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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지스 강의 일출에 서원세우기

룸비니는 훗날 Buddha로 불린 Gotama Siddhattha(瞿曇

悉達多, BCE 566~486)가 BCE 566년 음력 4월 보름날 아

침 무렵 태어난 곳이다. 동산이라고 하지만 평지에 나무가 몇

그루 서있는 평화로운 곳이다.

이곳은 Buddha의 어머니 Mahāmāyā(大摩耶)가 해산하

기 위해 Kapilavatthu에서 친정인 Devadaha로 가는 도중 이

곳 룸비니에서 Gotama Siddhattha를 낳았다. 이것을 기념해

Buddha가 태어난 곳에 ārāma(精舍)를 세우고 많은 수행자

와 순례객이 와서 참배하고 수행한다. 

이곳에는 Buddha를 해산하고 목욕한 연못, 태어난 곳에

쌓은 탑, 그리고 스님들과 순례객이 머물며 수행하던 집터가

그대로 보존돼있다. 국제사원지구에는 법신대장로가 창건한

대승석가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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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Buddha

부처님의 향기를 따라

안개 속을 지나면 

옷이 안개에 젖듯

부처님의 향기를 따라가다 보면

몸과 마음은 

맑은 향기로 물들고

삶은 자유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된다. 

사람이 희망이다.

현재와 미래의 세계불교를 짊어질 젊은 스님들은 

Buddha의 씨앗이며 불교의 희망이다.

여기에 당신의 맑은 정성을 더하면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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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곳
Lumbinī 藍毘尼

녹야원은 Buddha가 5비구에게 최초로 수행을 지도한 곳

이다. 오늘날 이곳을 Sarnath라고 하는데, 이것은 후기에 만

들어진 이름이다. 사슴 왕이란 의미이다.

Buddha가 Buddhagaya에서 아라한뜨 도과를 성취한 후

그곳에서 2개월 정도 더 머물면서 자신이 발견한 세상을 바라

보는 관점인 연기법과 새로운 수행기술인 SATI수행에 대해

서 수차례 검증을 한다.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진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들자 그곳으로부터 260km 떨어진

Bārāṇasī Isipatana Migadāya(鹿野園)로 가서 5비구들에게

최초로 수행을 지도한다. 

이곳에서 Buddha는 최초로 3개월 동안 Vassa(安居)를 지

내면서 5비구를 포함해 당시 Bārāṇasī 부호들의 자제 60명을

출가시키고 수행을 지도해 아라한뜨 도과를 성취할 수 있도

록 한다. 이들이 훗날 불교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 

현재 이곳에는 Buddha가 최초로 수행을 지도하던 곳에는

62m의  Mūla gandha kūṭi(根本香室) 기단이 남아있고 그

옆에 1794년에 파괴된 Dhammarājika(法王) 탑터가 있다.

여기서 Buddha의 진신 Sarīla(舍利)가 나왔지만 무지한 사

람들이 강가 강에 버렸다고 한다. 현재는 Dhamekha(法雲)

탑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고 많은 스님들이 수행한 넓은

ārāma(精舍) 터가 보존되어 있다. 뒤편에 도웅대장로가 창

건한 녹야원이 있다. 

최초로 수행을 지도한 곳

Migādaya 鹿野園

꾸시나라는 Buddha가 세수 80세, 출가한지 49년, 아라

한뜨 도과를 증득하고 전법활동을 한지 45년의 긴 여정을 마

치고 Sāla(沙羅樹) 밑에서 평화롭게 입멸한 곳이다. 

Buddha는 79세에 Rājagaha Gijjhakūta(王舍城 靈鷲峰

土窟)에 있을 때 Magadha왕 Ajātasattu(阿闍世, 未生怨)가

Vajji와 전쟁을 하겠다고 자문을 구하러 사신을 보낸다.

Buddha는 전쟁을 거부하고, 반전평화선언을 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Vajji국으로 간다. 그곳이 바로 대림정사가 있는

Vesālī(毘舍離, 廣嚴城)이다. 

그곳에서 3개월 동안 Vass(安居)를 나면서 깊은 병을 얻

고 3개월 후에 입멸하겠노라고 선언하고 고향인 북쪽의

Kapilavatthu를 향해 가다 이곳 Kusinārā에서 전쟁무기를

만드는 Cunda의 집에서 독이 든 음식을 먹고 3일 동안 피가

섞인 설사를 하다 BCE 486년 음력 4월 보름날 저녁 11시쯤

고요히 입멸에 든다. 

현재 이곳에는 Buddha가 열반한 곳에는 너무도 평화롭고

매혹적이여서 저절로 존경과 찬탄이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열

반상이 있고, 1.5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Buddha 유해를 화

장한 곳에 세운 Rambhar 탑이 있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

에는 화장하고 난 후 수습한 Buddha Sarīla(舍利, 遺骸)를

10등분한 장소가 있다. 박물관 옆에는 성관대장로가 세운 대

한사가 있다.  

고요히 입멸한 곳

Kusinārā 拘尸那竭羅

죽림정사는 불교 역사상 최초로 세워진 수행도량이다. 이곳

은 당시 동인도의 강국인 Magadha의 수도인 Rājagaha(王舍

城) 북문 밖에 있다. 

Buddha가 처음 출가수행의 길을 떠나서 이곳을 지날 때

Bimbisāra왕을 만난다. 왕은 수행을 완성해 Buddha가 되면

꼭 이곳으로 와서 자신에게 그 수행을 지도해 달라고 간청한다.

그리고 6년이 지나 Buddha가 아라한뜨 도과를 성취한 후, 3년

정도 지나서 Rājagaha로 오자 Bimbisāra 왕은 성문 밖에 있던

대나무 숲을 ārāma(精舍)로 만들어 교단에 기증하여 수행자들

이 모여서 수행할 수 있도록 후원한다.  

이곳을 시작으로 출가 수행자들이 안정적으로 수행할 공간

이 마련되고 물적 토대가 준비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출가수행

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이후 불교가 인도 전역으로 확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죽림정사는 불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곳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는다.

현재 이곳의 경내에는 Buddha와 수행자가 목욕하고 빨래하

던 연못과 대나무 몇 그루가 한갓지게 서 있다. 길 건너편에는

Ajātasattu(未生怨) 왕이 모신 근본 10탑 가운데 하나가 기단

부만 남아있고, 뒤편 산을 2km 정도 올라가면 Buddha 입멸후,

Mahākassapa(摩訶迦葉) 존자의 주도로 제1차 전인도수행자

대회(第一結集)가 열려 Buddha가 제자들에게 수행지도한 것

과 수행자의 행동규범을 수집편찬한 Sattapaṇṇaguhā(七葉窟)

가 있다. 칠엽굴 가는 길목에 Buddha가 아침마다 목욕한 온천

이 있다. 건너편 산이 Isi산이고 그 옆이 Ratana(多寶山)이다.

아스라이 멀리 영축봉도 보인다. 시내에는 Bimbisāra 왕이 감

금된 후 죽은 감옥터도 있고, Jīvaka(耆婆)의 망고동산도 있다.

도처에 경전에 등장하는 Buddha와 관련된 유적이 있다. 

최초의 아라마

Veḷuvana 竹林精舍

다보산 영축봉 토굴은 Rājagaha(王舍城)에 있는 Ratana

Gijjhakūṭa의 한문이름이다. 이곳은 죽림정사의 산내 암자이

다. 지금도 Buddha가 머물던 향실 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

고 향실 아래에는 제자들이 머물며 수행하던 석실도 있다. 지

금도 Bimbisāra(頻毘娑羅, 影勝) 왕이 Buddha를 찾아뵐 때

다니던 길이 남아있다. 

Buddha는 최소 20회 이상, 1년에 4개월 정도 이곳에 머물

며 수행지도한 것으로 추정한다. Bimbisāra 왕은 Buddha

가 이곳에 머물러야 안심하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Buddha는 대개 12월 말부터 이듬해 4월 중순

까지 이곳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곳에서 Buddha는 밤에 수

행하고 휴식하고, 아침에 Rājagaha 시내에서 탁발하고 죽림

정사에 들려서 수행지도한 후 오후에 이곳으로 돌아와 휴식

하며 찾아오는 사람에게 법문하고 수행을 지도한다. 

Rājagaha는 평지에 다섯 개의 산이 빙 둘러싸여 있는 천혜

의 요새이다. 그곳에 Magadha 국의 왕도를 정한다. 이곳에

있는 다섯 개의 산 가운데 왕궁 바로 뒷산이 Ratana(多寶山)

이고, 동쪽으로 이어서 Gijjhā(靈鷲山)이 있다. 다보산과 영

축산이 시작되는 지점에 작은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영축봉이다. 일반적으로 영축산이라고 한다. 그것은 독수리

가 앉아있는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붙힌 이름이다. 

Bimbisāra왕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창문 틈새로 이곳을

보면서 Buddha에게 의지하며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한다. 이

것을 토대로 정토삼부경이 만들어진다. 

다보산 영축봉 향실

Ratana Gijjhakūṭa 多寶山 靈鷲峰 香室

붓다가야는 Gotama Siddhattha가 BCE 531년 음력 4월

보름 새벽 3시 무렵 SATI 수행으로 아라한뜨 도과를 성취하고

정각을 이루어 Buddha가 된 성스러운 곳이다. 

이곳의 원래 이름은 Gaya(伽耶)인데, Gotama Siddhattha

가 이곳에서 Buddha를 이루었다고 해서 Buddhagaya로 이름

이 바뀐다. 오늘날은 Bodhgaya라고 한다. Buddha가 앉았던

나무의 원래 이름은 pippali인데 깨달음의 나무를 의미하는 보

리수로 바꾸어 부른다.

현재 이곳에는 Mahābodhi Mahāvihāra(大覺大寺)가 있

고, Buddha가 앉아서 수행하던 Bodhirukkha(菩提樹)가 당

당히 서있고, 높이 52m의 대탑이 자리잡고 있다. Buddha가 무

상정자각(anuttara sammā sambuddha, 阿耨多羅三藐三菩

提, 無上正自覺)를 이룬 자리에는 Buddha 가 앉았던 보리수

(Bodhi rukkha, 菩提樹), 금강보좌(Vajira ratana āsana, 金

剛寶座), 아라한뜨 도과를 성취한 후 일곱 군데를 옮겨다니면

서 수행한 곳이 있다. 보리수 앞에는 5세기쯤 세운 높이 52m의

큰 탑이 있고, 그 안에는 아름답게 조각된 불상이 있다. 보리수

를  중 심 으 로  Nāgārjuna(龍 樹 , 2~3세 기  활 동 ), Bud-

dhaghosa(佛音, 5세기 활동) 등 불교사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수행자들의 부도가 빼곡히 차 있다.

보리수에서 동쪽으로 Nerañjarā(尼連禪河) 강을 건너면

Buddha가 전정각산에서 이곳으로 오다 허기져 누워있는 Bud-

dha에게 Sujata가 유미죽(乳糜)을 공양올린 것을 기념해 Su-

jata 집터에 Asoka 왕이 세운 탑터가 있다. 가는 길목에 원만대

장로가 세운 여래선원이 있다.

모든 불교흐름은 Buddhagaya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퍼져

나간다. 근본불교, 부파불교, 대승부, 밀교부 등 모든 불교유

형은 바로 불교가 창안된 인도에서 시작한다. 

정각을 이룬 곳

Buddhagaya 佛陀伽耶

까삐라밧투는 Gotama Siddhattha가 태어나 자란 곳이다.

멀리 아스라이 히말라야 안나푸르나가 보이고 사방이 탁 트인

대평원으로 아름다운 곳이다. 

이곳은 당시 동북인도의 대국 Kosala의 속국이다. Gotama

Siddhattha는 이곳 왕국의 Suddhodana(淨飯) 왕의 태자로 태

어난다. 

12살 때 농경제에 참석해서 장미사과 나무아래서 잠시 동

안 경험한 수행의 맛을 잊지 못하고 힘들때마다 그때 경험한

상쾌한 느낌을 그리워한다. 그러다 29살 되던 해 BCE 537년

출가해 6년(혹은 7년) 동안 수행해 35살 되던 BCE 531년 음

력 4월 보름날 드디어 아라한뜨 도과를 성취하고 Buddha를

이룬다. 

Buddha는 출가한 지 11년 만에 부왕의 간청으로 고향을

방문한다. 이때 왕궁으로 가지 않고 거리에서 탁발하고 나무

밑에서 생활한다. 이에 부왕은 왕궁으로 갈 것을 요청하지만

Buddha는 출가 수행자로서의 생활규범을 깨뜨릴 수 없다고

말하며 거절한다. 이에 부왕은 Nigroda ārāma(寂滅精舍)를

만들어 공양올리며 그곳에 머물도록 한다. 

현재 이곳은 폐허로 변해 당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Buddha 입멸 후 화장하고 사리를 모신 근본 10탑 가운데 하

나가 고고하게 서 있고 그 주변으로 무너진 승원터가 있다.

자란 곳

Kapilavatthu 迦毘羅拔兜

전정각산은 Gotama Siddhattha가 Buddha를 이루기 전

약 5년 정도 머물며 고행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정각을 이루

기 전에 수행한 곳이란 의미로 Pragbodhigiri(前正覺山)이라

고 한다. 높이 약 200m 정도 되는 야트막한 산이다.

이곳은 Buddha가 정각을 이룬 Buddhagaya로부터 북쪽

으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다.  현재 이곳에는 Buddha가

떠나기 전날 머물렀다는 유영굴(遊影窟)이 있고, Asoka(無

憂)왕이 세운 탑터가 곳곳에 남아있다. 법륜스님과 정토회가

활동하는 Sujata Academy학교도 있다.

고행한 곳

Pragbodhigiri 前正覺山

Buddha가 정각을 이루고 오리지널 불교와 불교정통 수행

법인 SATI수행이 창안된 유서깊은 곳, 손에 잡힐 듯한 거리에

대탑이 도량으로 쑥 들어와 있는 한갓진 들판 가운데 수행하

기 좋고 머물기 적당한 곳에 국제수행도량 SATI Ārāma와 국

제수행학교 Buddhagaya International Sati School이 자리

잡고 있다.

불교와 수행 위에 드리워진 역사의 먼지를 털어내고, Bud-

dha가 창안한 원형 그대로의 불교와 수행을 배우고 익히는 곳.

수행에 기초해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지키는 눈 밝은 수행지

도자를 양성하는 곳. Buddhagaya International Sati School

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시작

SATI Ārāma SATI School

Buddha is calling to me

부처님이 손짓하네

Buddha의 향기따라 

Buddha가 수행한 곳을 순례하며

Buddha께 공양올리고 

경전을 읽고 수행하는 하며

Buddha의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삶의 큰 공덕이다. 

거기에 더하여

출가해 미래의 Buddha들이 함께 모여 

Buddha정법을 배우고 익히는 

수행도량을 찾아 공양올리는 것은 

의미있고 아름다운 일이다.  

성지순례에 아름다운 의미를 더하는 것.

그것은 지금까지의 성지순례에 더하여

새롭고 의미있는 경험을 함으로써 

평생 가슴에 남을 명품 성지순례로 

오랫동안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순례
코스



기원정사는 불교최대의 수행도량이다. Sāvatthī(舍衛城)에

있던 Sudatta(善施) 장자와 Jeta(祇陀) 태자가 함께 세운 도

량 으 로  정 식 명 칭 은  Jetavana(祇 陀 林 ) Anāthapiṇḑika

ārāma(給孤獨園, 祇園精舍)이다. 

이곳은 Buddha가 오랫동안 머물며 수행지도한 곳으로 불

교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소이다. Buddha는 대개 7월 초

부터 11월 말까지 5개월쯤 이곳에 머물며 수행을 지도한다. 55

세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Vassa(安居)를 이곳에서 지낸다. 

흔히 Anāthapiṇḍika(給孤獨)으로 알려진 Sudatta 장자는

사업차 Rājagaha(王舍城)에 왔다가 Buddha가 세상에 출현

했다는 말을 아침에 듣지만 설레는 마음을 진정하고 한낮을 보

낸 후 저녁에 Buddha를 찾아간다. 그는 법문을 듣고 그 자리

에서 Buddha의 제자가 된다. 그리고 Sāvatthī로 Buddha를 청

한다. 이때가 Buddha를 이룬지 4년쯤 되던 해이다.

Sāvatthī로 돌아온 그는 전망 좋은 곳에 수행도량인

ārāma(精舍)를 짓고 싶었지만 그곳의 주인인 Jeta 태자는 그

곳을 금으로 모두 덮으면 팔겠다고 한다. 그는 수만 평의 부지

를 황금으로 덮고서 그 땅을 산다. 이런 그의 태도에 감명받은

Jeta 태자는 그곳에 건물을 지어 불교 최대의 수행도량인 기원

정사가 만들어진다.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기원정사에서 Su-

datta는 자신의 원력대로 매일 무료급식을 베풀어 공덕을 쌓았

고 Buddha는 수행을 지도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다. 

이곳은 금강경의 무대이기도 하다. 해공제일(解空第一, 無

諍第一)로 알려진 Subhūtī(須菩提, 善賢) 존자는 창건주인

Sudatta 장자의 동생이다. 이곳은 많은 수행자가 머물며 수행

에 매진한다. 이곳은 Rājagaha의 Veḷuvana(竹林精舍)와 더

대림정사는 Vajji(髮指)의 수도인 Vesālī(毘舍離, 廣嚴城)

에 있는 수행도량이다. 이 ārāma(精舍)에 있던 이층 누각은 화

려하면서도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Buddha가 북쪽의 Sāvatthī(舍衛城)의 기원정사에서 남쪽

의 Rājagaha(王舍城) 죽림정사까지 600km를 오갈 때 항상

이곳을 경유해 지나간다. 그때마다 이곳에 머물며 제자들에게

수행을 지도한다. 이곳은 북쪽에 있는 Sāvatthī와는 300km 이

상, 남쪽의 Rājagaha와는 200km 정도 떨어져있는 중간 지점

으로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었다.

Buddha는 이곳에서 3개월 후에 입멸에 들겠다고 선언하고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을 설한 유서 깊은 곳이다. 도

량중심에는 Ānanda(阿難, 慶喜) 존자의 Sarīra(舍利) 탑이 있

고, 그 앞에 아름다운 사자석주가 있다. 탑 주변에는 크고 작

은 부도가 많이 있다. 탑 앞에는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잡기

위해 들어갔다는 연못이 있고, 그 옆에는 비구니 스님 숙소 터

가 남아있다. 

Buddha 당시 인도 최대의 상업도시인 Vesālī에서 활동하던

Ambāpālī(菴婆波利)가 Buddha를 친견하고 자신이 경영하던

요정을 Mahāvana(大林精舍)로 개조해 승단에 공양올리고 그

녀 자신도 출가해 비구니가 된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근본 10탑 가운

데 하나인 Licchavi 족이 세운 탑터가 남아있다. 이곳에서

Buddha 진신사리가 발견됐는데 현재 Patana 박물관에 봉안돼

있다. 

이곳은 Buddha 입멸 후 100여년 뒤 계율 문제로 제2차 전

인도수행자대회(第二結集)이 이루어진 곳이고, 대승부 경전인

Vimalakīrti Sutra(維摩經)의 무대가 되는 곳이다.  

최대의 아라마

Jetavana Anāthapiṇḍīka ārāma
祇陀林給孤獨園, 祇園精舍

불어 인도불교의 중심지가 된다. 

이곳에는 7층 불당(Buddha āgāra, 佛堂)이 있어 전 세계에

서 그것을 보고자 많은 순례객들이 온다. 현재 이곳에는 Bud-

dha가 머물던 향실, 직계제자들이 머물며 수행하던 Kūṭi(土

窟)등이 남아있다. 조금 떨어진 곳에 Aṅgulimāla(央掘摩羅,

指鬘) 토굴터가 있고, 그 옆에 Sudatta 장자 곳간 터가 있다.

기원정사 동쪽 건너편 너머에 Visākhā(毘舍佉)가 시주하고

Mahāmoggalla(摩訶目犍連) 존자가 감독해 완성한 Pubba

ārāma(東圓精舍)가 있었다고 한다. 이곳에 있던 Migāramā-

tupāsāda(鹿子母講堂)은 유명하다. 기원정사 초입에 Buddha

가 대중들에게 한 초식을 보여준 천불화현(千佛化現) 자리에

탑이 세워져있다. 그 옆에 대인대장로가 세운 천축선원이 자리

잡고 있다.

아름다운 인연

Mahāvana 大林精舍

오늘날 Nālandā(那爛陀) 대학으로 알려진 곳은 Buddha의

수제자인 Sāriputta(舍利佛) 존자와 Mahāmoggallāna(大目

犍蓮) 존자의 고향에 세워진 수행도량이다. 

처음에는 조그만 수행도량으로 출발하지만 많은 수행자가

모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서서히 불교전문대학을

넘어서 세계최대의 종합대학으로 발전한다.

이곳에서는 주로 초중기 대승부 불교, Gandhara의 Dham-

marājika ārāma(法王精舍)는 Abhidhamma Piṭaka(論藏), 그

리고 이곳에서 200km 정도 남쪽에 있던 Viklamasīla ārāma(無

染精舍)에서는 후기 대승부불교인 밀교를 가르쳤다.

Nālandā 대학은 전성기 때는 학생 1만여명에 교수 1500 여

명이고 규모는 길이 10km, 넓이 5km 정도였다고 한다. 현재

는 길이 1km 넓이 500m 정도 발굴해 놓고 있다. 

한국 출신 스님은 6명 정도 유학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아무

도 졸업하고 귀국한 적은 없고, 중국 출신 현장은 이곳에서 8년

동안 공부하면서 부총장을 지냈다고 한다. 

불교최대 종합대학

Nālandā 那爛陀

<스리랑카>
아누라다푸라

콜롬보

칸치푸르

나가르주나 꼰다

몸바이

아잔타

엘로라

<파키스탄>

간다라

캐시미르

라호르

이슬라마바드

뉴델리

마투라

아그라

싼치

싸뺛띠 꾸시나라

룸비니

카삐라뺛투

웨싸리

라자가하

나란다

붓다가야

인더
스 
강

사르나트

갠지즈강

용수보살의 고향
대승불교의 발생지

Bodhi Dhamma
달마대사의 고향

눈부신 동굴 아라마
아잔타, 엘로라

아름다운 이야기
싼치 대탑

Buddha 진신사리
뉴델리박물관

영원한 사랑
타지마할

아비달마의 고향
대승불교의 정착지

Buddha 고향
Buddha 탄생지

최대의 아라마
기원정사

Buddha 열반지

아름다운 아라마
대림정사

최대의 불교대학

최초의 아라마
죽림정사

국제수행학교
SATI Ārāma SATI School

INDIA
불 교 성 지

갠지즈강 타지마할

Buddha 성도지

Buddha 최초 설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