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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불교

1. 불교전래와수용

불교는 B.C 565년에서 B.C

486년 사이에 살았던 북인도의

조그마한 나라 카필라국(Kapila

Vastu)의 태자 출신의 석가모니

(Sakya-Muni)에 의해 시작되었

다. 이러한 불교의 목적은 정신적

으로는 도(道)를 깨달아 정각자

(正覺者)가 되는 오도성불(悟道

成佛)을 통한 개인완성, 즉 정신수양의 완료에 의한 완전한 인격자가 되는

동시에 물질적으로도 이에 상응하는 현실생활을 누릴수 있는 불국토의 건

설에 있다.1)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인도 불교보다도 약 5백년 뒤인 후한(後漢)

명제(明帝) 평(永平) 10년(A.D 67)에 처음 전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

다. 또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약 5백년 뒤인 고구려 제17 소수림왕 2년

(A.D 372)에 전진왕(前秦王) 부견(符堅)이 사신과 승려 순도(順道)를 보

내어 불상(佛像)과 경전(經典)을 전한 것을 처음 전래로 삼고 있다.2)

2. 불교문화의특성

초기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왕실을 주축으로 수용되고 또 왕실의 도움을

받으면서 발전하여 호국신앙과 현세 이익사상을 형성시켜 주었고 다시 불

연국토(佛緣國土)사상과 현실정토(現實淨土)사상, 그리고 중서민의 일

반화된 생활불교를 완성시켜 국민사상을 순화하고 민족문화의 개발창조에

일조(一助)하 다. 

불교가 차지하는 역사적 기능과 공헌은 고 국가의 정신적 기반을 마련

해 주고 우리의 고 문화발전에 절 적으로 이바지했다는 사실이다. 불교

는 외래 종교이면서도 각 지역의 토착신앙과 이전의 전통문화를 배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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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117 : 불교전파 경로도

1) 金東華. 「佛敎學槪論」寶�閣.
1984. P. 13~15

2) 禹貞相∙金煐泰, 앞의 책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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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그 로 인정하고 포섭함으로써 갈등을 겪지 않았고 전통문화를 파괴

하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중국문화와 인도 및 중앙아시아 문화까지도 전해줌으로써

불교를 통해 다양한 국제문화를 접할 수있게 해주어 문화발전의 깊이와 폭

을 더해줌과 동시에 우리의 문화가 한족(漢族)문화에 기울어지지 않고 균

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특히 백제 불교의 특성은 교학적 측면에서 율학(�學)과 신앙적 측면에

서 미륵(彌勒)과 관음신앙(觀音信仰)에 있다. 또 백제문화와 전남 지방과

관련해서는 백제 불교의 전래설의 하나로서 전남 지방의 서해안 광 법성

포를 통한 유입설화(�入說話)를 생각할 수 있고, 또 신앙적 측면에서 곡성

군 옥과에 있는 성덕산(聖德山)의 관음사 연기(觀音寺 緣起)를 통한 관세

음보살(觀世音菩薩)로서 성덕관음 신앙(聖德觀音信仰)을 손꼽을 수 있다.3)

3. 광양지역의불교전래

광양 고을에 불교가 어느 시기에 누구에 의해

처음 들어왔는지는 상고할 수 없다. 최근년에 조

사된 불교 유물∙유적과 그와 관련된 자료 등을

통하여 그 시기를 개략적으로 추정할 뿐이다. 우

리나라 풍수지리설의 가인 도선국사가 통일신

라 말인 서기 864년에4) 희양현(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백계산에 들어와 35년간 수도∙정진하면서 입적한 옥룡사(玉龍

寺)가 있었는데 도선국사의 비문에 의하면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옥

룡사란 사찰이 있었고, 도선국사는 자신이 주석하기 위해서 새로 당우(堂

宇)를 중수한 사실만 전해주고 있다. 따라서 문헌상 전해오는 광양지역 최

초의 불사는 이 시기가 최초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옥룡사의 처음 건립시기와 관련된 유물이 1995년 지표조사와

1997년 탑비전지(塔碑殿址) 발굴조사에 의해 사지(寺址)의 최하층에서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선조문 계통의 평와편(平瓦片)들이며, 이 와편들의

편년은 8세기 초반(서기 700년 초반)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편년

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구례 화엄사의 창건 연 (서기 544년)를 생각해 볼

때 무리한 편년은 아니라고 여겨진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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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을식. 「全羅南道誌」第16
권 第5章 佛敎. P.190.
1995

사진8-118 : 옥룡사(2000년)

불교가 차지하는 역사적 기능
과 공헌은 고 국가의 정신적
기반을 마련해 주고 우리의 고

문화발전에 절 적으로 이
바지했다는 사실이다.

4) 光陽 玉龍寺址 Ⅰ(精密地表
調査). 順天大學校 博物館.
P.179. 1995

5) 崔仁善. 「文化史學」第6∙7
號. (光陽 玉龍寺 先覺國師
道詵의 浮屠殿址와 石棺)
p.373.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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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오래된 불교유적으로는 골

약동 금곡마을에 위치한 전 망해사지

(傳 望海寺址)가 통일 신라시 ~고

려시 에 걸친 토기편과 와편이 산재

되어 있는데 이 절과 관련된 유물이나

명문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한 옥룡

면 운평리 산23에 위치한 중흥사(中

興寺)가 통일신라 말인 9세기에 건립

된 삼층석탑이 있어 중흥사는 이 무렵

부터 사찰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6)

6) 「文化遺蹟分布地圖-光陽市」
順天大學校博物館. p. 167.
2000

<표8-4> 광양시사찰현황

사찰명
표자

신도수 소 재 지 비 고
(주지)

계 21 7,659

광운사 양동국 96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30

서산사 주재호 460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산6

보광사 송무련 595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485-5

성불사 박태춘 1,000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859

운암사 박득수 1,900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295-2

백운사 김 권 100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172

용문사 전명식 250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172

중흥사 강희룡 630 광양시 옥룡면 운평리 산23

칠성사 정경숙 300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196

신광사 이병연 450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505

주암사 조해숙 60 광양시 옥곡면 묵백리 1004

은선암 이승호 100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산16

억불사 문 복 370 광양시 진상면 황죽리 401

만불암 백향자 20 광양시 진상면 황죽리 131

덕선사 임광무 150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9-1

경덕사 재갈해병 100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897

무등암 임용정 630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산20-21

칠성사 정 석 120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 산42

용장사 송권오 10 광양시 성황동 744-1

관음사 이기종 300 광양시 중마동 283-1

인법당 서숙희 18 광양시 태인동 832-5

(2002. 12. 31 현재)

자료제공 : 광양시 문화홍보 담당관실

사진8-119 : 중흥사

집필 : 광양시지편찬위원회 상임위원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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