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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1 
깨달은 여성 타라를 춤으로 찬양하기  
“Dancing in Praise of Tara, the Enlightened Feminine” 
 
프레마 다사라(Prema Dasara), 마이리다키니 네이브즈(MyriDakini Naves), 파르바티 
포레스트(Parvati Forrest), 아드리안느 라브리 스미스(Adrianne LaBry Smith) / 번역 이주현  
 
요약문: 
우리는 이 모임에서 춤과 챈팅, 시각화와 명상을 통해 그린 타라(Green Tara)의 변화하는 
모습과 그의 21개의 성품을 살펴본다. 타라 여신의 춤을 춘다는 것은 변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심오한 수행이자 세상을 향한 축복의 기도다.  비유적인 몸동작은 춤추는 이를 강렬한 
깨달음으로 이끌어 가는 명상과도 같다. 이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스스로 지니고 있는 
여성성의 성스러움을 인정하고 균형을 이루고 자신을 그리고 서로서로 축복해야 한다. 

 
 
워크샵 발표자 이력: 
 
프레마 다사라(Prema Dasara): 수 십년동안 티벳 스님들의 지도아래 불교수행을 해오고 
있다. 국제적 교사인 동시에 인도, 네팔, 티벳과 발리의 성스러운 춤(sacred dance)의 
스승들과 함께 아시아에서 성스러운 춤을 사사한 무용수이다. 무용의 성스러운 수행의 
진정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비영리 기관인 타라 다투(Tara Dhatu)의 영적이며 
창의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무용감독이다. 프레마는 세계평화의 춤(the Dances of Universal 
Peace)의 멘토이기도 하다. 그녀의 작업은 시의적절하고 시대를 초월하며 고대 지혜에 대한 
동양적 표현과 서양적 표현 사이의 다리로 간주되고 있다. 
 
마이리다키니 나베스(MyriDakini Naves): 타라 다투(Tara Dhatu) 교육 프로그램의 
부원장이고 뛰어난 만다라 지도자이며 타라 다투 내에서 모든 타라 댄스와 춤 수행의 
멘토이자 가이드이다. 그녀는 또한 세계 평화의 춤 (Dances of Universal Peace)의 
리더이기도 하다. 위대한 린포체와 라마에게 바치는 춤 공양을 이끌었다. 남아메리카에서 
수련회와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프레마와 함께 세계를 다니며 교육과 여행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  
 
파르바티 포레스트(Parvati Forrest): 타라 다투 인터내셔널(Tara Dhatu International)의 
중앙 코디네이터와 교육 프로그램의 부원장으로 학생들과 교생들을 멘토링 하고 미국 
국내에 주말 워크숍과 수련회를 이끌었다. 1988년 타라 다투와 세계평화의 춤(the Dances 
of Universal Peace)을 접한 이래로 두 단체의 성스러운 동작명상 수행의 묘한 매력을 
알아가는 일에 주목하고 있다. 금강승 불교의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훨씬 더 깊이 성장해 왔고 
세계의 여러 종교의 성스러운 가르침과 지혜와 함께 행하는 심오함을 인지하면서, 역량과 
영감을 주기 위해 그 가르침들을 열심히 공유하고 있다. 
 



아드리안느 라브리 스미스(Adrianne LaBry Smith): 2005년 이후 타라 춤을 이끄는 타라 
다투의 선임 교사이고, 2008년 이후 세계 평화의 춤 단체에서 교사로서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시각예술과 춤 그리고 영성을 통합하여 미취학 아동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수련회와 워크숍을 진행해 왔다. 세계 종교와 문화의 성스러운 춤에 
대한 그녀의 관심은 타라 댄스와 금강승 수행으로 이끌었다. 이는 수행과 연구에서 그녀가 
선택한 길이며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스스로의 의도와 깊게 공명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