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캬디t타 입회 신청서
사캬디타에 참가해 세계 여성불자들을 지원합시다.
이 신청서는 가능한 한 영어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입회
□ 회원갱신
□US$ 종신회원(일반)
□US$ 종신회원(여승, 학생, 비취업자)
□US$ 찬조회원
□US$ 협력회원

진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사캬디타의 지부가 설립되었고
여성들의 연락망을 구축하여
각각의 지역 혹은 세계를
무대로 한 프로젝트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캬디타 협회의 뉴스레터는
현재의 활동 소개,
출판물, 새 프로젝트 등을
회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캬디타 협회
웹사이트에서는 여성불자에
관한 정보와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 경험 등을 공유하기 위한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행되는 출판물은 여성불자의 역사를
회복하고 여성불자의 인생과 그들의 공헌으로 역사를
채워 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와 종교의
변혁을 이루기 위해 잠재되어 있는 여성불자의
힘을 발휘하는데
서로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캬디타 협회에서는
면학, 수행, 보다
나은 세계의 구축을
향해 정진하고 있는
세계의 여성불자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참가를 원하는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회의 신청은 사캬디타 국제여성불자협회로 연락을
바랍니다.

□US$ 일반회원
□US$ 여승, 학생, 비취업자회원
□ 임의에 의한 추가 지원 US$ __________________

Please Print: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집):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직장):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심분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비의 납입은 미화로 부탁 드립니다.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캬디타 국제여성불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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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캬디타 국제여성불자협회
사캬디타여성불자대회는
대표적인 국제조직으로
불교사회 여성들의 삶의
전환을 모색하는 여성(및
남성)들의 연합체입니다.
사캬디타(sakyadhita)란 <
석가의 딸들>을 뜻하며
1987년 불자여성들에
의해 인도 보드가야에서
개최된 첫 국제회의
결과 설립되었습니다.
사캬디타는 여러
나라와 다양한 전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불자들을 맺어주며
여성의 복리를 향상시키고 여성들의 활동이
인류를 위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 석가모니는 여성과 남성이
종교적인 면에 있어 대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명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성을
생물학적인 기능이나 생산노동의 능력으로만
규정하려 하는 통속적인 여성관으로부터의 큰
비약이었습니다. 불교는 여성과 남성의 정신적인
면에서 평등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세계의
주요한 종교 중에서도 독자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원래의 평등한 이념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불교문화권
여성은 대등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T세계에는 약 3
억 인의 여성불자가
있다고 추정되고
있으며 그 중 13만 명
이상이 여승입니다. 이
여승들 중에는 불도
수행을 위한 적절한
교육기회와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채 빈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종교적인 면에서 여성의 대등한 능력을
인정하고 여성출가자의 승단을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세계로 확대되면서 남성우위의
질서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현재 여성이 남성과
불자수계의 절차에서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오로지 중국(타이완), 한국, 베트남 세나라
밖에 없습니다.
사캬디타 협회 회원들은 불교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세계의 여성불자가 대등한 교육과
수행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불자들이 학자, 수행자, 지도자, 상담자,
예술가, 지역을 통괄하는 리더, 그리고 자비로운
사회봉사활동가로서 자기자신의 잠재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회원간의 협력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캬디타 협회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불자의 국제적인 연대의 구축
2. 세계 여성들의 영혼적, 세속적 복지의 향상
3. 불교 교육, 수행, 제도적 구조, 출가에 있어서
양성평등의 구현
4. 불교의 여러 종파 및 다른 종교들과의 조화와
대화 추진
5. 여성 불자의 관심과 주제에 대한 연구, 출판의

장려
6. 인류를 위한 자비로운 사회활동의 촉진
7.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통해 세계평화를 증진
8.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통한 세계평화의 촉진을
위해
지금까지 사캬디타 국제여성불자회의에 참가한
여성들 사이에서는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의식과
실천이 자연스럽게 싹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캬디타 국제여성불자회의는 보드가야(1987),
방콕(1991), 콜롬보(1993), 라닥(1995), 프놈펜
(1998), 룸비니(2000), 타이페이(2002), 서울
(2004), 쿠알라룸푸르(2006), 울란바토르(2008),
호찌민(2009)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1년 6월에 타이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회의에 힘입어 새로운 명상센터,
교육프로젝트, 수행시설, 여성보호시설
등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각각의 나라와
지역에서 회의, 참선, 연구회 등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수천 명에 달하는 여성들이
불교와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거듭된 회의를 통해 지금까지
구족계 수계가 불가능했던 여러 나라에서 수백
명에 달하는 여승과 여성수행자들이 구족계
수계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 사캬디타가
시작되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위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