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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의 자성삼보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에서는 ‘묘공당 대행선사 열반 10주기’를 

맞아 “세계의 비구니 승가: 현재와 미래(Buddhist Nuns’ Sangha around the 

World: Present and Future)”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국내외 명망 있는 수행자와 학자들이 참가하여 

세계 비구니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의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게 됩니다. 

특히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의 비구니 연구 

동향까지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청량한 6월에 펼쳐지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에 꼭 참석해 주시고,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대행선연구원 

모
시
는 

글 

주최:  주관:  

후원: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1일차(6/17	금요일)

09:00-09:40	 개회식

			 대회사((재)한마음선원	이사장)

			 축사(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축사(전국비구니회	회장)

			 환영사(한마음선원	신도회장)

사회:	조은수(서울대)

09:40-10:30		 「히말라야	불교	전통의	여성	출가자들	–	전승과		적응	그리고	혁신」

	 카르마	렉쉐	쏘모	스님

10:35-11:15		 	「서구의	티벳불교	여성	출가자들	-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툽텐	쬐돈	스님

11:20-12:00		 모든	것이	부처	:	불법을	다시	처음부터	배웁니다

	 하주	스님

12:00-14:00		 점심공양	

14:00-14:20		 묘공학술상	시상식

사회:	이자랑(동국대)

14:30-15:20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보다:	일본의	여승	사원의	현재」

	 모니카	베테	교수,	히비노	이쿠코	스님

15:25-16:15 	 「근현대	일본의	수계	여성들」

	 모니카	슈림프	교수,	미도리카와	묘세이	스님	

16:20-17:00 	 「대만의	비구니	승가와	불교	부흥」

	 창쉔	스님

	 2일차(6/18 토요일)

사회:	박지영(서울대)

09:00-09:50			 「한국	비구니	승가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

	 본각	스님

09:50-10:30 		 「생활참선	수행도량,	한마음선원의	포교현황과	미래의	방향」

	 혜선	스님

10:35-11:15			 「한국	비구니	승가의	활동	유형과	미래방향」

	 김응철	교수

11:20-12:00			 「베트남	비구니	승단의	기원과	발전」

	 류팝	스님

12:00-14:00			 점심공양	

14:00-14:20  	 묘공학술장학	장학증서	전달식

사회:	황순일(동국대)

14:30-15:10 		 「미얀마	여성	출가자	:	유산의	계승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	

	 히로코	카와나미	교수

15:15-15:55			 「분파주의에서	화합으로:	스리랑카	비구니계의	전망」	

	 지하니	드	실바	박사

16:00-16:40 		 「태국의	비구니:	승가와	사회,	상황」

	 카카낭	야바프라바스	박사

16:40-17:00			 폐회식

	 폐회사(한마음선원	주지)

발표순서 및 식순

6월	17일(금)	발표	

카르마 렉쉐 쏘모 스님	(Ven. Dr. Karma Lekshe Tsomo)

●		미국	샌디에고	대학	종교학과	교수,	(전)샤카디타	회장	

(Professor	at	University	of	San	Diego,	USA)

●		발표제목:	「히말라야	불교	전통의	여성	출가자들:	전승과	적응	그리고	혁신」

“Nuns	in	Himalayan	Buddhist	Tradition:	

Transmission,	Adaptation,	Innovation”

툽텐 쬐돈 스님	(Ven. Thubten Chodron)

●		미국	쉬라바스티	애비	주지	(Abbess	of	Sravasti	Abbey,	USA)

●		발표제목:	「서구의	티베트	불교	여성	출가자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Western	Buddhist	Nuns	in	the	Tibetan	Tradition:	

Past,	Present,	and	Future”

하주 스님	(Ven. Haju)

●		앤아버	선련사	주지	(Abbess	of	Ann	Arbor	Zen	Buddhist	Temple	USA)

●		발표제목:	「모든	것이	부처:	불법을	다시	처음부터	배웁니다」

“All	Are	Buddhas:	Tending	the	BuddhaDharma	from	the	Ground	Up”

모니카 베테 교수	(Prof. Monica Bethe)

●		교토	중세일본학연구소	소장

(Director	of	the	Medieval	Japanese	Studies	Institute,	Kyoto)

●		발표제목: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보다:	일본의	여승	사원의	현재」

“Inspired	by	the	Past,	Looking	to	the	Future:	

Japanese	Buddhist	Nuns	Then	and	Now”

공동발표자:	히비노	이쿠코	스님	(日比野	郁皓)	(Rev.	Ikuko	Hibino)

●		동경	榧寺카야테라,	浄土宗	(Kayatera	Temple,	Tokyo,	Japan)

모니카 슈림프 교수	(Prof. Monika Schrimpf)

●		독일	튀빙겐	대학	교수	(University	of	Tubingen,	Germany)

●		발표제목:	「근현대	일본의	수계	여성들」

“Buddhist	Ordained	women	in	modern	and	contemporary	Japan”

공동발표자:	미도리카와	묘세이	스님	(川	明世)	(Rev.	Myosei	Midorikawa)

●		동경	普賢寺,	天台宗	(Fugen-ji	Temple,	Tokyo,	Japan)

창쉔 스님	(常 , Ven. Dr. Changshen)

●		대만	법고산	대학	강사,	대만	국립대학	강사

(Lecturer	of	Dharma	Drum	Mountain	Taiwan)

●		발표제목:	「대만의	비구니	승가와	불교	부흥」

“Bhikshuni	Sanghas	and	Buddhist	Revival	in	Taiwan”

6월	18일(토)	발표

본각 스님	(本覺,	Ven. Dr. Bongak)

●		전국비구니회	회장,	중앙승가대학	명예교수,	일본	코마자와대학	박사

(President	of	Korean	Bhiksuni	Association)

●		「한국	비구니	승가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

“Review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bhikkuni	Sangha	

and	its	improvement	plans”

혜선 스님	(慧禪, Ven. Dr. Hyeseon)

●		대행선연구원	연구실장,	동국대	선학과	박사

(General	Manager	of	the	Center	for	Daehaeng-Seon	Studies)

●		발표제목:	생활참선	수행도량,	한마음선원의	포교현황과	미래의	방향」	

“Current	Status	of	Dharma	Propagation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Hanmaum	Seon	Center,	a	Practice	Monastery	for	Seon	Meditation	in	

Daily	Life”

김응철 교수	(Prof. Kim, Eeungcheol)

●		중앙승가대학	불교사회학부	교수	(Joong-ang	sańgha	University)

●		발표제목:	「한국	비구니	승가의	활동	유형과	미래	방향」

“Activities	and	Future	Direction	of	the	Korean	bhikkhuni	Sangha”

류팝 스님	(Ven. Dr. Lieu Phap)

●		호치민시	베트남	불교대학	불교영어학과	학과장,

순냐타	비구니사원	주지	(Abbess	of Suññatā Bhikkhunī Ārāma,	Vietnam)

●		발표제목:	「베트남	비구니	승단의	기원과	발전」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he	Vietnamese	Bhikkhunī	

Sangha”

히로코 카와나미 교수	(Prof. Hiroko Kawanami)

●		영국	랭카스터	대학교수	(Lancaster	University,	UK)

●		발표제목:	「미얀마	여성	출가자:	유산의	계승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	

“Continuing	the	Legacy	and	Future	Prospects	for	Buddhist	Nuns	in	

Myanmar”

지하니 드 실바 박사	(Dr. Gihani De Silva)

●		스리랑카	사바라가무와	대학	강사

(Senior	Lecturer	at	Sabaragamuwa	University,	Sri	Lanka)

●		발표제목:	「분파주의에서	화합으로:	스리랑카	비구니계의	전망」	

“From	Factionalism	to	Unification:	The	Prospects	of	the	Sri	Lankan	

Bhikkhunī	Community”

카카낭 야바프라바스 박사	(Dr. Kakanang Yavaprabhas)

●		태국	탐마삿트	대학	강사	(Lecturer	at	Thammasat	University,	Thailand)

●		발표제목:	「태국의	비구니:	승가와	사회,	상황」

“Bhikkhunis	in	Thailand:	Sangha,	Society,	and	Situations”

발표자 소개 

학술대회 2일 동안 BBS TV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합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031-470-3277, 3276    www.daehaeng.re.kr
ds7788@hanma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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