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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와 개신교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신교의‘땅밟기’가 있었던
대구 동화사에서 선사와 신학자가
만나종교간화합과평화를말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구랍 31

일~1월 5일 대구 동화사, 부산 해운
정사 등에서‘가슴을 열어 빛을 보
다’를 주제로 2011년 초조대장경 천
년, 레니엄평화토크를개최했다.
행사 첫날인 31일 대구 동화사 설

법전에서는 한국 불교의 대표적 선
지식인 진제 스님(동화사 조실)과
세계적인 신학자인 폴 니터 교수(美
유니온 신학대)의 대담이 진행됐다.
폴 니터 교수는 비교종교학자이다.

종교학계에서는 다원주의 신학의
일인자로 평가 받는다.
니터 교수는“한국은 현재 남북간

긴장과 불교·기독교간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시점으로 알고
있다. 최근 범어사·동화사에서 무
례한 사건(땅밟기)을 저지른 그리스
도인을대신해같은그리스도인으로
서깊이사죄한다”며말을꺼냈다.
니터 교수는“종교간 평화 없이

나라간 평화가 있을 수 없고, 종교간
대화 없이 종교간 평화는 없다. 불자
와 그리스도인이 만나 깊이 있는 대
화를 하는 이 자리가 불교-개신교간
이해와 화합을 넘어 남북 대화의 물

꼬를틀것을확신한다”고말했다.
진제 스님은“불자와 그리스도인

이 마음을 모아 인류 평화·행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며
“사회갈등을해소하는길은모든종
교가 머리를 맞대고 모든 사람을 바
른 길로 인도하는데 있다. 이것이 종
교인의 책임이자 의무이다”라고 강
조했다.

#평화·정의 실천에 불교적
#수행이 도움
폴 니터 교수는“그리스도인들은

평화·정의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
다”고 말했다. 니터 교수는“1980년
대부터 부인 캐서린 코넬 여사와 엘
살바도르에서 평화와 정의 활동을
펼치면서 우리 스스로 평화로워져
야 함을 깨달았다. 이 평화는 주변의
불자들로부터 배울 수 있었다”고 설
명했다. 개인의 평화로움에 불교의
명상이 큰 도움이 됐다. 기독교의 평
화·정의 실천을 위해서는 불교의
명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궁극적 실재’=‘참 나’
폴 니터 교수는 1962~1966 로마

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
던 때, 로마에서 신학을 배웠다. 제2

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다른 종
교에도 하나님이 계시며, 다른 종교
에도 진리가 있다”는 획기적인 교
리가 소개됐다. 그는 그 후 다른 종
교와의 대화는 그리스도인의 의무
라고 믿게 됐다.
폴 니터 교수는“우리가 하나님

이라 부르는 궁극적 실재가 예수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났다는 기존의 입
장과 다르게 나는 그 궁극적 실재가
여러 모습으로 여러 종교에서 나타
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제 스님은“모든 종

교는 인간을 진리의 언덕에 이르게
하는데 요점이 있다”고 말했다. 스
님은“불교는‘참 나(眞我)’가운데
우주의 진리가 모두 있다고 말한다.
개개인이‘참 나’를 갖추고는 있지
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할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스님은“사람 사람마다 갖춰진

‘참 나’는 무시무종(無始無終)이다.
우주의 모든 생명이‘참 나’의 근원
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진제 스님은 당부했다. “모든 인

류는 일상생활 속에서‘참 나’를 발
견하는데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스님은 부모로부터 태어나
기 이전의 내 모습을 살피는 화두,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을 그 방
법으로 소개했다.
폴 니터 교수는“불교에서 우리

안에‘참 나’가 있다고 말하듯 기독
교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덧붙 다.
폴 니터 교수는 30년 전부터 매일

명상을 해왔다. 그는“그리스도인으
로서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고
민을 불교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
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저서〈부처
님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다〉는 그 이유에서 집필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리·교화=구원·해방
폴 니터 교수는“그리스도인은

어떻게‘참 나’[성령]을 찾고, 어떻
게 평화를 얻을 것인가를 불자들로
부터 명상을 통해 배울 수 있다”면
서“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고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세상을 바로
는 구조적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진제 스님은“불교에서는 부처가

되는, 자아완성을 중요시 여긴다.
이는 간화선을 통해 이룰 수 있다”
고 말했다.
폴 니터 교수는“내가 들어 앉아

수행하고 있을 때 밖에서는 아이들
이 죽고,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스님은“불교에는 하화중생

하는 보현행과 상구보리로 통하는
문수행이 있다. 이는 수레를 이루는
두 바퀴와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
서도 스님은“내 눈이 어두우면서
중생을 밝은 곳으로 인도할 수 없으
니‘자기를 바로 봄’을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깨달음은 간절함에 달렸다”
폴 니터 교수는 대담에 앞서 진제

스님으로부터‘진아(眞我)’라는 법
명을 받았다. 니터 교수는“진제 스
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년간 용
맹정진을 했다. 하지만 나는 71세이
다. 내게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있
겠는가?”라고 물었다.

스님은“깨달음은 시간에 구애 받
지 않는다. 남녀노소의 구분도 없다.
오직 간절함에 달렸다”고 말했다.

#“눈사람도 성불을?”
대담 이튿날, 진제 스님과 폴 니

터 교수가 동화사 도량을 거닐었다.
법당 앞 누각 밑에 눈사람 3개가

만들어져 있었다.
니터 교수가 물었다. “저 눈사람

도 성불했습니까?”
진제 스님이 답했다. “진묵겁전

(塵墨劫前; 아주 오래전)에 성불했
느니라.”
후에 진제 스님이 이를 평하기를,

“(폴 니터 교수는) 물음을 물을 줄
안다. 참선에는 이런 맛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섭기자cetana@gmail.com

사진=박재완기자wanihollo@hanmail.net

“71세인 내게도 깨달을 시간이 있습니까?”
대구 동화사서 선사와 신학자 만나다

구랍31일대구동화사설법전에서진제스님(왼쪽)과폴니터교수가대담을나누고있다.

스님이만든생식생식
❶타생식에비해채소류, 해조류가 2배이상첨가되었습니다.
❷유기농으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❸ 99% 국내산 제품입니다.
❹돈을벌기위한제품이아닌중생들의건강을위한제품입니다.

곡류50%를발아시킨
효소발아생식

▶1일 1끼 1포(40g)×
60포(2개월분) 100,000원070-7629-5920불심 깊은 불자님

지역총판 모집합니다.

진제 스님이 신학자 폴 니터 교수를 만났다.
스님이 말했다. “동화사 염화실에는 태산이 가려가지고 모든 부처

님과 역대 도인도 산승을 친견하지 못하니, 폴 니터 교수님은 태산
철벽이 가려져 있는데 어느 곳에서 산승을 보렵니까?”
(선문답이었지만 이를 알지 못한) 폴 니터 교수는“불교와 기독교

가 서로 함께 배우고 조화롭게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상부상조
하자”고 말해 자신의 소견만을 밝혔다.
진제 스님은“선은 신앙의 대상이 아닌 종교를 떠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수행법”이라며 폴 니터 교수에게 법명을 지어줬다.
‘진아(眞我)’참 나를 찾으라는 뜻에서 내린 불명이었다.
선사와 신학자의 사제의 연은 이렇게 시작됐다.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안내]

아래의 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셔도 연수교육 이수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합니다.
■활동시간 : 총18시간(사전교육3시간, 자원봉사활동12시간이상, 활동평가3시간)
■활동내용 : 생활지원(식사, 목욕, 세탁, 간병, 이·미용 등), 교육지원(학습지도 등), 정서지원(말벗, 안부전화, 상담

등), 사회활동지원(사회적응훈련, 차량지원, 외출동행 등), 여가선용(각종 취미활동 등), 각종행사보조(캠
페인, 바자회 등), 재해복구현장지원 등

■사회봉사활동신청
- 아래에 게시된 각 지역 사회복지봉사활동 기관으로 신청하시고, 해당 기관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봉사활동기관 [교육원인증교육과정안내]
아래 강좌를 수료해도 종단의 연수교육 이수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합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경남 거제시 055-636-8991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전북 고창군 063-561-1185
과천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 과천시 02-507-6319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구로구 02-852-0522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구로구 02-2613-9367
금오종합사회복지관 경북 구미시 054-458-0230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경북 상주시 054-532-5687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경북 문경시 054-555-0108
문수종합사회복지관 전남 여수시 061-652-4242
백천사회복지관 경북 경산시 053-811-1347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동작구 02-817-8052
송광종합사회복지관 광주시 광산구 062-941-8248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등포구 02-831-2755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 양평군 031-775-7741
통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 수원시 031-201-8300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성동구 02-2282-1100
우산종합사회복지관 광주시 북구 062-266-3853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광진구 02-458-1664

월곡청소년센터 서울 성북구 02-918-3543

등포보현의집 서울 등포구 02-2069-1601

남양주시청소년쉼터 경기도 남양주시 031-591-1319

광이어린이집 경기 광명시 02-2619-9452
다사랑어린이집 충남 태안군 041-673-4875
단원어린이집 경기도 안산시 031-401-9585

■청소년독서실

■사회복지관

■노숙자시설

■아동₩청소년시설

■어린이집

미지어린이집 경기도 양평군 031-775-7746
산청어린이집 경남 산청군 055-974-0350
신일어린이집 서울 등포구 02-846-8674
아나율어린이집 서울 구로구 02-852-1628
우석장애아어린이집 전남 순천시 061-751-0877
풍기어린이집 경북 주시 054-636-8016
행신그린어린이집 경기도 고양시 031-978-5333

고운실비노인요양원 경북 의성군 054-833-1254
동화사노인요양원 대구시 동구 053-985-2115
백양실버타운 전남 나주시 061-333-5621
불국성림원 경북 경주시 054-746-9900
은사노인요양원 충남 논산시 041-734-9331

월정사노인요양원 강원도 평창군 033-334-9595
은해사포근한집 경북 천시 054-335-3314
직지사노인요양원 경북 김천시 054-431-9801

강릉장애인종합복지관 강원도 강릉시 033-643-1801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강북구 02-989-4214
거창군삶의쉼터 경남 거창군 055-945-2014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경북 경주시 054-776-7522
광산구장애인종합복지관 광주시 광산구 062-943-0420
군포장애인종합복지관 경기도 군포시 031-396-3108
여주군장애인복지관 경기도 여주군 031-883-2100
등포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 등포구 02-3667-0870
주보현마을 경북 주시 054-635-3555
주장애인종합복지관 경북 주시 054-633-6415

자광원 제주도 서귀포시 064-738-5040
제천장애인복지관 충북 제천시 043-652-0900
종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종로구 02-764-3525

해남군장애인복지관 전남 해남군 061-536-6311
홍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 강원도 홍천군 033-435-7031

거창군삶의쉼터 경남 거창군 055-945-2014
고창군노인복지관 전북 고창군 063-561-1185
고창군노인복지센터 전북 고창군 063-561-1185
광진노인보호센터 서울시 광진구 02-458-0350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광진구 02-466-6242
금오노인복지센터 경북 구미시 054-472-0408
남양주시노인복지관 남양주시 031-573-6598
대전서구노인복지관 대전시 서구 042-488-6297
동여수노인복지관 전남 여수시 061-643-1966

서울노인복지센터 서울시 종로구 02-739-9501
서호노인복지관 경기도 수원시 031-291-0911
송산노인복지관 경기도의정부시 031-852-2595
송파노인전문요양센터 서울시 송파구 02-415-0056
신륵노인복지센터 경기도 여주군 031-885-5275
신안노인전문요양원 전남 신안군 061-271-6100
쌍문동노인복지센터 서울시 도봉구 02-900-4641
여주군노인복지관 경기도 여주군 031-881-0050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충남 예산군 041-334-2901
의성군노인복지관 경북 의성군 054-833-6006
자인원(공동생활가정) 전남 강진군 061-433-5664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종로구 02-742-9500
합천댐효나눔복지센터 경남 합천군 055-933-0595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유지재단)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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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강좌명 시행기관 문의처
웰다잉 운동본부 불교여성개발원 02-722-2101
보육교사교육원 보육과정 중앙승가대 보육교사교육원 02-929-5004
동국대 사찰경 전문최고위과정 동국대학교 경 대학원 02-2260-8887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불교교양과정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02-2260-3728
동국대(경주) 불교문화대학원 지도자과정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054-770-2392
대한불교교사대학 사단법인 동련 051-864-4569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감소 프로그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02-732-1367
불교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 과정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02-738-7860
기초불교 어강좌 국제포교사회 02-722-2206
불교미래사회포럼 불교미래사회연구소 02-725-4277
불교호스피스 과정 마하보디교육원 052-264-1007
사성제와 자비명상 지도자과정 (사)자비명상 070-4159-2456
각성스님 특강 고운사 054-833-2324
불교문화강좌 불교중앙박물관 02-2011-1960
동사섭일반/중고급/지도자과정 재단법인 행복마을 055-962-1070
불교적 가족상담 교육 지도과정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02-723-5101
화엄광장-불교의 미래를 기획한다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02-576-1886

[유의사항]
○전체 연수교육 강좌의 내용 및 강사진, 일정, 교육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체연수교육강좌는적정인원이상신청할경우선착순마감될수있으니, 신청을서둘러주시기바랍니다.
○주지에 처음으로 취임하고자 하는 스님들은 본말사주지인사규정 제9조에 따라‘사찰경 지

도자과정’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연수교육과정
[강좌 안내]

과정 강좌명 강사 일정 신청마감 교육비

01 사찰경 지도자과정 이점수(법무사), 김이곤(음악감독) 외 상반기 2.21~25 상반기 2.16 35만원하반기 7.25~29 하반기 7.20

02 스피치능력향상과정 김이곤(음악감독) 상반기 3.7~9 상반기 3.2 20만원하반기 9.7~9 하반기 9.2

종교및비 리법인의 김재춘(아름다운 가게 정책국장)
03 경 과모금 이명희(내셔널트러스트 사무국장) 4.24~26 4.19 20만원

이희관(사회공헌정보센터 자문위원)
04 리더십과커뮤니케이션 강태완 외(경희대교수) 7.6~8 7.1 20만원
05 사찰농지임야활용 김진혁 외(전 초록넷 부대표) 9.22~24 9.16 20만원
06 사찰부동산의보존과활용 재무부, 이점수(법무사) 10.5~7 9.30 20만원
07 사찰건축이론과실습 지용한옥학교 4.13~15 4.8 40만원
08 사회복지법인설립및시설설(유)치 사회복지재단 6.22~24 6.17 20만원
09 모바일혁명과미래지도 김중태(IT문화원 원장) 3.21~23 3.16 20만원
10 템플스테이(수련법회) 운 과실제 법인스님, 금강스님, 백거스님 6.8~10 6.3 20만원
11 종교평화와불교의역활 이찬수(강남대교수), 윤남진(참여불교재가연대사무처장) 3.14~16 3.9 20만원

12 신도상담지도과정 김준형(대구사이버대 교수) 상반기 4.7~9 상반기 4.1 20만원담교스님(불교상담개발원 원장) 하반기 10.17~19 하반기 10.12
13 불교문화유산·콘텐츠활용 이재수(동국대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11.5~7 10.31 20만원

14 불교심리치료 서광스님(동국대 겸임교수) 상반기 3.28~30 상반기 3.23 20만원하반기 9.28~30 하반기 9.23
15 불교지화 김태연(궁중상화연구소 소장) 7.4~6 6.29 30만원
16 청소년명상지도과정 김남선(강현중 교사) 4.22~24 4.18 20만원
17 디지털카메라사진교육 이창수 (순천대 겸임교수) 3,30~4.1 3.25 20만원
18 전심법요 지환스님(기본선원장) 4.27~29 4.22 20만원
19 선요 지안스님(조계종 고시 위원장) 9.1~3 8.25 20만원
20 서장 지오스님(전 법어사승가대학장) 4.10~12 4.5 20만원
21 임제록 무비스님(전 교육원장) 10.10~12 10.5 20만원
22 경덕전등록 통광스님(쌍계사 승가대학장) 10.16~18 10.11 20만원
23 육조단경 월암스님(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장) 10.24~26 10.19 20만원
24 티벳불교의힘 최로덴(동국대 교수) 4.4~6 3.30 20만원

25 초기불교특강 각묵스님(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상반기 4.11~13 상반기 4.6 20만원하반기 7.11~13 하반기 7.6
26 불교의눈으로본생명과삶 우희종(서울대 교수) 10.21~23 10.17 20만원

김성구(이화여대 명예교수)
27 불교와자연과학 이시우(서울대 명예교수) 8.21~23 8.16 20만원

박문호(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
28 중론 김성철(동국대 교수) 8.17~19 8.12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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