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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ded Syllabus

Course 
Title

Buddha Meets Christ, 

Christ Meets Buddha
Semester 2018 2nd

Credit 3 credits Course 
Number REL3035

Class Time
Tue (화) 12:00~13:15 
Thu (목) 12:00~13:15

Enrollment
Eligibility

1st~ 4th year students 
(1~4학년)

Instructor's 
Photo

Name: 서명원 Bernard SENÉCAL Homepage:

Office Hours: Mon (월) 13:00~15:00 / Tue (화) 13:30~14:30, 17:30~18:30     
              Wed (수) 18:00~20:00 

 
Ⅰ. Course Overview

 ⦁Description
   - A systematic comparison of Buddhism and Christianity.    

     [불교와 그리스도교(基督敎)에 관한 체계적인 비교.]

 ⦁Prerequisites
   - None

 ⦁Course Format

 

 ⦁Evaluation

 

Lecture Discussion

80~90 % 10~20 %

Participation Report mid-term 
Exam Final Exam

15 % 15 % 35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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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Course Objectives
Mastering the core elements of Buddhism and Christianity, together with their common 
points and differences 
[불교와 기독교에 관하여 두 종교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롯한 핵심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해해본다.]

 ⦁Knowledge:
 ⦁Skill:
 ⦁Attitude:

Ⅲ. Course Format (* In detail)

 ⦁ Lectures (강의)   
   - A questionnaire may be distributed to the students during the first or second class, to understand    
     who they are. (교과를 시작하며 설문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 A variety of material like pictures, carvings, paintings, etc. will be used to make the contents of the  
     course as concrete as possible. [다양한 참고자료(사진, 조각, 회화 등)를 제공.]
 ⦁ Questions and Answers (질의 및 응답)   
   - At the beginning of some classes, in order to check their understanding of the contents of the       
     course, students may have to answer to a short quiz. (교과내용을 얼마나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수업마다 할 수 있다.)
 ⦁ Reading Newspaper Articles (신문 기사 읽기)
   - If possible, reading newspaper articles. (가능하다면, 불교와 그리스도의 만남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기사를 선별하여 제공.) 
 ⦁ Discussions in Small Groups (소그룹 토론)   
   - 하나의 주제를 정한 후, 그리스도인의 입장과 불자의 입장 중 자신의 입장을 선택해서 상대편  

    과 의견을 나누어 본다.

Ⅳ. Course Requirements and Grading Criteria
 ⦁ See No Ⅰ (Evaluation)    
    (Ⅰ의 평가방법을 참고)

Ⅴ. Course Policies
 ⦁ Students must attend all classes and arrive on time. Students who arrive late must wait outside until  
    10:40 before entering the classroom.   
    (수업시간에 맞추어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정시에 입실하지 못하면 수업이 시작된 지  

    10분 후 강의실 문이 열릴 때에만 출석 가능합니다.)
 ⦁ Whenever required to do so, students are expected to express their views with confidence.    
    (학생은 교수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의사표시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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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Materials and References
 ⦁ An bibliography will be provided in the first class.     

    참고문헌을 첫 번째 수업시간에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Ⅶ. Course Schedule (* Subject to change)

 ⦁Week 1 (9월4일/ 9월6일)

   - Learning Objectives: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만남의 큰 테두리 ━ 그리스도교란? 불교란?
   - Topics: 1. 서양철학에서 참고할 주요한 사상가, 파스칼과 베르그송

            2. 종교학과 불교학과 신학의 차이

            3. 구원관이란? 예를 들면 ……

            4. 불교라는 큰 나무의 핵심

            5. 그리스도교라는 큰 나무의 핵심

            6. 한국에서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만남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

            7. 해석학적 순환(The Hermeneutical Circle): 개인적, 종교적, 정치적 등의 면에서
   - Class Work(Methods): 
   - Materials(Required Readings):  
   - Assignments: 

   
 ⦁Week 2 (9월11일/9월13일)

   - Learning Objectives: 금강경(金剛經)과 ｢코헬렛[전도서(傳道書), Qohéleth)｣ A 
   - Topics:  금강경(金剛經)에 대하여

             1. 금강경(金剛經)의 원제

             2. 제목의 의미

             3. 저자와 번역자

             4. 출간 연도: 기원후 2세기? 4세기?
             5. 출간된 곳: 북인도? 중앙아시아?
             6. 주요 내용: 공사상(空思想)
             7. 주요 특징: 
             8. 금강경의 제 1, 2, 5분(分) 읽기
             9. 금강경의 사구게(四句偈)
   - Class Work(Methods):
   - Materials(Required Readings):  
   - Assignments: 

 ⦁Week 3 (9월18일/9월20일)

   - Learning Objectives: 금강경(金剛經)과 ｢코헬렛(전도서, Qohéleth)｣ B
   - Topics: ｢코헬렛(전도서, Qohéleth)｣에 대하여

              1. ｢코헬렛(전도서, Qohéleth)｣의 저자: 희랍 문명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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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어진 시기: 기원전 3세기경
             3. 지어진 장소: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4. ‘코헬렛(Qohéleth)’의 의미: 
             5. ｢코헬렛｣의 특징: 
             6. ｢코헬렛｣이 성경의 다른 저서들과 구별되는 큰 차이점

             7. 성경 안에서의 지혜 사상의 발전과 ｢코헬렛｣의 위치

   - Class Work(Methods):
   - Materials(Required Readings):  
   - Assignments: 

 ⦁Week 4 (9월27일) *9월25일 휴강(추석연휴)

   - Learning Objectives: 금강경(金剛經)과 ｢코헬렛(전도서, Qohéleth)｣ C 
   - Topics: 금강경(金剛經)과 ｢코헬렛(전도서, Qohéleth)｣의 공통점과 차이점

             1. ｢코헬렛｣ 읽기
             2. ｢코헬렛｣에 나오는 세 가지 ‘때’란?
             3. 금강경과 ｢코헬렛｣의 차이점

             4. 금강경과 ｢코헬렛｣의 공통점

   - Class Work(Methods):
   - Materials(Required Readings):  
   - Assignments: 

 ⦁Week 5 (10월2일/10월4일)

   - Learning Objectives: 정토불교의 구원관과 그리스도교의 은혜론 A
   - Topics: 1. 정토불교(淨土佛敎)의 구원관

            2. 초기불교의 구원관

            3. 그리스도교의 구원관

            4. 불교와 타력적인 구원관

            5. 타력적인 구원관에 입각한 아미타신앙에 관하여

   - Class Work(Methods):
   - Materials(Required Readings):  
   - Assignments: 

⦁Week 6 (10월11일) * 10월9일 휴강(한글날)

   - Learning Objectives: 선불교와 ｢아가서｣: 공(空)사상과 주님(神)과의 합일 여정

                         ━ 비움 사상과 하늘(님)과의 하나 됨

   - Topics: 1. 그리스도와 부처의 만남을 통한 비움의 수행생활이란?
            2. 선불교(禪佛敎)와 ｢아가서(雅歌書, The Song of Songs)｣
            3. 육조단경(六祖壇經)에 관해서

            4. ｢아가서｣를 노래별로 계속 읽기

            5. 불교에서 남자와 여자의 만남

   - Class Work(Methods):
   - Materials(Required Readings):  
   - Assig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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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7 (10월16일/10월18일)

   - Learning Objectives: 석가세존의 깨달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깨달음 A
   - Topics: 석가세존의 깨달음

             1) 고타마 싯다르타(Gautauma Siddhārtha, 瞿曇 悉達多)의 어린 시절, 사춘기, 결혼
            2) 사문유관(四門遊觀): 생로병사의 이치와 지혜

            3) 출가(出家)
            4) 수정주의(修定主義)
            5) 극기고행(克己苦行)
            6) 깨달은 것 세 가지

            7) 깨닫고 난 후에 행한 것

            8) 초전법륜(初轉法輪): 녹야원(綠野園, 사슴공원)에서
            9) 사성제(四聖諦): 고(苦)∙집(集)∙멸(滅)∙도[팔정도(八正道), 삼학(三學)]
   - Class Work(Methods):
   - Materials(Required Readings):  
   - Assignments: 

 ⦁Week 8 (10월23일/10월25일)

   - Learning Objectives: 중간고사(mid-term Exam)

   - Class Work(Methods):
   - Materials(Required Readings):  
   - Assignments: 

 ⦁Week 9 (10월30일/11월1일)

   - Learning Objectives: 석가세존의 깨달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깨달음 B
   - Topics: 예수 그리스도의 깨달음

            1) 어린 시절과 사춘기. 첫 번째 깨달음

            2) 두 번째 깨달음

            3) 두 번째 깨달음의 내용

            4) 깨닫고 난 후의 사막체험

            5) 공생활의 시작

            6) 사도를 부르심

            7) 활동: 산상설교와 평지설교

            8) 세 번째 깨달음

            9) 네 번째 깨달음

            10) 여러 번 깨닫는 것은 옥상가옥이 아닐까?
            11) 고타마 싯다르타의 깨달음과 예수의 깨달음의 차이

            12)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에 갔을까?
            13) 고타마 싯다르타의 깨달음과 예수의 깨달음의 역사성에 관하여

   - Class Work(Methods):
   - Materials(Required Readings):  
   - Assignments: 

 ⦁Week 10 (11월6일/11월8일)

   - Learning Objectives: 한국불교의 돈점논쟁과 공관복음 A
   - Topics: 1. 돈점논쟁이란?: 깨달음은 천천히 성취하는가? 갑작스럽게 성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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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조국사 지눌(普照國師 知訥)에 대하여

           3. 퇴옹성철이 보조지눌을 비판한 이유?
           4. 돈점논쟁의 먼 약사를 살펴보면……

   - Class Work(Methods):
   - Materials(Required Readings):  
   - Assignments: 

 ⦁Week 11 (11월13일/11월15일)

   - Learning Objectives: 한국불교의 돈점논쟁과 공관복음 B
   - Topics: 1. 공관 복음(公觀 福音)이란?
           2. 공관 복음에 돈점논쟁이 있는가? 만일 없다면 ……
           3. 공관 복음에 깨달음의 개념이 있는가? 있다면 주요한 내용은 무엇일까?
           4.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깨달음(복습)
           5. 위에서 살펴본 네 가지 깨달음의 특징은?
   - Class Work(Methods):
   - Materials(Required Readings):  
   - Assignments: 

 ⦁Week 12 (11월20일/11월22일)

   - Learning Objectives: 한국불교의 돈점논쟁과 공관복음 C
   - Topics: 1. 불교의 입장에서: 현대 한국 불교의 돈점논쟁을 통해 얻을 바가 있다면 무엇일까?
           2.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1) 깨달음의 개념 설정: 원동력인 성령 안에서 숨 쉬기

             2) 갑작스러운 깨달음: 스승에게만 해당됨

             3) 점차적인 깨달음: 점차적으로 스승처럼 되어 가는 과정

             4) 지눌의 돈오점수 사상을 재해석해보자. 증오(證俉)에 대하여……

               돈오점수하되 어디까지, 언제까지일까?
           3.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교가 탄생할 때 지중해 문명 쪽으로만이 아니라 동아시

             아 쪽으로도 동시에 전파되었다면 그리스도교는 깨달음의 종교로서 진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Class Work(Methods):
   - Materials(Required Readings):  
   - Assignments: 

 ⦁Week 13 (11월27일/11월29일)

   - Learning Objectives: 무문관(無門關)과 루카(누가)복음 A
   - Topics: 1. 무문관(無門關)이란?
           2. 공안(公案)이란?
           3. 화두(話頭, Keyword)란?
           4. 간화선(看話禪, Keyword Meditation, KWM)이란?
           5. 화두 과정이란?
           6. 화두 과정의 목적은? 깨달음
   - Class Work(Methods):
   - Materials(Required Rea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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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signments: 

 ⦁Week 14 (12월4일/12월6일)

   - Learning Objectives: 무문관(無門關)과 루카(누가)복음 B
   - Topics: 1. 성경 속 화두

           2. 화두 과정에 앞서

           3. 화두 과정을 마친 후

           4. 모두 마친 후

           5. 성경을 바탕으로 한 화두의 필요성에 관하여

           6. 구체적 화두 과정에 대하여

           7. 초보자를 위한 화두 과정에 대하여

   - Class Work(Methods):
   - Materials(Required Readings):  
   - Assignments: 

 ⦁Week 15 (12월11일/12월13일)

   - Learning Objectives: 깨달은 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18가지 특징

   - Topics: 1. 입문
             1) 예수 그리스도의 4가지 깨달음

             2) 예수 그리스도의 원동력

             3)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어떻게 아는가?
            2. 공생활 동안에 행한 18가지 특징

   - Class Work(Methods):
   - Materials(Required Readings):  
   - Assignments: 

 ⦁Week 16 (12월18일/12월20일) 

   - Learning Objectives: 기말고사(Final Exam) 
   - Topics: 
   - Class Work(Methods):
   - Materials(Required Readings):  

   - Assig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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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Special Accommodations
 ⦁The evaluation method may change according to the number of students.    

   (학생 수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The content of this syllabus may be modified in answer to the students’ profile and the overall       
   dynamics of the class.    
   (학생의 프로필과 수업의 역동성 정도에 따라 위의 수업계획서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Ⅸ. Aid for the Challenged Stud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