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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한국불교한국불교한국불교 II.II.II.II.    

    

종파불교종파불교종파불교종파불교    
    

1. 1. 1. 1. 오교오교오교오교    구산구산구산구산    
오교 구산은 신라 중기에 성립된 교종의 5 교와 신라 말기와 고려 초에 

성립된 선종의 9 산을 통칭하여 부르는 낱말이다.  

 

교종교종교종교종의의의의    5555 교교교교는  

� 계율종, 법상종, 법성종, 열반종, 화엄종.   

 

1) 1) 1) 1) 계율종계율종계율종계율종  

백제의 겸익과 신라의 자장이 대표적인 계율종의 인물이었다.  

 

2) 2) 2) 2) 법상종법상종법상종법상종 : 법상종( )이란 모든존재( )의 성상( )을 분별하는 종이란 

뜻으로 오위백법( )을 세워 아뢰야식( )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유식종유식종유식종유식종( )이라고도 한다.   

 

3) 3) 3) 3) 법성종법성종법성종법성종: 법성종( )은 원효(617-686)에 의해 개창 하였으며, 모든 존재는 

같은 법성을 가졌고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교의를 가진 불교 종파이다.  종지를 법성을 

내세우기는 했으나 어느 종에도 치추짐이 없이 삼론종 ···· 화엄종 ···· 진언종 ···· 천태종 등을 

포괄한다.  

 

4) 4) 4) 4) 열반종열반종열반종열반종 : : : : 고구려 말기에 보덕이 중심이 되어 도교의 불로장생사상을 척파하기 위하여 

세워졌으며, 모든 중생은 영원불멸의 불성( )을 갖고 있다는 열반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종지( )로 삼는다. 열반종은 대승 불교 경전인 《대반열반경》을 근본 

성전으로 하는 불교 학파 또는 종파이다.  

 

5) 5) 5) 5) 화엄종화엄종화엄종화엄종    

화엄종은 삼국 통일 이후 의상(625-702)에 의하여 개종(開 )되었으며, 그는 중국 

화엄의 대종장인 지엄에게 수학한 이후 귀국하여 영주에 부석사를 창건, 화엄종의 중심 

도량이 되었다.  

 

선종선종선종선종의의의의    9999 산산산산은  

신라에는 선덕여왕(재위 632-647) 때 전래되어 헌덕왕(재위 809-826) 때 도의에 

의하여 크게 떨쳐 신라 9 산( )을 이룩 하였는데 그 9 산은 

선    문 선문 개산종사 선문 중심사찰 

가지산파 도   의 보림사 

실상산파 홍   척 실상사 

동리산파 혜   철 대안사 

사굴산파 범   일 굴산사 

봉림산파 현   욱 봉림사 

사자산파 도   윤 흥녕사 

희양산파 지   선 봉암사 

성주산파 무   염 성주사 

수미산파 이   엄 광조사 

    

2. 2. 2. 2. 오교양종으로의오교양종으로의오교양종으로의오교양종으로의    변천변천변천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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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고려고려고려    중기중기중기중기 의천(1055-1101)이 송나라에 다녀온 후, 중국에서는 교종의 한 

종파였던 천태종이 우리나라에서는 선종에 가까운 불교로 성립되었다.  

 

이 때까지 5 교 9 산은 유지되었는데 의천에 의해 천태종이 성립되면서 9 산이 

합쳐 조계종이 되었다. 그리하여 교종의 5 교와 천태종 ···· 조계종의 양종을 

통칭하여 5555 교양종교양종교양종교양종이라 하게 되었다.  

 

 

3. 3. 3. 3. 조선조선조선조선    시대의시대의시대의시대의    불교불교불교불교    종파종파종파종파    
� 7 종, 선교 양종입니다. 

 

조선 태종태종태종태종(재위 1400-1418) 때 종파를 7 종(조계, 천태, 화엄, 자은, 중신, 총남, 

시흥)으로 통합하고, 세종세종세종세종 때는 선교 양종으로 폐합되었다.  

                           

양    종 (7 종) 중심사찰 

선    종 조계, 천태, 총남 봉은사 

교    종 화엄, 자은, 중신, 시흥 봉선사 

 

 

4. 4. 4. 4. 일제일제일제일제    강점기의강점기의강점기의강점기의    부교부교부교부교    종파종파종파종파        
1911 년 일본의 사찰령으로 불교교단은 31 본사제로 화하고 본사 주지는 총독, 말사는 

도지사 ···· 군수가 명하게 하여 해방될 때까지 유지하였다. 

 

5. 5. 5. 5. 현대현대현대현대    한국의한국의한국의한국의    불교불교불교불교    종파종파종파종파    
� 대한불교 조계종, 대한불교 천태종, 대한불교 태고종, 원불교 

 

1945 년 해방과 더불어 한국불교의 고유성을 되찾는 운동이 전개되어 1954 년에서 

1962 년까지 승단정화의 기치를 내세워 1962 년 4 월 12 일 통합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이 발족되고 25 교구 본산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대처측은 끝내 불응하여 대한불교대한불교대한불교대한불교    태고종태고종태고종태고종을 별립해 나갔고, 조계종단은 교세를 

단합하여 한국불교가 직면한 3 대불사(도제양성 ···· 포교사업 ···· 역경간행)에 박차를 

가하였다. 

 

앞서 조계종 이외에도 18181818 종의종의종의종의    신흥불교신흥불교신흥불교신흥불교가 우후죽순격으로 파생되었는데 이를 간결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8181818 종의종의종의종의    신흥불교신흥불교신흥불교신흥불교    

중심사상 종     파 

법화신앙 대한불교법화종, 한국불교법화종, 천태종, 불입종, 일승종  

밀교 진각종, 진언종,  

정토신앙 대한불교용화종, 정토종, 법상종, 미륵종, 천화불교 등 

원효 원효종, 화엄종, 총화회 등  

미등록 단체 영산법화사관음종, 구세불교 

비구니교단 보문종이 1972 년에 등록을 필하였다 

신흥불교(?) 원불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