. 농지개혁으로 거의 절반을 농민에게

돌려주고 이렇게 저렇게 흩어지고 77년

쯤에도 천7백 마지기 정도 남아 있었다.

그렇게 많은 전답이 시주로 들어온 것보

다는 스님들이 노력해서 모았다는 사실

[보리수 아래서]

대표 SATI mASTEr | buddhapala

甲契 비석



입과 마음으로 짓는 행위의 결과도 이렇게 나눈다면 이분법의 굴레에 들어가게 됩니

다. 그것은 바로 ‘선업(善業)과 불선업(不善業)’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은 네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는 위의(威儀)로써 머묾이 됩니다. 점잖고 격조 높은 언어와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말을 하기보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소리를 나의 입장에서  긍

정적으로 진솔하게 들어주어야 합니다. 대충 흘러 듣고 말을 자르고 딴소리를 하며

쓸모없는 말이나 하고 거짓말로 남을 속이려고 하거나 천박한 행동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승의 교법(敎法)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배우는 바

탕이 있습니다. 보고 배운 바탕은 평생 버리기 어렵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옷이 검

어지고 꽃을 가까이 하면 향기가 배어듭니다. 자신이 평생 익혀온 것은 아무리 감추

려고 해도 자신도 모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불자들의 스승은 부처님입니다. 우리는

그 향기가 언제나 몸에 배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훈(敎訓)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몸으로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어

린아이는 거짓말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배운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통하여 꾸지람을 듣

고 정의와 삶의 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법을 배우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만이 최선의

삶이라고 스스로 체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을 일삼는 사람은 거짓말을 통하여 부

와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거짓으로 살아가는 법만 숭상을 할 뿐 거짓말이 주는 교훈

을 배우지는 못한 것입니다. 불자는 항상 잘잘못을 통하여 교훈을 배워 잘못을 방지

(防止)하고 착함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보람된 공양(供養)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을 통상적으로 공양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지만 불

『유익한 법(善法)들에 대한 믿음이 확립되어

있는 한 해로운 법(不善法)들에 빠져들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불신에

사로잡혀 머물 때 해로운 법에 빠져들게 된다.』

(앙굿따라 니까야 5:6 빠져 듦 경)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매일

무엇을 그렇게 따지고 파헤쳐야 할 일이

많고 많은지 듣고 아는 것이 적은 사람

은 혼란이 계속 되는 것 같지만 기실 그

것은 우리가 모두 상식적이며 일상적으

로 아는 것임에 불과합니다. 단지 그것

을 제각각 편리한 대로 이리저리 포장을

하여 자기 색과 모양으로 바꾸어 놓았을

뿐입니다. 색과 모양이 하나인 주전자가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모양이 다르게

보일 뿐입니다. 문제는 달라도 너무 다

르게 표현하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는 무엇이 참인 줄 알 수가 없게 되었습

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흑백(黑白)이나 선

악(善惡)의 이분법(二分法)으로는 살 수

없지만 그래도 가장 쉽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이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몸과

이달의 법문

유익한 법

Ashin Sopaka
ㅂ힉쿠 性讚 BuddHA dHAmmA SAN·GHA 증명법사
여래향사에서 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12 반냐 반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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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목적을 가지지 않습니다. 기부(寄附)와 헌납(獻納)이 있습니다. 기부는 어떠한

일에 보조의 목적으로 재물을 내어 주는 것을 말하고, 헌납은 그냥 금품을 바치는 것

을 말합니다. 공양은 기부나 헌납이 아닙니다. 때문에 피붙이나 친척들에게 주는 것

은 공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양은 원래 공부를 짓는 사람에게 하는 것을 말합니

다.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하여 착한 업과 착하지 않은 업이 나누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유익한 법과 유익하지 않은 법은 다섯 가지의 확립이 있어야 가능하

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가지가 확립되어 있으면 그는 해로운 법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수승한 근기로 진리를 향해 나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불신

에 사로잡혀 있을 때 스스로 다섯 가지가 확립되었다면 그는 해로운 법에 빠져들지

않게 됩니다. 다섯 가지란 바로 믿음의 확립, 양심의 확립, 수치심의 확립, 정진의 확

립, 통찰지의 확립입니다. 

불선업과 해로운 법은 능숙하지 못함에서 오는 탐욕이고 선업과 유익한 법은 능숙

함에서 생겨나는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능숙하고 능숙하지 않다는

것은 바로 통찰(洞察)과 지혜의 결합에서 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것

을 찾고 익힌다고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지난 시간에 해왔던 것들

이 연장되는 것임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능숙하게 통찰하고 지혜롭게 알아차리느냐

그렇지 않고 탐욕이 이끄는 대로 가느냐 하는 것뿐입니다. 기부는 기부고 헌납은 헌

납입니다. 아와 어는 다릅니다.

『유익한 법들에 대한 양심이 확립되어 있는 한 해로운 법들에 빠져들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양심이 사라져 버리고 양심 없음에 사로잡혀 머물 때 해로운 법들에 빠져들게 된다.』(앙굿따라 니까야

5:6 빠져듦 경) 

14 반냐

평화가 깃든 밥상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맛으로 
먹으면 속이 편해지고 
마음까지 평화로워지는 
밥상 차리기

맛있어서, 만들기 쉬워서, 
나와 내 가족, 
지구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서
절로 행복해지는 요리!

문성희 지음｜ 224쪽｜15,000원｜ 2009년 7월 20일 초판 발행

문성희의 자연 요리는 맛있다
버섯, 파프리카, 브로콜리, 무, 무청시래기, 감자, 토마토, 연근, 우엉, 상추, 깻잎 그녀가 내어놓는 재료들은 늘

비슷하다. ‘저런 일상적인 재료들로 매번 어떤 요리들을 만들까?’ ‘재료들이 비슷하니 종류도, 맛도 거기서 거기
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그녀의 음식을 먹어본 이들은 놀라움과 함께 만면에 미소를 띠운다. 채식
요리는 맛이 없다고 단정 짓던 사람들도 문성희의 요리를 접하고는 채식에 관한 편견을 쉽게 내려놓는다. 

문성희의 자연 요리는 속이 편하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라면 절로 손이 가서 배가 부를 정도로 든든하게 먹게 된다. 하지만 걱정할 게 없다. 그

녀의 요리를 먹어본 많은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속이 편하다”고 말한다. 아무리 맛있어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
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면 다음부터는 먹기가 조심스러워진다. 하지만 그녀의 음식에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동
물성 재료도 없고, 몸에 부담을 주는 과한 양념도 없으며, 재료의 자연 에너지를 최대한 살려서 사용하니 우리 몸
이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내보내는 것이 당연하다. 속이 편안하니 마음의 안정도 따라온다. 거기에 그동안 잃어버
린 맛의 감각을 되찾아가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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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op, INTERNATIONAL SATI CAMP, 여름·겨울 SATI CAMP 등을

통해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교육 받고 자기분야에서 활동한다. 

2008년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에 기반한 SATI MASTER 과정을 민간자격증으

로 등록하고 마음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다. 

현재 5개 중등학교에서 SATI MASTER들이 학생들에게 마음과학과 싸띠수행

을 지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몇몇 대학교에도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을 지도하

고 있다.

지금까지는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주력했지만 앞으로는 마음

과학과 싸띠수행에 기반해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전문가를 양성하고 자기분야

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재교육에 주력할 예정이다.

SATI SCHOOL 산하에 청소년 교육을 전담하는 SATI LEADERS SCHOOL,

자기 삶을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와

우울증 관리를 도와 주는 평생교육원 SATI LIfE DESIgN SCHOOL 등을 설립

해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SATI SCHOOL을 마음과학전문대학원으로 인가 받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활동목표

의료, 교육, 복지 등을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사회나 국가 공동체가 담당하는 사회

를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라고 한다. 수행공동체 생활공동체를 지향하는

bUDDhA DhAmmA SAn
•

GhA 반냐라마는 모든 존재들이 함께 어울려 평등하고

평화롭고 공존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모든 존재들이 자유로운 삶, 청정한 삶, 행복한

삶, 공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꿈이자 원력이다. 

특집

SATI SCHOOL 건학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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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과학, 싸띠수행, 오리지널 불교를 전문으로 교육하는 수행전문학교 SATI

SCHOOL이 지난 1993년 통도사에서 시작해 활동한지 벌써 15년이 지났다. 

청소년 마음관리 프로그램,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마음건강 프로그램, 교사

직무연수, SATI MASTER 양성, 마음과학 workshop, 수행 workshop, sutta

아름다운 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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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terNatiONaL Sati SCHOOL(2020년까지 설립예정)

붇ㄷ하가 불교, 마음과학, 싸띠수행을 창안하고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을 만

든 인도 붇ㄷ하가야 보리수 부근에 INTERNATIONAL SATI SCHOOL을 설립

해 마음과학, 수행, 상담학, 심리학, 예술, 철학, 미학 그리고 마음과학, 싸띠수

행, 동서양 의학을 함께 사용해 치료하는 이론과 기술을 배우는 통합의학을 담당

할 무료의과대학을 설립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붇ㄷ하가야에 설립할 의과대학은 수업료 없이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무료의과대학

이 될 것이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즐거운 일이다. 

오늘날 특수계층이 아닌 일반민중이 사용하는 대부분 병원은 의료주체인 환자는

뒷전이고 의사중심으로 치료하고 운영한다. 실정이 그렇다보니 돈 없고 힘 없는 사람

은 치료받을 기회조차 없을 뿐더러 사람답게 취급받지 못하고 무시당한다.  

또 인공화학약품과 수술에 기초해 치료하다 보니 환자가 받는 스트레스 또한 매우

높다. 시급한 수술을 요하는 환자는 서양의술에 기초한 의료기술이 매우 유효하지만

한국의 경우 전체 환자 가운데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성질환자와 성인병환자는 서

양의술이나 동양의술이라고 해서 별 뾰쪽한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10~20분 의사

진료 받고 하루 종일 TV 보고 시간 보내는 것이 오늘날 병원 현실이다. 이것은 환자

에 대한 폭력이다. 그렇다고 달리 어떤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자연친화적이고 환자중심적인 의료체계, 돈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 의료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의료사각지대를 찾아가 의료자비를 베푸는 사람, 화학약품을 사용

하지만 인체기능을 향상하고 자가치유능력을 높여 덜 폭력적인 치료체계를 창조할 새로운 사고를 가진

의료인을 양성할 필요성을 느낀다.1)

2. 교육이념

SATI SCHOOL은 붇ㄷ하가르침과 붇ㄷ하가 만든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을 기본도구

로 삼고 자기자신과 세상을 변화시켜 삶의 질과 자유와 행복 지수를 높이고 모든 존

재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

3. 교육목적

SATI SCHOOL은 붇ㄷ하가 만든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으로 모든 사람들이 아라한

뜨 막가파라(道果)를 성취하고 최상행복인 닙바-나(涅槃)를 체험해 탐진치 3독심을

제거하고 자유로운 삶, 청정한 삶, 행복한 삶, 공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눈 밝은 수

행자들이 올바르고 체계적으로 수행을 지도한다.

SATI SCHOOL은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을 지도할 수 있는 수행지도자를 양성한다.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을 삶의 현장에 적용해 의료 복지, 교육, 경영, 어학, 상담, 심

리, 철학, 예술, 운동, 인간관계, 마음관리, 스트레스관리, 갈등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사회정의와 사회청정성을 실현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 문화창조자를 양성해 새로

운 시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을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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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 세계수준 지도자를 양성한다.

교육
연구

우울증
만성질환

문화
예술심리상담

스트
레스

  갈
등

의료
복지

 경
영

인재
관리

스포츠
 레저 영어어학

사회참여

마음과학  싸띠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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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책임자 : bhikkhu buddhapāla(대표 SATI MASTER)

4. 총 모금액 : 300억(1차분 50억)

5.  문의  담당자 : 010)7307-0531  대표 : 010-5405-2841 055)331-2841

www.satischool.net

6. 참고사항

① SATI SCHOOL 건학준비위원회 정관에 기초해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② SATI SCHOOL에서 운영하는 장학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③ 회원자격 앙도양수 가능(단, 매입 후 5년 후 양도 가능, 1차분에 한해 SATI

SCHOOL 회원 탈퇴 시 연리 2% 지급)

④ 2009년 5월 1일 이전 인도불교후원금에 대한 기금증서는 회원탈퇴 불가

(단, 2009년 5월 2일 이후 인도불교후원금은 ①~③항에 명시한 동등권리 가짐)

⑤ SATI SCHOOL 학교법인 설립 시, 학교법인 출연자로 인정해 정관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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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단, 출자금에 따라 권리제한)

⑦ SATI SCHOOL 회원이 추천하는 사람이 SATI SCHOOL에 입학할 때 가산

점 부여 (단, 출자금에 따라 권리제한)

⑧ 기금증서는 수행공동체, 생활공동체 반냐라마가 개별수행자들이 편안히 머물

며 수행, 휴식,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복합공간인 아-라-마 리조트 휴양

시설, 병원, 수익사업 등을 할 때 출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음(단, 매입 후 5년

후부터)

우리의 꿈과 원력을 달성하기 위해 인류의 영원한 스승인 붇ㄷ하가 불교, 마음과학,

싸띠수행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인도 붇ㄷ하가야에 무료의과대학을 설립해 새로운 사고와 실천유

형을 가진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무료의과대학을 설립하려는 것이다.2)

인도에 무료의과대학을 설립하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국내는 의과대학을 인가받기

도 어려울뿐더러 비용도 많이 든다. 또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분리해 교육함으로써

치료받을 환자가 아닌 치료기술 중심으로 의료인을 양성해 자기가 배운 의료지식이

아니면 배척하고 비난한다. 그러나 인도는 의대에 요가치유학과가 있어서 서양의학

과 인도고유의학을 함께 배울 수 있다. 이런 장점을 살려 사람을 중심에 두고 치료에

도움 되는 모든 것, 서양의술, 동양의술, 인도 아유르베다, 중국 몸 다루는 기술(소림

무예), 불교 마음과학과 싸띠수행 그리고 KĀYA SATI, 심리학, 상담학, 각국 전통

민간요법 등을 참조해 활용하는 의료인을 양성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3)

1. 한 구좌당 100만원(승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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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20-980411     예금주: 근본불교승가 김영채

농      협: 817125-52-022521  예금주: 다보선원 김영채

부산은행: 099-01-009087-6   예금주: 사단법인 반냐라마 

1) 이런 일에 동참하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출가해 수행자가 되면 아라한뜨 막가파라를 수월하게

성취하고 새로운 붇ㄷ하가 될 사자새끼가 될 수 있을런지?  

2) 쿠바에서는 무료의과대학을 운영한다. 학생이 3천 명이란다. SBS에서 방영한 �맨발의 의사들�

을 보면 아름다운 사람들이 멋있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3) KĀYA SATI는 붇ㄷ하가 창안한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에 기초해 중국 소림무술, 인도 요가, 한국

禪觀武와 同事攝, 상담학 등을 결합해 Buddhadīpa 스님이 창안한 몸과 마음을 함께 다루는 새로

운 융합수행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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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0일에 인가를 받았다. 현재 개설한 평생교육원은 대학원 전 단계로 여기

서 개발한 많은 강좌들이 SATI SCHOOL(대학원)에서 발전해 연구하고 교육할 주제

들이다. 

7. 수익사업

우리의 꿈과 원력을 실현하기 위한 자금을 만드는 데 있어 지금까지 수동적인 후원

금 모금에만 머물지 않고 수익사업을 전개해 필요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것이

다.

통도사나 범어사 입구에는 갑계(甲契) 비석을 많이 볼 수 있다. 조선후기 조선왕조

가 불교를 탄압하고 사찰에서 종이부역 등 경제적인 수탈을 심하게 가하고 사찰재정

이 궁핍해지자 나이가 같은 사람들이 동갑계를 만들고 경제결사체를 조직해 누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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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운 공덕비다. 

처음 미국에 간 스님들이 콩나물과 두부 등을 팔아 그 수익금을 모아 수행도량을

만들었다. 새로 건립한 무심당을 중심으로 수행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활

동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이미 도서출판 SATI

SCHOOL을 통해 출판사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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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할 때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한다. 좋은 일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눈썹을

휘날리고 하라고 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우

리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용기와 결단력만이 일을 성공시키는 요인

이라는 붇ㄷ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걸어갈 것이다.

어떤 일을 하든 그 모든 것이 인류의 자유와 행복, 이익과 번영, 현재와 미래를 위

해 회향되고 많은 존재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쓰이는 것이 싸띠수행자

들의 명예이고 자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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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OreaSati SCHOOL(2015년까지 설립예정)

현재 김해 다보산 반냐라마에 본부를 두고 SATI SCHOOL을 설립해 마음과

학, 수행, 상담학, 심리학, 예술, 철학, 미학 등을 담당할 cyber 대학원을 설립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대학원에서 이뤄지는 모든 수업은 한국어와 외국어(영어, 중국어 등)

로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에 설립할 SATI SCHOOL은 마음과학, 싸띠수

행, 인문과학, 사회과학에 기반해 세계를 대상으로 cyber로 교육할 예정이다. 

국내에 설립하는 대학원은 가능하면 on line + off line 을 결합해 수업하는  방식

을 채택할 것이다. 이론은 cyber에서 원격으로 처리하고, 실기는 각 지역에 있는 반

냐라마 수행공간에서 배우고 익히게 될 것이다.   

1. 모든 것은 INTERNATIONAL SATI SCHOOL과 동일하고 계좌번호만 다름

2. 계좌번호

농     협 : 351-0056-0495-83  예금주: 사단법인 수행도량 반냐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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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은행 : 061-01-041506-9    예금주: 사단법인 반냐라마 김영채

6. Sati Life deSigNSCHOOL(평생교육원)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에 기초해 마음관리, 스트레스 관리, 각종 직무연수 등 일

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강좌를 개설해 우리가 가진 지식을 사회로 회향해 모

든 존재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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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번역

ㅂ하가봐(bhagava, 薄伽梵, 世尊 )

쑤ㅂ후-띠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를 7보로

가득 채우고 그것으로 다-나(dāna, 布施)하면 이 사람은 이것으로 인해 많은 복

을 받겠는가?

쑤ㅂ후-띠(Subhuti, 須菩利, 善現 )

ㅂ하가봐(bhagava, 世尊)시여!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다-나함으로써

많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ㅂ하가봐(bhagava, 薄伽梵, 世尊 )

쑤ㅂ후-띠야! 만일 복덕이 실재라면 따타-가따(Tathagata, 如來)는 복덕이 많

다고 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덕이 없기 때문에 따타-가따는 복덕이 많다고 설

하는 것입니다.   

해석

붇ㄷ하는 대사십경(mahācattārīsakasutta, 大四十經)에서 세간법과 출세간법에

대해 설명한다. 물질이나 형식에 기초해 행동하는 것을 세간법(世間法), 마음을

맑고 아름답게 가꾸거나 내용을 중시해 행동하는 것을 출세간법(出世間法)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싸띠수행은 출세간법에 기초해 사유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물질이나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불교수행 중심영역이 마음이

란 것을 강조한 말이다. 

19. 온 우주에 두루 존재함(法界通化分)

한문원문  [Kumarajava, 鳩摩羅什, 343~414]

須菩提 於意云何 若有人 滿三千大千世界七寶 以用布施 是人 以是因緣

得福多不 如是 世尊 此人 以是因緣 得福甚多 須菩提 若福德有實 如來不說

得福德多 以福德無故 如來說 得福德多.

영어번역 [transrated by A.F.price and Wong mou-lam]

Section XIX. Absolute Reality is the Only Foundation 

Subhuti, what do you think? If anyone filled three thousand galaxies of worlds

with the seven treasures and gave all away in gifts of alms, would he gain great

merit? 

Yes, indeed, World-honored one, he would gain great merit! 

Subhuti, if such merit was Real, the Tathagata would not have declared it to be

great, but because it is without a foundation the Tathagata characterized it as

“great.” 

경전읽기- 대승경전

ㅂ힉쿠 붇ㄷ하빠-라 buddhapala@hotmail.com

금강경 특강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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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are not really such; they are merely termed “phenomenal

characteristics.” 

한글번역

ㅂ하가봐(bhagava, 薄伽梵, 世尊 )

쑤ㅂ후-띠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몸에 나타난 특징[dvattimsa lakkhana,

三十二相]을 갖추었기 때문에 붇ㄷ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쑤ㅂ후-띠(Subhuti, 須菩利, 善現 )

ㅂ하가봐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 나타난 특징(32상)을 갖추었기 때문에 따

타-가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따타-가따가 설한 몸에 나타나는 특징을

갖춘다는 것은 몸에 나타나는 특징을 갖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이

름이 몸에 나타나는 특징을 갖춘다는 것일 뿐입니다. 

ㅂ하가봐(bhagava, 薄伽梵, 世尊 )

쑤ㅂ후-띠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몸에 나타난 특징(三十二相)을 갖추었다

고 따타-가따라고 볼 수 있겠는가?

쑤ㅂ후-띠(Subhuti, 須菩利, 善現 )

ㅂ하가봐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 나타난 특징(三十二相)을 갖추었기 때문

에 따타-가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따타-가따가 설한 몸에 나타나

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갖춘다는 것은 몸에 나타난 여러 가지 특징을 갖춘 것이 아

닙니다. 단지 그 이름이 몸에 나타난 여러 가지 특징을 갖춘다는 것일 뿐입니다.  

물질이나 형식은 기본이다. 거기에 더해 마음이나 내용이 더해지면 훨씬 좋다

는 말이다. 형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은 일을 하기 위한 조건이고 수단

이란 사실을 이해하고 행동하면 삶이 유연하고 여유롭고 풍요롭다. 지금 그것을

강조한다. 

20. 형식을 초월하라(離色離相分) 

한문원문

須菩提 於意云何 佛 可以具足色身 見不 不也 世尊 如來 不應以具足色

身見 何以故 如來說 具足色身 卽非具足色身 是名具足色身 須菩提  於意

云何 如來 可以具足諸相 見不 不也 世尊 如來 不應以具足諸相見 何以故

如來說 諸相具足 卽非具足 是名諸相具足.

영어번역

Section XX. The Unreality of Phenomenal Distinctions

Subhuti, what do you think? can the buddha be perceived by his perfectly-

formed body? 

no, World-honored one, the Tathagata cannot be perceived by his perfectly-

formed body, because the Tathagata teaches that a perfectly-formed body is not

really such; it is merely called “a perfectly-formed body.” 

Subhuti, what do you think? can the Tathagata be perceived by means of any

phenomenal characteristic? 

no, World-honored one, the Tathagata may not be perceived by any

phenomenal characteristic, because the Tathagata teaches that phenome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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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For if anyone says that the Tathagata sets forth a Teaching he really

slanders buddha and is unable to explain what I teach. As to any Truth-

declaring system, Truth is undeclarable; so “an enunciation of Truth” is just the

name given to it. 

Thereupon, Subhuti spoke these words to buddha: World-honored one, in

the ages of the future will there be men coming to hear a declaration of this

Teaching who will be inspired with belief? 

And buddha answered: Subhuti, those to whom you refer are neither living

beings nor not-living beings. Wherefore? because “living beings,” Subhuti,

these “living beings” are not really such; they are just called by that name.  

한글번역

ㅂ하가봐(bhagava, 薄伽梵, 世尊 )

쑤ㅂ후-띠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따타-가따(如來)가  「나는 마땅히 법을

설했다.」 는 생각을 하겠는가?

쑤ㅂ후-띠(Subhuti, 須菩利, 善現 )

쑤ㅂ후-띠가 대답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어떤 사

람이 따타-가따(如來)가 법을 설했다고 말하면 그것은 붇ㄷ하(buddha, 佛陀, 覺

者)를 비방하는 것이고 (*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사실이 아니고 나를 비방하

는 것이다), 붇ㄷ하가 설한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ㅂ하가봐(bhagava, 薄伽梵, 世尊 )

쑤ㅂ후-띠여! 법을 설한 자는 설한 법이 없다. 단지 그 이름만 법을 설한 것이

다.1)

해석

현상이나 형식으로 존재를 판단하지 마라. 겉모습은 비슷해도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상에 마음을 빼앗기면 포장된 것을 실재로 착각하고 본질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삶이 복잡해지고 일을 그르칠 수 있다.

내용과 형식, 실재와 현상은 일치한다. 그러나 내용이나 실재가 그대로 형식

이나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대개 많은 관념이나 생각으로 포장돼 나타날

수도 있다. 내용이나 실재가 형식이나 현상으로 드러난다면 과학이나 수행이 필

요치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존재를 덮고 있는 포장을 한

겹 한 겹 벗겨 내면 그 밑에 도사리고 있는 실재를 볼 수 있다. 실재를 보는 안목

이 지혜다.

21. 설하지만 설한 것이 없다(非說所說分) 

한문원문 

須菩提 汝勿謂 如來作是念 我當有所說法 莫作是念 何以故 若人言 如

來有所說法 卽爲謗佛 不能解我所說故 須菩提 說法者 無法可說 是名說

法 爾時 慧命須菩提 白佛言 世尊 頗有衆生 於未來世 聞說是法 生信心不

佛言 須菩提 彼非衆生 非不衆生 何以故 須菩提 衆生 衆生者 如來說 非

衆生 是名衆生.

영어번역 

Section XXI. Words cannot express Truth. That which Words Express is

not Truth

Subhuti, do not say that the Tathagata conceives the idea: I must set fort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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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존재(법, 실재, 내용, 진리)는 존재할 뿐이다(無法可得分) 

한문원문 

須菩提 白佛言 世尊 佛得阿 多羅三 三菩提 爲無所得耶 佛言 如是

如是 須菩提 我於阿 多羅三 三菩提 乃至無有少法可得 是名阿 多羅

三 三菩提.

영어번역 

Section XXII. It Cannot be Said that Anything is Attainable 

Then Subhuti asked buddha: World-honored one, in the attainment of the

consummation of Incomparable Enlightenment did buddha make no

acquisition whatsoever? 

buddha replied: Just so, Subhuti. Through the consummation of

Incomparable Enlightenment I acquired not even the least thing; therefore it is

called “consummation of Incomparable Enlightenment.”   

2) 호진스님이 쓴 수필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어떤 수행도량에 예불할 때마다 쥐가 들어와

방해하자 스님들이 모여서 쥐 퇴치법에 대해 생각했다. 오랜 논의 끝에 예불할 때마다 고양이를 법

당 기둥에 매어 놓자고 결론지었다. 이후 예불할 때마다 고양이를 기둥에 묶어두자 쥐들이 방해하

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처음 그런 안을 낸 스님들은 모두 죽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리를 메

웠다. 그리고 예불할 때마다 고양이를 법당기둥에 묽어두는지도 몰랐다. 단지 그 형식에 매몰해 매

일 새벽 고양이를 법당기둥에 묶는 일을 신성시하며 실천했다. 어떤 사람은 고양이 먹이 주는 일을

하며 먹고 살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 털 고르는 일을 하며 직장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 운동

시키는 일을 하며 생활한다. 먼 훗날 어떤 사람이 왜 예불할 때마다 고양이를 법당 기둥에 묶어 두

는지를 연구해 처음 의도를 알았을 때는 고양이를 통해 생존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어떤 진실도 말하지 못하게 언론을 장악하고 물리적 폭력을 사용해 입에 재갈을 물렸다. 

쑤ㅂ후-띠(Subhuti, 須菩利, 善現 )

ㅂ하가봐시여! 앞으로 이런 법을 듣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ㅂ하가봐(bhagava, 薄伽梵, 世尊 )

쑤ㅂ후-띠여! 그들은 중생도 아니고 중생 아님도 아니다. 왜냐하면 중생은 중생

일 뿐인데 따타-가따(如來)가 중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이름만 중생이

기 때문이다. 

해석

존재가 답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이 답을 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존재문제인지 아니면 인식문제인지를 올바르게 파

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존재는 존재할 뿐이다. 존재는 처음부터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단지 사람필

요에 의해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매기고 답을 정하고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만든 이름이나 형식에 매몰돼 사고하고 행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붙이고 존재를 구분하고 선택하지만 원래

존재자체에 이름이나 구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단지 존재에 드러난 고유특성

만 존재한다. 백운은 움직이고 청산은 머묾이 특성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특성

에 가치관을 개입해 존재를 구분하고 차별한다. 

처음 형식을 정하고 이름 붙인 사람들은 그것이 수단인줄 알지만 후세인들은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고 구분하지 못해 이름에 매몰되고 형식에 구속돼 사고하

고 행동한다.2)

1)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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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번역

ㅂ하가봐(bhagava, 薄伽梵, 世尊 )

쑤ㅂ후-띠야! 이 법은 평등하고 어떤 차별이 없기 때문에 단지 그 이름을 무상

정자각(無上正自覺)이라고 한다. 이 법에는 아상(atta saññā, 我相), 인상(pudgala

saññā, 人相), 중생상(sattva saññā, 衆生相), 수자상(Jīva saññā, 壽子相)이 존재

하지 않고 오직 올바른 수행법(kusala dhamma, 善法)으로 무상정자각을 성취

할 수 있다. 쑤ㅂ후-띠야! 따타-가따(如來)가 설한 올바른 수행법은 올바른 수행

법이 아니고 단지 그 이름이 올바른 수행법이다.

해석

형식은 수단인데도 대부분 사람은 형식에 매몰되고 구속된다. 수행도 마찬가

지다.처음 붇ㄷ하가 출가수행한 목적이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 을 발견하는 것

이었다. 그리고 출가해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요가수행과 고행이었다. 그 수행법

으로 6(7)년 동안 열심히 수행했지만 처음 출가수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

을 알자 과감히 그 수단을 버리고 새로운 수단(도구)를 찾아 붇ㄷ하가야로 갔다. 그

리고 보리수 아래서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을 발견하고 출가목적을 달성할 수 있

었다. 그러나 함께 출가수행하던 5ㅂ힉쿠(五比丘)들은 수단과 형식에 매몰돼 요가

수행과 고행을 포기한 붇ㄷ하를 이해하지 못하고 배척했다.

이런 현실은 오늘날 한국불교나 세계불교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많은 사람

이 출가수행하거나 불교를 선택한 것은 그것이 최종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보

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도구)」 으로 출가도 하고 수행도 선택한다.

그러나 선택한 후로는 자기가 선택한 수단에 매몰돼 그것이 아니면 이단이나 사

마외도로 매도한다. 왜 출가수행하는지 무엇 때문에 불교를 선택했는지 목적은

잃어버리고 수단에 매몰돼 궁색하게 사고하고 행동한다. 

스님들이 출가수행하는 것은 우리도 붇ㄷ하처럼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

한글번역

쑤ㅂ후-띠(Subhuti, 須菩利, 善現 )

ㅂ하가봐시여! 붇ㄷ하가 성취한 무상정자각(anuttara samma sambuddha,

阿 多羅三 三菩提, 無上正自覺)은 실제로 성취한 것이 아닙니까?  

ㅂ하가봐(bhagava, 薄伽梵, 世尊 )

그렇다. 쑤ㅂ후-띠야! 나는 무상정자각이나 조그마한 법도 성취한 것이 없다.

단지 그 이름이 무상정자각일 뿐이다. 

23.맑은 마음으로 선을 행하라(淨心行善分)  

한문원문 

復次須菩提 是法平等無有高下 是名阿 多羅三 三菩提 以無我 無人

無衆生 無壽者 修一切善法 卽得阿 多羅三 三菩提 須菩提 所言善法者

如來說 卽非善法 是名善法.

영어번역 

Section XXIII. The Practice of Good Works Purifies the Mind  

Furthermore, Subhuti, This is altogether everywhere, without differentiation

or degree; therefore it is called “consummation of Incomparable

Enlightenment.” It is straightly attained by freedom from separate personal

selfhood and by cultivating all kinds of goodness. 

Subhuti, though we speak of “goodness”, the Tathagata declares that there is

no goodness; such is merely a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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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전이나 이 경전에 나오는 4구게(四句偈)만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독송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하는 복덕이 전자에 비해 후자가 100분의 1, 천만억분의 1

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크고 계산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훨씬

크다. 

해석

많은 스님들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물질을 제공하는 재보시보다 수행으로

마음을 맑히도록 도움 주는 법보시가 공덕이 아주 크다고 말한다. 그러나 수행을

정체성으로 삼고 출발한 조계종은 수행공간인 선방보다 기도공간을 더 중시하는

것을 본다. 뭔가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다. 그것도 겨우 출가스님들을 위한 선방

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지만 재가법우를 위한 수행공간이나 수행자도자가 거

의 없다는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3)

25.가르치지만 배운 존재는 없다(化無所化分)   

한문원문 

須菩提 於意云何 汝等勿爲 如來作是念 我當度衆生 須菩提 莫作是念

何以故 實無有衆生 如來度者 若有衆生 如來度者 如來 卽有我 人 衆生

함이지 조계종을 수호하거나 불교를 지키는 독수리 5형제가 되기 위함이 아니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4. 財施보다 法施가 복덕이 더 크다(福智無非分)   

한문원문 

須菩提 若三千大千世界中 所有諸 須彌山王 如是等 七寶聚 有人 持用

布施 若人 以此般若波羅密經 乃至 四句偈等 受持讀誦 爲他人說 於前福

德 百分不及一 百千萬億分 乃至 算數譬喩 所不能及.

영어번역 

Section XXIV. The Incomparable Merit of This Teaching   

Subhuti, if there be one who gives away in gifts of alms a mass of the seven

treasures equal in extent to as many mighty mount Sumerus as there would be

in three thousand galaxies of worlds, and if there be another who selects even

only four lines from this Discourse upon the perfection of Transcendental

Wisdom, receives and retains them, and clearly expounds them to others, the

merit of the latter will be so far greater than that of the former that no

conceivable comparison can be made between them. 

한글번역

ㅂ하가봐(bhagava, 薄伽梵, 世尊 )

쑤ㅂ후-띠야!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산들의 왕인 쑤메루

(Sumeru, 須彌山) 산만큼 많은 7보를 모아 다-나(布施)하는 것과 어떤 사람이

3) 자비는 베풂을 강조한 개념이다. 베풂은 크게 4종류가 있다.

① 재시(財施): 필요한 물질이나 기술을 베풂.

② 법시(法施): 다른 사람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거나 수행을 지도함.

③  무외시(無畏施): 다른 사람이 두려움, 갈등, 스트레스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거나 두려움으로 힘

들어 할 때 말이나 상담 등으로 그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을 평화롭게 하도록 도움 줌.

④ 자비관(慈悲觀): 수행으로 맑힌 마음을 가족 등 소중하고 인연 있는 사람에게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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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설한다.壽者 須菩提 如來說 有我者 卽非有我 而凡夫之人 以爲有我 須菩提 凡夫

者 如來說 卽非凡夫 是名凡夫.

영어번역 

Section XXV. The Illusion of Ego    

Subhuti, what do you think? let no one say the Tathagata cherishes the idea:

I must liberate all living beings. Allow no such thought, Subhuti. 

Wherefore? because in reality there are no living beings to be liberated by

the Tathagata. If there were living beings for the Tathagata to liberate, he

would partake in the idea of selfhood, personality entity, and separate

individuality. 

Subhuti, though the common people accept egoity as real, the Tathagata

declares that ego is not different from non-ego. Subhuti, those whom the

Tathagata referred to as “common people” are not really common people; such

is merely a name. 

한글번역

ㅂ하가봐(bhagava, 薄伽梵, 世尊 )

쑤ㅂ후-띠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따타-가따(如來)가 「나는 중

생을 제도한다.」 는 생각을 하겠는가? 그러나 쑤ㅂ후-띠여! 그렇게 생각하지 말

라. 왜냐하면 따타-가따가 제도할 중생은 없다. 만일 따타-가따가 제도할 중생

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따타-가따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있

는 것이다. 쑤ㅂ후-띠야! 따타-가따가 설한 아상(我相)은 아상이 아니다. 단지 범

부(puthujjana, 凡夫)들이 (그 형식에, 그 말에) 그것에 집착할 뿐이다. 쑤ㅂ후-띠

야! 범부라고 하지만 따타-가따는 그것은 범부가 아니고 단지 그 이름이 범부라

출가하고 스님이 되는 것은 휴가 가는 것입니다. 수행은 몸과

마음을 보다 맑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며,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고 에너

지를 재충전하는 과정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원하는 기간만큼 출가

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출가수행은 특별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더

구나 출가하는데 나이나 학력, 성과 같은 형식이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불교는 수행의 공동체입니다. 수행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있어도 여건이 허락하지

않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 방식 그대로, 부처님이 했던 수행법에 따라 수행을 합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고, 12시간 이상씩 좌선과 행선 그리고 생활선을 합니다. 3개월 동안 전

액 무료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기간만큼 머

리를 깎고 까-싸-야(袈裟)를 입고, 스님이 되어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행하

고픈 마음과 정열 그리고 꿈과 희망만 가지고 오십시오. 

지금 곧바로 반냐라마로 오십시오. 눈 푸른 스님들이 당신의 수행을 인도하

여 당신의 삶이 자유와 행복으로 넘쳐나게 도와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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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기

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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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의 이미지, 신체 각 기관으로부터 입력되는 느낌, 즉 감각과는 다르다. 생각(반

냐라마에서는 망상이라고도 부르지만 어쩐지 고리타분한 느낌이 드는 단어이다.

특별히 대체할 다른 단어도 없기도 하지만 조금 익숙해지면 오히려 구수한 맛이

나는 단어가 ‘망상’ 이다)은 우리가 어떠한지, 어떠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

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말해 주고 피드백해 준다. 그렇다

고 해도 생각은 하나의 단어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은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

다. 생각은 하나의 허구이고 이야기이다. 생각은 그 특성상 현재에 집중되는 법

이 없다. 현재에는 진행형의 행위만 계속될 뿐이다. 생각은 항상 현재 시제를 떠

나 과거나 미래의 것들을 소재로 한다. 우리가 지어내는(혹은 자연히 생겨나는)

대부분의 생각들은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관한 연속 상영되는 여러 편의 이야기

이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들이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삶을 일구는 데 도움이 되

는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인지적 융합이란 전문 용어가 있다. 인지란 생각이나 이미지, 기억 같은 마음의

산물을 가리키는 전문용어이며 융합은 섞거나 혼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지

적 융합이란 생각과 그 생각이 지칭하는 사물, 즉 이야기와 사건이 서로 섞이는

것이다. “나는 쓸모 없어” 라는 말에 실제로 쓸모없는 것처럼 그 단어에 반응하

고, 실패가 이미 기정사실이 된 것처럼 “나는 실패할 거야”라는 말에 반응한다.

인지적 융합 상태가 지속되면 그 생각이 불변의 진리로 착각되고 고착된다. 생각

은 이야기를 좋아해서 좀처럼 멈추는 법이 없다. 또한 마음이 지어 내는 생각 즉,

이야기의 80%는 부정적인 내용이다. 부정적인 이야기에 빠져 곧이곧대로 믿어

버린다면 이로 인해 우리의 생각은 불안, 실망, 자괴감으로 바뀐다. 이런 오염을

확실하게 떼내는 방법 중의 하나는 이야기에 이름 붙이기이다. 즉, “<나는 쓸모없

어> 이야기가 나오네...” 라고 이름 붙인 후 이야기를 인정하고 그냥 내 버려두는

것이다. 그 이야기에 시비를 걸 필요도 없고 거기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도 없다.

마치 포스트잇에다가 “밖으로 내 던질 물건”이라고 쓴 후 그 오염물에다가 붙여

오늘은 우리 반냐라마 선원의 주특기 중의 하나인 “이름 붙이기”와 행복의 관계

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물론 ‘생각’ 그 자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다.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어지는 특징 중의 하나가 인간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사실

이다. 인간의 의사 소통수단으로는 몸동작, 표정, 신호, 소리 등이 있지만 언어를

사용하는 기능은 인간의 고유성을 결정짓는 요인이다. 언어는 복잡한 일종의 기

호 체계이다. 언어를 기호화한 것이 단어인데, 각 나라마다 단어로 표시하는 방

법은 달라도 그 단어로 인해 사람이 인지되어지는 이미지는 같다. 만약 인간이

눈으로 단어의 기호를 보든지 소리로 듣든지 어떤 단어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안

다면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고 소통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두 가지 상

황에서 단어를 사용한다. 한 가지는 상대가 있어서 말하고 듣고 쓰는 상태가 공

적(公的)인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혼자서 생각할 때의 사적(私

的)인 상황에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책에 문자라는 기호로 쓰인 언어를

문장이라 하고, 입 밖으로 나와서 음파로 전달되는 언어를 말이라 한다. 이와 구

별하여 머릿 속의 혹은 마음 속의 언어는 생각이라 부른다. 그러나 생각은 마음

행복한 삶을 위한 안내서 

생각을 단순화 하기와 이름 붙이기

혜장 장준현

SATI mASTEr, 두산 인프라코어 근무
junehyun.jang@doo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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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것 역시 너무 진지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는, 마음이 말하고 있는 것을 무

의식적으로 믿지 말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다.  불

운하게 사는 삶의 방식중의 하나는 바로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다음의 경구

를 잘 새겨듣자.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들판 한가운데서 살다가는 결코 쉬운 길을 찾지 못할 것

이다.’-로널드 올슨

사기꾼 신드롬(imposter syndrome)이라는 것이 있다. 회사의 중역이나 의사,

변호사 등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와 신분에 이르렀으면서도 끊임없이 ‘이것

은 나의 참모습이 아니다’, ‘언제 가면이 벗겨질지 모른다’ 등의 망상에 시달리

는 현상을 말한다. 사기꾼 신드롬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에는 그

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즉, 자신이 일을 유능하게 잘 처리하고 있음을 부

정하고 있다. 사기꾼 신드롬도 일종의 생각의 장난이다. 대부분의 생각은 저절로

나타난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수만 가지 쓸데없고 무익

한 생각을 한다. 미래로 갔다가 과거로 가기도 하고 공간을 옮겨 다니기를 제 마

음대로 한다. 마음은 결코 이야기를 멈추지 않는다. 마음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계획하고 불평하고 우쭐대고 망상에 빠진다. 우리

는 수시로 이런 이야기에 빠져드는데 이런 과정을 “생각에 빠진다”, “생각에 열

중한다”, “생각에 잠긴다”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한다.  “나는 바보야!” 라는 생각

을 하게 되면 괴롭게 마음이 아파온다. 그러나 바보 대신 바나나를 넣어 “나는 바

나나야!” 라고 생각해 보자. 아마 이 생각을 하면 씩 웃음이 나올 것이다. 우리가

이 생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생각도 여전히 하나의

단어일 뿐이다. 생각을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단지 그 감

정과 다투지 않는 것이다. 감정과 다투지 않으려면 그 감정이 내게 다가오는 속

도를 줄여서 그 상황을 그대로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놓으면 나중에 쓰레기 수거차가 거둬가듯이... 더 간단하게  이름을 붙이는 방법

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망상” 하고 짧고 단호하게 속으로 외치는 것이다.

이것이 습관화 되면 나 자신이 생각으로부터 한발 물러나 내 생각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 한 발짝 물러나게 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거기에 붙여진 이름이

다. 인지적 융합 즉, 오염이 붙어 있는 것을 떼어 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름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기법이 그러하듯이 즉각 효과를 볼 수 있게 써 먹으려면 연

습이 필요하다. 부지런히 연습하면 80%의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에 잡혀 있던 우

리의 삶은 80% 이상의 행복을 보장 받게 된다. 즉 생각이란  단지 머릿속을 통과

해 지나가는 단어일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체득할 수 있다.

우리가 하는 생각 중 어떤 것이 진실인지 여부는 중요치 않다. 앞에서도 언급했

듯이 그 생각이 우리의 행복에 유익한가 아닌가를 알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진실 혹은 거짓, 그것은 단어일 뿐이다. 만약 유익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 생각

에 집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가령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나는 쓸모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된다. 그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는 것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고민)이 유익

한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 하고 묻는 것이 오히려 더 실용적이다. 거듭 말

하지만 이런 경지에 도달하려면 생각에 이름 붙이는 훈련이 필요하다. 만약 그

생각이 유익하다면 관심을 가지고 유익하지 않으면 신경 끊는 것이 좋다. 앞에서

도 말했지만 생각은 단지 이야기일 뿐이며 이야기는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 주기

위해 엮어진 단어들의 꾸러미일 뿐이다. 그러면 이야기를 타고 오는 생각을 어떻

게 다루어야 하는가? 먼저, 어떤 생각이든 너무 진지하게 믿는 것을 조심해야 한

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너무 진지하게 믿으면 유연한 태도를 갖기 힘들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생각이란 주위 조건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두 번째는  만약 어떤 생각이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데 유익하다면 그 생각을 이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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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수행기법을 싸띠수행 또는 위빠사나, 참선이라고 한다면, 요가(Yoga)

라는 명칭은 힌두교의 수행기법을 말한다. 다양한 요가수행의 기본적인 목적은

순수의식(브라만) 또는 절대와 개인의 자아(아트만)와의 결합이며 어원은 ‘결합

하다, 묶다’라는 뜻이다. 

만약 불교의 수행자가 ‘요가수행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는 불교인이면

서 힌두교 수행을 한다’라는 정체성이 모호한 표현이 될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요가수련자들이 몸의 건강 차원에서 수련하지, 힌두교의 수행

자처럼 공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불교인의 입장에서 불교의 정체성을 분명하

게 드러내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불교의 수행자와 불자들은 몸짓으로 하는 수련을 불교의

언어인 빨리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까야싸띠’라고 이름 짓고 불렀으면 한다. 지

금은 조금 생소한 느낌이 들겠지만 우리 반냐라마를 통해서 이름 짓고 부르다 보

면, 국내에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힌두교 수행 언어인 ‘요가’를 대신해

불교인의 몸짓수련에는 정체성이 분명한 ‘까야싸띠’란 이름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다. 

수행활용

KAYA SATI(까야싸띠)란?

KAYA SATI는 몸의 움직임(동선)에 기준점을 두고 싸띠를 밀착하여 알아차

림을 지속(집중)하는 몸의 수련이자 마음수행이다.

몸의 움직임은 태극권이나 기공처럼 부드럽고 정적인 수련과 우슈나 무예타이

와 같은 강하고 동적인 전통무예의 수련이 있다.

또한 요가처럼 스트레칭을 통한 혈액 순환, 기 순환을 도와 몸의 신진대사작용

을 돕는 동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까야싸띠’와 ‘요가’라는 명칭에 대한 이름 짓기를 하고자 한다.

KAYA SATI ③

오체유법(오체조관)

buddhadipa(불광)
반냐라마 SATI SCHOOL, 성남 반냐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남한산성초등학교에서

SATI수행과 禪觀武를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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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 다시 몸통을 그대로 옆으로 틀

며 앉는다.

동작 7 : 뒤로 누우면서 허리틀기(가슴-

팔꿈치-턱이 바닥에 닿기)

7-1 : 양다리를 모으며 앉는다. 

6-6 6-10

6-116-7

6-8

6-9
7-1

동작 6 :  앞뒤로 다리 벌리고 허리(상체)

숙여 돌리기

6-1 : 5-1의 동작에서 좌측으로 몸

을 틀어서 사진처럼 준비를 하고 숨을

들이마신다.

6-2 : 숨을 내쉬면서 상체를 깊숙이

내리고, 이때 발목을 가볍게 당겨준다.

6-3 : 다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상체를 최대한 뒤로 젖힌다.

6-4 : 다시 6-2 동작으로 숨을 내쉬

며 내리고

6-5 :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상

체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돌려주고,

다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상체를 돌

려준다.

6-6.7.8.9.10 : 6-1.2.3.4.5의 반대

동작 (동작6 전체를 2~3회 반복함)

6-1

6-2

6-3

6-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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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8 : 옆으로 누워 다리 들기(안으로,

밖으로, 옆으로)

8-1 : 사진처럼 왼팔을 옆으로 짚고,

왼발은 앞으로 오른발은 뒤로 약간 구

부려 준비한다.

8-2 : 숨을 들이 마시면서, 가슴을

내밀고 허리는 뒤로 젖히며, 오른팔을

머리 위로 크게 원을 그리며 오른발에

가져다 놓는다.

8-3 : 숨을 내쉬면서, 몸통을 세우며

오른발이 왼발을 스치듯 들어 올려  왼

쪽귀 쪽으로(대각선) 끌어당겨 안는다.

8-4 : 숨을 들이마시면서 다시 8-2

동작을 반복한다.

8-5 : 오른발 무릎을 오른쪽 어깨에

대고, 팔을 다리 안으로 하여 손바닥을

8-1

8-2

8-3

8-4

8-5

7-2 :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1~2회

정도 약간의 탄력을 준다.

7-3 : 숨을 들이마시며 뒤로 허리를

튼다.

7-4 : 양손을 짚고 숨을 내쉬며 가

슴과 턱이 바닥에 닿게 내려준다.

7-5.6.7 : 7-1.2.3.4동작의 반대동

작 ( 동작7 전체를 2~3회 반복함)

7-2 7-5

7-3 7-6

7-7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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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8-12

8-13

8-14

8-15

8-16

8-17

뒤꿈치에 댄다.

8-6 : 숨을 내쉬면서 무릎을 펴고

발목을 당겨서 최대한 이완시킨다.

8-7 : 오른다리는 그대로 들고, 왼

무릎을 구부리고 오른손을 바닥에 짚

는다.

8-8 : 엉덩이를 들며 왼무릎을 몸의

중심으로 당겨오고,  오른다리와 골반

을 틀어 사진처럼 자세를 취한다. 이때

오른손을 들고 시선은 오른발 뒤꿈치

를 보는 듯 고개를 든다.

8-9 : (수련의 진도가 나가면) 무릎

을 바닥에서 띄운다.

8-10.11.12.13.14.15.16.17 : 8-

1.2.3.4.5.6.7.8.9 반대동작 (동작8 전

체를 2~3회 반복함)

8-6

8-7

8-8

8-9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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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어내면 안 될 거품도 있는 것이지 

웅얼대는 밀물되어 

기름때에  제 몸 부비며 

야위어가는 몸 

일어서기는 쉬운 일인가

버림으로 더 큰 손 

머리 위로 물을 붓는다

기도하듯 비벼대는 한 조각 거품이 

육척장신의 찌든 삶을 어루만진다

너와 나 눈물 섞어 

더 진한 살내음으로 오늘을 살 수 있다면 

하수구로 흘러 가장자리 돌 틈으로 맴돌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가슴 

도란도란 정한 거품되어 강을 씻으리.

시 김근희비누

시
가
흐
르
는
창

동작 9 : (누워서) 뒤로 다리 넘겨 좌,

우 허리틀기

9-1 : 사진처럼 자세를 잡고 앉는다.

9-2 : 뒤로 누우며 양다리를(하체)

모아서 머리 위로 넘겨서 발가락이 바

닥에 닿게 한다. 이때 무릎을 곧게 펴

주고 양손은 허리를 받쳐 준다.

9-3 : 발을 왼쪽으로 게걸음 하듯

한발씩 옮겨 최대한 허리를 튼다. 이때

왼손으로 허리를 튼튼히 받쳐 준다. 완

료된 동작에서 호흡을 크고 길게 들이

마시고 내쉰다.

9-4 : 다시 발을 오른쪽으로 옮기며

9-3동작을 해 준다.(동작9 전체를

2~3회 반복한다.)

9-5 : 사진 9-2동작으로 돌아온다. 

9-1

9-2

9-3

9-4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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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녀석이 암꽃이다. 

이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주목받지 못

한 채 피었다 지지만 자신이 할 일은 잘

해내는 기특한 꽃이다. 주목 받고 사랑

받는 꽃의 역할은 잎에게 양보하고 자신

이 할 일만 하는 모습이랄까? 은행 열매

는 옹색한 꽃 모양에 비해 얼마나 탐스

럽게 달리는지! 그렇지만 사람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겉껍질에서는 코

를 쥐게 하는 악취가 나고 피부에 닿으

면 염증을 일으키는 점액질을 가지고 있

기도 하다. 종족을 보존하려는 수단일

것이다. 그러해도 속 열매가 기침이나

천식에 좋다하니 사람들 또한 포기하지

않고 채취하려 한다.

사람이 맡을 수 없지만 잎과 나무에서

도 독특한 향을 내뿜어 벌레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 그래서 책갈피에 은행잎 넣

어 두면 좀벌레를 막을 수 있기도 하다.

벌레의 시달림으로부터 자유로운 은행

나무는 1000년은 너끈히 살아간다. 우리

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로는 경기도

양평 용문사에 살고 있는 은행나무이다.

무려 1300년을 살아왔으니  100년 살아

보겠다고 버둥대는 인간들이 얼마나 가

소로울까. 

질긴 생명력은 은행나무를 따라잡을

나무가 없을 것이다. ‘살아있는 화석’이

라는 별칭으로 불려지기도 하는 은행나

무는,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기 전 공

룡이 살던 시대부터 빙하시대를 지나 오

늘날까지 살아온 나무이다. 오래 산 나

무를 마주하면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

껴진다. 한곳에 붙박혀 피할 수도 저항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온갖 위협으로부

터 살아남은 신령한 힘이랄까? 

은행나무는 성장이 더딘 나무다. 싹이

튼 지 20년은 지나야 열매를 볼 수 있다.

옛 어른들은 씨를 심어 손자 볼 나이에

열매 얻는다 해서 공손수(公孫樹)라 부

르기도 했다. 

반냐라마 차밭에 은행나무를 심었다.

어린 차나무는 그렇다 치고 어른키만 한

은행나무는 얼마나 기다려야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풍경을 연출해 줄지. 차밭에

은행나무 심으며 스님 하신 말씀. “하얀

차꽃이 살포시 고개 내민 초록의 차나무

위로 노란 은행잎이 떨어져 내리는 풍경

을 상상해 보라, 환상적이지 않느냐”

100년 후 계획을 당장 하실 일인 듯 말씀

하시니, 한 50년 기다리는 일쯤이야..

지난 가을부터 비를 아끼던 하늘에서

6월 되자 비 뿌리기 시작하더니 여름 내

내 그칠 줄 몰랐다. 더위도 적고 습도도

높지 않아 한철 잘 넘겼건만, 농부들 한

숨은 깊었을 것이다. 늦었지만 따끈따끈

한 햇살 바짝 내려 주면 들녘 풍성해져

농부들 시름 덜어지련만.. 처지 따라 좋

고 싫음 엇갈리니 옳고 그름 또한 따로

없을 터, 그저 지금 하는 일에 마음 둘 뿐

이리.

장마 물러가자 스쳐가는 바람결에 마

른풀 향기가 실려온다. 기다렸다는 듯

가을 풀벌레 짝 찾는 노래 부르고..  어

허! 마음은 벌써 구름처럼 둥둥 길 떠날

채비한다. 가을 깊어진 바람 부는 어느

날, 마음길 열리는 벗과 노란 은행잎 날

아 내리는 들길 걸어볼까 보다. 

꽃보다 고운 은행잎. 바람 맑고 차가

울수록 은행잎은 곱게 물든다. 은행(銀

杏)이라는 이름은 살구를 닮았지만 겉껍

질 표면에 흰빛이 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은행꽃을 본 적이 있는가? 은

행나무는 암,수 딴몸으로 각각 꽃을 피

운다. 수꽃의 꽃가루가 바람 타고 날아

가 암나무를 만나는 낭만적인 나무이다.

꽃샘바람 기세 꺾일 무렵인 5월에 은행

은 새잎을 내민다. 그즈음 발밑에 오디

모양을 한 좁쌀같은 연둣빛 꽃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꽃이라 부르

기에는 참으로 어이없는 몰골이지만, 수

꽃의 생김새는 그나마 꽃 모양을 비슷이

갖추고 있다. 암꽃은 아예 찾기를 포기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초록 잎사귀 사이

에 나팔 모양으로 코딱지만하게 박혀 있

글 수진행  사진 편집부

들.꽃.산.책

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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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 ②

B
U
D
D
H
A
 

가
르
침

오리지널 불교에 관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반냐 55

불교로 알려진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을 창시한 붇ㄷ하는 2600여 년 전 인도 중부

갠지스 강을 중심으로 반경 400Km 정도에서 활동했다.

긴 시간, 여러 지역과 다양한 매체를 거친 붇ㄷ하 가르침이 원형 그대로 전해졌을

걸로 생각한다면 순진한 발상이다. 우리가 붇ㄷ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은

이상 현재 내가 알고 있는 붇ㄷ하에 관한 정보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불교 또한 역사적 산물이고 불교가 전해진 역사 현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붇ㄷ하에 관한 정보를 객관화시키고 역사와 권위,

신화와 무지의 포장을 걷어 내고 상식선에서 접근하면 있는 그대로의 붇ㄷ하를 만

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맨얼굴의 붇ㄷ하와 오리지널 불교를 만날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이 책은 붇ㄷ하가 직면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한 관점을 붇ㄷ하 수

준과 관점에서 접근했다. 이 책은 자유로운 삶, 청정한 삶, 행복한 삶, 공존하는 삶

을 살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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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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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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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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을 잘 이해하려면 그가 생존했던 시대의 사유체계인 당시의 언

어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부처님 시대와 그로부터 2500년이 지난 현재의 시간과 공간의 간격을 어

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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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겨 있다. 6개월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부처님은 이때 5ㅂ힉쿠들

에게 수행을 지도한 내용을 가지고 이후 45년 동안 그것을 하나씩 풀어서

설법하고 수행을 지도했다. 따라서 이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 3장과 대장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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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의식은 같을 수가 없다. 

불교도가 알고 실천해야 하는 각종 통과의식에 대한 절차와 기본예절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 작은 책 한 권이면 불교의 각종 통과의식과

기본예절을 어려움 없이 스스로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반냐라마 책소개]

부처님 최초의 말씀

buddhapala | 174쪽

buddhapala | 310쪽

58 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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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선원 영구방부비는 영가 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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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첫째 주 일요일) 수행자와

무료급식소에 대중공양 올림으로써 장례문화, 제사문화를 의미 있는 이별의식으로 가꾸어 나가기를 마음 담아 권합

니다.

청정선원을 위해 50만원은 남겨 두자

buddha Dhamma Saogha가 활동한 지 벌써 15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의 가족 가운데 성질 급한 분들이 서서히 이 세상과 이별하기 시작

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 각종 통과의식을 피해갈 수는 없는 일, 어차피 치러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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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을 청해 함께 수행하고 5계를 받고 공양 올리는 공덕회향 법회가 아름답게 자리잡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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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곳을 memorial hall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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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속이 메스꺼움, 머리 울림 등은 몸에 물리적으로 이상이 없다면

수행으로 아-싸봐가 해체되고 몸과 마음이 정화되면서 나타나는 

환희심(pkti)이라는 현상입니다.

이때는 계속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시간이 있으면 하루 4~5시간 이상이 좋구요.

그렇지 않으면 한두 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일 시간이 많으면 8~12시간 이상 하세요.

4. 몸에 나타나는 어지간한 현상은 모두 무시하세요.

몸을 조복받지 못하고는 마음조복도 힘들다고 합니다.

5. 단지 있는 그대로만 보시고 몸에 나타난 현상에 의미 부여하지 말 것.

지수화풍 4대로만 알아차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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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반냐라마의 일산입니다. 

지금 인도에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서 혹시나 

상담해 주실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지난 주 김해 갔다와서 일요일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열이 나고 쑤시고 삼 일 전부터 기침이 많이 납니다. 

속도 메스껍고, 지금은 아침에 행선을 30분 하고 나서 머리가 울리기 시작해서 

걸을 때도 계속 울리고 안 좋습니다. 

속도 메쓰껍고, 계속 기침이 나고 가래도 있습니다. 

삼일 전에 한의원에 가서 몸살약을 가져와서 먹었는데 약을 먹고 난 후 

잠시는 괜찮다가 다시 몸이 안 좋습니다. 

이럴 때 행선과 좌선을 계속해야 하는지요?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에 몇 번 정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몸이 아파도 참고 계속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요?

알려 주세요. 머리가 계속 울리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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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번호나 기호를 누르기 위해

잠시 귀에서 전화기를 뗄 때 불안한 심

정이 되곤 했는데, 행여 시간을 초과하

거나 잘못 들어 처음으로 돌아가게 될

까 봐서다. 

윷놀이 때 잘 달리던 말이 잡아먹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이

자동 응답 상황에서 처음으로 가는 것

이 훨씬 열나고 허무한 일이니까. 

전화기 속 지시자는 이번에는 일곱

개의 항목을 불러 주며 원하는 번호를

누르랍신다. 그런데 아둔한 내가 7번

까지 듣고 나니 앞의 몇 개가 무슨 내

용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아 잠시 지체

해 버렸다.

곧 “번호가 입력되지 않았거나 잘못

눌렀습니다.” 하는 멘트와 함께 다시

일곱 개 항목을 반복해서 읊는다. 아이

고, 관세음보살! 내 입에서 탄식이 절

로 나왔다.

그 뒤로 주민등록 뒷자리를 누르라

느니, 뭘 하라느니, 여남은 개의 대문

을 통과하고서야 진짜 사람인 상담원

과 연결될 수 있었다. 

문 많기로야 절인데, 산문을 들어서

서 일주문, 불이문, 자하문 등 여러 문

을 지나 부처님께 이르는 절집 문의 수

도 이만큼은 안될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관문을 통과해 상담

원과 연결됐지만 내가 알아낸 것은 아

무것도 없었다. 자세한 내역을 알고 싶

으면 인터넷으로 명세서를 보라는 조

언이 있었을 뿐이다. 어렵사리 통신회

사 사이트로 들어가 명세서를 출력했

는데 에이포 용지를 빼곡히 채운 그 내

용을 보니 어찔, 현기증이 일었다. 

사용내역의 항목은 무려 22개인데

중간 중간 다섯 개의 ‘소계’가 있고,

하단에는 ‘할인 상세 내역’이라는 12

개 항목의 또 다른 표가 있었다.

한마디로 무슨 내용인지 알 길이 없

었고, 이렇게 복잡한 요금체계가 왜 필

요한지 납득이 안 갔다.

내친 김에 통신회사에 관리자로 있

는 동갑내기 외사촌에게 전화를 걸었

다. 

얼마 전 그의 부탁으로 가족 세 사람

의 휴대폰을 바꿨기 때문이다. 멀쩡한

휴대폰을 바꾸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

만 기업 합병 등 업무 부담에 쫓기는

은행에 갔다. 정리한 통장을 지갑에

넣기 전 주루룩 훑어보다가 한 곳에 눈

길이 멎었다. 전화요금 123,530원. 엥!

무슨 전화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 

깜짝 놀라 지난달의 전화요금을 확

인해봤다. 51,380원. 이것도 많다. 

매월 30,000원 대의 수치가 내가 기

억하는 우리 집 전화요금이다. 인터넷

보급과 전 국민 휴대폰 소지는 가계지

출에서 통신비 비율을 엄청 높여 놓았

다. 

그러나 전체 통신비는 많아졌어도

집 전화 비용은 줄어드는 추세인데 어

떻게 전화 요금이 다달이 상승곡선을

그었을까?

요금 책정의 근거도 모른 채 통장의

내 재산이 착착 빠져 나간 사실에 살짝

혈압이 올라갔다. 생각해 보니 언제부

터인지 매달 날아오던 전화요금 명세

서도 오지 않았다. 비단 전화요금뿐일

까? 아파트 관리비, 가스료, 인터넷 사

용료와 각종 보험료 등 보이지 않는 규

범인 이 자동이체 구조의 수혜자는 절

대로 내가 아니라는 것. 

다만 내가 이 구조에 종속됐을 뿐이

라는 비판의식이 불현듯 작동한다.

따져볼 요량으로 통신회사 고객센터

에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전화하는

동안 나는 하마터면 성불할 뻔했다. 한

마디로 그것은 극기 훈련 프로젝트였

다.

뚜루루 신호가 가더니, “최고의 감

탄사! **고객센터입니다.”하는 자동응

답이 들렸다. 매끄럽되 마음에 다가오

지 않는 녹음된 기계음은 내용을 분류

하며 1번 혹은 2번을 누르라고 했다.

나는 1번을 눌렀다. 행여 지시사항을

놓칠까 봐 전화기를 귀에 바짝 대고 최

대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전화선 저쪽 자동 녹음 시스템은 다

시 3가지 항목을 들려 주며 번호선택

을 종용했다. 온몸의 신경을 한쪽 귀에

집결시킨 채 지시하는 대로 고분고분

따랐다. 

[ 세상사는 이야기 하나 ]

무구연 
charm366@hanmail.net

자동에  대한  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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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1월 1일부터 3일까지 화엄사-

유평리 지리 종주를 하던 중에 노고단

대피소 취사장에서 어떤 여자 분이 '지

리산에 왜 오세요?' 묻기에 '그냥 좋아

서요.......' 라고 대답했더니 그분이 지

리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1. 원래 현

명해서 2. 살 빼기 위해서 3. 발등에

불 떨어져서 이 3가지 이유 중의 하나

로 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신은 '3'

에 속한다면서 몇 년 전에 병을 앓고

나서 건강에 불 떨어져서 온다고요^̂

알고 보니 저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

은 병으로 수술을 받았더군요. 아무리

요즘 독감처럼 흔한 병이라지만 그래

도 흔하지만은 않은 만남을 축하하며

그분 일행이 가져온 고량주로 ‘건배’

하고 삼겹살 안주를 나눠 먹으며 유쾌

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지리산,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

산 둘레 약 800리, 면적 1억 3천만 평

이상, 남한 육지에서 가장 높은 천왕봉

(1915m)과 1000m 넘는 20여 개의 준

봉들, 100리에 가까운 주능선, 15개의

지능선과 계곡들이 어울려 있는 거대

한 산괴! ‘지리산을 찾는 것은 가슴에

솟아나는 그리움을 샘물로 넘쳐나고픔

이다‘ 라고 한 시도 있듯이 풍부한 샘

물이 솟아나는 다양하고 희귀한 동식

물들의 낙원이면서 6.25전쟁 때는 군

경 토벌대와 빨치산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로 수많은 양민과 군인들이 참혹

하게 희생된 아픔의 산이기도 한 곳! 

산이 워낙 높고 깊어서 그런지는 몰

라도 지리산을 20번쯤 가본 사람은 지

리산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우쭐대지

만 100번, 200번을 넘어가면 갈수록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고 고백

하게 만드는 신비로움을 지닌 것이 또

[ 세상사는 이야기 둘 ]

지리산  이야기 - 왜 지리산에 오세요?

智愚
pinebitter@hanmail.net

듯 해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더블프리는 뭐고, 다날 컨텐츠료가

뭐지?” 

일단 명세서에 있는 생경한 용어를

물어 보았다. 그런데 그도 처음 들어보

는 듯 몇 번 되묻더니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아니, 몸 담고 있는 너도 모르는 이

런 용어를 왜 쓰는데?” 

“그러니까 컨설턴트가 필요한 거

지.”

사뭇 따지는 내 말에 외사촌이 웃으

며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이 절로 나왔

다. 세 사람의 휴대폰이 합산된 금액인

것은 알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심란했

다.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자동일진대,

주체인 나는 부동이고 상대의 움직임

만이 감지되는 자동화 시스템. 각종 판

매나 발급은 물론이고 삶의 도처에 포

진해 일상에 깊이 관여하지만 쉽고 여

유로워지긴 커녕 난해하고 기분 찜찜

하기 일쑤다.

간혹 극장이나 공공기관 등에 전화

할 때면 염장을 지르는 그놈의 자동시

스템이 사람을 밀어냈다는 적의가 일

어나기도 하니, 취업 재수생을 둔 부모

의 예민함인가? 모든 것이 빛의 속도

를 따라잡을 것 같이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 무조건 지나간 삶의 방식대로 살

자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어제 겨우 익힌 지식과 정보가 곧장

죽은 것이 되게 하는 것의 배후에 보이

지 않는 막강한 권력자의 음모가 있다

는 어렴풋한 자각이 문득 든 것이다.

그래서 자동이체 같은 제도 절대 이

용하지 않는다는 어떤 꽃미남 가수야

말로 진정한 자동인, 자유인 같은 생각

이 든다.  

날마다 새로운 것이 나오고 복잡다

단해지니, 음료수 자동판매기 앞의 시

골노인 유머는 어쩌면 뒷날의 내 이야

기일지도 모르겠다. 

“보이소! 내가 목이 말라서 그랑께

사이다 하나만 주소!”

할아버지가 자동판매기를 들여다 보

고 몇 번을 소리쳐도 아무 반응이 없

자, 옆에 있던 할머니가 그랬다지.

“사이다 말고 콜라 달라 캐 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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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시각보다 점점 늦어지면서 벽소

령, 세석을 거쳐 장터목에 도착했습니

다. 장터목에서는 천왕봉을 들렀다 법

계사 거쳐 중산리로 내려가는 길과 천

왕봉 안 가고 바로 유암폭포 계곡으로

중산리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서 아쉽

지만 천왕봉은 생략하고 유암폭포 길

로 내려갔는데, 세상에! 그때부터 본격

적인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지요.

내려올 때 무릎이 더 아프다는 것을

그때 알았네요! 또 그 길에 돌은 왜 그

리도 많았는지!

밤눈이 유난히 어두운 편인데 날은

어두워지고......! 그래도 하나, 둘, 이

름 붙이며 왼발, 오른발 알아차림 하며

중산리에 도착하니 밤 9시더군요! 3시

간 정도면 충분히 쉬면서 내려올 수 있

는 길을 쉬지도 못하고 걸으면서 5시

간 걸려 내려왔지만 완전 인간승리 한

것 같았답니다.

새벽에는 산바람이 너무 좋아서 한

달에 한 번은 무박종주 하자고 말해 남

편 등골을 ‘오싹’ 심장마비 걸릴 뻔하

게 했었는데 밤에 중산리 내려와서는

‘이제 한번 해 봤으니까 됐다 됐어!’

로 말이 바뀌더군요! 호호호!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변하기 마련! 

천왕봉을 거치지 않은 종주는 종주

가 아니라는 지리산꾼들의 말에 열 받

아서 올해 5월 다시 도전하여 성삼재

출발 노고단-천왕봉 중산리 도착 무박

종주를 확실히 했답니다!

물론 이때는 연하천대피소든 어디서

든 스트레칭은 하지 않았고요!

‘왜 그렇게 지리산에 가는 거야?’ 

‘그냥 좋아서.’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무박종주는 하

는 거야?’ 

‘그냥 하고 싶어서.’

스스로 묻고 답하는, 지천명의 나이

에 처음 천왕봉에 오르고 지리에 홀딱

반해버린 지우의 지리 사랑의 끝은 어

디일까요!

그대가 싸띠수행자라면 

일도 운동도 사랑도 그냥 하는 겁니다.

의미 부여하지 말고

단지 알아차림하면서!!! 

(다음에 계속)

지리산이라고도 합니다.

그 지리산을 재작년 5월 처음 가서

천왕봉에 오른 이후 2년 동안 15번을

갔습니다!

보기 힘들다는 천왕봉 일출도 봤고

고지에 있는 7암자 순례 산행도 했고

봄꽃, 피아골 단풍, 겨울 상고대와 눈

꽃 산행도 했고 운무 가득한 청학동,

삼신봉도 봤고 2박3일 화대종주, 성삼

재-중산리 1박2일 종주, 무박종주도 2

번 했습니다. 도대체 그 힘든 무박종주

를 왜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잘 모

르겠지만 아마도 첫 종주의 기억에 살

짝 끼어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욕구 아

니었을까요?

수술 1주년 기념으로 천왕봉을 올랐

으니 2주년 기념으로 무박종주를 해야

겠다는 의도가 일어났고 그것을 관철

하기 위한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금정산 종주 코스 약

25킬로미터를 주말마다 걸으면서 다

리 힘을 기르고 스틱 사용법 등 등산

기술을 개선하면서 시간을 단축하는

훈련을 6개월 정도 하니까 성삼재-중

산리 35킬로미터를 무박종주 할 수 있

을 것 같은 예감인지 자신감인지가 생

기더군요. 산행 중에 특히 오르막에서

힘들 때나 내려올 때 1단계 행선한 것

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르막에

서 숨찰 때는 싸띠를 호흡에 두고 들

숨, 날숨에 하나 둘 이름붙이다가 호흡

이 안정되면 다시 발로 돌아왔는데 정

말 효과적이었습니다. 돌이 많은 내리

막길에서 1단계 행선하면 집중이 잘

되어 안전성을 높여 주었고요.

그렇게 준비한 후 드디어 작년 5월

어느 날 구례의 한 모텔에서 자고 새벽

3시에 택시를 불러 성삼재로 가서 4시

경 노고단 고개에서 본격 주능선 종주

를 시작했습니다.

황홀하게 좋은 새벽 산바람을 즐기

며 연하천까지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

였는데 연하천에서 아침 먹고 쉬고 출

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왼쪽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연하천대피소에서 출발하기 전에 다

리를 스트레칭 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

니다.

온 길보다 갈 길이 훨씬 많이 남은

상태에서 무릎은 점점 아파오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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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있기를, 그렇게 결정되어 있기를

바라는 결정론으로 전락할 때 삶의 현장

을 떠나 죽은 이념이 된다.  

자유(自由를 사는 사람은 하나의 매체

로서 살아간다. 만파식적이며, 배우의

몸이다. 스스로 자아를 갖지 않는 아름다

움을 드러내 보이는, 그러나 정해진 미적

기준이나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잘난 놈

이나 못난 놈이나 지 자리에서 펼쳐 보이

는 삶과 죽음의 막간, 퍼포먼스다. 

그러나 자유(自由)는 자기애적 도취도

아니다. 자기 연기에도 취하지 않는 깨어

있는 연기로, 미학(美學)으로 상승해야

길을 낼 수 있고, 어떤 바람이든 다 공명

하여 소리로 선율로 음악으로 다시 살 수

있다. 자기는 사라져도 길, 외길이 아니

라 그물의 길, 온 소통의 길을 내고 비워

줄 수 있다. 

이유(理由)는 추리와 논증의 길을 따라

그것이 진리임을 확인하고, 진리는 거

기-항상 그렇게 있다고 타자를 설득하

고 강요해 왔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

그것이 누구 입장에서의 진리냐를 따지

면서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가 만들어

졌지만, 여론의 다수게임으로 전락하면

서 진리의 정치도박판이 만들어지고 온

갖 협잡정치의 복마전, 대의제 민주주의

로 연명하고 있다.

이유(理由)는 비결정적 우연함을 오직

필연으로 포착 설명하기 위한 사고이며,

필연이라는 결정론적 왕국의 무기가 되

었다. 판관, 의사, 교사들이 법과 신체와

지식의 필연의 논증자 역할을 하듯 하다

못해 3류 정치 모리배조차 이유의 창을

들고 있다.

그러나 자유(自由)는 우연한 것을 이유

로 설명하지 않는다. 이유로써 설명되는

자기가 없다.그냥 상황을 받아낸다. 우

연을 필연의 만남으로, 또는 진리나 영원

한 것으로 꾸며 놓고 즐기지 않는다. 변

화하는 우연적 불확정성, 비결정을 두려

워하지 않고 서핑surfing할 뿐이다. 아

름다움을 드러내고 다시 본 적도 없는 아

름다움을 꼭 한번 만들어 내고 간다.

다시, 생명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매체

라면, 끊임없는 변화trans와 넘어서기

beyond가 생명의 자기 이유이므로 그럴

때 그것이 자유일 뿐이고, 이유 없는 아

름다움이고, 생명의 기쁨이며 이를 행복

이라 한다. 

그래서 저 구름, 저 푸른 소나무 한 그

루. 그게 된다.  

자유自由는, 끊임없이 다시 또 다시

시작하는 것, 그래서 자유는 실체로서

가두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

상태에 머물러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대를 지우고 다시 시작하고 자유에 몰입

하여 내가 자유에 풍덩 빠져 저 하늘 붉

은 노을이 되거나 구름으로 살거나 바람

으로 떠돌다가, 추락하다 사라지다 끝

내, 모든 것의 종말과 함께 종말 속에서

함께 사라지는 것.

기쁨은, 행복은 목표나 소망이 아니라

넘어서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신생新生

하여 차이를 만들어 내는, ‘지금-여기’

의 현장 속으로 두려움 없이 미끄러져

가는 스케이팅의 아슬한 칼날 위의 춤과

같은 것.

이유理由는 이치라는 사회집단이 합

의해 놓은 확정된 길을 따라 말려들어가

는 것, 이유로써 증명하고자 하는 그대

의 삶은, 실상 그대 삶의 존재이유로서

겨우 딱지 붙인 오직 이름, 명목뿐, 그것

을 자아라고 했던가. 존재라고 했던가.

평생 그대가 그대를 설득했다라고 여기

는 그 여정의  마지막 터미널terminal은

어디인가.

진리는 이유의 마지막 아버지, 또는

보이지 않는 신, 그 텅 빈 공백 주위를

위성처럼 무한히 공전할 뿐인 일상에다,

그대가 진리의 이미지와 우상과 프랑카

드와 밑줄 그어 읽은 경전 한 쪽을 붙여

놓는다 해도 생명이 아니라 진리의 이미

테이션imitation이다.

다시 이유는 추리推理다. 이치에서 나

와 다시 이치를 따라가는 동어반복이다.

영원하다는 것은 현재의 끝없는 확장이

요, 자아의 확장이다. 그래서 한번 진리

는 자신을 영원성에서 확인 받고자 한

다. 살아있는 것은 생명이 있어서 꽃도

때 되면 지지만 이미테이션은 영원히 피

어 있는 죽은 자유다.

다시 자유自由는, ‘항상-거기’에 있

지 않다. 관념론이든 유물론이든 항상-

반냐를 읽는 새벽 

벽안 이상규
SATI mASTEr, CLEANmINd 대표자유自由와 이유理由



수행공동체 반냐라마는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SATI BrOAdCAST를 개국했습니다.

반냐라마 홈페이지 (www.satischool.net)를 열면

반냐라마와 SATISCHOOL에서 하는 수행과 교육에 관한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SATI BrOAdCAST는

눈 푸른 수행자의 맑은 지혜가 흘러 넘치며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좋은 도반입니다.

SATI bRoADcAST
싸띠 방송국

어둠에서 밝음으로

반냐 7170 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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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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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루
에
배
우
는
경
전

서울

일시 : 8월 23일(일)
오전 9시~오후 4시

대구

일시 : 10월 18일(일)
오전 9시~오후 4시

반야심경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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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 겸장을 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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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회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평생기술로 완전체득

시간 : 1회 3시간/ 월 8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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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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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후 전송

매월 마지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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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 관계없이 분야별 전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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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불교도들은 인도불교를 천대하고, 동북

아불교도들은 자신들이 대승이라고 그들을 멸시합니다. 아쉽게도 현재 인도스님들과 불교

도들은 홀로설 수 있는 현실적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조금만 도와 준다면, 자립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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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 원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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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행 010-7307-0531)

인도 성지순례단 모집

붇ㄷ하의 나라, 성스러운 깨달음의 땅, 인도 성지순례를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태어
나서 한 번만이라도 성지를 순례하고 마음을 닦으면 가장 큰 공덕을 쌓는 것이라고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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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으며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큰 행운입니다. 

성지순례는 단순히 관광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붇ㄷ하 발길을 따라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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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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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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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가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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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일
마친 후 성지순례는 자유

76 반냐



pAnnA 정기구독 신청안내
*1년구독료 : 2만원(권당 오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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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장 이정민 님이 

예쁜 공주님을 낳았다네요.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번호 수행격언 

그림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행복하시길.  

모두 마음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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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모집

수행을 통하여 마음, 건강, 직장, 가정 등에 

도움이 된 수행이야기를 모집합니다.

글 형태 : 자유

분량  : A4 10pt 2매 이내

기간  : 2009년 10월 30일까지

보내실 곳 : satischool@naver.com

(우)621-890 경남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680 반냐라마 편집부

(*원고를 보낼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10월 재개강

SATI SCHOOL cyber 강좌 개강안내

반냐라마 SATI SCHOOL이 마음·수행·자유·행복으로 가는

cyber 기본강좌를 마련했습니다. SATI SCHOOL은 마음과학, 싸띠수행, 

오리지널 불교, 근본경전 등 다양한 강좌를 cyber로 개설합니다. 

많이 동참해 붇ㄷ하 지혜로 삶에 자유와 행복으로 넘쳐나게 하소서.

ENJOY SATI 수행을 즐기자

개설과목
1월 마음과학ⅠⅡ
2월 수행기술
3월 수행이론ⅠⅡⅢⅣ
4월 오리지널 불교ⅠⅡⅢⅣ
5월 초전법륜경
6월 대반열반경
7월 아나빠나 싸띠 경
8월 대염처경
9월 법구경
10월 금강경
11월 반냐심경
12월 신심명

● 수 업 : 각 과목 20~40회(30분 기준)
● 지도법사 : buddhapala 및 전문가
● 참가비 : 각 과목 2만원
● 기 간 : 2개월 
● 문의 및 접수

055)331-2841, 010)5405-2841
satischool.net 

여기 그리고 지금
당신안에 존재하는 가능성을 찾아보세요.



정가 5,000원
ars후원 060-70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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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안에 존재하는 가능성을 찾아보세요.

개강 : 매월 첫째 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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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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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JOY SAT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