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의 계율
1.

계율의 성립이유?
성립이유?
 상가/교단의 성립 출가자의 증가  화합된 공동생활

2. 계율
계율((戒 )이란?
이란?
 불교교단(상가)의 성립 필수 요건
2.1. 계(戒)란?
 불교 수행자가 지켜야할 도덕율로서 처벌이 따르지 않음.
 계의 종류
 오계: 재가인 이 지켜야 하는 오계( 戒),
 팔계: 재가인이 14 일간의 금식 기간에 지켜야 하는 팔계( 戒),
 10 계: 사미와 사미니가 지켜야 하는 십계( 戒),
 프라티모크샤: 그 밖에 비구와 비구니가 지켜야 하는 계본(戒 )이 있다.
2.2. 율( )이란
이란?
이란?
 출가 수행자가 지켜야할 행위의 금지와, 위반했을 경우 처벌/벌칙규정들
3.

계율의 목적:
목적: 대중화합
대중화합

4. 상가의 성립의
성립의 구성원:
구성원: 사부대중 (비구, 비구니, 남신도, 여신도)
4.1. 사미/
사미/사미니 (Novize): 10 계
 삭발  행자  사미-/ 사미니계 수계
 자격: 15 세 부터 ……
(오계)
(1) 중생을 죽이지 말라.
(2) 훔치지 말라.
(3) 음행하지말라.
(4) 거짓말하지말라.
(5) 술 마시지말라.
(6) 꽃다발 쓰거나 향 바르지 말라.
(7) 노래하고 춤추고, 풍류 잡히지 말며, 가서 구경도 하지말라.
(8) 높고 큰 평상에 앉지 말라.
(8 계)
(9) 때아닌 때에 먹지 말라.
(10)
금이나, 은이나, 다른 보물들을 가지지 말라.
4.2.

식차마나니계
식차마나니계 : 6 계
 자격: 18 세 부터 ……
 기간: 2 년
 목적: 임신관계와 확인,
수유기간.

임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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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고난뒤

4.3.

구족계:
구족계: 비구:
비구: 250 계 / 비구니:
비구니: 348 계  프라티모크샤
 자격: (식차마나니계를 받고 2 년이 지나고) 20 세가 된자.
 (기혼자: 10 세 출가, 12 세 구족계)
 24 가지 조건: 건강상태(전염병, 불치병, 신체불구자 (험악한 흉: 예>
문신), 성불구), 부모/남편의 허락 (이혼서), 채무자, 범죄자, ……
 비구계보다 98 계가 많은 이유: 당시의 사회관습 (카스트제도), 성적인
문제 (여성병 등등) 그리고 비구와 비구니 사이에서 발생생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비구니계에 추가시킴.
 공동생활을 위한 의무규정
 보름마다 한번씩 포살일에 모여서 합송해야함.
 상가 소집에 전원참석/-일치제 원칙: 결석원인 을 대리자를 통해
보고해야함.
예> 병, 혹은 사내의 중요한일……
 포살 전에 참회를 해야함

5. 불교내에서 여성스님들의 위치 (비구니 상)
 최초의 비구니: 마하프라자파티 고타미
 계율의 입장 ?
 수행의 기회/자격?
 비구 비구니 사이의 법납의 문제?
 성차별적 요소?
 현대사회속의 비구니의 역할/사회참여: 수행, 교학, 포교, 사회복지.
 문제점: 그럼에도 선지식 비구니가 적은 이유?  여성의 열등성?
 교육의 기회 (과거와 현재)?
 스스로의 결단력 결핍?
 지구력 (정진력)?
 관심사의 차이?
 (여성) 스스로의 과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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