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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음 의 향 기

해탈로 이끄는 자애와 

연민과 기쁨과 평정, 

올바른 때에 실천하며 

모든 세상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

- 숫타니파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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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회

자유와 행복을 위한

싸띠 길 걸음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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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dom & happiness to all



● 모집과정 : 일반과정(서울ㆍ부산)  전문과정(부산)  지도자과정(부산)

● 모집인원 : 일반과정(서울ㆍ부산 각 20명) 전문과정(10명) 지도자과정

● 지원자격 : 일반과정 - SATI MASTER (수행지도자)가 되려는 사람

수행으로 사회에 봉사하려는 사람

불교와 수행을 체계적으로 배우려는 사람

전문과정 - 수행과 마음관련 분야를 전문직업으로 하려는 사람 

SATI LIFE DESIGN 평생교육원, 선원, 명상센터, 수행도량 등을 운영하고

싶은 사람

지도자과정 - 출가수행하며 수행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영혼의 스승이 되고자 하는 사람

● 전형방법 : 서류와 면접

● 원서 교부와 접수 : 2010년 2월 1일부터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이력서 1부, SATI MASTER 2급 이상 자격증(전문과정)

● 수강료 : 일반과정(매학기 100만원) 전문과정(매학기 300만원) 

지도자과정(학비와 생활비 전액지원)

● 수업 시간과 장소 : 

● 이수학기 : 일반과정  2년 4학기(매학기 17주 수업)
전문과정  2년 4학기(매학기 17주 수업)     
지도자과정 6년 12학기(출가수행하며 수업)

● 특전 : 2인 이상 가족이 함께 등록할 때는 2명부터 50% 감면

일반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SATI MASTER 3급자격 부여

전문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SATI MASTER 2급자격 부여 

지도자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SATI MASTER 1급자격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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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satischool.net   buddhapala@hotmail.com

2553 | 2010년 6기
과정(민간자격등록기관(제2008-352호)

봄학기 모집

일반과정(4학기, 봉사과정)
전문과정(4학기, 취업과정)
지도자과정(12학기, 출가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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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히는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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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히는과정이다. 

SATI MASTER 과정을 마치면 자기수행을 완성하고, 다른 사람에게 수행을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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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냐 54 반냐

서울 : 월 17: 00 ~ 19: 00 그룹수행
19: 00 ~ 22: 00 이론강의

부산 : 토 14: 00 ~ 16: 00 그룹수행
16: 00 ~ 19: 00 이론강의

부산 : 금 17: 00 ~ 토 19: 00  

부산, 붇ㄷ하가야 : 출가수행

일반과정

전문과정

지도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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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워지고 존재가 아름다우면 하늘의 보

배라는 뜻이다. 사람은 좋은 산천을 원하

지만 정작 그런 것을 설명한 경전에서는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고 물건이 아름다울

때 보배가 된다고 설한다.  

사람에게 남북이 없고 법에 동서가 없

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존재에 의미

를 부여하고 사고하고 행동한다. 그래서

어느 선방에서 수행했느냐를 중시하고 어

떤 스승을 모시고 어느 법으로 정진했느

냐를 내세우며 우쭐댄다. 

그 가운데서 불교 창시자인 붇ㄷ하가 직

접 불교수행을 만들고 그 수행법으로 아

라한뜨 막가파라를 성취하고 자유와 행복

으로 가는 길을 연 buddhagaya 선방은

불교수행자가 가장 선호하고 상징성있는

수행도량이었다. 이곳에서 한철 나는 것

은 가문의 영광이었고 이곳을 참배한 힘

은 평생을 수행하고도 남을 자양분이었

다. buddhagaya는 불교에너지 원천이자

창조자이다. 

옛날 중국이나 한국 수행자가 탈것도

없이 걸어서 3~4년 걸려 이곳

buddhagaya 선방에서 수행하기 위해 목

숨을 걸고 이곳으로 와서 수행했다. 오늘

날은 편리한 교통편을 이용해 전 세계에

서 수많은 수행자가 와서 각자 자기방식

대로 붇ㄷ하에게 공양올리고 수행하고 있

다. 

진리와 정법이 오염될 때는 수만리 떨

어진 이곳으로 와서 새로운 에너지로 충

전했고 이곳에서 자리잡고 정법을 바로

세웠다. 그 중심에 반냐라마

buddhagaya 선방과 saTI sCHOOL이

자리잡고 있다. 

마하시나 봉암사 선방에서 한철 났다

는 말에 주눅 들지 말고 이제 누구를 만

나더라도 자신있고 자랑스럽게 말하자.

buddhagaya 선방을 아세요? 저는

buddhagaya 선방에서 한철 났습니다.

어디서나 오리지널에 대한 매력은 크

다. 새로운 길을 창조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결코 쉬운 것만도 아니다.

그래서 역사는 처음 길을 만든 사람에게

최대의 찬사와 영광을 돌려준다.

불교를 처음 만든 사람은 고따마 씻ㄷ핫

타다. 그는 오늘날 붇ㄷ하가야 보리수 아래

서 saTI 수행으로 자유와 행복에 관한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그래서 후세 사람

은 그를 새로운 길을 발견한 사람이란 의

미로 붇ㄷ하란 칭호를 붙였고 그가 수행했

던 Gaya란 지명을 buddhagaya로 바꾸

었다. 그 후 수많은 사람이 이곳으로 와서

그 분이 수행했던 바로 그 장소 보리수 아

래서 수행하며 스승의 향기를 가까이서

맡으려고 노력한다. 

인걸지령 물화천보(人傑地靈 物華天

寶)라고 한다. 사람이 뛰어나면 땅도 신령

[보리수 아래서]

대표 SATI MASTER | buddhapala

buddhagaya 선원을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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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지위, 돈, 명예, 힘, 권력 등으로 높고 낮음을 가늠합니다. 높

으면 낮은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합니다. 낮으면 높은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세상의 지위

나 재물 등을 가지고 높낮이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낮음 경(A4;86)”에서 네 부

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도 낮고 미래에도 낮음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자신이 지위가 언짢다고

여기며 힘 있는 사람에게 빌붙어 그 힘을 이용하여 쥐꼬리만한 권력을 남을 억압하는 사람

으로 당연히 그는 지금도 미래도 보잘 것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낮으나 미래에는 높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신분이 낮고 가진 것은 없

지는 당당하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정당하게 땀흘려 가족을 부양하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낮을지 모르지만 그의 미래는 높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은 높으나 미래는 낮은 사람”입니다. 그는 재물이 많고 권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남을 억압하고 함부로 여기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는 지금은 높을 줄 모르지만 미래는 보잘 것 없는

낮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지금도 높고 미래도 높은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우월적인 지위나 힘

을 이용하며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 힘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그는 지금

도 미래도 높은 사람입니다.

높고 낮음은 단순하게 가진 것을 가지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불자들은 지금과 미래를 보

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다는 미래를 보아야 하고 나아가 지금과 미래가 모두 풍요롭

고 높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높은 곳을 찾는 것은 바로 보는 통찰지만 가능합니다. 통찰지

는 있는 그대로 보는 힘에서만 나옵니다. 치우치지 않고 대 자유를 스스로 얻었기 때문에 명

예나 재물, 지위 등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높고 낮음은 허망합니다. 죽음이 사신이 앞에 오

게 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행위만 자신의 높낮이를 결정할 뿐입니다. 

모든 욕망이 빛바래고 갈애가 소진하여 해탈한 그는 감각적 욕망을 추구함과 존재를 추구함과 청정범행을

추구함과 함께 이것만이 진리라는 고집과 삿된 견해를 버린다.』

(앙굿따라 니까야 4;38 초연함 경)

『세상에서 높고 낮은 것을 지혜롭게 알아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고요하고 분노의 연기(煙氣)

가 없고 갈애가 없는 자, 그는 태어남과 늙음을 건넜다고 나는 말한다.』(앙굿따라 니까야 4;41 삼매 경)

찬 서리가 내리고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나 곤충들이 깊은 잠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불

자들의 가을걷이는 자신의 수행을 되돌아보며 수행의 힘이 사라지지 않도록 더욱 견실하게

알아차림과 집중의 힘을 길러 수행의 힘을 튼실하게 하여 지치고 힘든 삶의 여정에서 물러

나지 않고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이웃과 함께하는 계절입니다. 수행은 자신만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은 물론이고 이웃과 함께 하는 기쁨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수행은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각성하고 참여함으로 그 힘이 솟아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힘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가을은 불자들에게 힘을 솟아나게 합니다. 가을처럼 수행하기 좋은 계절이 없기 때문에

불자들은 용맹한 마음을 일으켜 자신의 삶을 깊이 생각하고 이웃과 함께합니다. 불자는 언

제나 나누고 베풀어갑니다. 불자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폭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어와 마음까지 타인에게 해가 된다

면 그것은 폭력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을은 폭력으로 남의 결실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자신

의 풍요로운 수확을 나누고 베풀어가는 아름다운 절기입니다. 불자들은 일 년의 수행을 거

두어 함께하는 뭇 생명들에게 나누는 슬기로움과 대연민심을 가지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 일 년의 수행을 되돌아보고 나눌 수 있습니까? 만약 나눈다면 무엇을 나누겠

습니까? 나눌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나누어야 할지 모릅니까? 나누지 못할 정도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눌 줄 모르는 것 뿐 입니다. 나눌 것이 없나요? 너무나 많습니

다. 조용히 눈을 감고 가족과 친지들과 인연 있는 모든 이들과 생명 있는 존재들을 생각하면

서 그들에게 자신의 넘치는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그들이 몸과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하길

기원해 보세요? 되지요?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풍요

로운 불자들입니다 불자는 부족하지 않고 풍요로운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방법이 서

툴 뿐 입니다. 지금처럼 하면 언제나 풍요롭습니다. 

이달의 법문

높고 낮음

ashin sopaka
ㅂ힉쿠 性讚 BuDDhA DhAMMA SAN·GhA 증명법사
여래향사에서 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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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법문은 지난 겨울호에 준비한 것입니다. 본지 사정으로 겨울호를 출간하지 못한 관계로 봄호에 싣습니다.



피할 수만 있으면 모든 악을 피하고 

행할 수만 있으면 모든 선을 행하라

싸띠수행으로 마음을 맑히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 가르침이다

불기 2553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안내

2553 buddha’s birthday

5월 21일 부처님오신날 준비물 

공양물 (부처님과 스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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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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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냐 1312 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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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해 기능주의가 발전하고 행동주의에 기초해 구조주의가 발단한다. 

인지주의는 동일상황이라도 인식과 반응에 개인차가 나는 것은 상황을 인식하

고 수용하는 재구성하고 반응하는 주체능력과 대응양식 차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들은 객관상황보다 인식주체 수용양식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  

행동주의는 동일 자극이나 훈련이 가해지면 인식과 반응을 평균화할 수 있고

개인차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은 행동변화를 위한 다양한 이론과

기술을 개발해 사용한다.

인지주의는 동일상황을 다르게 인식하고 해석하는 것은 살아온 삶의 흔적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자기 수준과 입장에서 존재나 상황을 받아들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인식수준을 높이면 존재나 상황 해석과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고

본다. 그들은 존재나 상황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내려놓고 가능한 객관화

시키고 상대입장에서 존재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등 사유변화를 위한 여

러 가지 훈련을 한다. 

행동주의는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유와 삶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

에 그들은 행동변화가 인지와 사유 변화를 주도한다고 본다. 그들은 행동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이론과 기술을 개발해 사용한다. 그들은 자주 웃으면 마음상태도

밝아진다고 보고 웃음치료 등을 개발해 사용하기도 한다. 

2) 싸띠주의

인식과 행동은 사람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다. 인식과 행동이 분리해 독립적으

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이 둘은 항상 함께 존재하고 같이 활동한다. 

인지가 먼저인지 행동이 먼저인지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만큼 애매

하고 논란이 많은 주제다. 이 둘은 어느 것이 먼저라고 말할 수 없고 해당 상황에

서 어느 요소가 더 많이 영향미쳤는지가 중요하고 보고 이론과 논리를 개발한 것

이 붇ㄷ하가 개발한 연기주의와 싸띠주의,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이다.  

Ⅲ 마음

9. 싸띠주의

1) 인지주의와 행동주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과 삶이 바뀐다

고 생각하는 것이 인지주의다. 인지주

의는 존재를 인식하는 주체 인식수준

이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고 본다.

행동이 바뀌면 생각과 삶이 바뀐다

고 이해하는 것이 행동주의다. 행동주

의는 사람의 행동양식이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고 본다.

인지주의는 관념론에 기초해 사고

를 확장하고 행동주의는 유물론에 기

초해 논리를 전개한다. 인지주의에 기

ㅂ힉쿠 붇ㄷ하빠-라 buddhapala@hotmail.com

1975년 통도사 출가. 현재  BuDDhA DhAMMA SAN·GhA에서 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기획특집 

수행개념 사전 ⑨

Ⅰ. 존재

Ⅱ. 사람

Ⅲ. 마음
1. 서론

2. 새로운 질문 

3. 마음발생 기계

4. 마음기관

5. 마음기능

6. 마음총론

7. 마음 구조와 기능

8. 아-싸봐

9. 싸띠주의

Ⅳ. 붇ㄷ하 발견과 발명
1. 6감 발견

2. 싸띠기능 발견

3. 싸띠지렛대 발명

4. 싸띠현미경 발명

5, 싸띠수행 발명

Ⅳ. 수행기술

Ⅴ. 수행진행

Ⅵ. 회향

Ⅶ. 수행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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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붇ㄷ하 발견과 발명

붇ㄷ하로 불리는 고따마 씻ㄷ핫타는 자유와 행복, 마음과 수행에 관한 위대한 발

견자이자 발명자였다. 흔히 깨달음 혹은 깨달은 자란 의미인 붇ㄷ하(buddha, 佛

陀, 覺者)도 발견자 또는 발명자란 의미다2) .

1. 6감 발견

붇ㄷ하가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의미있는 것은 사람감각을 6감(六境, 六根, 六

識)이라고 본 것이다. 감각기관이 여섯 개라고 주장한 것은 인류역사에서 붇ㄷ하

가 최초다3).

1) 쌍윳따니가-야에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관점이 있다. 어떤 사람이 붇ㄷ하를 찾아와 「마음을 길들

이고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마음을 닦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붇ㄷ하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마음닦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일일이 마음을 통제할 필요없고 마음이 불편할 때만

그때그때 마음을 닦으면 된다고 말했다.」

대개 수행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닦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붇ㄷ하는 그렇게 생각

하지 않았다. 수행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할 때 그 방법을 사용해 불편함으로부터 벗

어나면 된다. 10분 마음다스리자고 500시간 투자하는 것은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마음닦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훈련을 달리해야 한

다. 전문가는 죽을둥 살둥 해야 한다. 그러나 아마추어는 하는 방법만 알고 있다가 필요할 때 사용

하면 된다. 

2) 발견은 이미 존재하지만 모르던 것을 알게 된 것이고 발명은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붇ㄷ하는 감각기관이 여섯 개란 사실을 발견하고 마음에 관한 제 법칙을 발견한 발견자이

자 싸띠수행을 창안해 기억이미지와 결합한 마음오염원을 흡수한 에너지를 해체기술인 싸띠수행

을 창시한 발명자다.

3) 1에서 9까지 수로 숫자를 조합하면 숫자조합에 한계가 많다. 여기에 0을 추가해 조합하면 숫자조

합에 혁명이 일어난다. 오늘날 0이 없었다면 디지털 기술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0을 발견한 곳이

인도다. 인도에서 발견해 사용한 0이 아라비아로 가서 아라비아 숫자와 결합해 세계로 확산됐다.

눈, 귀, 코, 입, 피부 등 5감으로는 몸을 설명할 수 있지만 마음설명은 한계가 많다. 그것은 차원

사람이 어떤 상황에 노출되면 해당 상황을 몸과 마음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인

다. 이때는 해당 사람 성격, 교육수준, 사회배경 등이 크게 영향미친다. 이때 행

동주의는 그 사람이 가진 성격이나 교육수준, 사회배경 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

라 학습하고 길들여진다고 본다. 그러나 인지주의는 교육수준이나 사회배경 등

은 학습될 수 있지만 성격은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라고 본다. 

자극을 인식하는 것은 인지주의 입장이지만 그렇게 인식된 자극에 대한 반응

은 철저히 행동주의 입장을 취한다. 인지수준에 따라 행동하지만 평소 행동을 학

습해두지 않으면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행동주의는 행

동학습을 강조하고 인지주의는 관념형성을 중시한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극을 인지하는 것이든 수용된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든 어떤 경우든 해당 상황을 자각한 다음에 인지나 행동이 이뤄진다. 따라서

어느 수준에서 자각하느냐는 인지와 행동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일단 자각이

이뤄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인식할지 인식 방법과 수준이 결정되고 자각이 이뤄

진 다음에 어느 수준과 어떤 양식으로 대응할지가 결정된다.  

이것을 붇ㄷ하는 싸띠주의(sati, 念, satism)이라고 불렀다. 사유하는 방법을 학

습하는 것이든 행동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든 중요한 것은 자각과 반응을 자

각한 다음에 이뤄진다는 사실이다.

인지주의는 인지하고 사유하는 이론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구체적으로 훈련

한다. 행동주의는 행동하는 이론과 방법을 배우고 익히고 구체적으로 훈련한다.

싸띠주의는 알아차림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준점(배, 발, 화두, 염불, 진언 등)을

정하고 이름붙이고 훈련(수행)한다.

일반인은 어떻게 하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전문가가 되려는 사람은 프

로답게 훈련해야 한다. 5분 마음다스리기 위해 500시간 투자하는 것은 비효율

적이다. 그러나 전문가는 단 한순간을 처리하기 위해 수년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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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싸띠기능 발견

마음거울에 맺힌 상을 알아차림하는 싸띠기능[sati, 念]이야말로 붇ㄷ하가 만든

마음과학과 싸띠수행 핵심이다.

일반거울은 6감 가운데 시각이나 청각 등 일부존재를 거울표면에 상을 맺지만

마음거울은 6감 전부 상을 맺는 동시에 맺힌 상을 자각하는 알아차림 기능도 있

다.

붇ㄷ하는 보리수 아래서 수행하면서 알아차림 기능을 발견했다. 붇ㄷ하는 이 기

능을 활용해 기억이미지 질량을 감소하고 기억이미지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 마

음에너지를 보충하고 마음이 휴식하고 마음작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

다.

붇ㄷ하는 알아차림 기능인 싸띠를 마음물리특성, 마음화학반응, 마음작용 등의

주변수로 보았다.

지나온 삶을 저장하는 기억이미지도 힘을 갖고있고 알아차림 기능인 싸띠도

힘을 갖고있다. 싸띠힘과 기억이미지 힘과의 관계에서 붇ㄷ하는 자유와 구속 주변

수는 알아차림 기능인 싸띠로 보았다.

기억이미지 질량이 높을수록 마음공간에 하중을 가하고 알아차림 기능인 싸띠

를 구속하고 삶을 힘들게 한다. 기억이미지 질량이 낮을수록 싸띠가 자유롭고 삶

은 활기차진다.

싸띠힘이 강하면 기억이미지 힘이 강해도 자유로울 수 있지만 싸띠힘이 약하

면 기억이미지 힘이 약해도 구속된다.

붇ㄷ하는 알아차림 기능인 싸띠힘을 강화해 기억이미지 힘을 감소하고 그 힘으

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삶, 청정한 삶, 행복한 삶, 공존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

다.

감각기관을 5감(五感, 眼耳鼻舌身)으로 설명하는 것과 의(manas, 意, 마음)를

포함해 6감으로 설명하는 것은 마음이해 차원을 달리한다.

감각기관을 다섯 개로 이해하면 몸은 설명할 수 있지만 마음은 접근조차 할 수

없다. 감각기관을 여섯 개로 이해해야 비로소 사람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설

명할 수 있다.

붇ㄷ하가 경전에서 6경(六境), 6근(六根), 6식(六識) 등을 반복해 말한 것도 감각

기관이 6개란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붇ㄷ하는 이것이 마음이해 핵심요소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관리 매뉴얼이자 마음변화 이론과 기술 매뉴얼」인 경전에서

누차 반복해 설명했다.

이것이 붇ㄷ하의 큰 업적 가운데 하나다. 의학, 정신분석학, 심리학, 상담학 등

이 한계를 가진 근본이유 가운데 하나가 감각기관을 5감으로 이해한 데 기인한

다.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이 사용하는 정확하고 세밀한 묘사는 감각기관을 6감으

로 이해한 데서 출발한다.

이것은 차원문제다. 오늘날 마음다루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흔히 범하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마음을 5감차원에서 다룬다는 점이다.

그러나 마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효하게 다루려면 6감차원에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5감차원으로 환원해 마음을 이해하면 한계도 많고 제대로 설명되

지도 않을 뿐더러 마음에 관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이 사용하는 마음에 관한 풍부하고 세밀한 개념은 감각기

관을 6감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 다르기 때문이다. 마음설명을 하려면 5감에 더해 5감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가공하고 느끼는

감각기관인 의식(manas, 意)을 추가해야 한다. 이것을 발견한 곳도 인도고 발견한 사람이 붇ㄷ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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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공간에 형성된 에너지 뭉침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강한 싸띠힘[sati bala,

念力]이 필요하다. 그 힘을 이용해 기억질량을 줄이고 에너지 뭉침을 해체할 수

있다.

붇ㄷ하가 발견한 마음무게, 기억질량을 감소하는 방법은 인류 자유와 행복, 이

익과 번영에 기여한 위대한 발명 가운데 하나다.

기억이미지는 뇌를 중심으로 한 신경조직이 없어지기 전에는 소멸되지 않는

다. 기억이미지를 저장한 신경조직이 타격받으면 옆에 있는 신경조직으로 그 데

이터(기억이미지)가 이동해 저장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음공간 깊은 곳에 잠재된 무거운 기억이미지는 마음표면으로 잘 떠오르지

않는다.

배, 발, 화두, 소리 등에 기준점(출발점) 정하고 이름붙이고 그곳으로 알아차림

기능인 싸띠를 보내 싸띠압력을 만들고 그 압력을 마음공간에 재차 가해 증폭하

면 마음공간 깊은 곳에 존재하는 작은 기억이미지가 마음표면으로 떠오르고 서

서히 무거운 기억이미지도 떠오른다.

알아차림 기능인 싸띠가 감각대상에 가하는 압력만큼 기억질량이 해체된다.

이때 그보다 작은 기억질량도 모두 해체된다.

붇ㄷ하는 이런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을 사용해 기억질량, 기억이미지가 가진 에

너지 뭉침(마음오염원, 아-싸봐, 업장)을 제거했다.

4. 싸띠현미경 발명

마음거울에 맺힌 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현미경처럼 존재를 확장해

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붇ㄷ하는 알아차림 기능인 싸띠를 활용해 싸띠현미

경을 발명했다. 붇ㄷ하는 이것을 사용해 마음거울에 맺힌 상과 마음작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었다.

3. 싸띠지렛대 발명

알아차림 기능인 싸띠를 사용해 싸띠지렛대[sati bala, 念力]를 만들고 그것을

활용해 싸띠압력[samādhi bala, 三昧力]을 형성하고, 이 압력을 증폭해 기억이미

지와 결합된 마음오염원 해체기술을 발명했다4) .

붇ㄷ하는 바로 이 싸띠지렛대와 싸띠압력을 활용해 기억무게를 줄이고 기억이

미지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론과 기술을 발견했

다.

맨손으로 무거운 것을 들면 힘들지만 기중기를 사용하면 쉽게 들 수 있다. 맨

땅에서 높이뛰기하면 한계가 있지만 지형지물을 이용해 도약하면 더 높이 오를

수 있다.

알아차림 기능인 싸띠를 기준점(출발점)으로 보내 1차로 압력을 만들고 그것을

재차 마음공간에 가해 압력을 증폭해 기억이미지와 결합된 마음오염원을 효과적

으로 해체할 수 있다.

이것은 스펀지 물빼기와 같다. 스펀지 속으로 들어가 물을 빼려고 하면 까다롭

고 잘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외부에서 스펀지에 압력을 가하면 물이 쉽게 빠지

는 것과 같다.

기억이미지 속으로 들어가 기억이미지가 흡수한 에너지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

라 마음공간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 기억질량을 해체하는 방법이다.

4) 도로공사할 때 기계에 압력을 가해 단단한 물체를 깨뜨리고 땅을 판다. 이때 기계에 압력을 가하

기 위해 기계머리를 계속 두드려 압력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억이미지와 결합된

마음오염원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강한 압력이 필요한 데 그 압력을 1차로 만드는 것이 알아차림 기

능인 싸띠를 기준점에 보내 이름붙이고 알아차림하는 것이다. 이때 망상이나 외부 소리 등에 마음

빼앗겨 분석하거나 망상피우는 순간 압력이 떨어지고 힘이 약화된다. 기준점 정하고 이름붙이고

알아차림하는 것이 압력생성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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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싸띠수행 발명

붇ㄷ하가 발명한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마음변화 기술로 알려진 싸띠수행

이다. 붇ㄷ하는 싸띠수행을 이용해 어둠에서 밝음으로, 혼돈에서 정돈으로, 무지

에서 정지로, 산만함에서 평화로움으로, 속박에서 자유로, 괴로움에서 행복함,

피곤함에서 활기참으로 변화시켜 자유로운 삶, 청정한 삶, 행복한 삶, 공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했다.

붇ㄷ하는 6~7년 시행착오 끝에 감각기관이 여섯 개라는 6감, 마음구성인자, 마

음 구조와 기능, 마음화학반응, 마음물리특성, 마음작용, 기억구조와 기능, 기억

질량 증감·해체 법칙, 싸띠기능, 싸띠지렛대, 싸띠압력, 싸띠현미경 등을 발견

했다. 이런 발견과 발명은 자기삶뿐만 아니라 인류삶에 크게 영향미치고 지속적

으로 퍼져나갔다.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을 창시한 붇ㄷ하와 붇ㄷ하 이외 심리학, 상담학, 정신의학,

수행자 등 구분기준은 분명하고 간단하다.

심리학, 상담학, 정신의학 또는 여러 마음관련 이론은 마음상태나 마음작용을

분석하고 설명한다. 그러나 붇ㄷ하는 마음상태나 마음작용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

는지 원리설명과 변화기술을 만들었다.

누구나 현상이나 운동과정을 설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떤 원리에 의해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그와 같은 운동과정이 이뤄지는지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많은 과학자가 연구실에서 밤을 새며 원리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눈밝은 과학자가 나타나 원리를 규명하면 세상이 변하고 삶에 혁명이 일어난다.

붇ㄷ하는 마음을 변화대상으로 보고 변화 원리와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나 붇ㄷ하

이외 사람은 마음작용을 분석하고 설명만 했지 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었

다. 그래서 마음에 관한 설명이 부분을 강조하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경향이 강

하고 검증되지 않은 마음변화기술이 난무한다. 

붇ㄷ하는 알아차림 기능인 싸띠를 활용해 일반현미경처럼 싸띠현미경을 만들어

존재를 확장해 이해하는 기술을 개발해 기억이미지와 결합된 마음오염원을 제거

하는 기술을 창안했다.

알아차림 기능인 싸띠를 강화해 싸띠현미경이 고도로 활성화돼 존재를 확장하

면 거의 입자수준까지 확장할 수 있다.

그러면 존재는 감각채널에서 사라지고 알아차림 기능인 싸띠가 더 이상 인식

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면 잠드는 것처럼 「마음숙면상태」 에 빠진다.

이 상태에 도달하면 비로소 기억이미지와 결합한 마음오염원이 뿌리뽑히기 시

작한다.

5. 싸띠저울 발명

알아차림 기능인 싸띠는 저울과 같은 기능을 한다. 일반물질을 관찰할 때는 전

자현미경 정도면 가능하지만 마음작용을 관찰할 때는 마음 밖에서 관찰할 수 없

다. 이때는 마음구성인자 가운데 알아차림 기능인 싸띠를 훈련해 현미경과 같은

기능을 만들어 사용한다.

기억이미지가 가진 질량은 아주 미미하고 또 마음공간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

에 현 단계는 어떤 계측도구로도 측정이 불가능하다. 오직 마음속에서 마음저울

인 싸띠로만 가능하다.

분명히 존재하는 마음무게를 측정하는 도구가 마음저울이다 보니 객관화하기

가 까다롭다. 이것은 일반물리법칙을 미세물리학에 적용하거나 미세입자 질량을

측정해 객관화하는 것이 까다로운 것과 같은 이치다. 마음은 마음차원에서 필요

한 이론과 도구를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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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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따타-가따가 「나는 중생을 제도

한다.」 는 생각을 하겠는가? 그러나 쑤ㅂ후-띠여!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

면 따타-가따가 제도할 중생은 없다. 만일 따타-가따가 제도할 중생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따타-가따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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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hujjana, 凡夫)가 (그 형식에, 그 말에) 그것에 집착할 뿐이다. 쑤ㅂ후-띠야!

범부라고 하지만 따타-가따는 그것은 범부가 아니고 단지 그 이름이 범부라고

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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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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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전읽기- 대승경전

ㅂ힉쿠 붇ㄷ하빠-라 
buddhapala@hotmail.co
m

금강경 특강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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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sees Me by form, 

Who seeks Me in sound, 

Perverted are his footsteps upon the Way, 

For he cannot perceive the Tathagata. 

한글번역

ㅂ하가봐(bhagava, 薄伽梵, 世尊 )

쑤ㅂ후-띠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32상(三十二相)으로 따타-가따를 볼 수 있겠는가?

쑤ㅂ후-띠(subhuti, 須菩利, 善現 )

그렇습니다. 32상으로 따타-가따를 볼 수 있습니다.

(Sanskrt 원문은 부정하는 것으로 설명돼있다)

ㅂ하가봐(bhagava, 薄伽梵, 世尊 )

쑤ㅂ후-띠여! 만일 32상으로 따타-가따를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rāja

cakkavatti, 轉輪王)을 바로 따타-가따라고 할 수 있겠구나?

쑤ㅂ후-띠(subhuti, 須菩利, 善現 )

제가 붇ㄷ하 가르침을 이해한 것으로는 32상으로는 따타-가따를 볼 수 없습니

다. 

26.현상은 본질이 아니다(法身非相分)  

한문원문

須菩提  於意云何  可以三十二相  觀如來不  須菩提言  如是如是  以

三十二相  觀如來  佛言  須菩提  若以三十二相  觀如來者  轉輪聖王

卽是如來  須菩提  白佛言  世尊  如我解佛所說義  不應以三十二相  觀

如來  爾時世尊  而說偈言 

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

영어번역

Section XXVI. The Body of Truth has no Marks 

subhuti, what do you think? May the Tathagata be perceived by the thirty-

two marks [of a great man]? 

subhuti answered: No, the Tathagata may not be perceived thereby. 

Then buddha said: subhuti, if the Tathagata may be perceived by such

marks, any great imperial ruler is the same as the Tathagata. 

subhuti then said to buddha: World-honored One, as I understand the

meaning of buddha's words, the Tathagata may not be perceived by the thirty-

two marks.  

Whereupon the World-honored One uttered this 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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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할 수 없는 존재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 구분하고 차별했

다. 

모든 구분과 차별을 철폐하자고 출발한 출가수행자나 불교도도 이런 현실을

수용하고 불교철학에 도입했다. 그런 현실을 극복하고 존재본질을 주목하고 함

께 어울리고 공존하는 것이 아름다운 사회라는 붇ㄷ하가 주장의 핵심을 지키고 불

교정체성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운동에 이론토대를 제공한 것이

바로 이 금강경이다.  

27. 끊어지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無斷無滅分)  

한문원문 

須菩提 若作是念 如來 不以具足相故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須菩提

莫作是念 如來 不以具足相故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須菩提 汝若作是念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者 說諸法斷滅  莫作是念 何以故 發阿耨多羅三

藐三菩提心者  於法 不說斷滅相.

영어번역 

Section XXVII. It is Erroneous to Affirm that All Things are Ever

Extinguished 

subhuti, if you should conceive the idea that the Tathagata attained the

Consummation of Incomparable Enlightenment by reason of His perfect form,

do not countenance such thoughts. The Tathagata's attainment was not by

reason of His perfect form. [On the other hand] subhuti, if you should conceive

the idea that anyone in whom dawns the Consummation of Incomparable

이때 ㅂ하가봐(世尊)는 게송(gāthā, 偈頌)을 읊었다. 

만일 몸에 나타난 특징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써 나를 보려 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빠졌기 때문에

결코 따타-가따를 볼 수 없을 것이다

(Sanskrt 원문은 다음과 같이 돼있다)

법(진리)으로 붇ㄷ하를 보아야 한다. 

스승은 법을 몸으로 실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의 본성은 분별로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실재는 분별로써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해석

금강경에는 4구게가 2개 나온다. 그 첫 번 것이 이것이다. 내용은 철저히 본질

을 중시하라는 것이다. 중국수행자가 금강경을 좋아한 것도 바로 이런 관점 때문

이다.   

수행은 존재를 이해할 때 현상이나 형식보다 내용인이나 본질을 중시하고 그

것을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조직이 정착하고 커지면

조직논리가 앞서고 기득권을 누리를 사람이 나오고 생각이 복잡해지면 자연발생

으로 내용이나 본질보다 현상이나 형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금강경이 등장할 무렵은 전 세계사적으로 도시국가가 통일제국으로 통합하고

능력제를 대체해 신분제가 등장한 시기였다. 신분으로 모든 것을 구분하고 차별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형식주의가 필요했다. 존재가 본질적인 측면은 구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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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새로운 길이란 뜻이다. 중도내용이 8정도다. 

붇ㄷ하는 행위[kamma, 業]는 순간에 이뤄지고 소멸하지만 행위영향력[kamma

bala, 業力]은 지속하는데 이 행위영향력이 삶을 구속[kamma avarana, 業障]한

다고 보았다. 붇ㄷ하는 윤회는 없지만 행위영향력은 사회적, 개인적으로 다양하게

축적돼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미친다고 보았다.  

고대인도 유물론자는 행위영향력을 자기가 얼마나 누릴 수 있느냐만 중시했

다. 윤회론자는 행위영향력이 자기에게 어떻게 축적하느냐에 초점두었다. 행위

영향력의 개인측면을 강조했다. 붇ㄷ하는 행위영향력의 사회측면을 강조했다. 행

위는 순간에 이뤄지고 소멸하지만 행위영향력은 관계된 존재와 사회에 남아 지

속적으로 상호 영향미친다고 보았다. 

28. 행위결과(복덕)에 집착하지 마라(不受不貪分) 

한문원문 

須菩提 若菩薩 以滿恒河沙等世界七寶 持用布施 若復有人 知一切法無

我  得成於忍 此菩薩  勝前菩薩 所得功德 何以故 須菩提 以諸菩薩 不受

福德故 須菩提 白佛言 世尊 云何菩薩 不受福德 須菩提 菩薩 所作福德

不應貪着 是故  說不受福德.

영어번역 

Section XXVIII. Attachment to Rewards of Merit 

subhuti, if one bodhisattva bestows in charity sufficient of the seven

treasures to fill as many worlds as there are sand-grains in the river Ganges,

and another, realizing that all things are egoless, attains perfection through

Enlightenment declares that all manifest standards are ended andextinguished,

do not countenance such thoughts. Wherefore? because the man in whom the

Consummation of Incomparable Enlightenment dawns does not affirm

concerning any formula that it is finally extinguished.  

한글번역

ㅂ하가봐(bhagava, 薄伽梵, 世尊 )

쑤ㅂ후-띠야! 만일 따타-가따가 32상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무상정자각(無上

正自覺)을 성취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쑤ㅂ후-띠야! 따타-가따가 32상

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무상정자각을 성취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쑤ㅂ후-띠야!

만약 무상정자각을 성취해야겠다고 마음을 일으킨 사람(發心者)은 모든 현상은

단멸(vinasa uccheda, 斷滅)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무상정자각을 성취해야겠다고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존재를 보

고 단멸을 말하지 않는다.

해석

붇ㄷ하가 활동하던 시기 고대인도 철학흐름은 62견해가 있었다고 한다. 그 가운

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음 3가지다. 

단견(uccheda ditthi, 斷見)은 윤회가 없고, 행위과보가 없고, 죽고 나면 끝이라

는 견해를 말한다. 대개 고대인도 유물론자가 이 견해를 추종했다. 

여기에 대해 상견(sassata ditthi, 常見)은 윤회가 있고, 행위과보가 있고, 죽고

난 다음에도 새로운 삶이 윤회를 통해 지속한다는 견해다. 대개 힌두교도가 이

견해를 추종했다. 

붇ㄷ하는 단견과 상견을 극복하고 제3의 견해, 새로운 견해, 행복으로 가는 새로

운 길을 주장했다. 그것이 중도(中道)다. 중도에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다.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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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하가봐(bhagava, 薄伽梵, 世尊 )

쑤ㅂ후-띠야! 보ㄷ히 ㄸ봐는 복덕을 쌓되 그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

에 복덕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설하는 것이다.

해석

대부분 사람은 뭔가 행동할 때 그냥하지 않고 자기입장에서 존재나 상황을 이

해하고(avijja, 無明)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결과를 예측하

고 행동하는 경향(saokhāra, 有爲, 作意, 行)이 강하다. 특정의도를 가지고 행동

하면 행동하고 난 후 반드시 처음 의도와 행위결과를 비교하고 자기가 만든 기준

에 구속된다[bandha, 縛]. 아무도 구속하는 사람은 없다.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자기가 정한 기준에 스스로 구속될 뿐이다. 그러면 삶이 답답해진다[samkilittha,

染]. 그 답답함만큼 불만족지수가 높아진다[dukkha, 苦].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존재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vijja, 明] 그 상황에

서 자기가 해야할 일만 한다[asaokhāra, 無爲]. 자기가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자기

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고, 결과를 예측해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상

황이 소멸하면 그 상황으로부터 즉각 자유로워진다[vimokkha, 解脫]. 그러면 삶

이 쿨해진다[visuddhi, 淸淨]. 그 쌈빡함만큼 행복지수가 높아진다[sukha, 樂].

patient forbearance, the merit of the latter will far exceed that of the former.

Why is this, subhuti? It is because all bodhisattvas are insentient as to the

rewards of merit. 

Then subhuti said to buddha: What is this saying, World-honored One, that

bodhisattvas are insentient as to rewards of merit? 

[and buddha answered]: subhuti, bodhisattvas who achieve merit should

not be fettered with desire for rewards. Thus it is said that the rewards of merit

are not received.   

한글번역

ㅂ하가봐(bhagava, 薄伽梵, 世尊 )

쑤ㅂ후-띠야! 만일 보ㄷ히 ㄸ봐(bodhisattva yāna, 菩薩乘)가  강가-(Ganga, 恒

河, 天堂來) 강 모래알만큼 많은 세계를 7보로 가득 채우고 보시해도 만약 어떤

사람이 일체존재에 (신의 분신이 없다는) 무아(anatta, 無我)라는 것을 알고 인욕

을 성취하면 보ㄷ히 ㄸ봐가 얻은 공덕보다 이런 평범한 사람이 성취한 공덕이 훨

씬 더 크다. 왜냐하면 쑤ㅂ후-띠야! 모든 보ㄷ히 ㄸ봐는 복덕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

문이다(행위결과를 기대하고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쑤ㅂ후-띠(subhuti, 須菩利, 善現 )

ㅂ하가봐시여! 어떤 이유로 인해 보ㄷ히 ㄸ봐는 복덕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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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롭게 공존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꿈이자 원력이다. 

3. 교육이념

SATI SCHOOL은 붇ㄷ하 가르침과 묻ㄷ하가 창안한 마음과학과 기본도구로 삼고 자

기자신과 세상을 변화시켜 삶의 질과 자유와 행복 지수를 높이고 모든 존재가 함께

평화롭고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

4. 교육목적

SATI SCHOOL은 붇ㄷ하가 만든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으로 모든 사람이 아라한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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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하고 자유로운 삶, 청정한 삶, 행복한 삶, 공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눈밝은 수행

자가 올바르고 체계적으로 수행을 지도한다. 

SATI SCHOOL은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을 지도할 수 있는 수행지도자를 양성한

다.

SATI SCHOOL은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을 삶의 현장에 적용해 교육, 경영, 어학,

상담, 심리, 철학, 예술, 운동, 인간관계, 마음관리, 스트레스 관리, 갈등관리 등에 활

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SATI SCHOOL은 사회정의와 사회청정을 실현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이끌

문화창조자를 양성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을 양성한다.

SATI SCHOOL은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에 기초해 모든 존재가 자유로운 삶, 청정

한 삶, 행복한 삶, 공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 세계수준의 지도자를 양성한다. 

수행전문대학원과 무료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SATI SCHOOL 건학기금 
모금안내

1. 새로운 시작

어둠에서 밝음으로, 혼돈에서 정돈으로, 무지에서 정지로 슬로건으로 자신과 사회

를 변화시키고, 각자 가진 에너지를 사회를 위해 회향해서, 모든 존재가 평등하고 평

화롭고 함께 공존하고 자유와 행복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과 원력으로 활동

을 시작한다. 

2. 활동목표

의료, 교육, 복지 등을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사회나 국가 등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를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라고 한다. 수행공동체, 생활공동체를 지향하는

bUDDHa DHaMMa saN·GHa 반냐라마는 모든 존재가 함께 어울려 평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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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료의과대학(2020년 개교예정)

인도 붇ㄷ하가야에 설립할 의과대학은 모든 학생에게 수업료를 전부 지원하는 무료

의과대학이 될 것이다. 특히 일반의술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을 전문으로 다루는 의과

대학이 될 것이다. 

오늘날 의학계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분리해 교육하고 치료받을 환자가 아니

치료하는 의사와 치료기술 중심으로 의료인을 양성한다. 의사는 자기가 배운 의료지

식이 아니면 배척한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의과대학은 현대의학이 이룩한 성과물

을 수용하고 거기에 더해 서양의술, 동양의술, 각국에 전해지는 민간의술, 마음과학,

싸띠수행, 중국 소림무술, 인도 요가수행과 아유르베다, 심리학, 상담학 등을 참조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의사가 아닌 환자들 중심에 두고 사

고하고 행동하는 마음이 따뜻한 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늘날 특수계층이 아닌 일반민중이 사용하는 대부분 병원은 의료주체인 환자는

뒷전이고 의사중심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이윤추구에 기초해 병원을 운영한다. 실정

이 이렇다보니 돈없고 힘없는 사람은 치료받을 기회조차 없을뿐더러 사람답게 대우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기 일쑤다.

또 인공화학약품과 외과수술에 기초해 치료하다보니 환자가 받는 스트레스 또한

매우 높다. 시급한 수술을 요하는 환자는 서양의술에 기초한 의료기술이 매우 유효하

지만 전체 환자 가운데 40% 이상 차지하는 만성질환자와 성인병환자는 서양의술이

나 동양의술이라고 해서 별 뾰쪽한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10~20분 의사진료받고

하루 종일 TV보고 시간보내는 것이 오늘날 병원현실이다. 이것은 환자에 대한 폭력

이다. 그렇다고 달리 어떤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현대의학은 마음건강에 대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마음 이해와 변화에 관한 분석과 화학약품에 의지하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없다. 마

음은 분자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자차원에서 화학약품을 만들어 사용하고 마음현상을 분석하고 말로써 변화시키려

는 것은 마음변화에 많은 한계를 가진다는 것 또한 분명한 현실이다. 

5. 교육내용과 설립예정지

붇ㄷ하가 불교, 마음과학, 싸띠수행을 창안하고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을 만든 인

도 붇ㄷ하가야 보리수 부근에 INTERNATIONAL SATI SCHOOL을 설립해 마음과

학, 싸띠수행, 정신의학, 상담학, 심리학, 예술, 철학, 미학 그리고 무료의과대학 등

교육기관을 설립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1) 수행전문 대학원(2015년 개교예정)

붇ㄷ하가야에 설립할 국제대학원은 붇ㄷ하가 창안한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에 기초한

수행전문대학원으로 On line + off line을 결합해 수업하는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론은 on line에서 배우고 실기는 붇ㄷ하가야를 중심으로 각국에 개설된 수행도량 반

냐라마에서 배우고 익히게 될 것이다. 

특히 전세계 출가수행자, 불교지도자, 명상지도자에게 마음과학, 수행이론, 수행기

술에 관한 원리와 기술을 올바르고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불교와 마음과학 분야 기준

과 표준을 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대학원에서 이뤄지는 모든 수업은 영어

에 기초해 자국어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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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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애서 현재 설립해있는 사단법인 반냐라마 산하에

「SATI SCHOOL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참여한

대중이 출연한 물적권리를 보호해줄 것이다.  

교육개혁은 교육내용이나 정책뿐만 아니라 교육시스템과 교육법인 설립과 운영에

관해서도 모범이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다. 우리는 학교운영에 관한 모든 것

을 열고 많은 사람이 참여해 자신이 가진 전문지식과 맑은 지혜 청정한 자금과 따뜻

한 자비심을 모아 「지혜와 자비 폭풍을」을 일으켜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

운 형태의 교육기관을 설립하려고 한다.

이런 활동에 동참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지식, 지혜, 기술,

열정 등을 모으고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차원 높은 투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자

신이 가진 재화를 사회를 위해 회향하고 투자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행위이자 사회

공헌 투자가 될 것이다. 우리의 꿈과 원력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모금활동을

시작한다.

1) 사단법인 수행도량 반냐라마 산하

비법인사단 「SATI SCHOOL 건학준비위원회」

SATI SCHOOL비법인사단 

 ▲설립자

새로 설립한다는 
가정하에

 

 ▲운영

회원

 ▲ ▲  ▲

회원 회원

가입비
100만원 가입비

100만원

가입비
100만원

이사장

감   사 

대학평의원

이사들 개방이사{ ▲자격부여

SATI SCHOOL

 ※ 이사 추천 및 참여

우리는 현대의학이 이룩한 성과를 수용하고 거기에 더해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에

기초해 마음건강에 관한 올바른 이론과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해 인류 정신건강에 기

여하고 많은 존재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연친화적이고 환자중심적인 의료체계, 돈

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 의료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의료사각지대를 찾아가

의료자비를 베푸는 사람, 화학약품을 사용하지만 인체기능을 향상하고 자가치유 능

력을 높이고 덜 폭력적인 치료체계를 창조할 새로운 사고와 맑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료인을 양성할 꿈과 원력을 실천하려고 한다. 

우리의 꿈과 원력을 실천하기 위하여 인류의 영원한 스승인 붇ㄷ하가 불교, 마음과

학, 싸띠수행을 만들고 많은 사람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연 인도 붇

ㄷ하가에 수행전문대학원과 무료의과대학을 설립해 인류의 현재와 미래, 이익과 번영

에 기여하고 한다.  

3) INTERNATIONAL 초중등학교 설립(2013년 개교예정)

온 우주를 안고 활동할 수 있는 안목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제학

교를 붇ㄷ하가야에 건립할 예정이다. 영어와 중국어를 기본언어로 삼고 세상에서 주인

공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과 기본기를 갖춘 인재를 양성해서 자유롭고 행복한 세상

을 건설할 수 있는 매래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는다.   

6. 건학기금모금

진리는 그것을 지킬 힘을 소유해야 지킬 수 있듯 우리의 꿈과 원력을 달성하기 위

해서도 그것을 현실화할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서는 아무리 좋은 뜻이

라도 헛된 꿈에 불과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조금씩 정성을 담아 설립자금을 모아 의미있는 일을 하듯 교육법인이

란 특수사정 때문에 일반회사처럼 주식을 통한 자금모금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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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 SChooL 건학기금 출연조건 변경 공지사항

수행전문대학원과 무료의과대학인 SATI SCHOOL 건학기금 출연조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1) 출연금 반환요청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매입후 5년 뒤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2010년 3월 1일부터 약정되

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매입 후 10년 뒤부터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10년 2월

28일 이전에 약정된 출연금(매월 후원금 포함)은 매입 후 5년 뒤부터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인도불교지원금과 수행지도자양성기금은 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기존에는 인도불교지원금과 수행지도자양성기금도 SATI SCHOOL 건학기금과

마찬가지로 출연후 5년 뒤부터 반환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대중의 순수한 기부금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여 반환을 요청하지 않는 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물론 출연증서

는 발급되며 SATI SCHOOL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SATI SCHOOL 건

학기금 출연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2) 목적, 규모, 권리

① 가칭 학교법인 SATI SChOOL 건학기금마련

② SATI SChOOL 교원학보및 수행지도자양성 장학기금 마련

① 총 모금규모: 300억

② SATI SChOOL 건학준비위원회 회원 가입비 1구좌 100만원

③ 1차분 50억

④ 모금기간: 2009년 5월 2일~2013년 12월 31일

① SATI SChOOL 건학준비위원회 정관으로, 위 2)항 목적달성을 위

한 업무참여 권리.

② SATI SChOOL에서 운영하는 장학회운영 참여권리

③ 회원자격 앙도양수 가능

(단, 매입후 10년 후 양도 가능. SATI SChOOL회원 탈퇴시 원금

+ 년리 2%지급)

④ 인도불교후원금에 대한 기금증서로 자격을 획득한 회원은 탈퇴불가

(단, ①~② 항에 명시한 동등권리 가짐)

⑤ SATI SChOOL 학교법인 설립시, 학교법인 출연자로 정관에 명시

⑥ SATI SChOOL 학교법인 임원, 개방이사, 대학평의원이 될 수 있

는 자격부여

(단, 출자금에 따라 권리제한 될 수 있음)

⑦ SATI SChOOL 회원이 추천하는 사람이 SATI SChOOL에 입학

할 때 가산점 부여

(단, 출자금과 횟수에 따라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⑧ 기금증서는 수행공동체 생활공동체 반냐라마가 개별수행자가 편안

히 머물며 수행, 휴식, 노후생활 등을 할 수 있는 복합공간인 아-

라-마 리조트 휴양시설, 병원, 수익사업 등을 할 때 출연금으로 전

환할 수 있음 

(단, 매입 후 5년 뒤부터)  

목 적

규 모

권 리



동작 10 : 누워서 어깨로 물구나무 서기

10-1 : 9-2번 동작으로 원위치 해서

준비한다.

10-2 : 발가락을 바닥에 댄 채로 무

릎을 구부려 양 귀 옆에 붙이고 호흡을

가늘고 길게 한다.

10-3, 4 : 종아리를 허벅지에 붙여

서 수직으로 곧게 뻗어준다. 

이때 발목은 펴고 엄지발가락을 당

겼다 놓아주며 가늘고 길게 천천히 호

흡 한다.

동작 11 : 뒤로 누워 다리 벌리고 고개

들기

11-1 : 10-4에서 천천히 다시 머리

위로 다리를 내리고 약간 벌려 뒤꿈치

를 안쪽에서 잡는다. 

10-1

10-2

10-3

11-1

10-4

buddhadkpa(佛光)
반냐라마 SATI SChOOL, 성남 반냐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남한산성초등학교에서

SATI수행과 禪觀武를 지도한다.

살면서 지키면 건강에 좋은 것 
- 선관무 수칙

연공유오기(練功有五忌)

하나. 마음이 거칠고 태만함을 삼가 한다.

둘  .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을 삼가 한다.

셋  . 마음이 조급하는 것을 삼가 한다.

넷  . 사람을 업신여긴 것을 삼가 한다.

다섯. 술과 여자를 삼가 한다.

연공유칠상(練功有七傷)

하나. 여자를 가까이 하면 정기가 상한다.

둘  . 급히 화를 내면 기운이 상한다.

셋  . 생각을 오래 깊이 하면 정신을 상한다.

넷  . 사랑을 지나치게 하면 마음을 상한다.

다섯. 음주를 지나치게 하면 피를 상한다.

여섯. 몸을 게을리 하면 근육이 상한다.

일곱. 모든 일에 조급하면 뼈를 상한다. 

수행활용

kaya saTI ④

오체유법(오체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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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 골반과 고관절을 고정시키

고, 배를 바닥에 댄 채로 좌측으로 틀

어서 발을 잡고 천천히 길게 호흡한다.

12-4 : 다시 배를 바닥에 댄 채로 우

측으로 허리를 틀어서 발을 잡고 가늘

고 길게 호흡한다. 동작12를 2~3회 반

복한다.

동작 13 : 배 밑에 손 모아 상체 뒤로 젖

히기

13-1 : 양 손을 배에 모으고(기해합

장) 다리를 어깨 넓이로 모은다.

13-2.3 : 숨을 들어 마시면서 상체

를 뒤로 젖힌다. 그리고 가늘고 길게

호흡한다. 호흡을 내쉬면서 원위치 하

고 동작13을 2~3회 반복한다.

12-3 13-1

13-2

13-3

12-4

11-2 : 엄지발가락이 바닥에 닿게

하여 다리를 최대한 옆으로 벌리며 고

개를 들고 천천히 가늘고 길게 호흡한

다.

11-3 : 11-2의 뒷모습

11-4 : 천천히 앞뒤로 2~3회 구르

면서 다리를 벌린 채로 손을 놓고 일어

난다.

동작 12 : 다리 벌려 엎드려 좌우 허리

틀기

12-1 : 다리를 최대한 넓게 벌려 앞

으로 엎어진다.(초보자는 그냥 일어나

엎드려서 다리를 최대한 벌린다.) 이때

배, 가슴, 턱이 바닥에 닿게 하고 가늘

고 길게 호흡한다.

11-2

12-1

12-2
11-4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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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숨을 들어 마시며 배를 위로

최대한 밀어 올리고 호흡을 천천히 가

늘고 길게 한다.

15-4 : 숨을 내쉬면서 사진 15-1처

럼 원위치 하고, 사진 14-1처럼 돌아

온다. 

동작 16 : (무릎 꿇고)엎드려 등, 가슴 펴

주고 일어나 상체 뒤로 젖히기

16-1 : 턱을 바닥에 대고 양팔을 곧

게 뻗는다.

16-2,3 : 숨을 들어 마시며 양팔을

당겨 상체를 일으킨다.

16-4 :  양 무릎을 벌려 엉덩이를 뒤

로 당겨 앉는다. 그리고 호흡을 천천히

가늘고 길게 한다.

15-3

16-1

16-2

16-315-4

16-4

동작 14 : 뒤로 발 잡고 상체 들어올리기

14-1 :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양 발을 잡는다.

14-2.3 : 숨을 들어 마시면서 양발

을 뒤로 밀며 상체를 최대한 들어 올리

고, 천천히 가늘고 길게 호흡한다. 호

흡을 내쉬면서 원위치 하고 동작14를

2~3회 반복한다.

동작 15 : 뒤로 누워 발목 잡고 머리 대

고 배 들어올리기

15-1 : 사진 14-1 동작에서 좌측으

로 몸통을 굴려 자세를 취한다. 이때

엉덩이가 뒤꿈치 위에 있게 한다.

15-2 :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무릎

을 앞으로 밀며 머리 정수리를 바닥에

닿게 하여 준비한다.

14-1

15-1

15-2

14-2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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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0 : 다시 숨을 들이 마시고 배

를 앞으로 밀면서 허리, 등, 어깨, 목

순으로 일어난다.

동작 17 : (누워서) 양손 어깨부분에 짚고

허리 들어 일어나기

17-1 : 양 발을 엉덩이 옆에 놓고 양

손을 어깨 위에 바닥에 놓는다.

17-2 : 배를 들어 머리 정수리를 바

닥에 대고 준비한다.

17-3 : 양 팔에 힘을 주어 팔 굽을

펴며 몸을 들어 올려 무릎 앞쪽으로

2~3회 밀어준다.

17-4.5 : 양팔로 몸의 무게중심을

무릎 쪽으로 밀며 허리에 힘을 주며 상

체를 들어 일어나 앞으로 숙여준다.

17-1

17-2

17-3

17-4

17-5

16-5 : 그대로 일어나 양발 사이로

고관절을 안으로 누르는 듯 앉는다.

16-6 : 무릎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일어나 양손을 모아 기해합장을 취한

다.

16-7, 8 : 숨을 들이 마시고 머리,

어깨, 등, 허리 순으로 뒤로 젖히고, 무

릎과 발목을 제어하여 뒤로 넘겨 머리

를 바닥에 닿게 하고 호흡을 가늘고 길

게 한다(이때 초보자는 할 수 있는 만

큼만 뒤로 젖혀 오르락내리락 2~3회

반복 한다.)

16-5

16-7

16-8

16-9

16-10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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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로 풀밭을 걷는다

풀의 답은 눕는 것이다

오직

눕는 것이다

느낀 감촉은 우둔한 내 탓이다

무게를 모우는 동안 풀은 무게를 나누는 것이다

들녘의 둥근 지평선도 고봉으로 쌓아올린 사랑인 것이다

아픔은 차라리 부드러운 것이다

쓰러진 풀이 후들거리다 이내 피를 돌리는 것도

발바닥에 스민 젖은 손으로

너의 하루 양식을 준비하기 위함인 것이다.

시 김근희풀. 2

시
가
흐
르
는
창

마무리 : 심인법

심인법 1 :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

고 양손을 풍대 허심합장을 취한다. 이

때 싸띠 기준점은 손바닥에 두고 알아

차림 한다.

심인법 2 : 숨을 천천히 가늘고 길게

들이 마시며 손을 머리 위로 천천히 뻗

어 올린다.

심인법 3 : 숨을 천천히 내쉬며 양

팔을 최대한 크게 옆으로 돌리며 내린

다.

심인법 4 : 양 팔을 아래 배에서 만

나 숨을 천천히 가늘고 길게  마시며

머리 위로 들어 올린다. 이때 팔 굽을

펴고 허리를 곧게 펴준다.

심인법 5 : 숨을 내쉬며 시작점 풍대

허심합장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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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가는 것이다. 죽순은 땅속줄기에서

나오는데, 땅속줄기가 거미줄처럼 번식

하면서 주변 생물체의 침범을 막아준다.

모든 생명체는 한치의 양보없이 경쟁하

며 살아간다. 대나무줄기는 속이 비어

있어서 성장이 더욱 빠르게 이루어지고

바람 불어도 꺾이지 않는다. 땅속줄기는

마디가 짧고 속이 채워져 있어서 단단하

면서도 유연하여 전통악기인 꽹과리채

로 최상이다. 이처럼 쓸모없는 존재란

없는 것이다. 

대나무 살던 자리의 흔적을 없애기는

참 어렵다. 말끔히 뿌리 뽑았다 해도 뜻

밖의 장소에서 슬그머니 돋아나 생명력

을 과시한다. 땅속줄기의 끈기 덕분에 지

구상에 대나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옛 사람들은 사철 푸르고 꼿꼿한 대나

무를 선비의 지조와 여인들의 절개에 비

유했다. 묵객들은 대나무를 사군자중 으

뜸으로 꼽기도 한다. 대나무 수묵화를

처음 마주하던 날, 줄기와 마디, 가지와

잎을 끊어진 듯 이어가던 여백의 아름다

움에 마음 뺏겨 수묵화를 배워보리라 마

음먹었던 적이 있었다. 

고향 마을에도 대나무가 병풍처럼 둘

러진 집이 너댓집 있었다. 어느 핸가 그

중 한집의 대나무에 꽃이 피더니 연이어

이집 저집 전염병 돌듯 온 마을에 대 꽃

이 피고 서서히 말라 버렸다. 정확한 원

인은 아직도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다.

꽃 피는 주기가 60년이라는 설도 있고

100년이라는 설도 있는데, 어린날 대나

무가 꽃을 피우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하면서 걱정했던 기억이 난다. 그만큼

대나무 꽃 보기가 쉽지 않은데서 생겨난

말일 것이다. 

산과 들을 장엄하던 단풍 낙엽되어 떠

나고 잿빛 나목들로 겨울 맞이할 즈음

대나무의 푸르름이 돋보이기 시작한다.

대숲에서 바람을 만난 적이 있는가?  대

숲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 본 적이 있는

가?  바람부는 어느 날 대숲에 머물러 보

시길..

숨 가쁘게 달려온 삭풍도 대숲에 이르

면 유순해진다. 댓잎이 어루만지고 줄기

가 도닥여 주니 순한 바람되어 서성인다.

대나무숲속에 있는 집은 따뜻해 보인

다. 나그네길에 대나무숲이 있는 마을을

만나면 무작정 정이 간다. 

반냐라마 혜향선원 곁에도 대나무숲

이 있다.  

유년에 머물렀던 곳 중 가장 아늑하게

추억되는 곳은 외갓집이다.

대숲으로 에워싸인 외갓집에는 자애

로운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계셨다.

외할머니께서는 방학이면 달려오는 외

손녀를 위하여 늘 군음식을 마련해 두시

곤 했다. 두 분이 기거하셨던 사랑채 뒷

마루에는 대나무 잔가지가 손에 닿을 듯

드리워져 있었다. 

한여름 더위 쫓아 주는 대숲 바람에

실려오던 묵향! 낮잠 깨우는 수다스러운

참새들의 지저귐! 초가지붕 처마에 부서

지던 눈부신 햇살! 아득한 추억의 장면

들이다. 

마른 댓잎 포근하게 깔려있는 대나무

숲속은 작은 새들의 평화로운 보금자리

이다. 가끔 살쾡이나 고양이가 어슬렁거

리며 대숲의 평화를 깨긴 했지만... 

대나무는 당시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쿠리, 조리, 부채, 삼태기, 갈쿠리 등

온갖 생활용품들을 만드는 재료가 되어

주었던 고마운 나무였다. 

대나무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

장하는 나무이다. 죽순은 하루에 1미터

까지 자라기도 한다. 2~3주면 키는 다

자라고 그 후로는 줄기가 단단히 여물어

글 수진행  사진 편집부

들.꽃.산.책

대
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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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①

M = ian

(기억)    (이미지×마음노폐물)

마
음
과
수
행
에
관
한
모
든
것

기억은 없앨 수 없다.

그러나 기억무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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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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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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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교
에
관
한
모
든
것

불
교
에
관
한
모
든
것

B
U
D
D
H
A
 

가
르
침

불교에 관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불교로 알려진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을 창시한 붇ㄷ하는 2600여 년 전 인도 중부 갠지스 강을 중심으
로 반경 400Km 정도에서 활동했다.

긴 시간, 여러 지역과 다양한 매체를 거친 붇ㄷ하 가르침이 원형 그대로 전해졌을 걸로 생각한다면 순
진한 발상이다. 우리가 붇ㄷ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은 이상 현재 내가 알고 있는 붇ㄷ하에 관
한 정보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불교 또한 역사산물이고 불교가 전해진 역사현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붇ㄷ하에 관한 정보를 객관화시키고 역사와 권위, 신화와 무지의 포
장을 걷어 내고 상식선에서 접근하면 있는 그대로의 붇ㄷ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맨얼굴의 붇ㄷ하와 오리지널 불교를 만날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이 책은 붇ㄷ하가 직
면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한 관점을 붇ㄷ하 수준과 관점에서 접근했다. 이 책은 자유
로운 삶, 청정한 삶, 행복한 삶, 공존하는 삶을 살려는 사람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54 반냐 반냐 55

신간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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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 WORLD는 

어둠에서 밝음으로 

혼돈에서 정돈으로

무지에서 정지로 

구속에서 자유로

고통에서 행복으로

안내하는 좋은 길라잡이입니다.

SATI WORLD는 

눈 푸른 수행자의 맑은 지혜와 따뜻한 자비가 넘치는

자유와 행복이 넘치는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는 좋은 친구입니다.

반냐라마 SATI SCHOOL 홈페이지(satischool.net)를 열면 

반냐라마와 SATI SCHOOL에서 하는 

수행과 교육에 관한 댜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수행전문방송

saTI WORLD

어둠에서 밝음으로

어떤 사람을 잘 이해하려면 그가 생존했던 시대배경, 성장한 가정환경, 개

인의 성격유형, 그리고 당시 사용한 언어와 원전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책은 부처님이 붇ㄷ하가야에서 최상 깨달음을 성취한 후 이씨빠다나 미

가다-야(鹿野園)에서 최초로 수행을 지도하고, 3개월 동안 왓싸(安居)를 지내

고, 불교창립선언(轉法宣言)을 발표한 6개월 동안 행적을 기록한 것으로 초기

불교 원형이 그대로 담겨있다. 

이 6개월 동안 부처님은 오도송, 12연기, 붇ㄷ하 4락, 3법인, 4성제, 8정도,

5온, 차제설법, 최상설법, 수행방법, 수다원 인가게송과 아라한뜨 인가게송,

수계식, 불교창립선언문 등 불교와 싸띠수행 토대를 만들었다. 부처님은 이

6개월 동안 설법한 내용을 이후 45년 동안 대중근기에 따라 풀어서 설명했

다. 이것이 3장과 대장경으로 발전했다. 이 경전은 모든 경전의 모태다.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은 불교, 마음과학, 싸띠수행을 창시한 부처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욕망과 이기심, 분노와 적대감, 편견과 선입관을 부추기는 삶의 방식에 기

초한 사회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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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의식은 같을 수가 없다. 

불교도가 알고 실천해야 하는 각종 통과의식에 대한 절차와 기본예절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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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예절을 어려움 없이 스스로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반냐라마 책소개]

부처님 최초의 말씀

buddhapala | 174쪽

buddhapala | 310쪽

•••••

•••••

법요집



급속한 변화와 복잡한 상황, 무한의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에는 사고팔고

와 같은 인간의 보편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불안·우울 등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또한 건강이나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

나고, 심지어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는 유명 연예인이나 일류기

업의 경영자들의 자살도 드물지 않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인간이 지닌 보편적 괴로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자유롭

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싸띠수행의 필요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하겠다. 수행의 길로 접어드는 인연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수

행방법 또한 무수히 많다. 그런데 여러 명상법 중에서 싸띠수행은 2500년에 걸

쳐 그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으며, 그 방법 또한 지극히 단순하여 누구나 쉽게 접

근할 수 있는 명상법이다.

전통적으로 싸띠수행은  출가자와 보통의 삶을 사는 재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데 1970년대 이후 서양의 일부 심리치료사들은 싸

띠수행을 심리치료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주로 스트레스 · 불안 · 우울

증과 같은 정신적·정서적 문제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할 때 여타

의 방법과 싸띠수행을 병행해서 사용한다. 

싸띠수행은 몸과 마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조작하거나 조절하려 하지 않고

다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싸띠수행 중에 수행자는 매순간

나타나는 불편한 정서나 느낌 등이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일어나고 또한 사

수행칼럼 

싸띠수행과 심리치료

Visuddh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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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선원 영구방부비는 영가 한 분 당 50만원

✽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오전 10시 공덕회향법회[대중공양, 제사]

✽ 문의 : 055-331-2841, 010-5405-2841

인연있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은 화장하고, 유골은 의미있는 곳에 뿌리고, 청정계단에 이름을 새긴 돌을 쌓아 탑을 만

들고 선실로 꾸며 수행공간으로 삼습니다.  제사는 돌아간 날 또는 한 달에 한 번(매주 첫째 주 일요일) 수행자와 무

료급식소에 대중공양 올림으로써 장례문화, 제사문화를 의미있는 이별의식으로 가꾸어 나가기를 마음담아 권합니다.

청정선원을 위해 50만원은 남겨 두자

bUDDHa DHaMMa saN·GHa 반냐라마가 활동한 지 벌써 15년에 접어들었습

니다.  언제부터인가 함께 활동하는 법우와 인연있는 분들이 서서히 이 세상과 이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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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라면 수행자답게 의미있고 간소하게 치르자는 취지로 수행하는 법우집에 상이 났을

때 스님을 청해 함께 수행하고 5계를 받고 공양올리는 공덕회향법회가 아름답게 자리잡

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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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bUDDHa DHaMMa saN·GHa 반냐라마는 먼저 간

법우들의 이름을 새긴 벽돌로 선원을 지어 함께 수행했던 날들을 의미있게 남기고자 합

니다.  옛 수행자가 사용한 지혜를 빌리고 전통을 이어 받고 약간의 시주금을 받아 돌아

가신 분들을 모시는 청정선원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곳을 Memorial Hall 겸 선원으

로 삼아 수행하고 고인과 맺어진 인연을 맑고 아름답게 성숙시키는 도량으로 가꿀 것입

니다. 



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나아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이 바

로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건에 따라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서양의 심리치료사들에 의해 시도된 싸띠의 개념 정의는 주의조절, 주의집중,

있는 그대로 자각하기, 비판단적 태도, 경험에 대한 개방성, 메타 인지적 통찰 등

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개념적 정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싸띠의 효능을  데이터화하여 과학적으로 접근해 가고 있다. 또

한 싸띠의 효과를 통계적 수치로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싸띠의 효능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시도되는 것으로 보다 개선된 싸띠수행

의 적용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도 하다. 

근래에 들어서는 한국의 초기불교 연구자나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도 싸띠수행

과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싸띠의 치료 메커니

즘을 노출효과 - 탈자동화 - 수용 - 탈동일시의 과정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노

출효과는 통증 따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능력의 배양을 통해 과도한 정서적 반

응 없이 그것을 경험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탈자동화는 매 순간의 경험

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림 함으로써 부정적 상념이나 강박적인 집착의 상태에 빠

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수용이란 모든 경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

게 함으로써 심리적 저항감과 압박감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탈동

일시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들을 단지 관찰해야 할 현상으로 보게 하여 자기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분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심리치료에서 적용한 싸띠수행의 다양한 치료 메

커니즘은 모든 육체적 정신적 현상들을 단지 알아차림 해야 할 대상으로 보게 하

여 일체의 불필요한 반응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준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싸띠에 기초한 주요 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 MbsR(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 MbCT (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 D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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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lectical behavior Therapy), aCT(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 MBSR은 인지행동치료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에 복합

적으로 적용되는 ‘싸띠에 근거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으로 좌선과 행선으로

이루어진 싸띠 명상을 기본으로 하면서, 보디스캔 및 하타요가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서는 그룹 단위로 명상을 지도하며 매순간의 내면적 흐름을 알아차리도

록 하는 데에 역점을 둔다.  MBCT는  만성적인 우울증 치료를 위해 만들어진

‘싸띠에 근거한 인지치료’로 MBSR을 기반으로 개발된 치료법인데 사고에 대한

탈중심적 접근을 강조한다. 이 방법은 우울증을 유발하는 부정적 사고가 단순한

정신적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DBT는 경계성 성격장애와 일반적인 정동 조절에 사용되는 ‘변증법적 행동 치

료’로 경계선 성격장애를 갖고 있는 내담자들이 장시간의 명상 훈련을 견디는 것

이 힘들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고안되었다. 여기에는 사고와 정서 및 행동상의 변

화를 돕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인지 행동적 전략들이 포함된다. 

ACT는 불유쾌한 감각들에 대처하기 위한 ‘수용-참여 치료’로 부정적인 사고

와 경험에 자동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모은다. 즉 인지

적 탈융합을 통해 실제 행동에서 부정적인 사고와 경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

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들 치료 프로그램들은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

두고 있다. 

싸띠수행과 심리치료를 접목하는 작업이 아직은 완전히 정립된 것이 아니라서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막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

작한 심리치료, 심리상담, 정신치료 등의 분야에서 싸띠수행이 기여해야 할 부분

이 상당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서 전문 치료사들이 대량으로  양성되

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싸띠수행의 최고의 강점은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해소시

켜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괴로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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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처작주 입처개진

2. 참 잘하고 있습니다.

3. 수행이 진도나가면 배 움직임이 옆으로 벌어지기도 하고 아래위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 때

는 배가 움직이는 대로 그냥 알아차림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이때 어떤 경우든 배 움직임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면 않됩니다. 

4. 또 수행진도가 나가면 배 움직임 크기가 서서히 또는 아주 급격하게 작아지기도 합니다. 이

때 배 움직임 크기가 작아질 때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따라 갈 수 있으

면 수행은 쑥 진보합니다.

5. 배 움직임이 배나 몸 여러 곳을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이때도 그냥 따라가기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행은 많이 진보합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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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원 상태로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기준점이 위로 가슴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기준점을 놓치고, 다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생활선

걸을 때 오른 발, 왼발 알아차림 / 신발 신는 것 알아차림 / 문 열고 닫는 것 알아차림 / 

밥 먹을 때 씹음만 알아차림 / 양치질할 때 닦음만 알아차림 하고 있습니다.  

- 마음이 바쁘고, 망상으로 아직 10~20% 정도 알아차림하고 있습니다.

① 배 움직임 (앉음-닿음, 시간:  60분) 

[속도, 규칙, 폭, 무게, 이동, 이름붙임 등 순서대로] 

초반 - 배의 기준점은 위 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옆으로 벌어졌다가(일어남) 오므려졌다가

(사라짐) 하는 것을 sati 합니다. 배는 단단하고 움직임의 범위는 큽니다. 

중반 - 옆으로 벌어지는 것이 멈추고 위 아래로 움직입니다. 배는 단단하고 기준점은 가운데 뱃

가죽에 있는 것 같고, 매실크기보다 작은 것 같습니다. 차츰 작아져 땅콩크기만큼 되고, 폭도 작

고, 속도와 무게는 보통인 것 같습니다. 전에는 끝이 아주 날카로웠는데 지금은 전보다 덜 날카

롭고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중반 - 분명히 기준점을 이름을 붙이면서 sati 하는데, 마음이 기준점에 붙어 밀착되지 않는 느

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집중하니 밀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개가 숙여지고, 어떤 때

는 기준점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고 밀착되지 않는 상태로

sati를 계속합니다. 

② 생각 움직임 

[과거-미래 / 한 생각-여러 생각 / 바로-늦게 알아차림] 

생각은 일어나는데 뚜렷하지 않습니다. 보통 미래 생각인 것 같고, 여러 생각입니다. 뚜렷하게

오는 것은 바로 알아차림 하는데, 늦게 알아차림한 것은 수행하고 나서는 무슨 생각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③ 몸 움직임 (현상) 

[몸에 나타난 현상이나 수행 중에 관찰한 현상] 

- 수행하기 전에 머리에 상기가 된 것은 같은데, 수행하고 나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 수행하고 나면 눈과 마음은 피로가 풀린 것 같이 시원합니다.  

- 기준점에 밀착하니 고개가 기준점을 향하듯이 숙여집니다. 이때 마음은 기준점에 두고 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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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전통식으로 농사짓는 두 유정물

의 모습은 거의 성자가 된 듯하다. 

하긴 도가 별건가. 배 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매사

명확한 것이 도 일진데, 해 뜨면 나가

서 땅 갈아 농사 지어 밥 먹고 산 늙은

농부와 소의 한 평생보다 명확한 삶이

있을까?

“이랴 이랴! 자라 자라!” 소리 지르

며 모 심을 무논에 써레질 하는 할아버

지와 소를 보니 아버지와 우리 소 생각

이 났다. 

소의 언어는 딱 세 가지다. 이랴, 자

라, 워어-

유월 초, 산과 밭언덕에 찔레꽃 하얗

게 피고 산딸기가 붉게 익을 즈음이면

아버지는 몇 배미인지 모를 선산 있는

골짜기 무논에 모심을 준비를 하셨다. 

어머니가 걸러 주신 막걸리 들고 아

버지께 가는 나는 주전자 주둥이로 찔

끔찔끔 술을 쏟으며 논둑길 지나 타박

타박 산길로 들어섰다. 

“이랴 이랴 이랴! 자라 자라 자라!”

골짜기를 울리는 아버지의 우렁찬

목소리 사이로 간간히 뻐꾸기가 울었

다. 

아버지 목 마르실 생각은 않고 길가

패랭이꽃 들여다보고, 탐스럽게 익은

산딸기도 따 먹으며 노닥거리다 논가

에 이르면 써레질하시던 아버지가 웃

는 얼굴로 무논에서 나오셨다. 소는 풀

을 뜯고 논둑에 앉은 아버지는 김치 안

주로 막걸리 달게 드시며 내게 수수께

끼도 내시고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시

곤 했다. 

“숙아, 어떤 소장사가 장에 갔다가

날이 저물어 주막에 간기라. 주막에서

는 소죽도 끓여 주었는데 주막집 주인

이 소장수에게 소가 몇 마리요? 하고

물었재. 

소장사가 대답하길, 우족각이 천이

요. 

주막 주인이 뭔 소린지 몰라 멍해 있

는데, 옆에 있던 니 만한 딸이 아, 알았

습니더 하고 대답하더란다. 소는 몇 마

리였을꼬?”

이런 이야기들이었는데 흥미진진하

고 맞히는 짜릿함이 있었다. 

주막집 딸처럼 한 번에 못 맞추고 이

리저리 머리를 굴리고 있으면 아버지

저예산 독립영화 ‘워낭소리’는 온가

족이 함께 보았다. 다들 바빠서 미루고

미루다가 간판 내리기 하루 전에야 겨

우 시간을 맞췄다. 

팝콘과 콜라잔을 들고 극장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으니 화면엔 늙어서

발자죽 겨우 떼 놓는 소와 그 소의 오

랜 동반자인 여든 연세의 농부 할아버

지가 보였다.

바싹 마른 몸에 불편한 한 다리는 더

더욱 말라 꼬챙이 같은 할아버지는 늙

은 소가 겨우 끄는 수레를 타고 논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얼마나 늙었는지 소의 미간과 목덜

미와 잔등의 털 색깔이 허옇게 세었다.

소의 커다란 눈망울은 보기만 해도

내 마음에 슬픔의 강이 흐르는 듯 했

다.

묵묵히 일만 하는 할아버지의 성정

도 거의 소 수준인데, 할머니 혼자 온

갖 신세 한탄, 지청구를 해댄다. 

할머니의 대사 한 마디 한 마디는 어

찌나 생생하고 실감 나는지 어떤 작가

도 그 처럼 말맛 살린 시나리오를 못

쓸 것 같다.

“이봐요! 소 파소!”

할머니가 외치면 고랑을 기며 일하

다가 잠시 숨 돌려 쉬는 시간에도 소

먹을 풀을 뜯는 할아버지는 항구여일

간단 명료하게 대답한다.

“안 팔아!”

“아, 팔아요!”

“안 팔아!”

“아이고오, 영감 잘 못 만나서…….

할마이 중한지도 모르고……. 몸서리

난다, 몸서리!” 

할머니 한탄에 극장 안은 와르르 웃

음바다.

소도 사람도 이제는 흙냄새 향기로

울 고령인데, 한 평생 묵묵히 노동량

[ 세상사는 이야기 하나 ]

무구연 
charm366@hanmail.net

소야,   어질고 순한 소야
-영화 ‘워낭소리’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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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우포늪에 가서 전망대를 지

키는 분에게서 철새들 얘기도 많이 듣

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

분이 머리 나쁜 사람에게 '새대가리' 라

고 욕하는 건 좀 잘못된 표현 같다고

하더군요. 

철새들이 이동할 때는 제일 앞에 대

장, 부대장......, 중간에 노약새들, 끝

에 호위새들 이런 식으로 정렬해서. 중

간의 노약새들이 처지면 뒤의 호위새

들이 보호해주고, 대장이 힘들면 부대

장과 선두 바꿔가면서 먼 길을 날아간

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 마리가

남게 되면 먹이가 충분해도 외로움 때

문에 결국 오래지 않아 죽는다고 하더

군요. 그런데 기후에는 어느 정도 적응

이 되는 편이어서 일가족이 남는 경우

에는 거기서 새 삶을 꾸리는 경우도 있

다고 했습니다. 고독은 인간뿐만 아니

고 새마저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인

것 같습니다!

케케묵은 철새 이야기가 하나 생각

나네요.

옛날에 어떤 철새 한 마리가 있었습

니다.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자 모두들 따

뜻한 남쪽으로 길 떠날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을 보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었습니다. 

"왜 겨울이 다가오면 힘들게 먼 길을

떠나야 하는 거야? 좀 있으면 너무 추

워서 살 수가 없다지? 정말일까? 그런

데 아무도 경험해 보지 않았으면서 어

떻게 알지? 왜 노친들 말을 그대로 믿

어야 하는 거야? 혹시 다른 이유가 있

는 건 아닐까? “ 

한 생각이 일어나자 다른 생각들이

[ 세상사는 이야기 둘 ]

어느 철새의 행복

智愚
pinebitter@hanmail.net

는 슬쩍 힌트를 주셨다.

“우족각은 소 발하고 뿔이라는 뜻이

다.”

머릿속에 반짝 불이 들어온 나는 나

누기 6을 해서 떨어지지 않는 4는 뿔

안 난 송아지라는 것까지 알아내고 즐

거웠다.

영화 속 할아버지가 밭 갈고 써레질

하는 그 골짜기 논밭과 두렁, 산색과

하늘이 어찌나 낯 익든지 나는 목이 메

었다.

그리고 지금도 모색 선명한, 털빛은

희고 자빡뿔에 눈망울 크고 순한 우리

소 생각이 났다. 어울려 소 먹일 때 다

른 소들이 곡식밭에 들어가도 홀로 밭

둑 풀 찬찬히 뜯어먹고 있어 주인에게

혼나지 않게 하던 점잖고 잘 생긴 우리

소. 

아버지가 그 소를 잡히고 잘 사는 친

척 집에서 빚을 냈는데, 몇 해 째 송아

지를 가져간 뒤 이제 그만 빚을 탕감해

도 되지 않겠냐니까, 친척 할배는 그만

소를 몰고 가버렸다. 여동생과 나는 요

새도 이야기하곤 한다.

“니, 우리 누렁둥이 소 생각 나나?”

“생각나지. 어디로 갔을꼬. 그때 그

할배가 팔아먹었을낀데…….”

영화에서 할아버지의 소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할아버지는 새로 소를 한 마리 사러

소시장에 가지만 어디에도 일소는 없

다는 말이 아프게 다가왔다. 

일소가 가여운가? 고기가 되는 소가

가여운가?

드디어, 늙은 소의 임종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애 끓는 심정으로 그

순간을 함께 하던 할아버지가 불현듯

낫을 들고 마굿간으로 달려 가더니 비

장한 몸놀림으로 소 코뚜레와 굴레를

끊었다. 

한 생애의 굴레가 끊어지는 처연함

에 나는 울음이 북받쳐 손으로 입을 막

고 울었다. 목숨 있는 것들의 굴레는

저렇게 생애 마지막 순간에야 벗겨진

다는 것…….

소야, 어질고 순한 소야, 워낭소리

절렁절렁 울리며 가벼운 걸음으로 잘

가거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비참하고 불행

한 일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신이나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때문일

수도 있고 전쟁이나 자연 재해 등 사회

전체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그럴 때, 평소에 마음 닦는 sati 수행을

좀 한 사람은 비교적 슬기롭게 어려움

을 극복해 간다고 합니다. 

‘지은 인연을 알면 괴로울 일이 없

다.’라는 말도 있듯이 현재의 불행이

라는 결과를 낳은 원인의 일차적인 책

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깊이 반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할 뿐, 내 탓 네 탓 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괴로운 상황에서도 마음은

편안하기도 하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과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된 것을 감사하

는 마음이 들기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싸띠 수행은 즐거운 인생의

선택과목이면서 괴로운 인생의 필수과

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살면서 행복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

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행복이.......

자신이 똥 속에 갇힌 상황이라는 것

을 모르고 단지 냄새와 속박에 익숙해

져서 ‘랄랄라’ 행복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저 철새의 행복 같은 것은 아닌

지? 언제 어느 때 누군가에 또는 무언

가에 의해 짓밟힐 수 있는 너무나도 얄

팍한 한순간의 행복은 아닌지? 되돌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느꼈던

최상의 행복인 nibbana(열반)만 행복

이고 어리석은 철새의 한순간 얄팍한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

겠지요?

“욕심이 많거나 적거나 어리석거나

지혜롭거나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상

황에서도 자기 수준만큼 행복할 수 있

다. 그러나 단지 ‘아, 좋다’ 알아차림

하고 한 번 웃을 뿐, 너무 큰 소리로 태

평가를 부르지는 말라” 는 교훈을 이

철새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 

꼬리를 물고 일어나며 탐진치 삼독심

패키지에 사로잡히게 된 그 새는 드디

어 야무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좋아! 나는 겨울이 어떤 것인지 직

접 경험해 볼 거야." 

그리하여 다른 새들은 모두 떠나 버

리고 가지만 남은 앙상한 나무숲에서

혼자 겨울을 맞은 그 새에게 드디어 눈

보라와 혹한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도 잠자리도 없는 황량한 숲에

서 ‘후회해도 이젠 아무 소용없

네.......’ 가녀린 목소리로 ‘삐리~리’

울어봤지만 화답하는 것은 스산한 바

람 소리뿐. 추위와 배고픔에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새는 자신의 오만과

무지를 반성하며 때늦은 남쪽으로의

여행을 떠나게 되었지요.

얼마를 날았을까? 기진맥진해진 새

가 정신을 잃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얼마 후 그 길에 마차 한 대가 지나

가면서 그 새 위에서 말이 똥을 눕니

다. 

따뜻한 온기에 의식이 돌아온 새가

이상한 냄새를 맡고는 이게 무슨 냄새

지? 하며 몸을 뒤척여 봤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갑갑하기도 하고

퀴퀴한 냄새에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똥이 딱딱해지

자 냄새도 견딜 만해지고 얼었던 몸도

풀리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

겠어요!

“아, 너무 좋아! 랄랄라!"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진 새는 자기

도 모르게 행복에 겨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요.

바로 그때 그 길을 지나가던 개 한

마리가 말똥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

리자 발로 똥을 헤집어 새를 발견하고

는 '앗! 이 겨울에 웬 횡재?' 하며 날름

한입에 집어넣고 말았다고 합니다.

행복한데 뭐 하러 수행을 하냐고 말

하기도 하고 괴로우면 수행하라고도

말합니다. 몸과 마음이 괴로울 때 수행

하는 것은 인생 공부의 필수겠지요. 그

러나 삶이 순조롭고 행복하다고 느껴

질 때 수행을 선택과목으로 택하여 때

때로 마음을 닦는 것도 그것 못지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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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한 식수와 위생, 교육, 소득증대

와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의 통합적인

개발사업을 통해 빈곤의 원인을 제거하

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급박한 재난으

로 고통 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을 위한

긴급구호사업 부서를 개설하고 국제적

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빠르고 효과적인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다. 

21세기를 맞아 월드비전은 빈곤의 근

본적인 원인인 사회구조와 아동과 여성

의 인권, 전 세계적인 연대가 필요한 빈

곤과 HIV/AIDS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옹호사업’(Advocacy)이라는 새로

운 영역의 사업을 시작했다.

3대사업

1. 변화를 가져오는 개발사업

월드비전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인 ‘변

화를 가져오는 개발사업’은 후원아동과

가족, 그 지역주민들이 풍성한 삶을 살

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물을 스스로 찾

고, 그것을 함께 극복해나가는 것이 목

표이다. 월드비전은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며, 지역 정부는

물론 타 NGO와도 활발한 협력을 진행

한다. 월드비전은 식수 및 보건사업, 농

업개발 및 소득증대사업, 교육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

양한 상황에 꼭 맞는 접근을 제공한다.

월드비전의 모든 개발사업의 촛점은 지

역주민들에게 맞춰져있다. 월드비전은

월드비전이 개발사업을 마치고 지역을

떠난 후에도, 주민들의 긍정적인 삶의

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수혜자가

주인이 되는 사업을 추구한다.

2. 긴급구호사업

월드비전은 대규모의 자연재해 나 전

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주민 또는 난민

들의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경감시키며,

빠른 시일 내에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

록 지원한다. 단, 전쟁중인 장소에서는

구호활동을 하지 않는다. 월드비전 파트

너십은 2008년 전 세계 60개국을 대상

으로 식량과 식수, 피난처와 그 외 필수

물품들을 제공하며 재난에 응답하고 긴

급상황에서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있다. 월드비전은 재난의 위

험이 있는 지역을 미리 파악하고, 위험

수위가 높은 지역에 자원과 직원을 예비

하며 지역사회가 긴급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이 일어난

월드비전(World Vision)은 1950년 한

국전쟁으로 인한 고아와 남편을 잃은 부

인을 돕기 위해 미국에서 설립되어 현재

세계100여개 나라에서 긴급구호, 개발

사업,그리고 옹호사업을 진행하는 국제

구호개발기구이다. 목표는 “모든 사람,

특히 어린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일하

는 것(working for the well being of

all people, especially children).”이다. 

월드비전의 역사

1947년. 당시 중국을 여행하던 미국인

목사 로버트 피어스(Robert Pierce)는

‘백옥’이라는 이름의 고아소녀를 만나게

되었다. 그가 중국을 떠나던 날, 로버트

피어스 목사는 백옥을 돌보던 간호사에

게 당시 그에게 남은 마지막 5달러를 건

네주며 “매달 이 정도 금액을 보내드릴

테니 부디 이 아이를 돌봐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1950년. 6.25전쟁의 현

장에서 고통받는 한국의 고아와 남편을

잃은 부인들을 돕는 한경직목사를 만나

면서 로버트 피어스 목사는 세계의 고통

받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기구를 만들

어야겠다고 생각했고, 한국 선명회라는

초기이름으로 월드비전이 탄생되었다.

월드비전은 한국에서의 전후 고아원

과 모자원 설립 등을 통해 첫 사업을 시

작했으며, 곧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의 전 세계의 어린이를 돕기

위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맨 처음 후원을 받는 어린이들에 대한

음식지원과 교육, 건강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던 월드비전의 구제사업

은 1970년대에 이르러 아동이 사는 지역

사회의 발전 없이 아동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깨달음을 통해 대단위지역개

발사업(Area Development

Programme)을 통한 아동후원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월드비전은 후원아동을 중

NGo단체소개 

공덕행

월드비전(World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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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검토, 평가하고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월드비전의 모든 회원국은 후원국

과 수혜국으로 나뉜다. 후원국은 모금을

주로 담당하고 수혜국은 현장에서 긴급

구호, 지역개발 및 옹호사업을 담당한

다. 100여 개의 회원국 중에서 후원국은

20개국이며, 월드비전 미국과 호주, 캐

나다와 영국, 대만과 우리나라 등이 포

함되며, 특히 대한민국은 월드비전의 모

든 회원국 중에서 수혜국에서 후원국으

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이다.

월드비전 한국은 국내 저소득 가정의

아동과 가정을 돕기 위해 11개 복지관과

1개의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10

개의 가정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결식아동과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전국

10개 지역에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

‘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해외40개국

122개 사업장(2007년 4월 현재)에서 ’변

화를 가져오는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으

며 쓰나미,파키스탄 지진 등의 세계적

재난에 대한 긴급구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연중 기아체험 리더교육에 참가한

리더들과 청소년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

애없이 각자의 그룹이 정한 기아체험을

할 수 있는 열린기아체험을 통해 가난,

질병, 에이즈, 식수부족,  소년병과 같이

그동안 접하기 힘들었던 지구촌 이슈들

에 대한 풍부한 교육자료와  활동프로그

램이 제공되어 나눔을 통해 도움이 필요

한 이웃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도

한다.

5초마다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굶주림으로 한 어린이가 죽어갑니다.

매일 6,000명의 어린이가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 죽어가며

아프리카에서만 매년300만명의 

어린이가 말라리아로 죽어갑니다.

아직도 1억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보지도 못한채 살아가며

지구촌에는 오늘도 1달러 미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10억명 이상의 사람

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

니다. 우리돈 500원이면 뼈가 휘는 병에

걸린 어린이에게 치료약을 사 줄 수 있

고, 1000원이면 깨끗한 물을 만들 수 있

는 정수약 10알을 살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worldvision.or.kr

후에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3. 옹호사업

빈곤의 뿌리에는 언제나 불공평한 정

책과 사회적 통념, 악습과 잘못된 사고

방식들이 있다. 어린 소녀들은 학교를

마치지 못한 채 조혼을 강요당하기도 하

고, 어린이들은 위험한 노동 환경에 떠

밀린다. 불공정한 무역법은 수많은 농부

들로 하여금 그들의 땀의 결실이 값어치

를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게 한다. 월드

비전은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수준에서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도록 돕는다. 또한 월드비

전이 직접 부당한 정책과 악습을 바꿀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여

가난한 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우

도 있다. 

운영

월드비전은 후원금은 후원자의 목적

에 맞는 사업에만 집행된다는 의미의

"Funding by Source"원칙을 따르고 있

다.  후원자의 해외아동후원금은, 후원

아동이 사는 마을이 어린이들이 살기에

적합한 마을이 되도록 지원하는 마을의

개발사업과 어린이를 위한 보건, 교육프

로그램, 그 마을 가정의 소득증대사업

등 직접사업비에 사용된다.

월드비전 국제파트너십의 구조

월드비전은 월드비전 인터내셔널

(World Vision International)을 중심

으로 한 전 세계 100여 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각 회원국은 각각의 이사회

및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독립적으로 운

영되지만 회원국간에 상호 의존적이고

책임을 지는 관계로 운영된다. 이러한

월드비전 회원국 간의 관계는 '연방제'로

표현되며, 모든 회원국은 동등한 위치이

다.

월드비전 인터내셔널은 미국 캘리포

니아주 몬로비아에 위치해 있으며, 각

기능별로 국제 연락 사무소는 스위스 제

네바에, 유엔 대표부는 뉴욕, 홍보 담당

은 호주 멜버른에, 옹호 사업국은 영국

에 있으며 4개 대륙지역사무소가 아프리

카(케냐), 아시아태평양(방콕), 중남미(산

호세), 중동동구지역(사이프러스)에 있

다. 월드비전 인터내셔널은 월드비전의

핵심가치와 기관의 정체성과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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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Ⅲ

불교는 인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이 붇ㄷ하 가르침을 배우

고 익히기 위해 인도 붇ㄷ하가야로 옵니다.  그러나 정작 인도에는 1200년 이슬람 침입으로

불교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인도스님과 불교도는 홀로설 수 있는 능력이 없

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조금만 도와주면 자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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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됐고 2차 부지 매입이 진행 중입니다. 인도 중

앙정부로부터 종교법인 허가를 받았고 2008년 1월 22일 국제선원을 개원했습니다. 인도불

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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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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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회를 맑힘은 당신 삶의 안전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사회를 맑히는 가장 적극

적인 행위, 수행! 집중수행, 장•단기출가, 여름왓싸 등으로 반냐라마가 앞장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행의 뒷바라지는 아마도 당신의 몫일 것입

니다.

삶에 매여 수행에 전념치 못하더라도 그 삶의 일부는 수행에 걸쳐 놓으십시오.

삶의 일부라도 수행에 걸칠 수 있도록 수행사회화를 주도하는 CLEANMIND

운동! 학교, 단체, 교도소 등 수행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 나서서 많은 사

회구성원들이 수행을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마음복지운동에 앞장서는

CLEANMIND. 아마도 이런 운동의 뒷바라지는 우리 모두의 몫일 것입니다.

후원Ⅰ

후원Ⅱ

후원방법
Ⅰ. 개별후원 - 매월 일정액 자동이체 또는 비정기적 계좌입금

1. 반냐라마 다보산(부산) :  농 협   817125-56-010529  김영채 다보선원

서        울 :  농 협   100-85-51-044811  근본불교 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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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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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자양성, 인도불교지원, 수행전문대학원, 무료의과대학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하는 맑은 향기가 평생교육원 옆에 아담한 공간을 마련하고 수익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맑은 향기 온 누리에 가득해 모든
존재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마음 보냅니다.

1. 도서출판 sati school
수행과 불교에 관련된 이론과 기술에 관련된 수준 높은 책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담당 : 무애지(011-831-1656)

2. himalaya
인도에서 만든 100% 천연제품입니다. himalaya 제품은 유럽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상품으로 여행객이 인도에 오면 선물로 사가는 필수품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번 사용해보면 그 매력에 푹 빠져들겁니다.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Amway 제품이 필요한 분은 맑은 향기에 신청하면 됩니다. 

담당 : 선재화(010-5634-5088)

3. 수행필수품
수행할 때 필요한 수행복, 방석, 수행노트 등 수행에 관련된 제품을 직접 만들어 판매

하고 있습니다. 

담당 : 무이(010-8523-3357)

4. 두부(순두부)와 발효차 등
5월부터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순두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발효차 등도 조만간 준

비할 예정입니다. 사적으로 축적되는 자본이 사회로 회향되어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도

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담당 : 수진행(010-7307-0531) 

공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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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차와 수행은 그 성질이 같다고 합니다. 차는 몸을 편안히 해주

고 수행은 마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차를 직접 차를 만들어 마시거나 소

중한 사람에게 공양올리면 행복은 두 배로 증가합니다. KĀYa SaTI를

창시한 buddhadīpa 스님이 김해서 나는 장군차로 맛있는 발효차 만드는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차와 SATI 수행이 어울리는

맑은 문화를 경험하세요.  

● 일시 : 5월 28일(금) 오후 2시 ~ 30일(일) 오후 2시  

● 지도법사 : buddhadīpa 스님

● 참가자 : 누구나 (15명)

● 참가비 : 30만원(재료비 포함)

50% 감면대상
SATI MASTER(재학생 포함) 
SATI SChOOL 건학기금 츌연자
인도불교후원자, 2인 이상 가족 

● 문의 및 접수 : www.satischool.net

* 이 과정은 SATI MASTER 교양과정입니다. 모든 재학생은 가능한 참여하기 바랍니다.

sati liFE DEsiGN 평생교육원

TEA SATI workshop

茶禪一味

맑은 향기 수익사업 안내

발효차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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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행코스

● 기   간 : 2010년 11월 13일~28일(15박 16일)
※ 비행기 사정에 따라 1~2일차이가 날 수 있음

● 접수마감 : 9월 30일까지

● 비    용 : 320만원(비자발급비 포함) 

● 참배예정지 : •붇ㄷ하가 태어난 곳 룸비니(2박 3일)

•성도한 곳 붇ㄷ하가야(7박 8일)

•초전법륜지 미가다-야(鹿野園, 2박 3일)

•입멸한 곳 꾸씨나-라-(2박 3일)

•최초의 수행도량 죽림정사, 영축봉 향실, 왕사성 

•최대의 수행도량 기원정사, 사위성

•아름다운 수행도량 대림정사, 웨싸리(광엄성)

•대장경 결집한 곳 칠엽굴

•최대의 불교종합대학 나란다

•붇ㄷ하의 고향 까삐라밧투

2) 붇ㄷ하가야 코스

● 기   간 : 2011년 1월 9일~15일(6박 7일)
※ 비행기 사정에 따라 1~2일차이가 날 수 있음

● 비    용 : 170만원(비자발급비 포함) 

● 참배예정지 : •성도한 곳 붇ㄷ하가야(5박 6일)

•초전법륜지 미가다-야(鹿野園)와 갠지스 강

또는 왕사성, 죽림정사, 칠엽굴, 나란다 

● 문의 및 접수 : 해탈향(011-842-4198) / 055-331-2841

붇ㄷ하의 나라, 성스러운 깨달음의 땅, 불교와 싸띠수행이 발생한 곳, 인도성지

순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5박 16일 수행코스와 6박 7일 붇ㄷ하가야 코스

두 과정이 만들어집니다. 수행코스는 4대성지를 2박 3일씩 머물며 수행하고 7박

8일은 붇ㄷ하가야에 머물며 수행하는 과정이고, 붇ㄷ하가야 코스는 전 일정을 붇ㄷ하

가야에 머물며 수행하고 왕사성과 나란다대학이나 미가다-야(鹿野園)와 갠지즈

강을 다녀오는 과정입니다.  

붇ㄷ하가 태어난 곳 룸비니, 싸띠수행으로 붇ㄷ하를 이룬 곳 붇ㄷ하가야, 처음 법

륜을 굴린 곳 미가다-야, 입멸할 곳 꾸씨나-라- 등 4대성지를 한 번만이라도 순례

하고 참배하고 공양올리고 마음을 닦으면 가장 큰 공덕을 쌓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지순례는 단순히 관광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붇ㄷ하 발길을 따라 가며 마음닦

는 수행입니다. 성지에서는 호텔이 아닌 사찰에서 자고 그곳에서 공양도 해결합

니다.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보람은 아주 큽니다. 그렇게 절약한 돈은 인도불교지

원과 수행지도자양성 기금으로 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붇ㄷ하빠-라 스님이 초

전법륜경과 대반열반경을 가지고 성지안내와 경전강의 그리고 수행지도를 해 줄

것입니다. 

2010년~2011년

인도성지순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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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bUDDHa DHaMMa saN·GHa 반냐라마 결산서

수입 : 704,111,418원 지출 : 704,111,418원

1. 전기이월

2. 반냐라마 후원금

3. SATI SChOOL

4. CEAN MIND

5. 맑음향기

6. 월간 반나

7. 청정선원

8. 차입금

1. 차기이월

2. 반냐라마 운영비

3. SATI SChOOL

4. CEAN MIND

5. 맑음향기

6. 월간 반나

7. 청정선원

8. 무심당 건축비

9. 차입금 상환

10. 내외지원금 

59,037,418원

68,210,000원

1) 일반후원금 : 33,000,000원 

2) 부처님오신날 : 16,000,000원

3) SATI CAMP : 19,210,000원

83,950,000원

5,000,000원

156,914,000원

1) 인도후원금 : 48,698,200원

2) 건학기금 : 67,700,000원

3) 반냐복전 : 23,000,000원

4) 출 판 부 : 16,616,000원

5) 수익사업 : 900, 000원

1,200,000원

3,000,000원

331,000,000원

1) 무심당 건립비: 220,000,000원

2) 인도불사금: 121,000,000원

77,089,139원

1) 건학기금 : 67,700,000원

2) 일반이월금 : 9,388,139원

112,323,160원         

6,300,000원         

1,200,000원       

157,952,350원

1) 인도불사금 : 121,363,000원

3) 장학금 : 4,116,000원

4) IS CAMP : 20,209,000원 

5) 출판부 : 5,632.350원

6) 인도선원운영비 : 6,632,000원

21,000,000원

30,000원

211,400,769원

44,800,000원

72,0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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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bUDDHa DHaMMa saN·GHa 소임자 안내

2010년~2011년 2년 동안 대중이 편안히 수행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소임을 맡아줄 

법우들입니다. 많은 지지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표 SATI MASTER buddhapāla 스님

India 반냐라마 선원장 bodhidhamma 스님
New Zealand 선원장 印哲  스님

대표법우  慧日 SATI MASTER 
기획실장  智慧 SATI MASTER
회계감사  深山 SATI MASTER  
전국총무  無盡華SATI MASTER

SATI MASTER회 대표법우德雲    SATI MASTER
총무雨德    SATI MASTER

CLEAN MIND 대표법우 碧眼     SATI MASTER
총무 功德行  SATI MASTER

SATI SCHOOL 학장 智慧     SATI MASTER 
총무 無盡華  SATI MASTER

SATI LIFE DESIGN 평생교육원 총무  無盡華  SATI MASTER

수행전문지 반냐 편집장 香雲    SATI MASTER
총무 法雲華  법우

맑은 향기 대표법우 隨眞行  SATI MASTER

SATI SCHOOL 출판부 총무 無碍智  SATI MASTER

SATI SCHOOL 건학기금 총무眞如行  SATI MASTER

사업부 총무 善才華  SATI MASTER      

인도성지순례 총무 解脫香  SATI MASTER

수행복 총무 無二 법우

서울 반냐라마 대표법우 慧藏 SATI MASTER

총무 Visuddhika(淨土心)  SATI MASTER  

대구 반냐라마 대표법우 大德華  법우

총무 善逝華  법우

다보산(부산) 반냐라마 대표법우  慧日  SATI MASTER

총무  無心華  SATI MASTER

성남 반냐라마 선원장 buddhadīpa 스님



5. 평생교육원 개원식

마음과학과 싸띠수행에 기초해 삶에 활용하는 것을 교육하는 평생교육원 SATI

LIFE  DESIGN이 문을 열었습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상담이나 다도 등 다른 사람에

게 다양한 문화를 지도하는 지도자에게 마음구조와 마음변화 기술을 접목시켜 그들이

하는 일을 훨씬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강좌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다시 봄이 되었습니다. 반냐라마도 새롭고 의미있는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축하합니다.

대구 반냐라마 대표법우인 대덕화 최태향법우님이 그 동안 묵묵히 봉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습니다. 대구 반냐라마 젊은 할매들은 반나라마를 만

든 최초의 수행모임입니다. 이 분들이 있어 안정되고 든든한 수행도량을 건설할 수 있

었습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시며 반나라마를 지켜주세요. 

2. 또 축하합니다.

우덕 김정민 SATI MASTER와 지혜장 이정민 법우가 열심히 노력한 공덕으로 지난

가을 예쁜 공주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떡을 대중공양  올렸습니다. Be happy

with metta

3. 인도 반냐라마 겨울안거

인도 반냐라마에서 겨울 안거가 원만히 회향됐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인도 반냐라마

불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제작년에 입주해서 짧게 겨울 안거를 시작했고 작년부터

는 정식으로 3개월 동안 겨울 안거가 진행되었습니다. 20여명의 한국, 대만, 인도 스님

이 모여 경전반과 수행반으로 나눠 안거가 진행되었습니다. 티벳, 미국, 이스라엘, 남

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등에서 온 수행자들이 다녀갔습니다. 그 동안 마음보내준 많

은 법우들게 고마운 마음보냅니다. 그 공덕으로 자유롭고 행복하시길.

4. 2009년도 SATI MASTER 수료식과 자격증 수여식

2009년 12월 12일(다보산 반냐라마)과 12월 14일(서울 반냐라마)에는 SATI

MASTER 수료식과 자격증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 하셔서 뜻깊은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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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na 정기구독 신청안내
*1년구독료 :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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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면 우송해 드립니다.

(※주소가 변경된 구독자는 알려주기 바랍니다.)

원고모집

수행을 통하여 마음, 건강, 직장, 가정 등에  도움이 된 수행이야기를 모집합니다.

글 형태 : 자유

분량  : A4 10pt 2매 이내

기간  : 2010년 2월 30일까지

보내실 곳 : satischoo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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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를 보낼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 대  상 : 누구나
● 지도법사 : buddhapala 스님
● 진  행 : 수행 + 강의
● 참가비 : 2만원(교재지급)
● 문 의  : 010) 5405-2841  055)331-2841  02)597-2841

증도가 특강

서울(교대역)
일시 : 3월 21일 오전 9시~4시까지

부산(다보산)
일시 : 3월 14일 오전 9시~4시까지

반냐 8584 반냐

증도가(證道歌)는 대감혜능(大鑑慧能, 638~713) 스님의 제자인 영가현

각(永嘉玄覺, ?~712) 스님이 아라한뜨 막가파라(道果)를 성취하고 자기수

행 경지를 시로 남긴 것으로 후세 사람이 수행할 때 길라잡이로 삼고 수

행한 유명한 수행지침서다. buddhapāla 스님이 봄학기 특강을 한다. 많

이 동참해서 도과를 성취하기 바란다.

sati liFE DEsiGN 평생교육원

하루에  배우는 경전

● 장 소 : 다보산 반냐라마

● 일 시 : 5월 첫째주 ~ 6월 마지막주 

매주 일요일 2시~ 4시 

● 대 상 : 일반인 누구나 (초등 6학년 이상이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지도법사 : buddhapala 스님

● 참가비 : 10만원(교재지급)

● 문의 및 접수 : 010) 5405-2841,  055)331-2841

한자는 동북아시아 민중의 삶을 지배한 언어입니다. 한자를 모르고서는 중

국을 중심으로 한 민중의 삶과 사상을 이해하기 난해합니다. 

한문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물을 묘사해 뜻을 전하는 표의문자입니다. 개

별의미가 모여 새로운 의미를 가진 문자로 발전했습니다. 따라서 개별의미가

결합해 새로운 단어로 발전하는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면 보다 쉽게 한자를 익

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단어가 어근을 중심으로 접두어와 접미어가 결합

해 새로운 의미를 가진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2달만 투자하면 2000자 이상의 한자를 익힐 수 있습니다. buddhapāla 스님이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줄 것입니다. 많이 동참해서 새로운 언어를 익히고 더 넓

은 세계를 경험하게 바랍니다.

sati liFE DEsiGN 평생교육원

漢字 한자특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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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비염 클리닉
성장 클리닉
아토피 클리닉
통증 클리닉
여성 클리닉
보약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진료시간
평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오전 9시 - 오후 5시
목요일 휴진
점심시간 : 오후 1시 - 오후 2시

부산시 금정구 부곡2동 295-3번지 2층(부곡시장 국민은행옆)
전화 051-582-1611

사람과 자연은 하나입니다  
한의학은 자연입니다

● 기간 : 4월 14(수) 2시~ 18(일) 2시  

● 장소 : 다보산 반냐라마

● 대상 : 전문가, 출가수행자, 누구나

● 지도 : buddhapala 스님

● 교재 : BUDDHA 수행법

● 참가비 : 35만(교재제공)

*교재가 있는 사람은 30만원 

● 문의 : 010)5405~2841, 055)331-2841

● 학인(대학원생 포함), SM, 각종 후원자 50% 감면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마음 구조와 기능, 마음구성인자, 마음물
리특성, 마음화학반응, 마음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면 입을 닫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사람은 많지만 마음을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이론과 기술
에 대해 설명하라면 허구적인 주장만 나열합니다. 심리학과 상담학은 마음을 분석만하
고 정신과의사는 뇌를 마취시켜 마음을 통제합니다. 그러나 붇ㄷ하는 마음을 깨어나게
하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이론과 기술을 창안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출가수행자, 심리학, 상담학, 의사, 한의사, 뇌과학자, 불교학자 등 마
음과 수행, 자유와 행복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붇ㄷ하가 창안하고 아라한뜨 막가파라(道果)를 성취한 정통수행법인
싸띠수행(SATI, 念) 이론과 실기, 마음 구조와 기능, 간화선 이론과 실기, 붇ㄷ하 정통수
행법과 간화선을 비교하고, 프로이트 정신분석, 현대 심리학이나 상담학 등을 비교하
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원리와 기술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특히 불교수행자가 아라한뜨 막가파라를 성취하고 닙바-나(涅槃)를 체험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실제적이고 유용한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4박 5일이면 어둠이 걷히고 밝음으로
혼돈이 정돈되고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마음을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가를 위해 개설된 프로그램입니다.
강의는 붇ㄷ하 수준에서 진행될 것이고 
여기에 참가하는 당신의 삶이 통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20회 SATI WORKSHOP

sati liFE DEsiGN 평생교육원

● 내용  SATI 수행기술(좌선, 행선, 생활선)
마음 구조와 기능
마음구성인자
마음화학반응
마음물리특성
붇ㄷ하 정통수행법과 ,간화선 비교
요가수행과 불교수행 비교
불교수행과 심리학, 상담학, 정신분석학, 
정신의학, 뇌과학 비교
불교발생 시대배경(특강)



정가 1년 1만원

마음속으로 여행을 떠나세요

4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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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이론

수행진행
대구  매주 목 저녁반  7: 30 ~  9: 40

부산   
매주 수 오전반 10: 30 ~ 12: 40

저녁반 7:30 ~  9: 40

cyber

●수 업 4개월 (1개월 단위로 신청가능)

●참가비 매월 2만원 (cyber강의는 강좌당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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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불교지원 후원금, SATI SChOOL 건학기금 가족, 각종 후원금 본인

100% 감면대상 : SATI MASTER, 65세 이상, 고등학생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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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구조와 기능

마음작용

마음활용

불교개론

불교내용

불교교리

기본자료

ENJOY SATI

싸띠수행,  마음과학,  오리지널 불교,  초전법륜경,  대반열반경,  금강경,  반냐심경,  신심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