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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覺國師 義天의 天台宗 創立과 宋의 天台宗

최 병 헌 

(서울대 국사학과) 

天台宗은 東아시아의 大乘佛敎 가운데 가장 중요한 종파의 하나로서 中觀

派 불교인 三論宗에서 발전한 것언데， 중국에서는 일찍이 6세기말경인 階代

에 智者大師 智頭(538-597)에 의해서 최초로 성립되었으며， 그것이 韓國과 

日本에도 전해져서 각각 독립된 종파가 되었다. 일본의 천태종은 平安期연 9 

세기초에 傳敎大師 最燈(767-822)에 의해서 성립되어 일본불교의 주류적인 

종파의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중국에서의 천태종 성립 초기 

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그 뒤 계속하여 중국 천태종의 발전 단계마다 

참여하여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기까지 한 적이 있었음1)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서의 종파 성립은 한 • 중 • 일 삼국 가운데 가장 늦어 11 세기 말경인 高麗中

期에 와서야 大覺國師 義天(1055-1101)에 의해서 비로소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와같이 中國 韓國 日本의 천태종은 그 성립시기에서 크게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삼국의 천태종은 성립시기에서 뿐만 아니라 그 불교 

1 ) 중국의 전태종이 대성되기 이전인 南폼慧思의 문하에는 백제의 玄光， 그리고 전태 

종을 창립한 智때의 문하에는 고구려의 波若이 있어 일찍부터 전태종을 받아틀이 

고 있었음이 확얀된다. 그리고 전태종의 제5조 左漢玄朋의 문하에는 신라승 法

顧 · 理應 · 純英 등 3인이 전태종을 진흥시켰던 규페F쫓j뽑然과 함께 공부하고 있었음 

이 확인되며， 고려초의 義通과 請觀이 吳越에서의 전태종을 부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은 빌리 알려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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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 내용파 익사적 성격에서도 크게 디른 전이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기 

았다 중국의 진태층은 南北뼈로 분열뇌었년 중국을 통일한 얘代의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히여 훈北지방에서 유행되년 實隆的인 불교와 南方에서 성행되인 

學間佛敎을 통합하여 */ï상佛敎을 성럽시킨다는 사싱사적 과제블 가지고 성립 

되었기 때문에2'1 學問과 實隆， 즉 敎門과 觀門 二門의 調和릎 그 大중홍보 하였 

다 3 ) 그 결과 증국의 천래종은 방대힌 敎學的 體系릎 가셨 Cζ면시 동시에 그 

의 實짧門~1 止觀은 敎示 가운데 까장 산천식 91 성격이 강하여 산천식 볼교 

얀 M뚫rr으l 수행방법인 i뚫定이나 定意외 비교되었다‘ 

한편 일본의 천대증은 奈良으1 南都六示의 불교 모순， 득히 二論강과 ì:t얘 

宗의 디]럽을 지양히려늠 사상사적 과제를 기지j.'_ 출빌혀였던 것이며 녁큐都의 

흉佛敎와 대휩히여 진티]층의 목힘을 모색히는 과정에서 특히 南都佛敎의 짧 

宗 기운데도 기장 치익한 논리성을 기진 ì*얘宗과의 全面的얀 N央을 피할 

수 없었다- 법상증에 대힌 /‘}싱적 독립을 고하는 괴리논쟁이 三→灌實論爭。1

라고 하는네 그 논쟁의 주게는 천애의 짜王義와 법상의 三짜王義와의 우 

열론‘ 그리고 천태의 →切皆成說과 법상의 귀따(注)各別짧과의 대핍 등의 문 

제였다 또한 南都舊示으혹부1"1 敎團ó(] 인 독칩음 이끼L려는 씨움은 大짜댔 獨

立運動으로 진개되었는데 ， 81~년 比없111으로 돌아온 最옳은 자신이 임찍이 19 

2) 전대송 개장의 가상 유력한 外護者는 플王廣(외날의 F엽앓?남)이었늠꺼L 統→뼈家의 

建듭똥협와 감合的91 qo國佛값의 形.r&용의 만남은 歷셋매 μ、'"이라고 힘 수 있다 
시 智비1는 560년 29 씨 때에 M南省으1*양山에 을아기 흉J멈、로부EI 心르觀으1 .L~훗 

를 받아 얻응으도써 천대종 캐장의 단서를 열게 되있는데 그는 夫흙山애 들어가 

시에 앞사 。]ul 험뼈의 툴쿄학의 성과들 흡수하여 t솟f!!最勝의 확신음 갖게 되었딘 

것이며， 이제 jtJiil의 실낀본Iι의 체늑"1 인 흉思에 의히여 그 의산에 힘을 실은 승 

교척 생명을 분어넣게 되았다 그늠 뒷날 575년 전매산 筆J!j峰애 은 시하여 수행중 

깨닫응음 채험하고， 585넌 -l;-，종에 나아 「않$文句」를 깅의하고 이어 589넌 휴U씨에1 

앓겨 드E웠긍똥을 건럼히 끼 →法정흉玄義」 화 U 티용펴 11 觀』 을 개강함으토써 전대 응 개 

장의 기?를 마련아기이 이르렀다 쑤P”며의 안은 저술 가운데 tri;용華찜!응 중섞으굳 

하는 。1 3츄의 지숭올 이른바 天::;-=_7::.홉5 라고 하여 친내총에서 가장 흥우시하는 

데 이 기운데 『法華ι句」는 그 註뽑， í*좋홉:t義」는 그 原論， 그'L'-1 끼 「摩퍼 If.銀 

은 그깃에 기?한 實짧품이라01 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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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1 때 東大능톤의 lI)t~훌院에서 받았던 小乘 250계의 棄輪를 선인하」l， 새로 :f￡網

f또」 에 의거한 *乘lI)t~홍 건립의 걸의를 표벙합으로써 시작되었디 신라 불교 

사에서는 삼는층과 법상층의 대럽과 법상종의 삼승교학 문제 그러고 =쩔網 

經」 에 의거힌 대승계의 문제 등이 아미 7세기 후반 Jl;H종(617-686)에 의하여 

해겸유 보았던 것 ~l 네， 일뷰에시는 9세시초에 들어와 천태종의 정입파정에시 

비로소 문제된 것이다 그런네 입뷰 천래종의 특색은 결정하여 주는네 더욱 

중요한 의비릎 갖는 것은 密敎외의 관111 였다‘ 最끊은 天台敎웰만이 아니라 

密敎所禮에도 관심을 가셔 804년 멸에 갔을 때 천대산에서 천대종의 제6조 

헤쌓佛然의 제자인 遭옳와 行滿으로부터 ￡台觀門을 전수받는데 그지지 않고 

곡칭사의 'r닮象으로부티 꾀교를 비웠으며， 01 이 越州에 기서 密敎의 善Pqf용의 

ä •,j\ II~n흉어1 거1 i훌rn을 받고 디수의 믿교겸전을 전수히여 귀국히였디 그리히 

여 天台와 한께 좀、敎를 함께 홍Ir-_한 걸과 일본의 전태층은 止觀業파 웰那業， 

전태와 멸괴의 kll-fr된 형태로 출발하세 뇌었다 그 뒤 圓L과 圓珍 등의 후 

계자들에 의하여 계속하여 曺으로부터 밀고1들 빌아들임으로-써 Jt값山의 천태 

Jí7_단에시의 띨Jí7_화의 현상은 가속화되어 갔다 그 결과 법화와 빌교의 조화 

들 기도하면시도 교리외 선천 양면에시 일교의 ?월쟁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천대종의 기부적인 藏 • 通 ’ 別 • 圓의 四敎判음 폐기하고 圓敎으1 위에 를言密 

敎를 위치시키는 五敎判음 내세 우기에 이르렀마 천대종의 일교회라고 하는 

현상은 平安朝의 貴族uJtiil 의 展開와 호 응하면서 진행원 것인데， 순수한 믹교 

인 員즙宗파 양힘뇌이 平i상佛敎의 二*主流를 。1루년서 디1립되었디 

줍커 진태층에서는 庸代 。1후 화염jjI_학과의 디]릭 감능。1 중요한 문제기 뇌 

이 오랜 시간을 지나 처代 山外派의 사상q로 걸실뇌었년 데 비하여 일본 전 

태종에시는 흉듬密敎와의 대엽 갈등을 통하여 天台密敎로 성됩되시에 이른 

것이었다 그런네 고려 띠l 생입된 힌국의 천태종은 밀쿄직 성걱을 띈 일본의 

천애종과는 말함 것도 없고，4) 증국의 천매종과도 성당히 마른 점이 있였다 

41 신마 툴교계에서도 8시]시 닫 9시]시 초에 멍으로부터 띨교를 힘발하기] 반아틀。]고 

있었다 특히 玄超약 義林 같은 신리 울산의 밀 Jl l_ 승려는 각각 밟옆과 암海의 g 
J삐이] 해탕되늠 인뭉 궁시 일본 밍교의 성힘이1 선←「자적인 역딩을 하기도 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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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차이점을 나타내게 된 이유는 여러 변에서 생각할 수 있겠으나， 무엇 

보다도 큰본적인 이유는 그 성립 당시의 사상사적 과제가 중국이나 일본과 

달랐기 때문이었디. 義天(1055-1101) 당시 고려 불교계는 교증 계통얀 휩훈嚴 

宗과 法相宗이 양대 주류를 이루어 대립하고 있였고， I彈宗이 제3종단의 위치 

를 차지하는 교단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이때 화염종 출신언 의천이 불교계 

개편을 추진하였는데， 그 의도는 교리적인 변에서 법상종에 대한 화염종의 

우위성을 확보하려는 것파 교단변에서 !輝宗의 포섭을 통한 천태종을 새로 개 

창하는 것이었다. 그에 상응하여 의천이 내세운 불교의 핵심과제는 性相暴學

과 敎觀井修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敎觀井修라는 사상사 

적 과제는 천태종의 창립을 통하여 해결을 모색하게 되였다. 그리고 의천은 

그의 구체적인 노력으로써 宋增들과 폭넓게 교류하면서 佛敎典籍을 수집하는 

한편으로 敎觀井修의 문제를 확인하고 天台宗을 새로 전수하여 왔다 그 갤 

과 의천에 의하여 성립된 천태종은 宋의 천태종을 받아온 것이였으면서도 그 

내용이나 성격은 상당히 다른 점이 없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의천에 의한 

천태종 개창의 역사적 의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려 당시 불교계의 

사상사적 과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아울러 宋의 천태종과의 비교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의 일생은 11 세의 나이로 화염종의 靈通좋에서 

불교에 입문한 이래 華嚴宗의 승려로서 일관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말년에 

가까운 43세 때연 關宗 2년(1097)에 天台宗을 새로 개창하고， 종전의 興王좋 

의 住持직과 함께 새로이 國淸풍의 住持직을 秉職함으로써 화염종과 천태종 

그러나 본국에서는 善無뿔나 金剛智 계통의 밀교가 독립된 종파굳는 성립되지 못 

하였고， 더욱이 밀교가 주류적인 불교로 대두된 적도 없었다. 그러므로 고려의 천 

태종에 대한 이해에서는 일본의 그것과 탈리 밀교적인 요소는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大뿔냉sm 義솟의 夫台宗 쉰O立과 '*'의 夫台:;F 33 

의 두 총반을 함께 장약히여 영'c_하였다 그민，11 의친에 의한 친태총 개창쓴 

단시일에 쉽거1 01루이진 것은 아니였디 그기 진태증 개장의 뜻을 시]운 것은 

宋에 기기 앞선 30 서] 이전부티였다 의진은 홉宋 전에 생모 f 흉太R와 첼林 

公 찍덕(뒤의 룹협宗)에거1 “天台三觀은 옳上률乘인데， 이 앙에 아끼 이것을 r，~\r. 

치 못힌 것은 심히 유김입니다 나는 간심히 이들 뜻합니다 ‘ 라고 하여 천태 

종 개엽의 뜬은 밝히고 두 사람으호부다 그 후워_g. 약속받은 바 있었다 5) 그 

런데 희엄종 출신인 으1천이 끝까지 희엽종단을 떼날 의사가 없으면서 새노 

천대종을 개창하여 비뚫순을 포섭하려고 할 때에 먼저 주의에 오르지 않을 수 

없는 분제가 불교의 實짧디?인 변에서 끼뽑rr으1 끼뽑j]} _--k..台의 11:觀의 同異웰， 그 

라고 敎學的인 면에서 華嚴과 大台의 調和 "f能땐 응이 아닐 수 없었다 진 

지의 문제에 미해서 의진은， 

”옛날의 뼈온 敎애 의기하여 끼행을 이히는 習禮。1 었는데， 지금의 미댐온 敎듬 떠나서 

F없을 說히는 등댄뼈아 되 Y- 말았다 이 說禮은 그 쯤더에 겁작히여 그 공윤 잃 Y- 있 

는데 반하이 쩔備은 l 특륨理를 따침으로 '?!하여 l 붓음 얻피 있는 깃이니‘ 오늘날 

의 치용앞으1 폐단을 구하고 古맹의 E추情한 3효E 復歸하èI는 것이다 

아고 히였년 말에서 얄 수 있삿이 기、rLx추 敎外딩Ij傳의 達1빨 켜1통의 선종을 

부인하고 天台의 止쩔JL'ζ로 대치)하려고 하였다 6) 그러고 후자의 문제‘ 즉 연홈嚴 

5) 林휴 잔숭， rr터홈山價[횡츄;용東夫台~Éì!j\R_大짤뼈s~zli횡ît ， (홍8방金石생종 r .. 1919. P 

330) 

6-) 옳의 j롤宗은 디]상정을 간행한 깨에 조서를 니]려 義웅3’ψ門 등뼈흉(일영 탑明) 당。로 

하여남 *??錄을 재정사여 -*앙閒元뽑敎錄 1 3 권을 편수케 사었는데， 선종의 기본적인 

정천이라고 헬 수 있는 f六祖j~Æ훈』 파 신종의 4영燈錄의 시초하고 힘 휩 ~:tB의 

『쩔IH홍: 윤 ]깅누 붙매와 매런 사건이 았었다 이에 대히여 의 진은 뼈도을 제거 

한 젓이라고 야여 은근히 aJ 갇을 표시하고， 福F륙의 飛띠왔+*珠가 선종에서 내 

세우고 였딘 敎外3111영의 (ì솟음 적파하기 위하어 친술한 여Ijf엉心法흉」 타논 앤음 

얻어 지신이 펀잔한 圓;gι~R. 권21에 수득하연서 움안 받운애서 *>*의 辯論은 

지극히 옳걷 깃이라jl 공김윤 표시하였다 (大白本뼈i했? 개 1 집 제2펀 치116투 게2 

채 소재 f쩨傳心훈김옳』 찬주) 후1 써 험宋It 志뽕이 RtF중 넌간(1 265 -1274)에 써찬한 

『佛祖統紀』 건 14， 엽統義솟條애서노 의전(’1 1센111룡ι$，용니 이1 부진 &μ￡을 전새히 

여 주jl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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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大台의 調애 문계에 대해서는 宋에 기서 華嚴宗 승려들에게 질의히여 히] 

답을 구히였디 즉 의진은 1'i?、에서 *의 조정에서 의전의 상디)지로서 진거 

한 有誠을 인나지 “앓首와 天台의 敎위J의 [페異잃R 및 두 종의 미묘히고 그욕 

한 뜻”에 대한 둔답을 하였으나，7) 운영힌 해답을 얻지 못하고 이어 îiL州의 

탱j原븐 찾아까 힌해 겨 울유 나면시 휩嚴敎觀에 매힌 강의들 듣는 가운너1] ， 敎

觀井修說욕 확신하게 됨파 아윤러 화염과 천애의 조화 샤능성유 i1t觀의 ‘화 

염의 五敎9] 천내의 (1[;，1:)四敎는 大同하다 ’ 는 말음 동하여 확인하기애 이 

트렀다 품쩌유 의천이 가셔간 희엄전적을 통하여 중국 회염을 부흥시킨 인 

묻도 평가되는 인품인데， 그는 말년이1] 'i太華찜』 을 주석하였으며， 으1천에게 보 

낸 편지에서도 “ 『華嚴픔』 파 『法華經」 두 경은 불교의 表훌요 ijiJ終의 隨11읍。1 

디 " 0] 바고 히여 화연학파 함께 진태학을 놈이 평가히고 있었디 

의진은 ;뿔;탬을 통히여 화언과 전태의 조화 기능성을 획인한 디음에 비로소 

天프홈의 從짧을 찾아가시 天台敎觀을 전수받고‘ 이어 귀」이길에 윤라 天台 ùl

의 國淸츄을 찾아 智者大師홈 앞에시 發願文음 ，，]어 “錢햄의 옆辯大師에거1 

敎觀을 전수받았는 마， 귀국하여 천태종을 개정하겠다”라고 펀願하기에 이끝 

렀다 그런데 여기에시 우리에게 의문시되지 않음 수 없는 문제논 회엠종의 

입장에서 천태종윷 받아틀이려고 하였던 ，~]천이 宋의 천대총윷 친수하여 옴 

에 있어서 宋의 大台r의 훤떠 가운데 회엽회된 1[1外피가 아닌 순수한 거대 

의 입장을 지키려는 山家派의 從짧으로부터 大台敎觀을 받아오」 있었던 전 

。 1 디 

주지히는 바와 같이 중국의 진태종은 六祖 뾰然(711 -782) 이후 뽑嚴化뇌아 

갔는데，l:i l.7K 초기에 四明知i뽑(960 -1 (28)와 쯤雲훌콰이 출현하여" 진태종의 

7) 林용 잔술 「南좀山樓덤t추펴東솟台삶↑매太왈빼師之，，，lit ， p. 331 잠조 

81 휩때의 6서] 엽손인 剛찢흙9*은 17세 매 출가힌 이후 천태종음 "1 릇하어 律 !jl웠 

등의 저1승으-1 J11_학을 널리 공부히였P 머 말년에는 진태산에 듬어키 선다학의 연구 

와 교단의 경영애 주력 5↑여 캉낚지밍은 충식으궁 천대종의 종세를 띨지게 힘으굳 

써 힘↑t 등아와 농相宗i다 $ ... 宗의 융성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침채에 빠섰딘 친애 
응윤 부흥시긴 안불로 평기니였다 그의 대표작인 「콧台르大-g~.J으1 주석( í:li좋훔:t句 

등[， r$華-:y.흉繹짧~ II"~흥해止없輪行傳，1，決 1 7 j- ]()랜)은 단순한 때꿇의 조술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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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뇨體댄을 획보히기 우1하여 港然 。1후의 친태층이 화염이나 션의 사상을 흡수 

히여 본래의 특색을 상실히세 된 것을 개단히고， J멍始天台인 챔피f、 敎學어1로 

의 복귀운동을 일으켰디 。1 이한 움직임에 반발히는 孤山智圓。1나 찢天慶昭 

와의 사이에는 격렬힌 논쟁이 일어나까 되었는데， 知禮 능은 자기의 입장을 

正統으로- 내세우1 山家派라 칭하고， 뼈嚴化된 天台學者릎 LlJ外派라고 하여 비 

판하였다 그리하여 知i혈 이후 宋의 천배종에사는 휩嚴敎義들 받아들앨 것~] 

까， 아닌가 하는 문제들 놓고 1111&( 111外도 내뉘어 論難 抗爭을 밴。1 게 되었 

다 그 논쟁의 주제는 大台짤편의 :金光明經玄義』 으1 廣略二2(:의 문제낀J華 

經』 의 ZIi理隨緣 不隨緣의 문제請觀즙溶』 所說의 理性훌좁의 문제，觀經iLft 

4↓‘宗;f:t~ 所說의 色心껏具說의 문제 등 여마 가지로 진개되었늠데， 그 요전유 

화언의 n옮J닙삶과 진태의 實뼈論의 띔立” 또는 화염의 性起說과 친태의 性具

alì:의 抗엽이아고 할 수 았디 

그민데 화염종의 입장에시 새로이 전태종을 뱉아늘이려고 하는 의전안로시 

는 화염종 敎義들 뱉아들여 唯心論을 내새우고 았던 山外派의 주장에 공김할 

니낀， 훈相 - 휴동됐 j명운 등의 여미 종피와의 시상식 대깅 =주복을 통히여 진매풍의 

宗義즘 발양하며고 한 것이다 기]송 가운데i 회염송파의 판계가 가상 수복되는데 

l는 화임의 사성흘 흡수하여 전태E학음 해식힘으로써 교마적으로 힌단계 김 711 

심화시킨 것도 사실이었。，]‘ 깅과직P 로는 혐랬f~의 단서를 얼게 되였P 며 또한 

전대의 실전저얀 색재늠 헌거하게 희박하게 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91 섭릅 2년(842) 험의 효\:，듀이 단행힌， 이른바 1용昌의 lJl(佛’응 츰걱툴쿄사싱 가정 규 

R가 크구 걷지한 붙교 탄압이었다 그 결과 쩌면부Ej 中면에 실쳐서 번성히였l-j 

여려 종과는 일시。n 캠체위 느애 빠졌다 9세기밤인 g륙末부터 liJt에 걸껴서의 생 

란끼에 천태산에시든 시본식인 *典음 잃어버 i딘 _!;'양으로 10서1 시가 되어 이러힌 

상태를 개단한 썽핏義헛은 진비산 지역윤 영유히여 만영히였난 吳웰王 짧弘0，으1 

후원을 받아 일 :;;.1 .ìI. i끼에까지 를전응 뉘아였다 j;_이 光순유 。| 요청에 웅하여 i땀 

없으로 하어늠 를천음 보내 주었다 끓짧은 τ 뒤 吳)밟어] 머울러 천에학의 개흔서 

인 r솟台四敎ffl~ 윤 지숱하였다 義寂0]냐 능해觀 등의 노력에 의하여 선티1 승 부홍의 

가운의 만시가 일이케 되었다 10세기 탑부 '1 11 세기 ?애 걸셔시는 흉됐의 재자 

에 고려 출신의 寶좋義3월이 나오고， 의룡의 둔하에서 四明知챔아 뽕雪흉式이 나와 

션디11 Jl 1_학의 화업화 경향을 "]딴하7 智μ1敎염얘으1 복구1 둔농을 전개한ρ로써 전매 

종은 게2의 부흥기를 맛게 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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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반대로 천태종의 교의를 보다 

순수하게 지키려고 하였던 山家派의 從課에게서 천태교관을 전수받아 왔던 

것이디. 이러한 모순에 대히여 일찍이 高橋亨은 不可解한 사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었는데，10) 그 이상의 추구는 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의천의 천태사상을 

이해하려고 함에 있어서 하나의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의천이 宋에 머무는 동안에 직접 만났거나， 서신으로 교유했던 宋의 승려 

50여명 가운데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전하여지고 있는 사람은 41 명이다. 이 

41명을 소속 종파별로 분류하여 보면， 華嚴宗 13 언， 天台宗 8인， 빼律宗 3인， 

法相宗 2언， 輝宗 5인， 西天控學 2인， 所屬宗派 未詳 8언이다. 이 가운데 화염 

종의 승려가 13인 0_로 가장 많았던 것은 의천의 불교 중심이 화엄종이였다는 

사실파도 부합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 천태종 승려가 많은 것도 의천의 불 

교에서 제2의 종파가 천태종이었던 사실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11) 의천과 

교류했던 宋의 천태종 승려 8언을 山家派 山外派 등의 학파별로 분류하여 보 

면， 山家派에 속하는 승려는 從課 元j爭 中立 法憐 등 4인이며， 山外派에 속하 

는 승려는 仁몸 可久 등 2인이고， 기타 나머지 J堆動 辯률 등 2인은 法系가 

불명이다.12) 이로써 山家派가 다수를 차지하고 았으며， 특히 從課이 의천에게 

天台敎觀을 전수해 준 正統의 祖師로 받들어지고 있었던 것은 山家派가 正統

10) 高橋亨 r大覺國師義天η高麗佛敎1:對τ&經輪1:就ντJ ( r朝蘇學報~ 10, 1956, P 

133). 

11) r樓鳳좋天台始祖大覺國師陣銘」에 의하면， “국사는 세상에 뛰어난 큰 임무를 감당 

할 수 있는 재주를 가지고 여러 종의 학문에 사무쳐 통달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그 스스로 인정하여 자신의 엄무로 삼은 것은 賢首와 天台 양종에 있었다"라고 

한 바와 같이 의전의 불교학의 폭은 대단히 넓어 여러 종파의 교학을 섭렵하였지 

만， 중심으로 삼은 것은 화엄과 천태 였다 

12) 해橋 r義天과 宋의 天台宗J ( r빼山李智冠스님華甲紀念論農 韓國佛敎文化思想史~ , 
1992, pp. 841 ~ 62). 



大뿔냉sm 義솟의 夫台宗 쉰O立과 '*'의 夫台:;F 37 

의 위지를 획보히고 있던 상횡에서 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뇌보 얄 수 있디 

그이나 당시 宋의 불교겨1에서 ÚJ家펴 승려늘의 학적 활동은 :):0많 이외에는 

山外派 승려늘의 그것에 미치지 못히였으며‘ 더욱이 화염종의 입장에서 새로 

이 전태피혁을 받아늘여 화염 전태 양자의 조회털 T，'~색하고 았던 의전 으로 시는 

圖表 1 宋代의 天台宗系語

1핑，~'l: - 7C f Æ: ’끼 'f 녕H}- 효훌 f똥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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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家派 승려들파의 교류민으로늠 낀즉할 수 없었던 것 같마 그 걸파 山外派

승려늘과도 교류를 히셰 되었던 것인미 그늘이 바로 L:옮파 可久 응 2인。1 

었다 。1 늘 2인은 帥弟關係에 있년 얀물늘로서 後山外派‘ 또는 雜傳派로 일킬 

어지고 있었다 의전과 J1L듀한 인물 가운데 前山’ ~ì!K의 인물이 한 사강도 없 

었던 것은 의천이 宋에 가기 천에 오두 入폈힌 뒤였기 때문이라고 보며， 仁

몸과 可久 등 291도 오두 의천과 lT'_류하게 될 때는 그들의 말넌갱이었다 

한빈 의천은 宋에서 3 ，000여 권의 많은 佛뻔음 수집하여 왔논데， 득히 宋의 

￡台r염의 저술을 언심히 수집하여 왔음이 의천이 귀국한 뒤 편잔한 『新編

諸*敎찮總錄』 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 불진목록에서 宋代 大台$1"함의 저숲 

만을 뽑아 山家써와 山外派로 분류혀 여 보면， 山家派의 저술이 모투 IIA 33 

部 76챔， 山外派의 저술이 모두 7 A 63部 1891동이 되야 山싸派의 저술 分量

。1 압도적으로 많유 것을 알 수 있디 그리고 그 山外派의 저술 가운데는 Ý;D 

禮를 비롯한 山家派의 敎說을 끼집 논란하였던 것늘이 다수 포힘되고 았어서 

의천의 山外派의 주장에 대힌 관심과 펑 !t가 어떤 것이였는까들 짐직케 힌다 

의천의 ”해編諸宗敎藏總錄」어] 수록된 山外派 승려 까운너1는 특히 前山外派

의 孤111智圓(976 -1022)의 저숨이 31部 129卷， 後111外쩌으1 i爭覺仁rt의 저숭이 

23gþ 48卷어1 탈하여 이 투 사람의 저숨이1 각변한 관섬음 기윷。1고 있었음음 

?1 수 였다 뿐만 아니라 ;大覺國師文集』 에서도 智圓。11 관한 언급이나 그의 

잭의 얀용이 지주 나타나고 있으며‘ 그라고 仁폼의 서신이 설여 있응을 보아 

의진의 진태사상에는 智圓파 ↑_:H;의 영향이 크게 미치고 았였음을 픽인할 수 

있디 13) 

13") _lI_~ 仁宗 15년( 1137)에 수링된 「南훌山燈0원츄j흉東솟台始祖大윷냉師陣」에는 "(으1{ 

이 ) >Fó;'t;하jl 툴아와서 지유이1 왕애게 올린 표문애서 J바이의 파E를 건너 百뼈의 

善友의 만나서 두구 톨敎를 콜중問하였음은 오로지 성성익 위업에 행업은 것이은 

바‘ 솟台 !t首의 승학괴 쭉水 孤山으-1 J]I_지에 "1 브기까지 외람외거] 항로와 본지를 

전해믿있으'-]， 이는 箕JS를 잘못 겨i춤한 깃이 。r}1가 저으기 걱정됨니다 1 라jl 하 

였다”라 하야 의친이 *에서 친애의 孤111흉1圓과 화염꾀 쯤水r￥J명으로부터 툴법의 

응지 를 받，\- 왔음을 전히 R 있다 그러나 『大짧냉師 k흉」 권8이) 실렌 「至本뼈境上 

Z罪表" 및 '\'}集「 권 13에 실련 rA台始씨大짤國때6앓銘」 문에늠 이와 마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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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려한 光宗 12년(961 )에 댐햄은 大台典짧을 吳越에 전히여 중국 친티1 

증을 부흥케 히여 준 것으로 유냉히거나와‘ 그기 지은 『天台四敎廢」 는 진태 

종의 개는서아고 할 수 았는미， 그 뒤에 그에 대한 註流기 73종 130여종이나 

냐왔을 정도로 증뇌 • 힌~- . 일본의 3파의 전애종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민 

네 그 H 天台四敎樓』을 최초보 校動하여 *li'1，'1힌 91물이 바보 山外派의 智圓이 

었다 智圓이 많은 저숨욕 남기연시 山家派에 대행하는 짧將 역한온 힌 인물 

이었음을 고려하면 I 天台四敎價』가 입찍부터 득히 111外派 승펴듣에게 F목 

받았음을 안 수 있다 그버고 이 :大台四敎價』 의 양釋즙북혹서 가장 앞선 연대 

의 것유 從義(1042 -1091)의 『大台四敎않集解 3卷인데， 仁파의 사文을 좋本 

으로 하:i!_ 있마‘ f二놈파 從義능 보투 後山外派에 소속뭔 인플로서 『大台四敎

優」 연구의 효시기 되고 았디 의전은 『新編짧宗敎藏總錄」 에서 채觀의 :天台

四敎優- 와 함께 L폼의 『科， 1 용‘ 從義의 :科， 1챔，集解， 3용， 從陳의 :講

義J 3권 능을 수콕하고 있 0_며， 또한 의전 자신도 끼집 그젓을 註繹하여 宣

宗 6넌(1089) 2월 海印츄어1시 증간게 힌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의천이 宋 山야 

im 승려들의 영향을 빌으던시 짧觀의 天台四敎樓」들 매단히 증시하였q며， 또 

한 그들 한국 천내종의 祖師혹시 높이 숭상하였음음 안 수 있다 141 

음 전하이 주」 있어시 주목띤다 즉 “(천략) 흙염 賢首의 중학과 슨짧 F딩 111 의 교 

지어] 이 F 시끼지 외담되게 향토와 툴지를 전히1 받았。니 (후략)"마 히여 tì相宗

華~~~ 솟台宗 11M용宗의 4송의 옹지듬 받아 요 것으토 언급하고 있는데1 분집의 

내용이 정확힌 깃으로 셋각원다 주측켠대 仁宗 9년( 1131) 林存이 왕t션을 빈아 친 

숱한 원래의 비문은 문겁의 내용과 같았을 것이니， 仁宗 15년(1137) 바석을 시]울 

때이] 전대송의 송며듬이 의전의 플..ll!. 가운데서 득히 전대송의 입상응 강초하며늠 

의도어1시 iM섬과 귀낀팎음 제외하」 화입과 천태반을 민아 온 깃으로 내용음 조각하 

여 새긴 것。로 보얀다 
14) 의전이 jj$없을 한국 전~종의 조사둥서 높이 추앙하:i!_ 있있음은 그의 문전과 「쩔 

，w，\좋Xtìfr읍祖大뽕國뼈뼈」 등 에러 곳에서 확인되는비， 특히 천애산음 칫아 양용大 

gml1'i 잎에서 을린 발원운에서는‘ “기민히 생각하읍건미 지희 니 i 개노 옛적에 해없업 

사가 았어시 대사의 짜엎윤 마븐 Lfcfoll 까지 유통시치있으Lf， 그 전하여 이히는 계통 

이 끊어껴서 자금은 없으니， 툴초힌 。1 의친이 분발하여 응을 잊어매리면서까지 

스승을 찾I 노를 불였습니다”라I 한 것을 보아 話觀。1 전한 Jl l_엽이 끊어진 것을 

애식해 하v，시 자산이 二L깃웅 다시 잇겠다늠 시운을 사:i!_ 있있음응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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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表 2, 『新編諸윗敎藏總錄』 에 수록된 天代 天台宗뽑의 著述팀í~(A名BIJ) 

l 山家派

(1 ) 四a)J知禮

$횡十不二門m~필” 二卷

同 *、↓ →卷

it華義I뾰記 二卷

同 科 →卷

金光g셔經文句科 二卷

文句등E 六卷

2;義14 *용 

2;義취약遺記 三卷

f뚫難tÃ宗記 환 

十義書 귀卷 

觀無울률등올*쪼妙宗S':'J; =卷

H →卷

請짧즙經繹{법ι二用 →卷

ZU~띨!iil'왔二十門 →卷

(2) 협쫓逢式 

얻흩嚴經t~~，要j>1i 四곁 

金光a)J經徵i*補助f옳 :fr 
觀4따量릉흥*표í1生i爭士決疑行願二i*門 경 

'1、阿爛rG經11生탱土생i~J(í옳 →卷

등휩觀품經↑행용쫓 →卷

(3) 南휩쨌흉 

十不二門總ZII指歸 →卷

(4) 廣智尙쩔 

答二T書 →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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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體章 -융 

(5) 효辯從짧 

議j얀便Ab題 환 

(6) 辯才JL;!爭

圓理事說 →卷

科 →卷

(7) 廣愈慧才

圓敎解行集要 →卷

(8) 륙示繼忠 

金光明經[義뽑科 -환 

解뚫등용 三卷

天台쨌集디義 1 三용 

(9) 處講

j去華十不二門題妙 →卷

(10) 如돔 

天台文類 十卷

(11 ) 옆짧 

觀無量증좋經낸十疑論 →卷

般若/ι;얻용흉宗記 =卷

* 음計 ll A. 33部 76용 

2 山外派

(1 ) 룻동光써敏 

資中iBiE훌證야 六卷

(2) 孤111智圓

大1및쨌經ibiiH 二十卷

二德指歸 二十卷

玄義村 =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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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i原機要 =i뚱 

金때IJ)댐 4 환 

뺑、 t生錄 四경 

無量義*양Jttt 二卷

首j앵嚴經흉흉贊j딩g 十四卷

~ 十卷

δ썩! ~↓ 五卷

H ;치卷 

*옮摩經후훈格記 十卷

H 六쩔 

般若'L'、*￥if1rE *용 

;꺼등뽕Qlþ *용 

￥、↓ →卷

뽑入不엄議f용門*~꺼i →卷

文댔등Q般삼*않1Bi 二卷

觀無量등웅*찢刊正記 二卷

*• →卷

시、阿弼ft經tJt →卷

賣資” →卷

科 :fr 
四 1 二章經注 :fr 

正義 환 

캠료蘭益션옆}따花 '~/þ 二卷

f、↓ →卷

h용證文 →卷

佛遺敎經ifc 二卷

*• →卷

(3) 水嘉繼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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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i 옹t -융 

(4) 宗릎 

iìi:f현훈2I<iit+二門 경 

(5) 탱쩔Lffi<以下 後山外派)

大1里짧꺼얻게혈讀文 →卷

十不二門文心解 卷

科 →卷

論二T뽑 卷

首1뽕嚴經集解 十卷

文句 =융 

뽕閒듬E 五卷

說題 ?응 

說題利 卷

禮調성용 →卷

金剛般상經iFtt 二卷

經~μ 三卷

r • 卷

觀無量등좋經十E명뿔 →卷

IJ、阿爛p't;經합「id =卷

新I없읍歸 二곁 

科 곁 

佛훌敎옆助宣記 二경 

四分律南띠祖師禮讀文 →卷

liI!î食須知 卷

天台四敎↑했:↓ →卷

義햄雜編 六卷

復右施行1효↑쫓 →卷

(6) 흩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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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華經등협 [ 不느門新}士 융 

首標嚴*표說題通쫓 二경 

(7) 新智從義

天슴四敎{義科 

集解

→卷

三卷

* 잠計 7A 6.、部 189卷

그런데 의천의 『新編諸示敎藏總錄: 옥 각 권의 卷首이11 <‘홉東有本見行錄>이 

라고 기록한 바와 같이 단순한 文없n으1 훔日을 集錄한 것이 아니고， 그 자 

신이 현재 鬼集히여 所藏히고 있는 章폐의 總팀으로써 千111'J을 목적으로 하였 

빈 전과애 그리고 그기 수집한 것 기운데서도 그의 불교 기준에 의히여 디시 

취사 선택푸1 것이아는 점을 고려히연‘ 宋의 전태총의 승려 기운미 山싸派의 

홈述을 다수 수집하여 章iBt니錄에 수록하고 있었닌 점을 다시 힌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1 것은 결국 화염종의 의천이 천래종응 새호 받아들임에 있어 

시 화엄Jí7_희과의 대결음 목표로 하여 ”大짜起信論』의 唯心論이나 휩嚴의 ↑뽀 

起說음 받아들이가들 거부하고 순수한 천매교핵으로시 實相등움이나 ↑生具說을 

지키려고 하던 111家찌의 止統 大台뻗만으로는 만족함 수 없었고， 그의 불교 

입장과 합지될 수도 없었던 것윷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힘 수 있다‘ 따라서 

의천은 천대층의 불교 내용에 있어서능 山家派보디보 山外派의 敎學에 더 공 

감을 ;;1 고 그것을 적낙적으로 받아늘일 필요성을 든끼거1 되였니 것이 아닌기 

한다 그이나 宋의 불교계 상형 을 직죄 목격히였고 수많욕 승려늘파의 .iJl류 

를 통하여 ￡의 불JIL겨)를 정펙하;1] 01해하고 았였던 의전 C즈로서는 iE統 天台

學의 위치들 화보하고 있던 山家í!íi들 의식하지 않을 수 없였 q며‘ 나아까 표 

면객 q로는 그 山家派 천태혁의 전수들 표방하지 않음 수 없었던 것으로 보 

아다 여시에서 우리는 의천의 천배종에 있어사 표방과 내 용의 자。]， 이념과 

헌신 사이의 김퉁과 고민을 얽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오늘날 川家派 111外펴 사이에 論짧된 저숨듣이 거의 지해지지 않고 

있으며， 주로 止統때로 지지하던 山家派의 知禮의 『十義뽑』 와 『흉빙 C、느딩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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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일부만이 전해짐으로써 그 論難의 實相은 그 半面만을 아는데 그치게 되 

었는데， 이 접을 고려하면 의천이 수집하여 간행한 많은 분량의 宋代 천태학 

의 저술， 특히 山外派의 저술이 모두 適失되어 전해지지 못한 점을 아쉬워히 

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山家派와 山外派 사이의 논쟁을 통하여 이 

루어진 송대 천태학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천 

태학에서의 의천의 입장에 대한 구채적인 이해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四

1홍宋에 앞서부터 天台宗 개창의 의지를 갖고 있던 義天은 宋에서 먼저 화 

염종의 澤源으로부터 華嚴敎觀을 전수받는 가운데 華嚴과 天台의 調和可能性

을 확인하고， 곧이어 天台宗의 從5명을 찾아 天台敎觀을 전수받았다. 그리고 

마지막q로 天台山을 찾아 智者大師搭 앞에서 천태종의 개창을 촬願하고 귀 

국하였다. 이로써 천태종 창립의 일차적 준비를 일단 마치게 된 의천은 귀국 

하자마자 佛敎典籍을 정리 간행하는 작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천태종을 개창 

하는 작업에 곧 착수하였다. 천태종의 개창 작업은 구체적으로 좋刺의 창건 

과 f曾個의 모집을 통한 敎團組織으로 추진되었다. 그런데 천태종이라는 새로 

운 종파의 개창은 화엄종의 불교계에서의 위치를 강화하는 대신에 법상종과 

선종에는 타격을 줌으로써 중앙의 교단체제에서 종파 사이의 균형을 깨뜨리 

는 불교계의 개편을 초래하는 것이였기 때문에 불교계의 반발에 직변하지 않 

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근본사찰언 國淸놓와， 그리고 개경에 소재한 또다른 

천태종 사찰인 天壽놓의 창건과정에서 불교계의 반발파 왕실과 仁州李J3Ç를 

비롯한 門關貴族 등의 정치세력 간의 대립 갈등의 양상에 따라 공사가 중단 

되는 등의 적지않은 파란곡절을 겪게 되었다.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하는 과정에서 제일의 후원자가 된 사람은 생모언 仁

賽太팀와 형연 類林公 熙(뒷날의 휴합宗) 등 2인이었는데， 개경에 천태종의 근 

본도량으로 창립된 國淸좋와 大壽좋는 바로 이들의 願쩨이었다. 그 가운데 

국청사는 연예태후가 자신의 願刺로서 宣宗 6년(1089) 10월에 착공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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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윌 만인 다응해 3월 新멧용이 벼락으로 소설원 사건이 발생히지 順宗의 

원갈인 弘圓좋와 함께 농사기 중지뇌였디 그런데 이 화새 사건은 공사 중지 

의 표년적인 구실에 불과히고 실제적인 이유는 신대종 개장으로 티격을 입거1 

되는 외척 仁州李fí:세력과， 그리고 얀주인씨세력과 연결뇌어 았던 냉얘宗 고[ 

단 측 0_보부터의 반대 때문이었던 것 0_로 보~1다 그러나 빈예애후는 천래종 

개장의 의지들 표시하지 않고δ 션종 9년(1090) 6원 白州의 見佛츄어]시 [만엘 

을 기약하논 天台치1댐熾i:t윷 개선하는 둥의 노략음 말년까지 11]속하였다 그 

런데 그 자신이 그해 9월 서경에서 세상을 떠넘으도써 천대종 개창 작업욕 

중단되고 맏았다 그뿐만 아니라 효*이 11 년(1 094) 5월에 서]상을 떠나고 연 

주이씨 출신인 李資義기 집권히게 되지， 의친도 그히1 2윌 뺏王충의 추지직마 

저 내놓고 弘圓놓 주지로 옳기었디가 5월에는 uf진내 海印좋로 되거히지 않 

을 수 없였디 그린데 그 디음해 7월 李資義 일피에 의해서 핍박받빈 했林公 

照가 구테타를 일 6_처 주윷義 서)럭을 세거하고， 01 어 10월 需宗 0_로 즉위하 

게 됨으로써 의천은 다시 개경으로- 돌아와 興士좋의 주지보 복귀할 수 았었 

다 그리고 이어 오렛동안 중딘되었던 국정사의 공사들 재개하여 마침내 E뎌 

$2년(1 097) 2월 준공을 보게 됨으혹써 비혹소 한국에시의 천내종으1 개정이 

이루어진 수 었었다 또한 大壽폰는 혐示의 워촬로서 창건된 것인데， 슈종대 

。11는 와성을 보지 뭇하고 숙종。1 세상윷 떠났다 그 다음 흉*代에 공사가 

계속되었으나 귀족들의 반대에 부덧겨 중단되늠 등의 적지않은 파란곡절을 

겪은 끝에 客宗 11 년( 1116)에 기서야 비로소 완공될 수 있었다 이로써 전태 

종이내는 새로운 종피의 개창은 전체 불교교야의 개편과 증피 사。1 의 균형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었기 띠둔에 당시 불__l[~계의 커다란 반발에 작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러고 정치적인 문제와도 맛울팀 q보써 식지않은 

우여곡실을 겪은 끝에 비로소 이우어질 수 있게 되었음응 알 수 았다 

힌핀 의캔은 國淸좋가 준공되자， 興工좋의 주지직음 거1속 보유힌 채호 국 

청사의 주지를 옳職하고 천대교단의 조직。11 착수하였다 그런데 의척은 꺼대 

종 교단음 조직함에 였어서 자신이 워래 속하였던 회엮종의 송려는 단 한 사 

람도 참여시키지 않고， 오로지 ”댐宗 승려만을 푼섭 BI 여 새로 구성하였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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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宗 15년( (137)에 수럽뚱1 r價鳳놓大台쩌、祖大쩔國師많」 의 陰記에 의히면， 

”홈깨 대각국샤가 땅웅애서 단생하여 (전대산의) 꺼pt에서 낸웅을 전해받고 본굳이) 

몰아와 친비진종윤 옵 P용히니， 녁은 기득히지 않아서 。]웃，，] 았었:11-‘ 구슬은 부.?-^] 

아니하어도 건A도 。|르러 왔다 L러므로 톰順츄 뼈니츄 샘양극동 高j좋충 양감추 

등의 五$:흉의 名公 횡徒듬이 영령이1 따라 함께 모였으며 그밖에 대샤국사의 분하 

로 식접 투심한 훔띠의 X公 쩡徒 300여 밍고} 앞으] 귀門셈%와 다불이 무려 1,000 
명이있다샤 

라 한 것을 보아 지음 교단조직 딩시 ，Q] 천대종의 인원수는 1，000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모두 선종의 승려였음이 주목되며， 이틀은 R게 투 그류으혹 나 

누이진을 일 수 있디 그 한 그룹은 居賴좋， 神[총? 靈嚴좋， 흠j좋충? 찜씁극품 

등 5개 사잘의 승려 700여 병으로서 이늘은 모두 고려죠 光宗代 吳越로부터 

받아늘여진 &뼈宗 계통의 때엽늘이었음 이 주목된디 이로 보아 고려초의 & 

眼宗은 光宗이 새상을 떠닌 뒤 改章政治의 증단 C즈로 인하여 독립된 종파로 

쟁립되지는 옷하고 말았Cι나 그의 $:孫들이 지방의 사창에시 이어져오다가 

의천의 천래종 개정에 식극적으보 호응하여 옵 0_5'，써 그 장입의 인삭기반을 

이누었음을 안 수 있다 그 다응 제2의 그츄은 의천이 식접 자신의 문하로 

포섭한 陣염 3α)여명 ~l 데 ↑뽕離 • 쩔원$' 景뼈 • 표妙 릉 4~1 이 각기 자신의 문 

도듣음 거느이고 천대종 교단에 착여하였다‘ 그런데 으1천이 이와 같이 선종 

15-) 의진에 관한 비석은 靈행츄와 댐鳳촉 두 곳에 세워졌는데‘ 맹통시의 것은 1二宗 3 
년 의천의 회염종 계통의 제자틀이 수휘한 것으호 그 유기애 열!]되 문E들은 모 

두 화언총 승il'，등뿐이다 _L '2. 고 신황사의 깃은 인종 15년 의천의 천에츄 셰똥의 

제자들이 수됩딴 것。로 그 음기애 얼거된 운노들은 꾼누 진태승의 승려플뿐이다 

따라서 두 에식의 유기에 기록되 문E듬의 명단은 한 사함도 중되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나는 바 이깃은 두 종단익 승려틀이 엄격하게 구분되었음음 의 u]하는 깃 

。]이Y- 본다 그? .. y_ 운노듬의 영단을 니영히는 방식이 서로 다듀rll 영봉사의 비 

식에사는 ↑합*ft tr!i 三重大때 重大~~ 大때 大德 퉁 $:flïi 순으굳 분류아여 q열하 

고 있는미 비하여， 신봉사의 컷에서논 德짧 쫓宗 景蘭 連妙 등 effl 용 별로 분듀하 
여 a설系 순。로 q 영하? 았다 。1 서한 치。1 기 니게 된 것은 Jl'_ 응보다 선승애서 

法系를 중시하였던 특성 때문이있다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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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 1간을 또섭히여 친티1총 교단을 조직한 걸과 선층교단은 친태층으로 개응 

한 승려늘과 선층을 고수히려는 승려늘로 양분되고 말았디 서온으→ 긴스
ι 。 a .....1.'- I L 

승려늘이 의신의 死後어1 디시 미두허연서 그 교단의 이듬을 낀태증에 대행히 

는 의미로 禮門九ÚJ 대신에 새로이 룡찢宗이라고 칭하셰 되었다]이 그 결과 

신랴말 이래의 禮門 )L山은 천태종 정 입으로 91하여 天台宗과 홈찢宗으로 양 

분되기에 이균렀다 

다른 한펴 의천은 

台원을 강의함으로써 

천내종 교단의 소식을 추친하면서 옹시에 여러 사례 天

교라체게의 마련을 통한 층지의 정립에 노력하고 았었 

다 『大쩔國師文集」 에서만도 3번의 강의 사실이 확인되는데， 칫번째는 볍示 

2년(1097) 5월 國{줌극톤의 준공기닝으로 친태층의 근본경진얀 『法華經』 의 강의 

기 이루이졌고， 디음 閒宗 4년(1 099) 9월에는 三角 ÚJ 의 접;林촉에서 힘J싫佛然 

의 『本생 1 妙4、二門」 을 캉의허였디 17} 그 디음 閒宗 5년(1100) 6월에는 國淸

1βl 종파으] 이픔은 화업종이니 법상흥 등과 같이 난본정전의 이틈이니 냐본종지의 , 11 

용에서 취하늠 갱우가 일바처인디1， 여)껴적으도 전대옹이나 초계옹의 누 종파v1유 

증 q 의 산 이륜이나 지명에시 취후1 깃이다 쉰태산운 증극 빼ì:1.省 j州에 소재힌 

산의 이릅?로 친티]종의 남본 도녕인 國{벼휴가 우]치하끼 았。며， 친대총을 개장한 

휴~;，W가 01곳을 은기모 하였키 애분얘 夫台大師라고 플ci 졌다 그이고 뽑찢라는 영 

칭응 증국 홈東좀 융iH↑[ 쩔峰JIJ 빗 寶林극동가 자려했던 곳의 지 t영으로 훨候村의 시 

내(찢)마는 말안내‘ 이곳에 중국 신종의 실질직인 장쉽지얀 六祖흉能。1 01울미서 

선송을 쿠거] 일으켰기 때분애 그음 일i'] 뽑생大師라고 칭하게 되었다 그런데 숭 

극불교사에사는 홍찢라는 이른응 션츄의 별칭으로 사용되있듬 뿐 F채적인 증파익 

이픔은 아니었P 니， 한국론괴사에서는 신종JíI_단의 실세직인 종피멍。토 시용되었 

다 소계송이라는 맹칭익 사용 시기에 대해서는 툴교사학계에서 여라 가지 수상이 

제기되고 있으나 평자로시는 의천에 의힌 천태종의 창탑 이후부터 사용되기 시저 

히였。며， 진배종의 장쉽P 로 뼈門九山이 양문히게 되지， 진비종에 기담히지 않은 

선숭등이 익해서 전대송애 rB융되늠 영갱으모 뽑~~이라늠 이류이 분[껴지기 시삭 

하였던 깃으로 보고자 헤다 (싹映途‘ 「흠j용쩌;음에 ßt하이 r뚫뺑횡報J 9, 1938 ‘ 

金iJ1泰九山뼈門 形成괴 뽑윗宗으l /.lé開 r韓國史論JJ 20, 1990 침조) 
17) 혜생r흉햇(711 - 782)은 혐代 후가 전대학을 쿠게 진흥λ1 컴싸 힘깨 좋웠ft궁의 만시 

를 인 '?l물로 유병힌rJI τ의 교학의 주요 내용으로는 또$포上主義‘ 'l't貝說마 •t 
zf;說 無↑꿈有↑生짧 등을 들 수 있다 그는 닷햇월듬論」으1 .. ，~얘이?양1 시상애 의헤 

시 휘E용의 훌홍↑며응 놈하였2 r筆嚴*!)i，! 의 사상얘 기 ? 하여 æ과 佛의 →뿜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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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에서 친태악의 원론이랴:i!_ 할 수 있능 大台핍탱의 『法華玄義， 10권을 강의 

히고 있었디 그러고 같은 헤어1 처음으로 天台宗의 宗選을 실시히여 奉恩츄 

어)서 100맹의 학승을 뽑아 진태풍의 ’잉論 120권으로 시험히여 그 기운미 40 

여인을 합격시킴 C즈로써 Jι딘채제에시 전태종의 개칭을 공인받기에 。1브렀다 

이보 보아 의천은 천래교희의 :;<1흥과 _iï7_딘의 정비에 싱당힌 꽉성과 노릭욕 

시올이고 있었음븐 암 수 있다 그런데 의천의 관심은 천태종의 敎學어]만 한 

정되었고6 止觀은 소홀히 한 것으노 보인다‘ 의천은 천내종의 개창애 잎서 회 

염증에서의 敎觀JHt를 주장하면서 t성如로 대표되는 고녀의 전통적인 회엄학 

을 비판하였다 특히 의천유 宋애 가서 i￥i原어1 거] 회염을 수악하고 몬아온 이 

후에능 화언증 측의 저자들에게 敎學파 觀門， 즉 학문적 이론파 실친 수행을 

맹행히여야 한디고 강조히였다， R, 그린매 의전에 의해서 새로 제기￥1 敎觀井

修說유 고려 화연총을 새로운 단계로 진전시칸 의의를 기진 것이었으나” 의 

전의 觀門에 대한 이해는 구치1적얀 수행방법이 결여펀 觀念性을 빗어나지 못 

한 것이라는 문제겁이 았었다 원래 화엠종의 實짧門으로사의 法界觀은 그 

究옹호이 事事無E륭法界인네‘ 哲學빙、想、 0_로시는 인간이 사유할 수 있는 究효的 

~l 반닫윷 보인 것이지만， r敎的 흉隆이라논 변에사는 '11 약한 암면이 없지 

않았다 화엮총에서의 觀門의 觀念性윷 극복 하는 방법은 *密과 같은 적극적 

$'1'1'파 ↑깨法의 →義↑牛을 수상하였으며1 그의 無情취↑후說년 근본저으효는 大켜용起 

f릅5命』 의 P밟 C、5命며 世界없어| 의해시 뒷민친띈 수 있는 깃이기 띠문에 l으l 교아읍 

걷l'j 식P 로 친티Jj끼학과 화업 w_학의 사이듣 르I게 좁힌 것P 로 굉기된다 화업종으] 

입상에서 전대송을 새E 개장하멘서 누 Æ학의 조화응 모색하고 있년 익 전에게 짧 

%의 교아 스 탕연히 주목되지 없을 수 없었듬 깃으로 보이는데 L의 r新偏諸宗敎

빼總MkJ 에서는 홈썼으] 지술을 다당 수집하여 떤입히였음을 핵인한 쥬 있P 며‘ 그 

며고 그 자신이 『굶華씬 1 ， ræ華2:.義!봐 함께 港싼의 r솟台本렁十妙不二門)을 우 

선하。1 깅외한 깃도 뾰*의 교학음 증」으시핵 격 4라-" 본다 _-l랴-" 악전의 볼교 

의 祖師說로서 화업의 九祖說파 진에의 九祖說을 니]세우끼 있었는비， 이것에는 화 

염송에서의 {꿈iMM뼈파 함끼) 전대송애서의 g끼;~~然을 /f키 희엄송과 전대송의 최 

츄의 조사로시 증시하라는 의도가 끽라 있있던 깃으로 보얀다 

18 , 뻐챔 「義솟아 I\J.I미를 비판한 이유 I亞째亞애 있어서 경홈없으1 1立相」‘ pp. 147-175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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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 끼행敎 웃t를 추구허늠 것이었으나， 禮宗 자체를 끝까지 인정히려 히지않유 

의진으로서는 宗혐의 i렁敎-致說을 받아늘이지 못히였고， 그 앞선 끊觀의 과 

도기적인 화염의 단계에 머물고 말았디 여허등 의진은 화염의 實隆門안 法

界觀을 가지고서는 철저힌 實體佛敎인 폐많宗을 포섭하는데 힌계가 있다는 것 

욕 91시하였던 것 q보 보이며， 그 섣파 의천은 화엮의 $)11-觀 대선에 그보다 

實짧生이 강힌 천애종의 止觀욕 가지고 선종욕 3돈섭하는 간접식 91 방법음 강 

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천은 천배종의 止觀애 매한 구처1 직 ~1 수행방법을 

추구하지는 봇함으도써 不立文字 敎外센jf;흥을 주장하는 逢뺨 키1통의 선증을 

부인하변서 福門九111의 선숭의 일부를 천태종으도 개종시키는 데는 성공할 

수 있었으나， 불교의 내용에서늠 이름낀 끼행宗에서 大台宗으로 변경되었을 뿐， 

그 붙교의 실진수행의 방법까지 天台止찢명으로 바꾸지는 못히였언 것으로 보 

인다 그 걸과 의신이 창휩한 진태 4좋은 敎觀井修를 ::L 층지로 히였음에도 불 

f하고 그가 숙은 뒤 Jl~혁의 연 f마저 증딘됨으로써 실제적인 분끼[ 내용은 

선종의 그것과 r별되는 正體生음 확핍하지는 못하였던 것 q로 보인다 이러 

한 천애종 Jíl_딘의 n，순은 의천。1 세싱을 떠난 뒤 홈찢宗이 크게 융 생하게 됨 

으로시 교단의 친혹이] 어려웅을 겪지않을 수 없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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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

의천의 천태종 개창으로 輝門九山이 천태종과 조계종으로 양분된 결과， 교 

단체제는 고려초기의 회염종과 법상종， 그리고 輝門九山으로 이루어졌던 3개 

의 종단체제에서， 이제 교종 계통의 華嚴宗과 法相宗， 선종 계통의 天台宗과 

團漢宗 등 4개 종단 중심의 체제로 개편되었다. 그리하여 천태종의 위상은 

이러한 4개 종단의 역학관계에 따라 변화를 겪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데 의천이 세상을 떠난지 4년 만인 1105년 10월에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던 

뽑宗마저 죽음으로써 천태종의 위상은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숙종이 세상을 

떠난 바로 다음달인 11월 천태종의 개창에 직접적으로 반발하였던 법상종에 

속한 玄化좋의 德昌이 王師로 책봉되고， 이어 흉宗 2년(1107)에는 의천과 교 

류하면서도 천태종의 개창에는 끝까지 참여를 거부하였던 憂률이 다시 王師

로 책봉되고 있었 0_며， 또한 賽宗 7년(1112)에는 숙종의 원찰인 天壽좋의 공 

역이 중단된과 함께 의천의 동생연 導生f曾統 鏡가 지방으로 유배되는 사건이 

얼어난 것 등은 義天의 영향력의 감퇴와 천태종 교단의 위축을 의미한 것이 

였다. 불교계에서의 이러한 추세는 다음의 仁宗대에도 이어져 그 즉위년 

(1122)에 법상종의 승려로 추정되는 德緣이 國師， 그리고 의천의 수차례의 설 

득에도 불구하고 “輝파 講을 交灌할 수 없다" 고 하여 선종을 고수한 學-이 

王師로 각기 책봉되고 있었다. 이로써 예종대와 인종대에는 중앙의 불교계에 

서 천태종의 개창에 반발한 법상종과 선종 안에서 천태종과 경쟁 관계를 이 

루게 되었던 조계종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 반면에 의천 계통인 화염종과 천 

태종은 크게 위축됨을 면하지 못하였음을 확언할 수 있다. 

그런데 천태종 교단의 위기 상황은 교단 밖에서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교 

단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었다. 즉 의천이 세상을 떠난지 얼마 아니되어 천태 

종 교단은 法眼宗 계통의 승려들과 直投弟子들의 두 파로 나뉘어 대립되기에 

이르렀는데， 그 가운데 법안종 계통의 五法홈의 승려들은 원래부터 큰거로 

삼은 本山의 사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기 본산으로 돌아가 버 렸다. 그러자 

중앙의 교단에는 의천에게 直投한 門下의 弟子들만이 남게 되었는데，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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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딸 곳이 없었다 그랴히여 備宗은 9년(1104)에 앞의 五法흉과 直f~弟子를 

합한 六i*春 기운데 直投弟子늘을 기장 首位에 두세 함으로써 正統으로 인 

정히여 주는 조치를 취히여 주었디 그 걸고} 이늘이 이후 선다1 종의 주류를 

형생하세 되었는데， 그늘은 자신늘 중심으로 전태종의 正뚫11을 팍립하고， 아 

응"1 의허 셰통으호사의 正統性욕 파시하기 워하여 추천힌 갯이 “天台始祖大

覺國師짧”의 긴업운동이었마 그리하여 仁宗 7년( 1129)에 의천의 천애종 개정 

의 업직을 기벼논 “海東天台始祖뼈’들 南홈 111좋에 건업하시노 91종의 허락을 

받고‘ 인총 9년(1 131)에 林#에게 비문 찬숲을 명하고， 마힘내 인종 15년 

(1137)에 바석을 세 우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바석을 세 우기에 앞서 얀종 14년 

(1136)에 中書門 f省에서 論J))"'I 여 왕의 명을 받아 大쩔國師많의 陰記어] 친태 

종 껴]통의 의진의 노係늘의 맹만을 기록케 히였는데， 德熾 · 寶宗 • 景蘭 · 連

妙 등 의전에거1 直投한 4인의 法係늘로 국한되었다 19) 이 결과 이늘 4인의 

법손날이 전태종의 주류를 이루어 패人執앓 초기까지 。1어지년시 병맥을 유 

지하였다 그 가운네시도 옳宗 - 敎雄 - 德素로 이어지는 계동이 가장 밴생하 

여 明宗 원넌(1171 )에는 힘素가 천래종 승려호사는 최초로 I師에 책봉되 시도 

하였다 

그런데 武A鋼앓期가 되면서 호1 억총 볍상종 · 천대총 조기]종 퉁 불교의 

각 총μ}에서 제각기 커마란 벽화를 겪는 가운데， 주1반적으로 불교키1의 주류 

기 敎宗에서 피랩宗으로 바뀌어기늠 추세 속에서 個宗의 색채를 불식하고 천대 

종으로서의 표體性을 획웹히려고 한 인물이 圓妙Ti!t(1 163--1245)였디 그는 

홈업道場을 걸성히여 ;*"흩三味를 실진히고 往4.極쨌j爭土를 서원히였는데， 01 
것은 그대로 순수힌 天台廠i*의 실신행이었다 요새는 매일 빼觀을 담고 'i* 

중홈經』음 독송하고 , ;jt提神~， 1 천번‘ 阿빼~8佛 1 만먼을 念하는 등 천애종의 

191 콧台始깨g大풍때~ij，없의 F승j:ic，어11 1.:;;뼈 , 영~;f; . 융밍염 • i횡妙 응 4얀으1 법손틀의 맹단만 

을 기록한 깃은 열사적으도는 천대종 교단 안이1 시의 정똥성응 내에우J는 의도가 

자용한 것으로 요이지민， 이차식으로는 익친익 갇은 문도라는 입장에서 화업종 승 

려들 "'1의 경쟁의식 그미7 같은 선승에 속한 승피리는 점에서 조게응 승펴듣고}의 

대뭔의시 퉁의 종1ff의시도 직용한 깃으굳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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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친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한기에 知햄의 修禮rr，j:에도 한때 참가한 적이 

있었으나， 얼마 아니뇌이 독립히여 康낀촬의 萬德山에서 白運社를 별도로 조직 

히고 知펌의 i낱慧雙{修의 실진방법에 맞서 칠저한 天台三味생~i:t;의 실진에 주 

럭하였다 그러고 그는 天台쁨댄의 「天台三大部」를 節홍용하여 판각 유통시키 

고， 또힌 四明知禮의 ”觀無量홉經없妙宗~TIJì J 들 강의하고 있였는네， 이것은 7 

世가 智댔 당시의 며始天台생， 또는 庸未 이후의 좋꿈嚴化된 천태학븐 비판하 

1 原始天台웰에노의 객귀릎 주장하던 知禮의 천배학을 개송함으노써 華tä$

A 흉흉찮순， 득히 딩시 불교개에 커다란 영향럭을 갖게 후) 뽕찢*으1 flt輝띠t 

교단에 대하여 천대증으로서의 lC體性을 확립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아 

니합 수 없다 

T박의 白運社 佛敎는 義天의 진태종과 바 iJL할 때 같유 이룡의 신태증을 

표방히고 았었지민， 그 iJL학이나 신앙의 내용은 크게 디른 것이었디 義天의 

전태종은 敎學的안 연에서 화염과의 조화를 T，:색하였년 것에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컨훔嚴ft된 천애희으호시의 宋代 띠外派의 天台學에 비Jíl_되는 것이 

었으며， 그리고 實降門에시는 천태의 止觀음 철저히 뱉아들이 지 못힘으호써 

備*의 fl%輝方i:t윷 그 내용으호 간직한‘ 이픔 뿐의 천내종이었던 데 반하여 

了l!t의 천대총은 천대종의 止體↑生윷 확립하여 순수한 천대의 교학과 심천방 

법어1 천저하여는 末初의 知禮를 대표로 하는 111家찌의 大台뺑에 대응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마 그러나 宋初의 :);0챔의 불교와 r 미의 그것 사이애늠 치 
。1 침이 없지도 않았디는 점 을 유의할 필요기 있디 양지 기운미) 知禮의 그것 

。1 뽑嚴化된 山싸派의 天台를 비판히여 진태교학의 순수성을 회복히려는 것 

을 주로 의도하는 것이었인 대 비하여，'0) T世의 그것은 순수힌 진태의 실전 

20) 宋태의 천매종에서는 전대종 내부애서의 띠家Hti와 山外 ih( 사이에 격핍한 논생이 

적개되었음 뿐만 아니라 신종마 전애종의 사이에서도 논쟁이 았었다 두 츄파 사 

이에서 이루이진 논쟁의 숭십적인 주제는 “立祖멈承“이 관한 것이었는미， 풋門宗 

의 찢옴과 X台宗의 f Il!i λ}이。n시 이투어진 논생이 가징 유영하였으며， 뼈휴從흉 

도 신종의 빚원說을 콩꺼힌 바 았었다 知챔도 신종마의 논쟁에 친여하였는내‘ 天

흥츄 子삶과의 사。]이 서로 논갚을 망복히였다 그라니 때댐의 경우는 ÙJ外iJi\으1 

천대륙 비판하여 쑤n:ß ，fX.헬애둥 복귀시키는 깃을 주되 사명으굳 의시하였던 깃이 



54 인운논옹 제 47집 

신앙의 정럽을 통히여 흥홉ìlfii음의 {찢@單”ι에 대한 止體'1'1:의 획법을 의로한 것이 

었기 때문에 了世의 白運社 佛敎기 더욱「 實健↑生。1 강한 반년에 知禮敎學어[ 

비견힐 수 있는 방대한 교학체계를 수립해 주지는 못히고 말았디는 치。1접을 

q타내세 되였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Ti표의 白運쐐社를 통한 불J1L의 혁신 

운동은 의천의 화엮종의 업장에시 정입된 천태종， 그리고 宋의 山外派의 화 

염화완 천태희은 뛰어념어 ’말댄 탕시의 頂始천태혁， 또는 知禮의 _iï7_희 t즈로의 

부구}을 지향하논 것이었으며‘ 다른 한띤으노논 으1 천 이후，~I 고려 천내종이 

그 내 용번에서 선종의 색채를 벗어나지 뭇한 점을 비판하고 천대의 섣전산앙 

으로서의 止짧主을 확립하여는 의도에서 추진되 개혁운퉁이었다고 할 수 였다 

한편 의친의 불교과 요λ11 의 그것 사이에능 진태교학의 내용이나 실친신앙 

의 번에서 치이기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불교의 λ}회적인 성격에서도 커다 

란 치이를 보여주고 있였디 의진~ ι宗의 넷꺼] 아늘로서 왕실 출신。1 였으 

며， 그의 불괴 활동도 증앙의 불J1L겨1블 무대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는 전때종 

익 성 업을 통힌 고1단치]제의 개펀응 시도하였는네.여宗음 증심 Cι로 하는 왕 

실의 권럭블 강화하려는 정치직 의도와 맛물려 추진원 것이었다 그 결과 의 

천 볼교의 사회식 91 생격은 극히 귀속적이었으며， 또한 정치식 91 색채들 강 

하게 띔으로써 완신과 문번귀족 사이의 정치씨움이] 휘말이어 그의 불교황통 

은 정지상황의 변회에 따라 적지않은 파란곡전음 겪지않을 수 없었마 。1 에 

비히여 요서]는 그의 아머지기 俠川 지역의 戶長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지방의 

토호 출신이었으며‘ 그뒤의 불교활동도 주로 지방인을 미상으로 전개히였디 

그는 무인집권기인 1185년(23시Il에 승과에 합격히고 。1 아 1198년 봄에 개경 

의 진태종 샤찰안 高옳휴에서 새최된 법회에 잠석하였다가 냉리의 추구에 블 

두하는 분Jí7_겨1 에 실땅하여 지방에 내려가 실천신앙에 전념하였다 그는 힌때 

知챔의 修i뚫結社어1도 참여힌 식이 있었으나， 얼마 아니되어 지눌파 갈라셨다 

그는 뒷날 독자적으혹 白運社들 조식하고 it華 1었!太파 아미타신앙의 심，~-l응 

강조하였다 딩시의 귀족회되고 서]속회된 불교711를 비판하고 국가체제 속에 

며， 선종파의 놈쟁이 주요한 관심사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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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뭔 교만체제에서 빗이나 개경에서 별랴 떨이진 지방을 무미로 히여 불교 

의 혁신운동을 전개히였인 접에서는 知때과 Tt맘의 불jjJ_가 공통적이였으나‘ 

지식인을 대상으로 히는 지눔의 불교보디도 요씨의 그것이 더움 서넌적안 성 

겪을 띄고 있었다 

그런네 지눌이 고려증시 홈찢宗 꺼동의 힌겨1와 'C_순욕 비판하고 콕복하려 

고 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了世도 의천에 의해사 정핍펀 천애종의 저통욕 

부인하고 새둘운 불교의 방향음 모색하였다‘ 崔파가 하숭한 「萬德111 白運社圓

妙國師陣銘」에 의하면， 

“피냥}에 았어서는 玄光 흉通 Mj;.짧 德善， 양宗， 홍용지의 무라틀이 바다를 건너가시 

교미듬 능어 전대송의 르짧의 뜻을 배우]서 국내에 전E하여 우이나라듬 끽되게 한 

것은 그 니1 녁이 오래되었。니， 용Tlili場을 열y_ 닐리 툴정윤 읽도퓨 권허시끼지 한 

인응 없었다 오직 대사가 종교가 쇠해 가던 떼를 당하이 크게 $뼈음 서|워 법음 

듬지 복하였년 세속을 늘라게 하여 뿌미 없년 {등心을 서게 하고， 미Rcm의 0iC비가 다 

시 일어니 진허에 선i히게 히였P 니‘ 2[;:願力。로 말시]에 메이나서 fro來으1 시킨 비 

되어 。1 애악 인을 행하기를 어씨 이넣케 했겠는가，" 

라고 하여 白運社의 교단에서 요서1를 쇠퇴한 불교를 부흥시킨 인붕로 찬양하 

고 았었던 사설을 진해 주고 있마 그런데 위 인용문 기운데서 특히 주목되 

는 사실은 전태증을 개창한 義天을 호光 · 義通 · 해觀 德좀 · 智宗 능 의진에 

앞서 전태종을 전해왔니 다른 승려늘과 같이 냐열히는데 그진 침이디 이 점 

은 林용이 잔숭한 「南훌山f뿜鳳휴i홉東天台始祖*覺國帥빼銘」에서 의잔을 海東

天台宗의 始祖보 추양하고 있었던 사실과 비Jí7_할 띠‘ 크게 다른 평가라고 아 

니할 수 없다 이로써 백련사 쿄딘에시는 의천음 그 이전의 다른 천래종 승 

려듣고} 구멍하여 j흉東 天台fR의 始祖혹λ1 익 특멍힌 위치들 91정하지 않고 았 

었으며， 그리고 요서]익 불교가 의천의 천대종음 직접 711숭한 것으도도 의식 

하지 않고 있었음음 인 수 았다 액련사 교단에서의 이라한 고려 천대종의 

역사에 대한 인식의 기반에는 의천의 불교와 요세의 그것 사이에 같은 천대 

종에 속히번서도 교학과 실전신앙‘ 그리고 사회적인 성격의 년에서 크세 치 

。1기 았였년 전에 대판 이해기 깔려 있었음을 유의히지 않을 수 없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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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ich'õn's Foundation of the Ch’õnt ’ae Sect 

and its Relation to Song Dynasty’ s Tiantai Buddhism 

Ch’0ζ Byong-hon 

Sεoul National Univεrsity 

This paper, as part of a project to understand Korean Buddhist history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East Asian Buddhism - coming after several studies on the 

thought of Wónhyo and Chinul - seeks to adopt a compar때ve approach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h’ónt’ae sect fOllnded by Uich’ón. 1 considered therefore 

Üich’ðn’s activities within the background of East Asian Buddhism, and examined 

their relation to the Tiantai sect in China. At a time when the Hwaðm and 

Pδpsang sects were polarised and opposing each other, ηich’ðn - though sticking 

fast to the Hwaóm precepts - established a third sect, namely the Tiantai, with 

the 0비ective of weakening the Sðn sects (N ine Mountains) by attracting their 

monks to the newly founded Ch’δnt’ae. Due to Üich’ðn’s ideological background 

the ideals of 개armonization of the Ch’ðnt’ae and Hwaðm sects" from the 

doctrinal point of view, and of the "simultaneous cultivation of theory and 

practice" (kyogwan pyðngsu) were both perceived as of the utmost importance. 

Thεrεfor，ε thε procεss of adopting thε Tiantai sεct of thε Song dynasty impliεd 

two aspects: while on one side it claimed officially to adopt the tenets of the 

orthodox Shanjia pai, on the other side in terms of content it was actually closer 

to the Shanwai pai, which was generally considered heretical and retained a 

strong Huayan influence. As the Ch'ðnt’ae sect was based on a clergy exclusively 

composed of Sðn masters, it remained Ch’δnt'ae only in name after the death of 

Üich’ðn. Its contents and character were heavily laden with Sðn elements. ThllS, 

the establishment of the Ch’ðnt’ae sect led to a division of the Sðn sec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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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yó into thε Ch'6nl'ae and the Chogyε on.lers. Consequently, the Ch'ónt'ae sect 

was thεreafier officîally classified as a \tfeditation sect a150 by thε State. Yose 

(1153-1245) underslood thζ problems 0 1' thζ Ch'ðnt'ae sect a~ dζrìvìng (rom its 

S6n character and tried to so\ve them through the adoption of the Tiantai 

leaιhings oC Simìng Zhili, a representati애 oC the Tiantai sect during the εarly 

Song dynasty , IIe emphasized a type of faith centered 011 the Lotus Sutra and the 

PW건 Land lt:aιhings， thert:by trying 10 esωblish 1hζ tflζ chamιlt:r 01' the Clúínt'at: 

sect. as distinct from the IIwa6m and S6n sects. In view of the above it seems 

obvious that in order to understand thε doctrinal ιontents and historical 이laract잉 

of thε Ch'6m'aε seα of Ú때1히lWε neεd to adoα a comparatJve apαoach and 

analyse Üich'δn's Ch'이lt'ae in conjunction with the Tiantai sect of China, and 

partü:ularly 1hat 01' 1hε Song dynasly. Vv'e also need 10 mζntion that Japanese 

Tendai followed quite a di t1èrent path of development. It came under the strong 

inlluencε 0 1' εsOleric Buùdhism, while in Korea and China, as memionζd abovζ 

the Ch'6nt'ae tradition developed under the intluence of both the I Iw‘ 6m and S6n 

‘IO t.:trin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