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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구촌 기독교와 선교: 

계속 진행 중인 기독교 인구의 남반부에서의 성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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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초록 

2020년은 그동안 지구촌기독교와 선교에 대한 통계 정보 연간 보고서가 “국제선교리서치회

보(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 Research)”에 발표해 수록 된지 36년째 되는 해다.

우리는 본문에서 최근에 개정한 "세계기독교백과사전(World Christian Encyclopedia)“ 제3판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9)에서 세계 기독교 인구의 성장과 하락, 계속 진행 중인 

기독인구의 남반부 국가들에서의 성장세와 종교자유의 감소, 그리고 복잡한 현대 선교의 트

렌드(trends) 중 몇몇 주요한 발견들에 대해서 보고 하고자 한다.

주제어:

지구촌 기독교, 글로벌 기독교, 선교, 통계, 인구통계학, 국제연구, 지역연구, 교회

1983년에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Rodney Stark : 1934-)는 ‘사회학적분석(Sociological 

Analysis)’지에 기고한 글에서 당시 새로 출판되었던 "World Christian Encyclopedia“에 대해

서 다음과 같은 서평을 남기었었다.

“이 출판물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223개

의 독립된 국가들의 종교와 관련된 인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각각의 

세대에서 계승되어져야 할 학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선물이다....솔직하게 말하면 만약 이 

책이 내 책상위에 없었다면 나는 그러한 통계 정보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1)  

1968년에 데이비드 B. 바렛(David B. Barrett : 1927-2011)-항공학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성공

회 목사로 전향하였고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케냐 선교사로 파송 받았음-는 ‘World 

Christian Handbook’에 반영되었던 리서치 방법을 그의 사역에서 승계하였다. ‘World 

Christian Handbook’ 4판((1949–68)은 세계의 선별된 국가에서의 개신교와 종종 가톨릭과 

정교회에 대한 아주 제한된 선교통계를 담고 있었다.2) Barrett은 자신의 선교지인 서부 케냐 

지역에서부터의 지형학적인 관점에서 ‘Handbook“을 바라보면서, 만일 본인이 직접 제작 한

다면 “이것보다는 더욱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하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나서 13년 동안을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혁신적인 학제간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리서치하기 위해 전 세

1) Rodney Stark, “Review of the World Christian Encyclopedia, by David B. Barrett,” 
Sociological Analysis 44, no. 1 (Spring 1983): 70–71.

2) Kenneth Grubb, World Christian Handbook (London: World Dominion Press, 1949); E. J.
Bingle and Kenneth G. Grubb, eds., World Christian Handbook, 1952 Edition (London:
World Dominion Press, 1952); E. J. Bingle and Kenneth G. Grubb, eds., World Christian
Handbook, 1957 Edition (London: World Dominion Press, 1957); H. Wakelin Coxill,
and Sir Kenneth Grubb, eds., World Christian Handbook, 1962 Edition (London: World
Dominion Press, 1962); H. Wakelin Coxill, and Sir Kenneth Grubb, eds., World Christian
Handbook, 1968 Edition (London: Lutterworth Press,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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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223 국가 중 212 국가를 방문하였고 그 결과 가장 최고의 그리고 가장 신용할 만한 

기독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기록하였다.

그는 리서치 기간 중 교단과 기독교협회의 책임자들 그리고 장기 선교사들과 인터뷰를 진행

하였었다. 또한 그와 관련되는 가능한 모든 측면의 자료와 문서들을 취합하였고 분석하였다. 

때로는 자료를 위하여 국가 간의 관계자들과 서신을 교환하였고 종종 발신 후에 수신하기까

지 여러 달이 걸리기도 하였다.3) 

1982년에는 그의 리서치가 절정에 이르자 “World Christian Encyclopedia” 초판을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가 담당하여 나이로비에서 출판하였다. The Encyclopedia는 전체 종교들과 비종

교들의 세계 특히 이전에는 계정되지 않았던  2400만 명 신자가 속한 아프리카의 독립교회

들을 포함한 세계의 총 기독교인들을 단일 그룹으로 하여 최초로 연구한 리러치 프로젝트였

고 최초의 양적 통계에 의한 시도이기도 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Encyclopedia 3판은 과거 

50년 동안의 지구촌 기독교와 선교에 대한 매우 중요한 리서치 일부를 전승한 대표저인 저

자물이다. “World Christian Encyclopedia”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9) 3판은 지형학

적으로 광범위하며(세계의 모든 국가), 종교의 다양성(18개의 종교)을 포함하고, 학문적으로

는 학제간(역사학, 인구통계학, 시각 사회학, 선교학)의 연구가 담겨져 있다. 

이 논문은 36년간 매해 1월에 발행된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 Research’에 수록된 

연간 기독교 통계 보고서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본문에는 최근에 개정한 "World 

Christian Encyclopedia“ 제3판에서 주요하게 발견된 지구촌 기독교와 선교 현황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의미 깊게 관련지어진 국제적이고 지역적인 통계를 요약하고 있다.  

지구촌 기독교 인구의 하락과 성장

이전에 발행된  “World Christian Encyclopedia”의  초판과 제2판은 이 두 버전이 기독교를 

장려한다는 편파적인 비난이라는 피상적인 비판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20세기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기독교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4)

통계적으로 기독교의 성장이 가장 상승하였던 시기는 1900년대로서 세계 전체 인구의 

34.5%가 기독교의 한 형태이거나 다른 형태이었다.5) 2000년대 이르면 기독교의 인구는 

32.4%로 하락하고 2015년에는 더욱 낫은 수치인 32.2%로 떨어져 버린다. 2020년대의 기독

교 인구에 대한 전망은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35.0%가 기독교 인구가 예측되어지며 이러

3)  Encyclopedia에 편찬되어 있는 Barrett의 저서들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십시오. Gina A. Zurlo, “A 
Miracle from Nairobi’: David B. Barrett and the Quantification of World Christianity, 1957
–1982”(PhD diss., Boston University, 2017).

4) 예를 들면 다음을 보십시오, Jan Jongeneel, “David Barrett’s World Christian Encyclopedia,” 
Exchange

30, no. 4 (2001): 372–76. Barrett은 논문에 대한 비평을 받은 후에 다음과 같이 발신하였다. “당신이 
암시하는 승리주의적 태도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지만 만약 제가 주의를 돌리고 있는 통
계가 그러한 인상을 준다면, 저는 분명히 몇 가지의 상징에 대한 약간의 강조점은 바꾸어야 할 것입
니다. 저의 입장은 신학적이거나 규범적인 것이 아니라 서술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이런(아프리카 기독교 인구에 대한 수치가 증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
을 하여야 해야 할 것인가가 제가 이 논문에서 제기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Letter from David 
Barrett to unnamed recipient, May 23, 1969, David B. Barrett Papers, 1957–1985, Center 
for the Study of Global Christianity,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South 
Hamilton, MA.

5) 이 논문에 게재된 양적 데이터는 다음의 문헌에 보고되었던 것이다 : the World Christian 
Encyclopedia, sourced from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 Brill, accessed Jul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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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폭적인 기독교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소폭적인 증가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증가는 간

단하게 지구촌 기독교의 인구가 북반구는 감소해가고 있는 반면에 남반구의 지역들(아프리

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에서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으로 설명되

어 질 수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출산율이 높으며, 중국, 인도, 캄보디아, 몽골 

등 아시아 전역에서 타 종교의 사람들이 기독교로 계속적으로 개종하고 있는 추세이다6).

계속 진행 중인 남반부로에서의 기독교 인구의 성장 

남반구의 기독교 인구가 북반구 기독교 인구수를 점차로 압도해 가고 있고 있다는 것은 지

금은 매우 상식에 속한 지식이다. 1970년에 Barrett가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에 이

러한 트렌드에 대해 기고한 후 Encyclopedia7)에서 확장된 분석에서 이러한 트렌드는 미래

에 계속적으로 진행 될 것이 예측되어진 것이었다. Encyclopedia에 “글로벌 개요”항목에 수

록되었던 위의 지도 1에서 색상으로 채워진 도표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1900년에는 기

독교 인구의 82%가 북반구에 위치에 있는데 비해 남반부의 기독교의 인구는 단지 18%에 

불과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다가 2000년에 이르게 되면 역으로 북반구는 전체 기독교 

인구가 3/1로 줄여 든 반면에 남반구가 3/2를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예상

하기로는 2050년이 되면 77%의 기독교 인구가 남반부에 살게 될 것이다. 

6) 종교출생률에 대한 정보는 다음을 보십시오. Conrad Hackett and Marcin Stonawski, “The
Changing Global Religious Landscape,” Pew Research Center, April 5, 2017, https://www.pewforum.org/2017/04/05/the-changing-global-religious-landscape/.
7) David B. Barrett, “AD 2000: 350 Million Christians in Africa,”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59, no. 233 (January 1970): 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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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yclopedia 제3판에서 핵심이 되는 이러한 트렌드에 대한 발견을 발표하게 될 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다소 주저함이 있었다. 특히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독교 신학 

교육과 지도자 훈련에 어떻게 관련지어져 적용되어 질지가 불분명하였다.

중동으로 부터의 지속적인 기독교 인구의 이주

21세기가 시작되면서 변화하고 있는 것은 단지 기독교 인구의 성장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1900년대에는 중동의 기독교 인구는 13%를 차지하고 있다가 2000년대에는 단지 4%로 감

소하였다. 중동에서의 기독교 인구의 돌출적인 감소는 1500-1900년 기간 동안 종교 인구의 

대략 15%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왔던 인구통계학적 안정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덧붙여서 중동은 아브라함 종교를 계승하고 있는 유대교와 이슬람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적 기원을 두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중동은 기독교 역사에서 첫 1000년 동

안 세계 전체 기독교 인구의 25-50%를 구성하고 있었다. 1900년대에 이르게 되면 중동의 

기독교 인구는 2%로 감소하고 2000년대에는 1% 이하로 감소하게 된다.8)

20세기 전반에 걸쳐 중동은 식민지 당국에 의해 이 지역이 민족국가로 분할되고 이집트에

서는 무슬림형제단이 부상하며 식민 국외거주자의 이주, 억압적인 정치체제, 그리고 이스라

엘 건국이라는 매우 극적인 정치적 사회적 도전을 경험하였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부터는 

이러한 요인들과 그 외의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중동으로 부터의 지역권 밖으로의 이주를 지

속적으로 부주키고 있다. 이러한 이주는 오늘날 지구촌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부

상하게 되었다.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중동 밖에서의 중동 기독교 이주 공동체의 발

견은 중동뿐만 아니라 이들을 호스팅하는 국가들에서도 상당한 지각 변동을 가져오고 있다. 

호스팅 하는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자신들의 형제자매들처럼 바라보지도 말하지도 예배하지

도 않는 이러한 낯선 이들을 어떻게 잘 맞이할 수 있겠는가? 

종교의 세 가지 트렌드 

21세기가 되면서 세계종교와의 관계 가운데  세 가지의 뜻하지 않는 트렌드와 함께 시작하

게 되었다. 

첫째, 20세기 중반의 선도적인 학자들의 예견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점점 더 종교적이 되어

가고 있다. 1970년대 80.8%였던 것이 2020년이 되면 세계 인구의 88.7%가 자신을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초래한 사건의 중심에는 20세기 후반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중국의 세계로의 개방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의 가장 많은 인구

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문화혁명이 끝나는 1970년 중반에서부터 모든 종류의 종교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도 소비에트 공화국의 일부였었던 다른 동구권 국가들처럼 

자신들의 정통 기독교의 전통을 되찾아가고 있다. 지난 20년간 다른 지역의 국가들인 알바

니아(이전에 공식적으로 세계의 유일한 무신론 국가로 공표하였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쿠바와 같은 국가들이 과거의 종교적인 전통을 회복해 나가고 있다.

둘째, 세계는 국가적인 수준에서 측정하게 되면 점차 종교적으로 다양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항상 가장 종교적 다양성을 지니고 있었던 아시아 대륙

의 국가들과 단일 인종 사회에서 이주자로 인한 다문화 사회로 변해져가고 있는 다른 국가

8) See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Ongoing Exodus: Tracking the Emigration of
Christians from the Middle East,” Harvard Journal of Middle Eastern Politics and Policy3 (2013–14): 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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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한종족은 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그

리고 미국 등 동남아시아 전체와 세계에서 수백만 명을 발견하게 되며 이들은 동아시아의 

종교를 그 이주 지역으로 함께 가져왔다. 이러한 종교의 다양성의 대부분의 엄청난 증가는 

독일이나 미국에 거주하는 이주자들에 의해서도 초래되었다. 2020년도에 들어와서 싱가포르

는 7가지의 종교, 즉 불가지론, 불교, 중국민속종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 그리고 세계 종

교가 상존해있는  세계에서 가장 종교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국가이다. 하지만 동시에 사하

라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토착종교를 버리고 기독교와 이슬람으

로 개종함으로서 오히려 종교의 다양성이 줄어든 지역도 있다. 

셋째, 종교의 자유는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1세기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매우 의미 있는 종교 집단에 대한 제한은 세계에서 가장 인

구가 많은  25개국에서 드러나고 있다. 러시아, 이집트, 파키스탄, 나이지리아는 종교에 대한 

정부의 제한과 특정 종교 집단9)에 대한 사회적 종교적 적대행위 두 가지 측면에서 가장 높

은 수준을 가진 국가로 두드러진다. 이는 종교적 박해가 성별에 따라 다르며 남성들은 신앙

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괴롭힘을 받고 있으며 여성은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종교적 인구

통계 변화에 비추어 볼 때 1800년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함께 세계 인구의 33%를 차지했다

는 점도 주목해보아야 할 점이다. 그러나 2020년에는 이 수치가 57%로 증가했고 2050년 

이후 6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기독교와 이슬람의 관계는 지역, 국가, 그

리고 국제적인 맥락에서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북반구 대 남반부의 선교 

세계에 얼마나 많은 장기 선교사 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측정과 평가가 점차적으

로 어렵게 되어가면서 “선교사”에 대한 개념이 20세기가 시작된 이후로 진화해 가고 있다. 

서구로부터 파송된 장기 선교사들의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1980년과 1990년대에서 부터는 

단기선교사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타 문화권에서 약 일주일간의 시간을 

서비스중심의 프로젝트을 수행하면서 보내는 젊은이들의 수가 극적으로 증가하였다. 아래의 

지도 2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오늘날 미국(135,000)은 타문화권 장기선교사(절반 이상이 

북미와 유럽에서 온다)를 여전히 파송하고 있다. 하지만 브라질(40,000), 한국(35,000), 필리

핀(25,000) 그리고 중국(15,000)도 큰 규모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남반

부보다는 북반구에서 더 많은 자원을 이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라질을 예외로 

한다면 서구는 해외 선교운동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대부분은 라틴아메리카,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다. 아마도 한 가지 놀라운 발견은 기독교

인이 가장 많은 나라들이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받는다는 것이다. 수많은 교회가 전 세계 

기독교계 사역자들에게 다양한 목회 활동을 도와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기독교인 인구가 

많은 곳에서도 후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선교사들은 어디에서나 보내지고 어디에서

나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기독교를 다른 종교의 사람들에게 소개한다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불균형이 남아있다. 한 가지 극적 사례로는 총 20,000 명의 선교사를 받는 브라질(주류 기독

교 국가)이 있고, 인구수가 거의 많은 방글라데시(주류 이슬람 국가)는 1000명의 선교사만 

9) 다음을 보십시오. Samirah Majumdar, “A Closer Look at How Religious Restrictions Have Risen 
around the World,” Pew Research Center, Washington, DC, July 15, 2019, 

https://www.pewforum.org/wp-content/uploads/sites/7/2019/07/Restrictions_X_WEB_7-15_FUL
L-VERSION-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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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지고 있다. 

결론

지구촌 기독교는 20세기를 경과 하면서 기독교 인구의 구심점이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계속 

이동하는 아주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 세기를 경과하면서 서구의 기독교는 점차 약화

되어지게 되었고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표현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1980년에 이르게 되면 

주요한 기독교 인구는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에 살고 있게 

되었다.

전 세계의 토착 기독교인은 자신들의 문화 안에서 상황화된 문맥에 자신들을 위치시키고 역

사적인 가톨릭과 정통기독교, 그리고 개신교 교회와 함께 독립적인 토착적 기독교인이 창설

되는것을 돕고 있다. 2050년이 되면 예상되어 지는바와 같이 전체 기독교인구의 77%는 남

반구에서 살고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Encyclopedia에 수록된 세계 기독교

의 축이 남반구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미래에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도 하다. 

아래의 표 1-5는 Encyclopedia에는 지구촌 기독교에 대한 약간의 데이터와 보다 전진된 영

역에 속하는 주제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되어있다. 신학의 자원, 예배의 언어, 교단의 분열,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 빈곤과 경제적 불균형에 대한 충격, 성소수자들에 대한 수용, 다른 

재능을 지닌 사람들의 가시성에 관한 질문과 더불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오세아니아 

등 신흥 기독교 지도자들의 손에 많은 다른 이슈들이 맡겨질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

려해야 할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구분 1900년 1970년 2000년 연변화율(%) 2020년중반 2025년 2050년

세계

인구

1 총인구 1,619,625,000 3,700,578,000 6,145,007,000 1.20 7,795,482,000 8,185,614,000 9,771,823,000
2 성인(15세이상) 1,073,646,000 2,311,829,000 4,275,756,000 1.52 5,807,826,000 6,168,588,000 7,689,005,000
3 식자(성인,%) 27.6 63.8 76.7 0.47 84.2 84.3 88.0

세계

도시

4 대도시(100만이상) 20 145 371 2.24 565 653 950
5 도시거주(%) 14.4 36.6 46.7 0.93 56.2 58.3 68.4
6 도시빈곤층 100 million 650 million 1,400 million 3.20 2,580 million 3,000 million 4,100 million
7 도시빈민지역거주자 20 million 260 million 700 million 3.38 1,360 million 940 million 1,200 million
8 세계도시인구 232,695,000 1,354,213,000 2,868,301,000 2.14 4,379,000,000 4,774,652,000 6,679,764,000
9 기독교인도시인구 159,600,000 660,800,000 1,222,046,000 1.58 1,671,723,000 1,789,476,000 2,509,510,000

10
50%이하의기독교인거주

대도시
5 65 226 2.11 343 383 500

11
매일의새로운비기독교인

도시거주자
5,200 51,100 134,000 0.96 166,000 150,000 130,000

세계

종교

12 종교다양성(0-1,1=가장다양함) 0.27 0.43 0.45 -0.09 0.44 0.44 0.43
13 종교인 1,616,370,000 2,991,131,000 5,347,218,000 1.29 6,916,766,000 7,346,164,000 8,943,979,,000
14 기독교인 557,755,000 1,229,448,000 1,987,471,000 1.19 2,518,834,000 2,718,782,000 3,466,927,000
15 이슬람교인 200,318,000 570,773,000 1,292,718,000 1.93 1,893,345,000 2,064,072,000 2,806,270,000
16 힌두교인 202,973,000 462,981,000 822,392,000 1.29 1,062,595,000 1,099,886,000 1,222,227,000
17 불교인 126,956,000 234,958,000 452,314,000 0.94 545,584,000 567,793,000 590,493,000
18 중국민속종교인 379,974,000 238,027,000 431,921,000 0.41 468,411,000 465,063,000 400,080,000
19 민속종교인 117,313,000 169,430,000 223,872,000 0.93 269,498,000 267,938,000 279,453,000
20 신흥종교인 5,986,000 39,382,000 62,605,000 0.20 65,549,000 64,460,000 60,568,000
21 시크교인 2,962,000 10,668,000 19,973,000 1.70 28,000,000 29,484,000 34,705,000
22 유대교인 12,292,000 13,500,000 13,745,000 0.69 14,779,000 15,000,000 15,900,000
23 무종교인 3,255,000 709,447,000 797,789,000 0.49 878,717,000 839,450,000 827,844,000
24 불가지론자 3,029,000 544,291,000 660,722,000 0.54 731,428,000 707,248,000 698,128,000
25 무신론자 226,000 165,156,000 137,067,000 0.22 147,288,000 132,202,000 129,716,000

세계

기독

교

26 총기독교인(%)-C세계 34.4 33.2 32.3 0.01 32.3 33.2 35.5
27 등록교인 521,307,000 1,117,440,000 1,888,111,000 1.22 2,406,184,000 2,600,912,000 3,342,666,000
28 기독교순교자(10년평균) 344,000 3,770,000 1,600,000 -2.84 900,000 700,000 1,000,000
29 국가별 기독교인(80%) 95.0 76.0 59.1 -0.41 54.4 53.6 48.2

분파

별 

기독

교

30 천주교인 266,263,000 658,556,000 1,025,922,000 0.96 1,239,909,000 1,305,290,000 1,599,608,000
31 개신교인(성공회포함) 133,274,000 251,654,000 422,423,000 1.57 585,596,000 616,454,000 861,617,000
32 독립교회 8,859,000 95,692,000 297,666,000 1.61 391,125,000 512,411,000 712,435,000
33 아프리카독립교회 40,000 17,531,000 76,313,000 2.25 112,100,000 137,263,000 198,476,000
34 아시아독립교회 1,906,000 16,265,000 95,054,000 1.19 121,404,000 186,483,000 280,081,000
35 유럽독립교회 185,000 8,222,000 16,275,000 1.76 19,351,000 26,873,000 36,392,000
36 라틴아메리카독립교회 33,000 9,452,000 29,301,000 2.31 44,114,000 52,108000 76,256,000
37 북아메리카독립교회 6,673,000 44,014,000 79,775,000 1.13 93,048,000 108,125,000 119,089,000
38 오세아니아독립교회 22,000 531,000 950,000 2.04 1,108,000 1,559,000 2,142,000
39 동방정교 115,481,000 142,139,000 256,737,000 0.63 292,132,000 291,745,000 304,139,000
40 기타기독교 36,448,000 112,007,000 99,359,000 0.64 112,650,000 117,869,000 124,261,000

기독

운동

41 복음주의 80,912,000 105,599,000 234,210,000 1.80 387,026,000 399,950,000 581,065,000
42 오순절주의/은사주의 981,000 60,944,000 453,934,000 1.89 644,260,000 794,474,000 1,089,199,000

대륙

별

기독

교

43 아프리카(5개지역) 8,458,000 113,328,000 360,106,000 2.86 639,862,000 728,656,000 1,278,874,000
44 아시아(5개지역) 20,816,000 91,482,000 272,921,000 1.53 373,887,000 440,289,000 580,754,000
45 유럽(러시아포함4개지역) 368,114,000 466,845,000 545,580,000 0.00 544,158,000 540,441,000 492,084,000
46 라틴아메리카(3개지역) 60,027,000 262,823,000 480,685,000 1.15 604,756,000 630,698,000 699,747,000
47 북아메리카(1개지역) 59,570,000 168,479,000 207,656,000 0.35 218,893,000 234,584,000 258,653,000
48 오세아니아(4개지역) 4,323,000 14,483,000 21,164,000 0.76 24,628,00 26,245,000 32,554,000

교회

조직

49 교파 1,600 18,00 33,200 1.84 44,800 49,000 64,000
50 교회 400,000 1,395,000 3,300,000 1.57 4,100,000 6,300,000 9,000,000

기독

교

선교

51 국내사역자(시민) 2,100,000 4,600,000 10,900,000 1.88 13,200,000 13,000,000 17,000,000
52 해외선교사 62,000 240,000 420,000 0.06 425,000 550,000 700,000
53 해외선교 파송단체 600 2,200 4,000 1.61 5,500 6,000 7,500
54 기독교인 아는 비기독교인(%) 5.5 13.5 17.6 0.25 18.2 18.9 19.7

기 독

교

재 정

(연간,

달러)

55 등록교인 개인수입 270 billion 4,100 billion 18,000 billion 5.13 49,000 billion 70,000 billion 190,000billion
56 헌금 8 billion 70 billion 320 billion 4.75 809 billion 1,200 billion 3,400 billion
57 교회수입 7 billion 50 billion 130 billion 4.61 320 billion 480 billion 1,400 billion
58 기독단체와기관 수입 1 billion 20 billion 190 billion 4.85 490 billion 720 billion 2,000 billion
59 재정 오용.유용 300,000 5,000,000 19 billion 5.29 53 billion 80 billion 260 billion
60 세계해외선교 수입 200 million 3 billion 18 billion 5.00 47 billion 70 billion 190 billion

기 독

교 미

디 어

(연간)

61 기독교 서적(종류수) 300,000 1,800,000 4,800,000 3.69 9,900,000 11,800,000 14,500,000
62 기독 정기간행물(종류수) 3,500 23,000 35,000 4.28 81,000 100,000 120,000
63 연간 성경 인쇄(권) 5 million 25 million 54 million 2.91 95 million 110 million 135 million
64 쪽복음포함 연간성경인쇄 20 million 281 million 4,600 million 1.07 5,220 million 6,000 million 9,200 million

65 성경 보급(권) 108 million 443 million 1,400 million 1.97 2,070 million 2,280 million 2,800 million
66 라디오/TV/인터넷 이용자 0 750 million 1,840 million 1.17 2,320 million 2,460 million 2,930 million

세계

복 음

화

671 세계미전도 인구 880,122,000 1,650,954,000 1,843,175,000 0.89 2,202,224,000 2,321,317,000 2,745,657,000
68 세계미전도 비율(%) 54.3 44.6 30.0 -0.30 28.3 28.4 28.1
69 서기30년이후 세계복음화계획 250 510 1,500 2.79 2,600 3,000 4,000

1900-2050의 상황에서 본 2020년 세계선교통계표
한글제작: 한국선교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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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968 David B. Barrett—an aeronautical-engineer-turned-Anglican-priest and  
missionary to Kenya with a PhD in religion—inherited the World Christian Handbook  
tradition. Its five editions (1949–68) contained limited statistical information on 
Protestants, sometimes also on Catholics and Orthodox, in select countries around the 
world.2 Barrett, from his geographic location in western Kenya, looked at the Handbook 
and thought, “This can be done better.” Over the next thirteen years he pursued global, 
innovative, and interdisciplinary research. He traveled to 212 of the world’s 223 coun-
tries in search of the best and most reliable detailed information on Christianity. He 
spoke with denominational leaders, heads of Christian councils, and long-term mis-
sionaries. He gathered and analyzed every possible document from any kind of relevant 
source. He exchanged letters with in-country contacts seeking data, often waiting sev-
eral months for responses.3

In 1982 Barrett’s research culminated in the first edition of the World Christian 
Encyclopedia, published in Nairobi by Oxford University Press. The Encyclopedia 
was the first attempt to quantify the entire religious and nonreligious worlds; more 
specifically, it was the first research project to present the world’s Christians in a sin-
gle grouping, including 24 million adherents of previously unquantified African inde-
pendent churches. Now in its third edition, the Encyclopedia represents an important 
part of research tradition in World Christianity and mission going back over fifty 
years. The third edition of the World Christian Encyclopedia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9) is geographically comprehensive (every country), religiously diverse 
(eighteen religions), and academically interdisciplinary (history, demography, visual 
sociology, mission studies).

This article represents the thirty-sixth year of providing annual statistics in the 
January issue of the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 Research. It summarizes the 
most significant global and regional statistics relevant to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us of global Christianity and mission by drawing on the major findings of the 
World Christian Encyclopedia, third edition.

The fall and rise of global Christianity

The previous two editions of the World Christian Encyclopedia reported a gradual 
decline of Christianity over the twentieth century, even while superficial criticisms of 
both editions appeared accusing them of being biased and promoting Christianity.4 
The statistical high point of Christianity was 1900, when 34.5 per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was one form of Christian or another.5 By 2000 Christians had dropped to 
32.4 percent, and then by 2015 had dropped further to a low point of 32.2 percent. 
Our projections for 2020 show a slight increase, with a larger increase by 2050 to 
35.0 per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This increase has a simple explanation. The 
decline of Christianity in the Global North is now being outpaced by the rise of 
Christianity in the Global South (i.e., Africa, Asia, Latin America, Oceania). 
Christians in sub-Saharan Africa generally have high birth rates, and people from 
other religions continue to convert to Christianity in China, India, Cambodia, 
Mongolia, and elsewhere throughout Asi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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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ll shifting to the Global South

The demographic shift in Christianity from the Global North to the Global South 
is by now common knowledge. First reported by Barrett in 1970 in the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and expanded upon in the Encyclopedia,7 this shift is poised to 
continue well into the future. Map 1 above, full color in the “Global Overview” in 
the Encyclopedia, shows that in 1900, only 18 percent of all Christians lived in the 
Global South, with 82 percent in the Global North. By 2020 fully two-thirds of all 
Christians were in the Global South, with only one-third in the Global North. By 
2050 we anticipate that 77 percent of all Christians will live in the Global South. 
We were somewhat hesitant about calling this a key finding in the third edition of 
the Encyclopedia, given how widespread this knowledge appears to be, yet we 
find that many Christians are still unclear on the implications of this shift, espe-
cially concerning how it relates to theological education and the training of 
Christian leaders around the world.

Ongoing exodus of Christians from the Middle East

The story of Christianity at the beginning of the twenty-first century is not all about 
growth. In 1900 Christians represented 13 percent of the population of the Middle 
East, but only 4 percent in 2020. Their diminishing presence is troubling when viewed 

Map 1. Christians by continent, 2020.
Source: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World Christian Encyclopedia, 3rd ed.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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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light of centuries of relative demographic stability: during the period 1500–1900, 
Christians consistently made up approximately 15 percent of the region’s population. 
In addition, the Middle East is the historic geographic origin of Christianity, as well as 
of Judaism and Islam, two other Abrahamic religions. For the first 1,000 years of 
Christian history, Christians of the Middle East constituted between 25 and 50 percent 
of all Christians worldwide. By 1900 they were only 2 percent of all Christians, declin-
ing to less than 1 percent by the year 2000.8

Over the course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Middle East experienced a host of 
dramatic political and social challenges, including the carving up of the region into 
nation-states by colonial authorities, the rise of the Muslim Brotherhood in Egypt, 
the emigration of colonial expatriate communities, the power of oppressive political 
regimes, and the founding of the State of Israel. At the beginning of the twenty-first 
century, these and other factors continue to encourage the exodus of Christians from 
the region. The exodus has given rise to another important characteristic of global 
Christianity today: diaspora communities. Christians from the Middle East are now 
found in large numbers outside of their homelands, which represents a new reality 
both for them and for their host countries. How well do Christians welcome these 
strangers into their midst, brothers and sisters who do not look, speak, or worship 
like them?

Three trends in religion

The twenty-first century began with three major unexpected trends in relation to the 
world’s religions. First, despite the prognostications of leading academics in the mid-
twentieth century, the world is becoming increasingly religious. In 2020 the vast 
majority of people worldwide—88.7 percent—profess to adhere to a religion, up 
from 80.8 percent in 1970. The pivot event was the collapse of Communism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and the opening of China to the rest of the world. China, the 
world’s most populous country, has experienced a resurgence of religions of all kinds 
since the mid-1970s, when the Cultural Revolution ended. Russia has reclaimed its 
Orthodox heritage, as have other former Soviet republics in eastern Europe. Many 
other countries have experienced a resurgence of religion in the last twenty years, 
including Albania (formerly, the world’s only official atheistic country), Bosnia-
Herzegovina, and Cuba.

Second, the world is becoming more religiously diverse, especially when meas-
ured at the national level. This is especially true in Asia, which has always been the 
most religiously diverse continent, and other areas where immigration has trans-
formed previously homogeneous societies into more diverse communities. Han 
Chinese, for example, are found in the millions throughout Southeast Asia and the 
world, including Thailand, Indonesia, Malaysia, and the United States, bringing 
their unique East Asian religions with them. Some of the most profound increases in 

Note: Large versions for viewing, PDF versions for printing, and PowerPoint slides of the two maps 
(in color) and five tables in this article may be viewed in the online version.



12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 Research 44(1)

religious diversity are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Singapore remains the 
world’s most diverse country in 2020, home to seven religions each claiming over 1 
percent of the country’s population: agnosticism, Buddhism, Chinese folk-religion, 
Christianity, Hinduism, Islam, and New Religions. At the same time, however, some 
regions are becoming less religiously diverse, such as sub-Saharan Africa, where 
Christianity and Islam are both growing because of many people abandoning African 
Traditional Religions.

Third, religious liberty is on the decline worldwide, which has raised grave con-
cerns about religious freedom in the twenty-first century. Restrictions against reli-
gious groups vary significantly in the world’s twenty-five most populous countries. 
Russia, Egypt, Pakistan, and Nigeria stand out as the countries with the highest 
levels both of governmental restrictions on religion and of social religious hostilities 
against certain religious groups.9 Religious persecution is also gender-specific, with 
men subject to socioeconomic harassment for their faith and women more likely to 
experience sexual violence.

In light of changes in religious demographics, it is also significant to note that 
Christians and Muslims together represented 33 per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in 1800. By 2020, however, this figure had risen to 57 percent and is expected to 
surpass 66 percent sometime after 2050. Consequently, Christian-Muslim rela-
tions will increasingly be an important issue in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texts.

Missions North vs. South

The concept of “missionary” has evolv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making it much more difficult to assess how many missionaries there are in the world. 
The sending of long-term missionaries from the West is on the decline, but since the 
1980s and 1990s there has been a dramatic explosion of the number of short-term mis-
sionaries, particularly youth, who spend as little as a week outside their own cultural 
context performing an array of service-oriented projects. As map 2 on the next page 
illustrates, the United States (135,000) continues to send the bulk of long-term cross-
cultural missionaries today (with over half coming from North America and Europe), 
but Brazil (40,000), South Korea (35,000), the Philippines (25,000), and China 
(15,000) each send large numbers as well. This is partly because of more resources 
available in the Global North than in the Global South for investment in foreign mis-
sion, and because of the longer history of the foreign missionary movement in the 
West. Brazil, however, is an exception; most of its missionaries are Catholics working 
in Latin America,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Perhaps one surprising finding is that the countries with the most Christians receive 
the largest numbers of missionaries. Numerous churches request Christian workers 
from around the world to help with a variety of ministry activities. Sponsorships are 
also more likely in places with large Christian populations. Missionaries today are sent 
from everywhere and are received everywhere; however, there remains quite an imbal-
ance from the standpoint of introducing Christianity to people of other religions.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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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matic example is Brazil (a majority Christian country), which receives a total of 
20,000 missionaries, whereas Bangladesh (a majority Muslim country), with nearly as 
many people, receives only 1,000 missionaries.

Conclusion

World Christianity changed dramatically over the course of the twentieth century 
with the continued shift of adherents from the Global North to the Global South. 
During this century, Western Christendom waned, and new expressions of 
Christianity emerged. By 1980 the majority of Christians lived in Africa, Asia, 
Latin America, and Oceania. All around the world, indigenous Christians contextu-
alized Christianity in their own cultures and helped create indigenous Independent 
Christianity alongside historic Catholic, Orthodox, and Protestant churches. By 
2050 it is expected that 77 percent of all Christians will live in the Global South. 
All of this means that the impact of the shift of Christianity to the South docu-
mented in the Encyclopedia will continue into the future. Tables 1–5 contain some 
of the Encyclopedia’s data on Global Christianity and provide further subject areas 
for analysis. Questions concerning the sources of theology, the languages of wor-
ship, the schisms of denominations, the role of women in churches, the impact of 
poverty and economic inequality, the acceptance of LGBTQ people, the visibility 
of differently abled people, and a host of other issues will be in the hands of emerg-
ing Christian leaders in Asia, Africa, Latin America, and Oceania and will continue 
to top the list of concerns in the future.

Map 2. Largest missionary sending and receiving countries, 2020.
Source: Johnson and Zurlo, World Christian Encyclopedia, 3rd ed.,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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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
- 171개국, 28,039명 -

KWMA

2019년도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은 171개국에서 28,039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
다. 2018년의 파송 선교사 27,993명에 대비, 소폭(46명)으로 증가하였지만 이러한 수치는 증
가의 의미보다는 예년과 같은 현상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 한국 선교의 ‘Re-set’을 위한 준비 

2019년 통계 조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하나는 교단을 포함한 단체들의 자기 정화 작업이 계
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에서 2016년에는 전년 대비 동일 수준 성장, 2016년에서 
2017년에는 231명 증가, 2017년에서 2018년에는 557명 증가, 그리고 2018년에서 2019년에
는 46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렇듯 외형으로 나타난 숫자의 변동은 한국 선교의 제
자리걸음, 또는 하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전히 파
송 선교사의 허수를 정리하는 단체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통계를 마감하면서 보고
되었던 것처럼 아직도 선교사의 카운팅 방법을 현실화하는 곳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규
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 단체들이 그동안 나누어짐과 합해짐 등을 통해 불안정한 수치의 변동
을 보여 왔는데, 이제 서로 겹쳐지는 선교사들의 정리가 자리 잡혀가면서 상당수 감소 된 상
태로 마감한 단체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시 옷깃을 여미고 도약하려는 한국 선교의 긍정적
인 노력의 하나로서 평가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집계된 결과 수치만을 갖고 ‘한국 선교가 
상승했다 하향했다’를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선교사 통계 조사는 오차 하나 없는 ‘통계 조사’라는 의미보다는 ‘경향’과 ‘성격’을 읽어내는 
통찰력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수년 동안 선교 통계를 조사하는 실무진 입
장에서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둔화된 상승치를 보이는 최근 몇 년의 현상은 한국 선교의 재
도약(re-set)을 위한 준비라고 평가한다. 재도약의 내용에는 양적 증가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양’과 ‘질’의 균형을 위한 준비가 더 강화되어야 하는 시기가 왔음을 의미한다. 허
수 정리 작업을 하는 것은 질적 성장을 향한 첫걸음이다. 한국 선교가 자기 정화를 하면서 재
도약을 ‘준비’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갈지는, 또는 가게 할지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2. 꾸준히 증가하는 교단 소속 선교사들

2018년에 이어서 2019년에도 교단 선교사들은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16년 전년 대
비 증가가 없었던 시기에도 파송 선교사가 1,000명이 넘는 상위 교단 선교부는 표에서 보듯
이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상위 교단 선교부의 선교사 파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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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명)

평균적으로 A교단은 년 27명 정도, B 교단은 년 30명 정도, C 교단은 35명 정도를 매년 파
송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개 이외의 교단 선교부들도 지속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ㅇ’교단 선교부는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였지만 이것은 신
입 선교사가 파송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허수 정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교단 소속 선교사의 증가를 2016년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교단 소속 선교사 증가

교단 소속 선교사들은 전체 선교사의 45%정도 점유하는데, 앞으로도 교단 소속 선교사들은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3. 통계 수치에 나타난 2019년 파송 현황

금번 조사는 2019년 11월 26일에 통계 조사 협조 공문을 발송한 후, 해당 단체들이 직접 입
력을 하고 12월 26일에 마감하였다. 그 마감된 상태의 수로 전체가 정리된 것이다. 매해마다 
성실하게 입력해 주는 단체 실무자들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1) 조사 대상 현황

단체는 교단 선교부와 선교 단체 포함해서 273개로 마무리되었다. 

조사대상 단체 수

2) 연도별 파송 선교사 현황

교단선교부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A 교단 2,557 2,549 2,521 2,474
B 교단 1,581 1,562 1,552 1,491
C 교단 1,549 1,536 1,475 1,443

년도 2019 2018 2017 2016
선교사수(명) 12,699 12,686 12,374 12,192

구분 조사대상수(개) 선교사 수(명) 비율(%) 이중소속(명)
교단선교부 43 12,699 43.60 % 623
선교단체 230 16,446 56.40 % 1,589

합계 273 29,145 100.0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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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파송선교사(명)

16,616 18,625 20,503 22,130 22,685 24,001 25,665 26,703 27,767 28,326 28,395 28,584 29,114 29,145

이중소속(명) 1,984 1,856 2,180 2,579 1,341 1,341 1,847 1,916 2,180 2,243 2,380 2,296 2,242 2,212
실제

파송선교사(명)
14,896 17,697 19,413 20,840 22,014 23,331 24,742 25,745 26,677 27,205 27,205 27,436 27,993 28,039

이중 선교사의 수는 2016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전체적으로 한국 선교사 파송
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2016년 이후로는 거의 완만한 상태로의 양적 증가를 보이고 있
다. 막대 그래프로 구현하면 막대의 높이가 비슷해서, 선명하게 과거에 비해 둔화된 증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최다 파송국가 추이

전체 파송 선교사의 약 45% 이상이 활동하는 상위 10개 국가(한국은 제외)는 수년째 크게 변
동이 없다. 2016년부터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번호
2019년

최다활동국가
개척지수

사역단체수
(개)

활동선교사수
(명)

2018년
최다활동국가

2017년
최다활동국가

2016
최다활동국가

1 A권역 F1 140 2,952 A권역 A권역 A권역

2 미국 G2 74 2,281 미국 미국 미국

3 일본 F2 78 1,656 일본 필리핀 필리핀

4 필리핀 G2 92 1,503 필리핀 일본 일본

5 태국 F2 65 965 태국 태국 서남아I국

6 동남아I국 F3 65 891 동남아I국 서남아I국 태국

7 캄보디아 F2 81 852 서남아I국 동남아I국 캄보디아

8 서남아 I국 F3 83 788 캄보디아 캄보디아 동남아I국

9 러시아/연해주 F2 67 605 러시아/연해주 러시아/연해주 러시아/연해주

10 동남아 V국 F3 70 600 동남아V국 T국 T국

13,867/47.6% 14,402/50.7% 14,459/50.9%

29,114 28,584 28,395

　합계/비율 13,093/44.9%

　전체 선교사 수 2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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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역별 활동 추이

전체 선교사의 50% 이상이 아시아 권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수치들은 앞으로도 큰 변화
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부터 권역별 활동 선교사 수는 다음의 표와 같다. 눈여겨볼 것
은 동북아시아의 변화이다. 동북아시아 권역은 한국과 이웃하고 있는 나라들이 포함된 지역이
다. 지난 1~2년 안에 일어난 A권역에서의 비자발적 이동의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전
히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2018년에 비해 약 400여 명이 줄어들었다. 
동시에 한국(한국은 본부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수습, 안식년 선교사 등이 포함)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의 수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한국 본부 사역자의 수가 2018년에는 1,481명으로 
집계되었는데, 2019년에는 1,631명으로 전년 대비 150명이 증가 되었다. 비자발적 선교사들 
모두가 다양한 나라로의 이동을 준비하고 있어서 반드시 본부로만 편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숫
자의 변동은 비자발적 철수의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동북아시아 5,479 5,916 6,319 6,402

동남아시아 6,021 5,865 5,893 5,739

북아메리카 2,834 3,103 3,075 3,015

한국 2,371 2,223 2,185 2,011

남아시아 1,662 1,707 1,792 1,858

중동 1,116 1,110 1,388 1,336

서유럽 1,228 1,243 1,240 1,282

동남아프리카 1,223 1,222 1,205 1,213

중앙아시아 962 930 1,181 1,218

라틴아메리카 1,184 1,166 1,170 1,199

동유럽 1,089 1,070 1,110 1,107

남태평양 862 918 959 952

북아프리카 461 441 611 610

서중앙아프리카 364 357 366 354

카리브해 93 91 90 99

권역
활동 선교사 수

5) 주요 사역 현황

이 항목은 선교사 개개인이 하는 여러 사역 중에서 대표적인 사역을 우선순위별로 표기하게 
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 한국 선교사들의 주요 사역이 무엇인지 현황을 파악해 보는 의미가 
있다. 목회자 배경의 선교사가 많기 때문에 주요 사역은 매년 일관성 있게 교회개척이 제일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적 특징은 다중 사역이기 때문에 교회개척 외에
도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번에는 과거 제자훈련의 항목을 제자훈련을 포함한 ‘현지인 
선교 훈련 및 동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는데 상당수가 여기에 표기를 해 주었다. 또한 난
민 사역 항목을 새로 추가하여 넣었는데, 국내와 해외에서 난민 사역을 하는 단체는 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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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단체, 약 100여 명 정도가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적으로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은 교회개척, 현지인 선교 훈련 및 동원, 복지/개발, 캠퍼스, 
일반 교육, 의료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다중 사역이 많기 때문에 많이 상위 5개 영역 
이외에도 어린이•청소년 사역, 신학교 사역, 비즈니스, 문화•스포츠 관련 사역에도 많은 선교
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주요 사역 내용 활동 국가 수 선교사 수

교회개척 155 14,526

현지인 선교훈련 및 동원 143 9,442

복지/개발 91 2,500

캠퍼스 69 1,687

일반교육 89 1,663

6) 선교사 자녀 현황

선교사 자녀 파악은 2018년부터 항목을 추가해서 선교사 자녀 전체 수와 자녀들의 거주 상
태, 그리고 연령을 표기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였다. 응답 단체의 자료가 모아진 결과, 20세 
이상의 자녀들이 거의 7천 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교사 자녀들은 
다문화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다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이들이야말로 오늘날과 같은 시대
에 적합한 인재들이라고 평가된다. 7천여 명이라는 수치를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고 있
는 잠재적 인재들의 수라고 본다면, 성인이 된 자녀들에 대한 구체적 돌봄과 가이드를 더 발
전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음을 말해 준다. 부모의 대를 이어 선교사가 되는 것 이외에도 그들
에게 열린 다양한 세계에 대한 시의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 

구분(연도) 2019 2018 2017 2016 구분 선교지거주 본국거주 기타거주 19세이하 20세이상 기혼자녀

자녀수(명) 18,545 18,372 19,661 18,810 2019 5,835 3,115 1,695 6,411 6,899 1,011

연도별 선교사 자녀 현황

7) 한국 선교사들의 연령대 분포

2018년부터 한국 선교사들의 현상 이해와 방향성을 생각해 보는 기초적 통계 조사 항목을 추
가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연령대 파악이다. 연령대는 여러 가지 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지
표들이다. 응답 단체들이 정확하게 표기해 주었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정리된 수치들은 한국 
선교사 현황 이해에 통찰력을 주고 있다. 응답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집계된 것은 아래와 같
다. 젊다고 표현할 수 있는 30대와 40대가 26% 정도, 완숙하게 사역할 수 있는 50대가 전체 
선교사 28,039명 중 23%를 차지하고 있어서, 30대, 40대, 50대를 합하면 약 50% 정도가 왕
성하게 사역하는 연령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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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현황 단위/명

년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2019 528 1,575 5,732 6,522 4,446

2018 448 1,666 5,541 5,332 2,709

60대 이상이 2018년에 비해 1,737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지만 이것은 50대가 올라온 
것으로 보기보다는 응답자들이 예년에 비해 더 많이 표기들을 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
이 옳다. 일부에서 보는 우려의 시각은 20대와 30대 선교사의 합한 수보다도 60대 이상의 수
가 높다는 점이다. 60대 이상은 결국 은퇴 연령대이기 때문에 은퇴 선교사는 계속 늘어날 것
인데, 그것에 비해 20•30대의 선교사 수가 적고, 아울러 파송 선교사의 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면서 한국 선교사의 양적 성장에도 끝이 보인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선교추
세는 선교사 허입 나이 제한을 크게 두지 않기 때문에 40대, 50대의 신입 선교사 진입도 늘
어나고 있어서 단선적인 비교에 따른 결론 유추는 아직은 빠르다. 

8) 은퇴 선교사 현황

은퇴 선교사에 대한 응답은 2018년에는 829명, 2019년에는 824명으로 집계 되었다. 은퇴 선
교사에 대한 조사가 2018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떤 분석이나 평가를 하기는 무리가 있
다. 그러나 두 번(2018년과 2019년)의 수치가 800명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2-3회 정도 
더 통계를 본 후에는 보다 의미 있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와 같이 단선적으로 유추해 본다면 은퇴 직전의 선교사 수는 계산해 볼 수 있다. 2019
년에 60대 이상은 전체 선교사(28,039명) 가운데 약 16%에 해당되는 4,446명이다. 전체 선교
사(28,039명)로 확대 유추해 본다면 16%는 4,200명 정도가 된다. 즉 약 4,200명 정도의 선교
사가 은퇴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수치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선교사 은퇴문제는 은퇴자 
수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데, 한국 선교계는 수년 전부
터 ‘선교사의 은퇴’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거쳐서 합의된 결론들을 갖고 있다. 

4. 한국 선교의 ‘Re-set’을 위한 전환점

1) 정확한 통계 조사의 한계

KWMA는 수년 전부터 선교 통계를 조사해 왔다. 통계 조사는 매년 ‘몇 명이 증가했다’라는 
외형적 현상을 보는데 1차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선교 통계 조사는 비교적 정확한 수치를 
통해 한국 선교의 현상 파악과 점검, 그리고 방향성을 만들어 가는 기초 자료로서의 역할에 
더 큰 의미가 있다. 21세기 들어서서 KWMA는 한국 선교의 전략적 방향 선회의 근간이 된 
선교사전략회의(NCOWE)를 진행하였다. 그에 맞추어서 선교 통계 조사도 보다 넓게 조사하고, 
정확성을 갖기 위해 2010년부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에 앞서 2007년에
는 통계 조사의 범위를 KWMA회원 단체와 산하 관련 단체만이 아니라 외연을 넓혀서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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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까지, 즉 한국 전체를 조사하고자 노력하였다. ‘탈탈’ 털어 본다는 마음으로 수집한 결
과, 2007년 증가 폭이 크게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선교사의 종합적인 수
치에 들어오지 않는 영역이 있다. 노회 파송, 지역교회의 개별 파송으로 나간 선교사들은 공
적 수치에는 계수되지 않는다. 

공적 조사보다는 더 많은 수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현장을 가보면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확한 통계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 2012년에 현장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수를 샘플링해서 조
사해 본 이유도 ‘정말 어느 정도가 활동하는가’에 보다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그 결과 한국 국내에서 발표되는 한국 파송 선교사 수 보다는 만 명 정도가 더 있다
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한국 파송 선교사 통계 조사는 수치 자체의 의
미보다는 그에 따른 한국 선교의 흐름과 현상을 이해하고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
다. 

2) 전방개척 지역 선교의 활성화

KWMA는 2006년의 NCOWE IV에서 선교지를 F1, F2, F3, G1, G2로 구분하면서, 전방개척 
선교를 강조하여왔다. 매년 통계 조사 때마다 개척지수별 상황을 정리하여 어느 쪽에 더 집중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는데, 지속적으로 한국 선교사들은 F1, F2, F3 지역으로 나가는 추세
를 보여 왔다. 아직도 G1, G2 지역에 선교사들이 더 많이 있지만, 전방 개척 지역을 향한 한
국 선교사들의 열정은 끊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9년에는 전체 선교사 가운데 15,612
명(약 53%)정도가 개척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어
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한국 선교사들이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관심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어 감사하다. 한국 선교의 재도약을 준비하는 ‘re-set’의 시기
에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전방개척 선교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

3) ‘Re-set’을 위한 새로운 통계 조사의 시도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교단 선교부를 포함한 단체들의 자기 점검 시도는 소속 
선교사들의 ‘허수 정리’에서부터였다. 의미 없이 부풀린 수를 정리하면서 마이너스로 증가를 
마감하였다. 이 작업은 지금도 여러 단체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KWMA의 선
교사 현황 조사도 유·무의미 한 모든 단체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단체만을 중심으로 하
고, 선교 현상 및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항목을 추가하여 보다 섬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통계 조사에 관여해 온 실무자 입장에서 이제 한국 선교는 파송 선교사의 증가 
숫자에 민감하기보다는 내용을 보다 깊이 읽어내는 통계가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이제야말로 
한국 선교의 re-set을 위한 통계가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2019년 한국선교지도자포럼에서 KWMA와 한국선교연구원이 협약을 맺었다. 이로써 앞으로는 
선교사 통계를 조사하는 두 라인이 하나로 묶어질 것이다. 더 심화 된 통계 조사를 통해 한국 
선교의 재도약(re-set)의 기반이 놓여질 것을 기대한다. 통계가 주는 함의를 이해하면서 조사
에 응해준 모든 실무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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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종교는 그 사회의 사회․문화․역사를 인식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고려나 조선의 사회․문화․역사를 이해하려면 불교나 유교 등을 이해해야 한다. 한국의 

사회․문화․역사가 종교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은 각종 문화재나 유적․유물의 상당수

가 종교 영역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종교 상황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개항 이후이다. 물론 개항 이전인 1860년에 이미 동학이 탄생하였다. 하지만 개항 이

후에 와서야 새로운 종교단체들이 등장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조건들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조건들은 개항 이후에 생겨난 정교분리 원칙, 종교 자유 등의 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담론은 종교단체의 설립을 묵인하거나 허용하는 정책, 특정 종

교들만을 실질적으로 공인하는 공인종교 정책, 특정인의 다양한 종교체험과 욕망 등

을 사적(私的)인 영역으로 간주하는 인식 등으로 이어진다. 

해방 이후에도 정교분리와 종교 자유 담론을 배경으로 하는 여러 조건들이 지속되

었다. 그리하여 다소간의 부침이 있었음에도 적지 않은 종교단체가 생성·소멸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이하 종무실)은 한국의 종교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2008년에 약 510개, 2011년에 약 566개의 교단․교파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현대 한국 사회의 종교 상황은 ‘종교백화점, 종교시장, 다종교사회’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외국에서도 한국이 다민족 국가인 중국 등과 달리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사회이

면서도 다종교사회이고, 다종교사회이면서도 종교들의 상호 공존 정도가 높다는 점에

서 한국의 종교 상황을 독특하다고 보면서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역사적 흐름 속에서 형성된 다종교사회라는 독특성은 국가 차원에서 주기적

으로 종교 현황을 조사해 종무행정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물

론 다음과 같이 여러 측면에서 볼 때도 국가 차원에서 종교 영역에 대한 지속적 관심

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종교는 개인의 공간을 넘어 공적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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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실제로 종교계는 교육 영역, 사회복지 영역, 국방 영역, 법무 영역 등에 직접 참

여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도 종교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종교가 공적 영역에 개입하는 현상은 복지사회가 강조될수록, 그리고 설령 국가가 

모든 복지를 제도화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국방이나 법무 영역을 포함해 국

가 구성원들의 종교 수요가 존재하는 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종교단체 간, 또는 종교인 간, 또는 종교인과 비종교인 간에 여러 종류의 갈등

이 발생한다. 또한 비종교적인 요인으로 인한 갈등에도 종교라는 요소가 개입될 수도 

있다. 종교를 계층별․성별․연령별․단체별 등 여러 단위에 존재하는 일종의 ‘문화자본’으

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갈등은 종교의 문화자본화 현상이 이어지는 한 지속적으로 발

생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또한 종교를 매개로 한 다양한 종류의 갈등을 시장경

제의 원리에 따른 경쟁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종교단체들이 제공하는 정

신적, 문화적 기능들을 일종의 상품(또는 서비스)이라고 한다면, 소비자들은 시장경제

의 원리에 따라 종교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소비하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경쟁과 소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일수록 갈등의 양상은 다양해질 것이고, 갈등의 정도도 심

화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종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국제 사회에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은 세계 여러 나라 사이의 종교 교류에서 잘 드러나지만, 특별히 해

외선교(포교) 활동 속에서 극명하게 대두된다. 해외선교(포교) 활동은 다른 국가의 구

성원들이 한국의 종교를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 나아가 종교를 통해 한국의 사회나 

문화에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넷째, 2005년과 2015년의 통계청 인구조사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스스

로를 종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물론 ‘종교’ 개념을 ‘단체 또는 모임’에 국한시키지 않

는다면 종교 인구의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인구조사 자료만으로도 종교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시간과 재화 등을 사용하는 한국인이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헌법 상 국민의 행복 추구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면 

당연히 다수의 국민이 연관된 종교 영역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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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한 헌법 조문으로만 본다면 국가가 국민 개인의 종교생

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정교분리가 정치와 종교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의 필요성은, 앞에서 서술

했듯이, 종교와 한국의 사회․문화․역사 간의 연관성, 종교와 공적 영역 간의 연관성, 종

교와 관련된 갈등의 지속성, 종교와 국가 구성원 간의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당위성

을 가질 수 있다. 

국가가 종교 영역에 관심을 두려면 종교의 구체적인 현실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할 필요가 있다. 만약 국가의 종무행정이 종교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면 마라톤 선수가 

코스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뛰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또한 종교의 구체적인 

현실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종교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해진다.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 조사는 2008년과 2011년의 종교 현황 조사에 이어 종교의 

구체적인 현실과 지형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작업에 해당한다. 2011년 한국의 종교 현

황 조사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차원에서 기획되었다. 그래서 종교의 현실과 지형의 시

간적인 변화상을 확인하려면 2008년의 자료나 2011년의 자료를 대조해볼 수 있다. 

조사 연구 순서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자료 내용을 토대로 종무실과 

협조해 조사 범위를 정하였다. 다만,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담고자 조사 과정에서 새

로운 자료를 추가하기도 하였다(사회참여, 의료, 국방 등의 관련 부분). 둘째, 각 조사 

영역별로 가능한 한 정부의 공인 기관 또는 정부 부서가 공표한 자료를 수집해 유관 

단체의 최근 자료(문헌, 홈페이지)와 대조해 내용을 정리하였다. 셋째, 교세 현황의 경

우에 기초적인 통계 자료가 부재하여, 종무실이 나서서 종교연합단체 등 관련 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내주었고, 또 연구팀에서는 협조 공문과 더불어 자료 조사 양식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종교연합단체에 속하지 않은 교단(종단)에 대해서는 주소지를 

확인해 개별적으로 등기우편으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자료 회신이 어려운 경우

에는 직접 방문을 하거나 전화조사를 진행하였다. 넷째, 확정한 자료를 2011년 조사 

자료의 형식에 준해 정리하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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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휴대전화 번호 등은 삭제하였다.

서론과 결론 부분을 제외하면 전체 내용은 세 부분이다. 첫 번째는 ‘종교계 개관’이

다(Ⅱ장). 개관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는 종무실에서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였다. 그러면

서 비교적 교세가 큰 종교단체들을 중심으로 개관 편을 작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종교

단체의 연혁, 조직, 활동 등이다. 

두 번째는 ‘국내 종교 관련 기초 통계 자료 수집 및 정리’이다(Ⅲ장). 이 부분에는 

교세, 종교와 관련된 각종 법인, 선·포교사, 종교인의 사회 참여, 종교언론, 종립학교, 

종교연구소, 종립의료기관, 전통사찰 향교 서원 서우, 종교문화축제, 종교별 축일 및 주

요기념일, 그리고 종교계 남북교류 및 국제교류 현황 등을 수록하였다. 

세 번째는 ‘세계 각국의 종교현황 및 국제 종교 기구 현황’이다(Ⅸ장). 주요 내용은 

국내 국제 종교연합 기구, 세계 종교의 권역별 분포, 주요 국가들의 종교 현황 등이다. 

조사의 과정에서 종교단체의 협조가 유동적이라는 점이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특

히 교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할 때 종교단체나 연합단체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

우에는 수월하지 않다. 이러한 협조의 유동성 문제는 정치·사회적인 분위기와도 연결

되어 있다. 그리고 제도적 차원의 협조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향후 조사에서

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종교 관련 기초 자료의 주기적인 수집

과 DB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종무행정 연결 시스템 구축 등의 후속 작업이 이

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즉 2011년

에 비해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그리고 조사 항목을 다변화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 데이터에 근거해 중장기적으로 종무행정을 기획․실행하고, 또한 종교 관련 대

국민 민원 서비스를 제고하고, 나아가서는 한국의 종교 영역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종교 현실의 구체적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종교 실태 조사의 기초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조사 연구 과정에서 협조 자료를 제공해주신 각 종교단체와 연합단체 관계자 여러

분, 꼼꼼하게 작업 진행에 도움을 주신 종무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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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종교계 개관

1. 한국 종교계의 현재

2015년 인구통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가운데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경

우는 43.9%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56.1%이다. 그렇지만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주변에서 각종 종교적 실천을 목도하면서 살아간다. 뿐만 아니라 종교가 없

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비록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종교와 유사한 그 어

떤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보다 만족스러운 상태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종교 현실과 무관한 경우는 그

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 한국종교의 현실은 세 가지 측면에서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현대 한국

에는 주도적인 종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이외에도 지구

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교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가히 종

교박물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소위 동양종교와 서양종교가 거

의 같은 세력을 유지하고 혼재해 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이다. 물론 세계 여러 지역에

서 종교의 혼재로 인한 종교 갈등이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미국, 유럽, 남

미, 서아시아 등 대부분의 나라에는 주도적인 종교가 있는 편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불교와 기독교가 거의 같은 세력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

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특정의 종교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있지 않은 독특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국가 구성원 전반이 종교 일반에 대해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헌

법에는 정교분리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정교분리가 의미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국·공

립학교에서 특정종교를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역사 과목 등을 통해 종교 일

반에 대해 배울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매우 비체계적이고, 단편적이다. 그

러다보니 우리는 초중등, 대학교에서 종교, 특히 한국의 종교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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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하에서 종교계와의 소통 등 다종교사회

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종무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교, 개신

교, 천주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정부와 사회로부터 많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주관하는 장례식에는 이들 종교의 의식이 거행되며, 이들 

종교를 시작한 분들이 태어난 날은 공휴일이다. 그리고 이들 3개 종교가 군대와 경찰 

내에서 선교와 포교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찬기도회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가끔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나 정부인사,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들의 종

교행사에 참석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다른 종교들이 이들 종교에 비해 정부와의 소통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넷째, 정부가 불교, 개신교, 천주교 중심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

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을 통해 다소의 행

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및 위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에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

인에 대해 설립부터 감독에 이르는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

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

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이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11년 4월 8일자로 고시한 종교분

야 비영리법인 56개의 명단을 보면,2) 대체로 불교, 개신교, 천주교 관련 법인들이 많

은 편이다.(명단 아래표 참조) 다만, 셋째 및 넷째 단락의 평가와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은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3개 종교의 종교인구 및 단체가 우리나라 전체 

종교인구 비중의 98.3%(2015년 인구통계조사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시행 2018.10.4. 대통령령 제28781호, 2018.4.3., 타법

개정)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폐지제정․시행 2011.4.8. 문화체

육관광부고시 제2011-13호) 1. 종교분야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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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교분야 비영리법인 (제정·시행 2011.4.8)

연합 및 

기타(17)

가산불교문화연구원,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날마다좋은날, 대한불교진흥원,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서공회,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순복음선교회,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장경도량고려대장경연구소, 종교평화국제사업단, 

한국YWCA연합회후원회,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불교(6)
대한불교관음종,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 

대한불교천태종, 한국불교총화종유지재단, 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

개신교(8)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총회유지재단,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유지재단,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 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지재단, 

한국기독교장로회유지재단,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천주교(17)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대전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전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제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천주교군종교구유지재단,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천주교안동교구유지재단, 

천주교원주교구유지재단, 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춘천교구천주교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유교(2) 성균관, 한국서원연합회

신종교(6)
대순진리회, 대종교,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 원불교, 천도교유지재단, 

한국에스지아이

한국 종교계의 이러한 현실을 염두에 둔다면 바람직한 종교문화의 진작을 위하여 

앞으로의 과제도 자명하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종교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

하다.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어떠어떠한 종교 교단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그 교세와 

주요 활동들은 어떠한지, 나아가서 종교 교단들 사이의 교류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종교 교단의 현안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한다. 가령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종교 교단마다 입장이 다르다. 그리고 

교회세습이나 종단 비리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종교계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때에 정부의 종무행정도 한국의 종교문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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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교별 주요 연혁, 조직, 활동 현황

1) 불교(8개 단체)

불교는 삼국시대에 유입된 이후 고려 말까지 1,000여 년 동안 주도적 종교로 기능해

왔다. 연등회, 팔관회, 인왕회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 피우면서 

법상종, 화엄종, 선종, 신인종 등 수십 개의 교단이 융성하며 발전해왔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다소 굴곡이 있었다. 초기에 선교양종의 승정체제가 있었고, 

1566년(명종 21) 4월에 선교양종(禪敎兩宗)이 폐지되었다가, 선조 이후에 총섭제도가 활

용되었다. 이는 불교가 점차 산중불교로 존재하면서도 정책적으로 통제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특히 임진, 병자 양 전란 이후 유학자들의 배불

상소가 격감했고, 조선 승려들도 불사와 법맥 유지에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다. 

1890년대 중반 이후 도성출입 통제가 해제되면서 불교는 사회적으로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종단 구성에 착수하고 주요 사찰을 건립하는 등 불교개혁의 움직임을 

보였다. 그렇지만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 사찰령이 제정되어 조선총독부의 정책으로 

인해 30본산이 지정되고, 이후 31본산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일제 강점기의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불교계의 내

분이 벌어졌다. 특히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소위 정화유시 이후 여러 불교단체가 창

종·분립·통합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불교종단의 분화가 이루어졌다. 주요사례로는 1970

년 태고종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정책적으로는 기존의 사찰령이 해방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1962년 5월에 

사찰령과 유사한 <불교재산관리법(불재법)>이 제정되어 1988년 5월까지 시행된다. 불

재법은 불교 재산의 유출과 망실을 막는 역할도 했지만, 불교의 자주성을 가로막는다

는 평가를 받았다. 1980년 소위 10.27 법난을 거치면서 불교종단협의회라는 연합단체가 

재구성되어 활동하였다. 1988년 5월에는 새로 <전통사찰보존법(전사법)>이 만들어져서 

2009년까지 시행된다. 이 법으로 전통사찰 외의 사찰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되었고, 종단의 창립도 수월해졌다. 그리고 2009년 9월 전통사찰과 불교전통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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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호·복원하고 국가적 차원의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킬 목적으로 전사법의 제명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통사찰법)>로 바꾸어 2018년 현재까지 시행

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정부는 전통사찰법에 근거해 전통사찰을 보존 및 지원하고 있고, 불교

계에는 1988년의 불재법 이후 여러 종단이 존재하고 있으며, 종단의 설립과 폐지가 자

유로운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교적 교세가 큰 종단으로는 1962년에 통합종단으로 성

립한 대한불교조계종, 1970년에 성립한 한국불교태고종, 1966년에 정식 재건한 대한불

교천태종, 1947년에 밀교 종단으로 성립한 대한불교진각종 등이 있다. 그리고 불교계

의 연합기관으로는 1967년에 창립되어 1989년에 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한국불교종단

협의회(종단협)가 있다. 주요 단체들의 연혁, 조직, 활동 등은 아래와 같다. 

⑴ 대한불교조계종

① 연혁

1911년 조선 총독부 사찰령 제정, 31본산제도 형성

1913년 31본산 사업연합사무소 위원장제도 실시

1923년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 이사제도 실시

1941년 조선불교를 통합한 유일교단으로 조선불교조계종 성립

1945년 해방 이후 대한불교 각도 종무원 제도 실시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정화유시 파동

1962년 통합종단 대한불교 조계종 출범

1962년 불교재산관리법 제정 공포

1980년 10.27 법난 발생

1986년 해인사에서 전국 승려대회. 10.27 진상 규명, 불교재산관리법 철폐 요구

1987년 전통사찰보존법 제정

1990년 불교방송 개국

1994년 의현 총무원장의 3선 연임에 반대하는 개혁운동으로 개혁종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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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준공

2011년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 추대

2016년 진제 대종사 재추대

2018년 원행 총무원장 선출

② 조직 

한국 불교의 장자 교단으로 일컬어지는 대한불교 조계종은 1962년 비구와 비구니 

등 독신 수행자만을 승려로 인정하는 통합종단으로 성립되었다. 종단 출범 이후 초대 

종정은 효봉 대종사였다. 2018년 10월 현재 조계종 종정은 제14대 진제(眞際) 대종사이

며, 종단의 운영은 제36대 원행 총무원장이 맡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조직 구조는 총무원 직할교구인 제1교구를 필두로 24개의 교구본

사와 특별교구인 군종특별교구와 해외특별교구 등으로 구성되며, 총 24개 교구본사와 

2개의 특별교구, 3,000여 말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이중 781개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

되어있다. 또한 종단의 중앙 조직은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의 삼원 체제로 구성된다. 

또한 종단 원로들로 구성된 원로회의가 있으며, 입법기구로서 중앙종회와 교구 종회, 

그리고 종단의 사법기관으로서 호계원 등이 있다. 

전통적인 불교식 수행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기본 단위인 총림은 8개가 있는데, 영

축총림(통도사), 가야총림(해인사), 조계총림(송광사), 덕숭총림(수덕사), 고불총림(백양

사), 팔공총림(동화사), 쌍계총림(쌍계사), 금정총림(범어사) 등이 그것이다. 재가불자들

의 신행단체로는 중앙신도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학생불자연합회, 청소년 단체인 파라

미타회 등이 있다. 조계종 산하 종립 대학교로는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이 있

고,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전국에 14개 고등학교, 15개 중학

교를 조계종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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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활동

조계종은 불교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국보 

및 보물급 문화재의 50% 이상이 불교문화재인 가운데 전국의 주요사찰 34곳에 성보박

물관을 지어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존 관리 중이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불

국사,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에 이어 2018년 6월 전통사찰 7곳을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토록 노력함으로서 한국 전통사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현재 총본산인 조계사 일대를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도심 속 청정도량으로 조성하

여 불자들에게 수행과 포교의 공간, 그리고 일반 시민에게 한국불교문화 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장엄 불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

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조계종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통해 시작된 템플스테이(123개 사찰, 2016년 기준)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서 그동안 200만여명 이상의 외국인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

하도록 했으며 사찰음식 대중화와 탱화 등 불교미술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매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최와 각종 불교문화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문화 활동에 앞장서

고 있다. 

조계종의 대사회적 활동을 보면 사회 각층의 소외된 이웃들을 지원, 자립할 수 있

도록 돕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를 설립하여 환경운동,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지원활동, 

종교간 화합 및 갈등 해소, 남북교류 및 지원, 세계불교계와의 각종 연대 활동 등 제

반 영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화쟁위원

회’를 설립하여 쌍용차 노동자 문제 등 굵직한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왔다. 

또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전국의 180여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을 설립하여 기부문화 정착과 재난 재해 구호 사업, 아프리카 

탄자니아 등 저개발국가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조계종은 2000년 민족공동체추진본부를 설립하여 매년 

8월 평화기원 남북동시 법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강산 신계사 복원을 시작으로 북한 

내 불교문화재 보존 및 복원 사업, 남북 사찰 간 교류협력 및 북녘 사찰 성지순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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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적인 교류 사업을 위해 2012년 제26차 세계불교도대회를 개최

한 바 있으며 2015년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를 20여 

개국 200명의 세계 종교계 대표를 초청한 가운데 개최함으로서 한국불교와 문화에 대

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한국불교의 대표 종단으로서 매년 ‘한중

일 불교우호교류대회’와 ‘한일 불교문화교류대회’ 등을 참가함으로서 국제적 연대 활동

을 진행하고 있다.

⑵ 한국불교태고종

① 연혁

1911년 조선 총독부 사찰령 제정, 31본산제도 형성

1913년 31본산 사업연합사무소 위원장제도 실시

1923년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 이사제도 실시

1941년 조선불교를 통합한 유일교단으로 조선불교조계종 성립

1945년 해방 이후 대한불교 각도 종무원 제도 실시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정화유시 파동

1962년 불교재산관리법 제정 공포, 동일 명칭 종파 등록 금지

1970년 한국불교태고종의 창종 등록 완료

1970년 박대륜(朴大輪) 대종사 태고종단의 초대 종정으로 추대

1970년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법륜사에서 한국불교태고종 제1회 정기 종앙종회

1994년 사회복지법인 태고종중앙복지재단 설립

2004년 태고종 종정으로 최혜초(崔慧草) 대종사 추대

2006년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에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 준공

2017년 제26대 편백운(片白雲) 총무원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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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직

종단의 수장은 종통의 계승자로서 종단의 신성과 존엄의 최고 권위를 가지는 종정

이다. 그리고 원로회의(상원)와 중앙종회(하원)가 의회제도의 상, 하 양원제 형태로 존

재한다. 원로회의와 중앙종회가 입법부에 해당하는 기관이라면, 행정부에 해당하는 것

은 종단 내의 사무 전반을 통할하는 총무원이다. 총무원장 산하에는 재정, 교육, 행정

을 전담하는 각 부원장이 있어 종단 내의 각종 실무들을 처리한다. 행정부원장 아래에

는 규정부, 사회부, 기획부, 총무부가 있으며, 재정부원장 산하에 재무부가 있다. 또한 

교육부원장이 통괄하는 부서로는 문화부, 교육부, 교무부가 있다. 특기할 것은 교육부

원장 산하 부서 가운데 교임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교임이란 태고종단의 고유한 전법사 제도로서 출가승과 구별되는 재가승을 말한다. 

본래 태고종은 사미계와 구족계와 같은 소승계율의 정신을 존중하되 범망경의 대승보

살계를 중심사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승려와 교임의 독신을 고집하지 않고 결혼을 

인정하며 출가와 삭발유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태고종은 교임(전

법사) 제도와 가정을 돌보며 수행과 교화를 하는 유발승제도를 종단 조직의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즉 이들 유발승 제도와 교임제도는 사회활동과 교화활동에 효과적이

며 고학력 엘리트 지성인 영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각 시도교구의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는 지방교구 종무원이 있다. 서울 지

역에 5개 교구 종무원이 있고, 인천과 경기 지역에 5개 교구 종무원, 그리고 그 밖의 

지방에 15개 교구 종무원(강원, 대전, 충남, 충북, 전북, 광주 전남, 경남, 대구, 경북, 경

북 동부, 부산, 울산, 경남 남부, 경남 동부, 제주 등)이 있다. 또한 해외특별교구로서 

미주교구 종무원이 있다. 총무원은 법륜사(종로구)에 있고, 조계산 선암사를 총림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대본산 사찰은 봉원사, 본산 사찰로는 백련사, 안정사, 법륜사가 있다.

③ 활동

한국불교태고종은 1994년에 사회복지법인 태고종중앙복지재단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한동안 중앙복지재단은 태고종 종단에서 관할하지 못하고 외곽 단체로 남아 있었다. 

사회복지법인 대산복지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소재지도 충남 금산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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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2018년에 들어와서 정관 개정을 통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종단으로 귀속시켰

다. 그리하여 사회복지법인 태고종 중앙복지재단은 본래 명칭도 회복하고, 태고종 총

무원에 소재지를 두게 되었다. 이사진도 개편하여 태고종 총무원장이 당연직으로, 그

리고 부장 가운데 한 명이 상임이사를 맡음으로써 태고종의 사회복지 활동을 총괄하

는 조직으로 재탄생하였다. 

태고종은 종단 내부적으로는 많은 내홍을 겪은 바 있지만 2017년 선출된 편백운 총

무원장 체제 아래서 어느 정도 사태가 수습되었으며, 2018년에 들어서 종단 통합을 위

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봉원사 영산재 보존 및 전승을 비

롯하여 매년 태고문화축제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⑶ 대한불교천태종

① 연혁

1911년 상월대조사(上月大祖師) 탄생

1945년 충북 단양군 소백산에 구인사(救仁寺) 창건

1966년 천태종 창종 선포 및 종헌, 종법 제정

1967년 문화부에 재단법인으로 종단 등록

1974년 상월대조사 입적, 제2대 종정 남대충(南大忠) 대종사 추대

1986년 금강승가대학 강원 개설

1993년 남대충 대종사 열반, 제3대 종정 김도용 대종사 추대

1996년 천태불교문화연구원 개원

1997년 학교법인 금강불교학원 설립 인가

2004년 전국에 말사 및 포교소 400여 개 설립, 신도수 200만

2005년 학교법인 금강불교학원에서 금강대학교로 명칭 변경

2018년 천태종 종의회에서 제18대 문덕 총무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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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직

대한불교 천태종의 총본산은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에 위치한 구인사이

며, 서울의 관문사에 서울 사무소를 두고 있다. 천태종의 종단 대표자는 종정이다. 

2018년 현재 김도용 대종사가 종정으로 추대되어 있다. 종정 아래에 총무원, 종의회, 

감사원, 원로원, 참의원 등이 있으며, 종전역경원, 종책위원회, 상벌위원회, 고시위원회

가 별도의 부서로 존재한다. 천태종의 행정을 총괄하는 곳은 총무원이다. 총무원에는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산하의 6부 1실로 조직되어 있다. 총무부, 교무부, 교육부, 재무

부, 사회부, 규정부, 기획실이 그것이다. 총무원이 관할하는 하부 조직으로는 금강신문

사, 금강승가대학, 금강불교대학, 천태종중앙박물관, 천태종복지재단, 천태범음범퍠연구

보존회, 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 등이 있다. 

천태종단의 최고 의결기구 역할을 하는 것은 종의회이다. 여기서는 종단의 사업, 예

산 및 결산 등을 논의하고 확정한다. 또한 종단 내의 각 원이나 본사 및 말사, 단체, 

학교, 유치원, 복지시설 그리고 각종 산하 법인들의 업무를 감사하고 회계감사를 맡는 

감사원이 있다. 그 외에 종단 자문기관으로서 원로원이 있고, 종무행정을 자문하고 보

조하는 신도조직으로서 참의원이 있다. 참의원은 각 지방 신도회장을 역임한 신도 그

리고 종단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신도들 중에서 종정이 임명한다. 

③ 활동

천태종 승려의 소임은 크게 농장, 목장, 공양방 등에서 울력하는 일과 총무원 등에

서 행정을 보는 일, 그리고 불교의식을 집전하는 일로 크게 나뉜다. 종단 내에서 행해

지는 다양한 불사에 동참하게 된다. 그러나 어떠한 소임을 맡든지 밤에는 반드시 관음

주송을 통해 지관수행에 매진하도록 권장한다. 또한 신도와 승려가 함께 수행하는 하

안거와 동안거 기간은 각 1달간의 수행을 하며, 특히 신도와 승려가 함께 수행하는 한 

달 간의 동안거에 이어 천태종 승려 안거의 결제를 갖게 된다. 이 승려 안거에는 종정

의 지도하에 해제까지 약 55일간 동안 관음염송 수행에 매진한다. 이외에도 천태종은 

새터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저소득층 지원 및 복지사회를 활발히 진행

하고 있고 개성 영통사 복원 등 남북교류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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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대한불교진각종

① 연혁

1902년 회당대종사(悔堂大宗師) 손규상(孫珪詳) 출생

1937년 불교에 귀의하여 진언 염송의 밀교 수행

1947년 대구 시내의 법당에서 종교체험

1947년 교화를 시작하면서 교당을 참회원(懺悔園)으로 명명

1951년 ‘심인불교 건국 참회원’으로 변경, 교당도 심인당(心印堂)으로 변경

1953년 대한불교진각종으로 교명을 변경

1954년 대한불교진각종 보살회 유지재단 설립

1955년 대구 심인중학교, 심인고등학교 설립

1958년 진각종의 교리를 체계화한 총지법장(摠持法藏) 출간

1963년 회당대종사 62세로 열반

1966년 종단 본부 총인원을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으로 이전

1974년 총지종(摠持宗) 분종

1976년 진선 여자 중, 고등학교 설립

1988년 진각대학 설립

1990년 미국 LA에 불광심인당 설립

1997년 개정 종헌 종법 공포

1996년 위덕대학교 설립

2003년 120여 개 심인당, 해외 6개 심인당, 신도 70여만 명

2016년 회정 정사(正師) 제12대 총인 및 제30대 회성 통리원장 취임

② 조직

현재 진각종의 최고 수장은 총인(總印)이라 불리며, 종단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은 

통리원(統理院)이다. 그리고 진각종의 의례가 거행되는 공간은 심인당(心印堂)이라고 

한다. 그래서 진각종의 조직 체계는 서울의 총인을 중심으로 종단을 전체적으로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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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통리원, 종의회 및 교육원이 중앙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는 심인당

을 두고 있다. 이외에 회당 대종사의 탄생지인 경북 울릉군 중령에는 금강원이 있다. 

종단에서는 이곳을 성역화하고 주변을 정화하여 진언 수행자를 위한 수도처로 삼고 

있다. 또한 일찍부터 재단을 법인화하여 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조직과 경영

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진각종의 교직자는 재속주의를 표방하여, 두발과 복장도 자유로우며 결혼이 허용된

다. 나아가서 진각종의 교직자는 부부인 경우를 더 권장한다. 교직자에 대한 칭호는 

남성 교직자를 정사(正師), 여성 교직자를 전수(傳授)라 부른다. 일반 신도들을 지칭할 

때에는 남성은 각자(覺子), 여성은 보살(菩薩)이라고 한다. 

③ 활동

진각종은 위덕대학교, 진선여자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성북노인복지관 등 복지기

관, 스리랑카, 네팔 등 해외 NGO, 비로자나청소년협회 등을 중심으로 복지, 교육, 해

외·청소년 포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진각종은 한국밀교문화총람사업단을 발족

시켜 지난 2016년 4월부터 3개년 사업으로 한국 밀교의 종합적 정리를 통해 한국불교 

정신문화를 계승하고 현시대에 필요한 정신문화로 승화시키는 학술과 문화의 장을 마

련하고자 밀교문화총람 학술연구 및 문화활동, 밀교 관련 자료의 전산화 등을 진행하

고 있다. 올해(2018년) 이같은 사업의 성과로 문두루법 시연을 경주에서 개최한 바 있

다. 이밖에도 울릉도를 포함해 각 지방 문화 활성화를 위한 회당문화축제와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월곡달빛축제, 회당학회를 중심으로 국제학술대회, 남북불교교류사업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⑸ 대한불교관음종

① 연혁

1956년 한국불교법화종 창립

1957년 대한불교법화종 창설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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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한국불교법화종과 대한불교법화종이 법인 등록

1965년 대한불교법화종 총무부장 이홍선이 대한불교불입종 창립

1988년 대한불교불입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우경조가 관음종 분종

1989년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설립 인가, 초대 총무원장 홍파 선출

1990년 제4대 관음종 종정으로 김대천 추대

1999년 제5대 관음종 종정으로 혜웅 추대

2003년 제6대 관음종 종정으로 이오열 추대

2004년 이홍선 탄생 100주년 태허 대종사 기념사업회 구성

2007년 서울불교문화대학 개설

② 조직

관음종의 총본산은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위치한 묘각사(妙覺寺)이다. 관음종이 설

립되던 초기인 1993년에 관음종의 조직은 크게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으로 구분되었다. 

종정 휘하의 재단법인 이사회와 원로원, 집행기관인 총무원, 호법원, 교육원, 포교원, 

그리고 입법기관으로서 중앙종회가 있었다. 그리고 각 지역 종무원과 그 산하의 말사

들이 지방조직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7년에 와서 관음종의 조직은 종정 – 원

로회의 – 총무원장 – 5부(총무, 교무, 재무, 사회, 감찰) - 5국(총무, 교무, 재무, 사회, 

감찰) - 시도 종무원 – 소속 사암, 그리고 총무원장의 관할을 받는 중앙종회와 3원(호

법, 교육, 포교) 체제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현재의 관음종 조직은 종정의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총무원장에게 모든 종권이 집중되어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입법기

관과 집행기관에 총무원장이 간여하고 있다. 

관음종의 교육 기관으로는 관음종 수련원, 서울불교문화대학, 서울불교보살학교가 

있다. 관음종에 소속된 사찰 수는 재단법인 등록 당시에 178개 정도였다. 그렇지만 

1993년에는 사찰 수가 302개, 승려 수가 293명, 신도 수가 1,401,701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2년에는 국내의 교직이수자 수가 848명(남 598명, 여 250명), 신도 수가 

1,161,600명(남 247,260명, 여 914,340명), 국내 사찰 수가 552개 정도로 확대되었다. 일본

에도 2개의 사찰(용천사, 약사사)을 두고 있었다. 국내 경우에 여신도 수가 압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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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고, 사찰 수는 경남(125개), 경기(77개), 부산(63개), 서울(51개), 경북(39개), 인천(36개), 

전북(29개) 등의 순으로 많다. 관음종의 사찰이 적은 지역은 제주(2개), 대전(8개), 광주

(11개), 충북(17개), 전남(20개) 등이다. 2007년 현재 관음종의 주요 사찰 수는 약 230여 

개로 추산된다. 

③ 활동

대한불교관음종은 2015년 10월 7일 탑골공원에서 창종 50주년 기념대법회를 개최하

였다. 여기서 관음종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희생자 무연고 유골들을 고국으로 모셔

오는 활동을 벌이겠다고 결의하였다. 그리고 2016년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추진하

였던 조세이탄광 희생자 추모사업을 2017년부터 관음종이 넘겨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관음종 총무원장 및 관계자들은 2017년 1월 부산을 출발하여 현해탄 너머 일본 야마

구치현 우베시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추모공원에서 대한불교관음종 주최로 위

령제를 거행하였다. 또한 2018년 11월 5일에는 일본 북해도 삿포로시 약왕사 ‘북해도 

개척 순란자 추모비’에 참배하고 중앙사로 이동하여 한국의 관음종과 일본의 조동종

이 합동으로 강제징용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법회를 거행했다. 아울러 조선인 희생자 

유골 환수에 관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⑹ 불교총지종(佛敎摠持宗)

① 연혁

1963년 원정(苑淨) 손정우(孫禎佑), 진각종 총인에 취임

1966년 종단 본부 총인원을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으로 이전

1971년 손정우는 진각종 총인직을 비롯한 모든 직책에서 사퇴

1972년 상봉동에 서울 선교부를 개설하고 종명을 불교총지종으로 정하고 분종

1973년 전국에 9개 선교부 개설

1978년 총본산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신축 이전

1982년 종조 원정성사 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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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종단 기관지 총지종보 창간

1996년 불교 최초로 소비자보호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1999년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 사회복지대단 설립

2018년 제12대 종령 법공(法空) 대종사 추대

② 조직

종단의 최고 대표자는 종령(宗領)이다. 종령 산하에 입법기관으로서 종령을 선출하

는 승단총회와 중앙종의회를 두고 있으며, 행정적인 사무는 통리원이 맡고 있다. 통리

원 아래에는 사회부, 재무부, 교정부, 총무부 등의 부서가 있다. 또한 밀교 교리 연구 

및 경전 간행을 담당하는 법장원이 있으며, 종단 감찰과 사무 및 회계 감사를 맡는 기

관으로서 사감원이 있다. 그밖에 동해중학교 운영을 위하여 학교법인 관음학사를 설

치하여 운영 중이며,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아래에 바라밀지역아동센터, 만다라 요

양원, 일원 어린이집, 초록 어린이집 등이 있다.

③ 활동

밀교 학술 연구소로 밀교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중앙교육원에서도 밀교의 기본 교

리들을 연구하고 있다. 동해중학교와 한마음유치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단 내의 

출가자를 교육하기 위하여 총지대학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종단 기관지 
총지종보를 간행하고 있으며, 종단 내에 법장원을 두고 총지종 관련 책자와 밀교 수

행에 관한 책자를 발간한다. 

⑺ 대한불교대각종

① 연혁

1992년 만청 이창배 스님이 충남 부여의 미암사에 상주하기 시작

1996년 만청 스님이 미암사에서 대각종을 창종하고 종정 겸 총무원장에 취임

1997년 미암사 대웅전 낙성기념 대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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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석가모니불 진신사리 봉안

2005년 국운 융창과 국민 화합을 위한 미암사 열반상 점안식 거행

② 조직

대각종의 총본산은 충남 부여의 미암사이다. 그래서 미암사에 총무원과 통리원이 

있다. 종단 대표자는 창종 당시부터 종정 겸 총무원장을 맡고 있는 만청 스님이다. 종

단의 중앙 조직으로는 종정 아래에 총무원과 중앙종회가 있고, 총무원에는 총무부와 

규정부가 있다. 총무원장은 문화원, 교육원, 포교원 등을 총괄한다. 

③ 활동

대각종은 공주, 부여 등지에서 시행하는 백제문화제에 수륙대재 및 삼천 궁녀 진혼

제 등을 주관하는 등 충남의 지역 불교계에서 중심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종립 대

각불교 교양대학과 불교 교리 연구소, 국제 불교문화 연구소, 전국 비구니회, 종책 자

문위원회 등의 기관을 갖추고 있으며, 대각뉴스 라는 기관지를 발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800여 사암에서 900여 명의 스님들이 활동하고 있다. 

⑻ 한국불교종단협의회

① 연혁

1967년 대한불교총연합회 발기

1969년 12개 종단 대표들이 모여 한국불교총연합회 창립

1973년 한국불교총연합회와 한일불교 친선협회를 통합하여 한국불교회 결성

1974년 대한불교총연합회로 명칭 변경

1980년 한국불교종단연합회로 명칭 변경

1981년 18개 불교 종단이 참여

1989년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로 인가

1994년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협의회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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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제1차 국제 포교사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추진

2001년 남북 불교도 8.15 동시법회 개최

2003년 조국통일 기원 3.1절 합동법회 개최

2018년 현재 29개 회원 종단으로 확대

② 조직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가입한 회원 종단은 2018년 현재 29개에 이른다. 그 중에서 

회장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7개 종단이다. 즉 회장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수

석부회장은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차석부회장은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이 맡고 

있다. 또한 부회장단에는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불교총

지종 통리원장, 대한불교대각종 총무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사무총장과 사무처 아

래에는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 불교음악협회, 

부산불교연합회 등이 산하단체로 있고, 또한 협의회의 각종 위원회로는 인권위원회, 

언론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한중일 불교우호교류위원회, 종단협력위원회, 환경보존위

원회, 국민도덕위원회, 공명선거계도위원회, 남북교류위원회 등이 있다. 

③ 활동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공동연합행사로서 신년하례법회, 시청 앞 점등식, 부처님오신

날 봉축 연합 대법회 및 연등축제 등을 행한다. 또한 수시로 나라를 위한 기원법회를 

거행하고,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불교 종단들이 친선을 위하여 교류하는 활동을 벌인

다. 또한 국제적인 불교 교류 사업도 활발하게 벌이는데, 수행 체험단을 상호 초청하

거나 학술 문화 예술 교류 및 인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행사를 주최하기도 한다. 특

히 남북 불교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북녘 동포를 돕기 위한 모금 사업을 진행한다. 그

밖에도 불법 홍포 및 사회 교화 사업으로서 외국인 수행자들이나 해외의 국제 포교사

들에게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불서의 번

역, 불교 학술 분야의 연구 지원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회원 

종단들 사이의 친선과 상조를 위한 협의체 조직이기 때문에 회원 종단들의 행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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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행사 공동 추진 등에 주력하고 있다. 

2) 개신교(14개 단체)

개신교는 1876년 만주 지역에서 일본에서 입교자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1880년대에 

북장로교와 북감리교 선교사들이 입국하면서 전파되기 시작한다. 이후 개신교는 여러 

교단의 선교사들이 입국하면서 개신교단의 종류도 많아졌다. 개신교는 초기부터 여러 

교단이 공존하는 교단종교로 존재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과 조선총독부가 ‘기독교’를 불교나 신도와 함께 종교로 공인하

면서 공인종교로서 존재했다. 교단종교라는 존재 방식은 지속되었지만, 공인종교는 활

동을 공인받으면서도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개신교

계의 학교교육을 인정하면서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배제하려는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방 이후에는 여러 이유로 교단들이 분리되고 통합하는 과정을 겪었다. 예를 들어, 

장로교의 경우에는 1952년 고려신학교가 대한예수교장로회와 합동하여 대한예수교장

로회(고신)로 환원되었고, 1957년에는 성서비평학을 수용하는 장로교 계열이 한국기독

교장로회로 분리해 나갔다. 1959년 세계교회협의회 가입을 둘러싸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가 분리되었으며, 1961년 대한예수교장로회(호헌)가 분

리되었다. 성결교의 경우에는 1961년 세계교회협의회(WCC) 가입 문제로 기독교대한성

결교회와 예수교대한성결교회로 분리되었다. 오순절교의 경우에는 2009년에 기독교하

나님의성회(서대문측)와 기독교하나님의성회(통합), 기독교하나님의성회(순복음)로 분리

되는 등의 과정을 겪었다. 

해방 이후 개신교계는 군종, 교화위원, 학교교육, 사회복지 등 여러 부분에 관여하고 

있다. 그리고 교단별, 교회별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개신교계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대외 활동의 경우에는 각 교단별보다 연합단체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슬로건을 공유하고 있기도 하다. 2018년 현재, 비교적 교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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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교단으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고

신),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한국침례회, 기독교대한성결교

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이 있다. 그리고 연합기관으로 한

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등이 있

다. 주요 단체들의 연혁, 조직, 활동 등은 아래와 같다. 다만, 최근에 개신교계에 많은 

변화가 있어 변화 대상은 연혁에서 제외한다. 

⑴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① 연혁

1901년 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

1907년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립노회 결성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조직

1918년 조선예수교장감연합협의회 창립

1924년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조직

1934년 선교 50주년 장로교 총회 희년대회

1938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가결

1943년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으로 개칭

1945년 일본기독교조선교단에 통합

1946년 장로교 경남노회 임시노회 결의로 고려신학교 개교

1948년 장로교 제34회 총회에서 장로교 신학교 신설 결정

1949년 대한예수교장로회로 총회 명칭 변경

1950년 군종목사 제도 실시

1952년 고려신학교를 지지하는 경남법통노회가 고신교단으로 분립

1953년 조선신학교를 지지하는 경기노회가 기독교장로회 교단으로 분립

1959년 세계교회협의회(WCC) 가입 문제로 합동측과 통합측이 분립

1967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교 설립 인가



- 25 -

1969년 4년제 정규대학 총회신학대학 설립 인가

1975년 약칭 교명 총신대학 인가

1995년 교명을 총신대학교로 변경

2001년 총신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예배

2011년 총신 100만 기도 후원회 100억 후원금 달성 감사 예배

2013년 총회 설립 100주년 기념 세계개혁교회대회 개최

2016년 종교개혁500주년기념 학술심포지엄 개최

② 조직

총회 조직은 총회 임원들로 구성된 임원회(총회장, 총무,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

장,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부회계)와 상비부(정치부, 전도부, 교육

부, 헌의부, 재정부, 면려부, 학생지도부, 구제부, 규칙부, 고시부, 농어촌부, 군목부, 노

회록검사부, 재판국, 출판국, 경목부, 감사부, 은급부, 신학부, 사회부, 순교자기념사업

부)가 중심을 이룬다. 여기에 각종 위원회(총회실행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이단(사이

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이슬람대책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 총회정책연구소, 총회

역사위원회, 교단연합교류위원회,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언론홍보위원회, 에산심의

위원회, 헌법위원회설립준비위원회, 장학재단설립위원회 외 26개 위원회)가 있다. 

또한 총회 산하기관으로는 유지재단, 은급재단, 사회복지재단, 기독신문사, 총회세계

선교회, 총회신학원 등이 있다. 그리고 총회 상비부 산하에는 전국남전도회연합회, 전

국여전도회연합회, 기독청장년면려회전국연합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 등이 조직되어 

있다. 총회 인준 신학교로는 대신대학교, 칼빈대학교, 광주신학교, 대전신학교, 부산신

학교, 서울신학교, 수원신학교, 인천신학교, 전북신학교, 청주신학교, 광신대학교 등 11

개 신학교가 있다. 

③ 활동

예장(합동) 교단은 2013년에 ‘총회 설립 100주년 기념 세계개혁교회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2016년에 ‘종교개혁500주년기념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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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10일에는 제103회 총회에서 전계헌 목사(102회 총회장)에 이어 이승희 목사

를 총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총무는 2017년에 선출된 최우식 목사가 맡고 있다. 총회본

부는 상비부를 중심으로 각종 위원회들을 정리해 총회 조직을 강화할 의지를 비추고 

있다. 또한 총회본부는 3S운동(SMILE, SPEED, SPIRIT), 즉 모든 행정을, 친절하게, 빠

르게, 신앙으로 섬겨가자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당면한 여러 현안을 해결할 의지를 비

추고 있다. 

⑵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① 연혁

1901년 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

1907년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립노회 결성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조직

1918년 조선예수교장감연합협의회 창립

1924년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조직

1934년 선교 50주년 장로교 총회 희년대회

1938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가결

1943년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으로 개칭

1945년 일본기독교조선교단에 통합

1946년 장로교 경남노회 임시노회 결의로 고려신학교 개교

1948년 장로교 제34회 총회에서 장로교 신학교 신설 결정

1949년 대한예수교장로회로 총회 명칭 변경

1950년 군종목사 제도 실시

1952년 고려신학교를 지지하는 경남법통노회가 고신교단으로 분립

1953년 조선신학교를 지지하는 경기노회가 기독교장로회 교단으로 분립

1959년 세계교회협의회(WCC) 가입 문제로 합동측과 통합측이 분립

1960년 서울 새문안교회에서 통합 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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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세계교회협의회 재가입

1978년 제63회 총회에서 산업선교위원회 설치

1984년 한국 교회 100주년 기념 사업 실시

1989년 세계개혁교회연맹(WARC) 제22차 총회 한국 유치

1996년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출범

1996년 첫 여성 목사 안수

2004년 한국 선교 120주년 기념 세계 평화와 생명을 위한 선교대회

2005년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공동으로 광복 60주년 및 부활절 기념 기도회

2012년 총회 설립 100주년 기념 감사예배

2013년 민족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3년 과정 실시

2015년 한반도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DMZ 도보순례

② 조직 

1995년 제80회 총회에서 ‘21세기 교단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위원회’가 설치되어 총회 

기구에 대한 개편작업이 시작되었다. 먼저 2000년 제85회 총회에서 총무를 사무총장으

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2003년 제88회 총회에서 채택된 기구개혁안에 따라서 총회본부

가 4개 사업부와 행정지원본부, 훈련원으로 개편되었고, 2008년 장로 부총회장 제도가 

신설되었다. 

총회산하기관으로는 총회유지재단(한국 교회백주년기념관 및 총회의 재산 소유, 보

존, 관리), 총회연금재단(목회자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사업 관장), 한국장로

교출판사(출판 업무와 문서선교사업 관장), 한국기독공보사(교단지), 실로암시각장애인

복지회(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복리 증진), 한국장로교복지재단(복지사업을 

관장하는 사회복지법인), 총회문화법인(문화선교사역 지원), 해양의료선교회(남서해안 

섬지역 순회 의료선교 관장)가 있다. 

총회산하자치단체로는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 그리고 청년회전국

연합회가 있다. 그리고 총회직영 신학대학교는 모두 7개인데, 대전신학대학교, 부산장

신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호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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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학교 등이다. 총회 유관 대학 및 병원으로는, 계명대학교, 계명문화대학, 광주보건

전문대학, 기전대학, 서울여자대학교, 서해대학, 선린대학,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예

수대학교, 한남대학교, 그리고 광주기독병원, 동산의료원, 실로암안과병원, 안성성소병

원, 일신기독병원, 전주예수병원, 한동대학교 선린병원 등이 있다.

③ 활동

예장(통합) 교단은 2012년에 ‘총회 설립 100주년 기념 감사예배’에 이어, 2013년에 ‘민

족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3년 과정’을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2015년에 ‘한

반도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DMZ 도보순례’를 진행해 사회 문제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이어, 2018년 9월 10일에 제103회 총회에서는 최기학 목사(102회 총회)에 

이어 신임 총회장으로 림형석 목사가 선출되었고, 사무총장은 2016년에 선출된 변창배 

목사가 맡고 있다. 총회 본부는 교단의 주요 운영 방향으로 ‘영적부흥’을 강조하고 있

다. 2018년 11월에는 노동선교와 민주화 운동의 요람으로 불리는 영등포산업선교회가 

림형석 총회장과 갈릴리교회 인명진 원로목사가 참석한 가운데 ‘설립 60주년 기념행

사’를 개최한 바 있다. 

⑶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① 연혁

1884년 일본 주재 미감리회 선교사 맥클레이 내한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 내한

1908년 미국 북감리회가 한국 연회 조직

1918년 미국 남감리회가 한국 연회 조직

1918년 장로회와 연합하여 조선예수교장감연합협의회 창립

1924년 장로회와 연합하여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조직

1930년 남북감리회가 합동하여 기독교조선감리회 조직 

1931년 연합연회에서 여성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목사 안수



- 29 -

1933년 이화전문학교 후원회 창립 총회

1934년 서울 배재학교에서 감리회 선교 50주년 기념 행사

1938년 감리교 총리사 양주삼 명의로 신사참배 수용 성명서 발표

1940년 감리교 신학교 폐교, 선교사 전원 귀국

1943년 일본기독교조선감리교단으로 재편

1945년 일본기독교조선교단에 흡수

1945년 기독교조선감리회 재건위원회 조직

1949년 기독교대한감리회로 명칭 변경

1955년 제1회 남부 연회에서 한국인 여성들이 처음으로 목사 안수

1959년 감리교신학교 대학으로 승격

1978년 감리회 내의 분열들을 극복하고 단일 교단 형성

1984년 기독교대한감리회 100주년 기념 연합예배

1990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자치 60주년 기념대회

1992년 광화문 감리회관 봉헌식

1995년 세계 감리교 감독회의 서울 개최

1996년 감리교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가

2006년 세계감리교협의회(WMC) 총회 서울 개최

2007년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

2009년 세계 감리교 농아 선교대회 서울 개최 

2012년 아펜젤러 순직 110주년 기념 좌담회 

2014년 제3차 감리교시국기도회 개최

② 조직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장로회나 침례회 등 개신교의 다른 교파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조직 체계를 취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이다. 곧 다양한 의

회를 통해 법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며, 선출된 임원인 감독에게 법에 의한 치리

(治理)를 맡기는 것이다. 따라서 의회 조직과 교단 운영 조직이 연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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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회의 구성을 보면, 개별 교회에 등록한 모든 입교인으로 구성되는 당회가 

있다. 그리고 개별 교회 1개 이상과 입교인 12인 이상으로 구역회를 구성한다. 23개 

이상의 구역과 10인 이상의 연회 정회원으로 지방회가 이루어진다. 지방회의 상위 의

회로는 행정구역과 교회 분포 등을 고려하여 연회를 두며, 최고 의회로는 총회가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장로회에서는 목사와 장로를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며 장로의 비중이 

큰 반면에, 감리회는 장로를 평신도 대표의 일원으로만 간주한다. 그리고 각 의회의 

의장이 되는 담임목사, 감리사, 감독, 감독회장 등의 권한과 역할이 중시된다. 특히 감

독회장은 매우 높은 위상을 갖는다.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행

정수반으로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최고 임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2년을 임기로 하는 감독과 달리,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이며, 총회의 행정을 총괄하는 

수반이고, 임기 중에는 감리회의 주요 기관의 대표를 맡는 등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현재 감독회장은 전명구 감독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는 서울시 종로구의 감리회관에 위치해 있으며, 상설 기구로 

행정기획실, 사무국, 교육국, 사회평신도국, 선교국, 연수원 등을 두고 있다. 언론 및 

출판 기관으로는 기독교 타임즈와 도서출판 KMC가 있다. 또한 감리회 본부에는 감독

회장과 더불어 감독회의, 임원회, 인사위원회 등이 있으며, 6개의 특별위원회가 설치되

어 있다.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장단기발전위원회, 성직위원회, 미자립교회 대

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역사보존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등이 그것이다. 

감리회의 지방 조직은 연회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중앙연회, 서울연회, 서울남연

회, 경기연회, 동부연회, 서부연회, 중부연회, 남부연회, 충청연회, 충북연회, 삼남연회, 

호남선교연회, 미주자치연회 등 13개의 연회가 있다. 각 연회는 감독과 총무, 실행부 

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연회에는 분과위원회들이 있는데, 연회마다 사정

은 각기 다르지만 서울연회의 경우에는 21개의 분과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연회 산하

에 또 다시 지방회가 조직되어 하부 단위를 이룬다. 

③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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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는 2004년에 늘어나는 행정을 전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각 연회 감

독 가운데 한 명이 감독회장을 맡던 제도를 대신해 전임 감독회장 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 감리회 총회에서 목회세습 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제31차 총회에서 여

성 신도들과 젊은 층 신도들의 목소리를 총회에 반영하기 위해 총회 대의원에 성별, 

세대별 할당제를 의무화하는 등 내부 개혁을 진행하였다. 이어, 2016년에는 전용재 목

사(제27대)에 이어, 제28대 기감 총회의 감독회장으로 전명구 목사를 선출했다. 그리고 

2018년 현재 총회는 ‘2018 감리회 농도한마당’ 등의 외부 행사와 3·1운동 100주년 행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 

⑷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대신)

① 연혁(대신)

1952년 대한신학교 교육부 인가, 설립자 김치선 목사

1961년 대한예수교성경장로회 창립 총회 개최, 발기인 김치선 목사

1969년 대한예수교장로회(성장)으로 명칭 변경

1970년 국방부 군종실로부터 군목 후보생 추천교단 선정

1972년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으로 명칭 변경

1980년 예장(대신), 한국장로교협의회 창립회원 교단이 됨

1982년 대한신학교를 대신대학으로 개칭

1986년 예장(대신), 제21회 총회에서 총회신학원 설립

2014년 예장(대신)의 일부 교회가 분리되어 예장(대신석수) 형성

② 연혁(백석)

1978년 대한예수교장로회(복음총회) 설립(설립자 초대 총회장 장종현 목사)

1980년 예장(복음총회)에서 예장(합동진리)로 명칭 변경

1981년 예장(합동진리)와 예장(연합)이 예장(합동진리연합)으로 교단 통합

1982년 예장(합동진리연합)에서 예장(합동정통)으로 명칭 변경



- 32 -

1999년 국방부로부터 군목장교선발을 위한 지정학교 선정 

2007년  총회유지재단의 설립 허가를 받다

2009년 예장(합동정통)이 예장(백석)으로 명칭 변경

2013년 예장 개혁측과 통합

2014년 예장개혁광주측과 통합

2014년 예장대신과의 통합선언식을 개최함

2015년 예장대신과 통합 후 예장 대신으로 명칭 결정 

③ 연혁(백석대신)

2015년 예장(대신)과 예장(백석)이 통합 결의 (통합초대총회장 장종현 목사)

2017년 예장 합동진리측과 통합 

2017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는 대신과 백석의 통합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

2018년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대신)으로 교단 명칭 변경에 합의 

④ 조직

2015년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교단과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교단이 예장(대신)으

로 통합하였다가, 2018년 예장(백석대신)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백석대신 교단의 조

직은 총회를 정점으로 조직되어 있다. 그래서 교단의 공식 대표자는 통합총회장이며, 

그 아래에 임원회와 정책자문단, 교단통합전권위원회, 총회회관건립추진위원회가 있다. 

총회 운영의 실무는 실행위원회가 담당하는데, 정치부, 규칙부, 재정부, 교육부, 사회복

지부, 경목부, 문화체육부, 군선교부, 전도부, 평신도부, 재판국 등이 설치되어 있다. 또

한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9개의 특별위원회, 통계위원회 등 3개 정기위원회, 사회

특별대책위원회 등 5개 총회장 직속기관이 있다. 총회 산하기관으로는 세계선교회 선

교사훈련원, 농어촌선교회, 부흥사회, 원로목사회, 장로연합회가 있다. 그리고 총회가 

직영하는 기관으로는 교육기관으로서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평생교육신학원, 백석대

학교 실천신학대학원,  훈련기관으로서 총회교육원, 목회대학원, 군종사관훈련원, 군선

교사교육원이 있으며, 그 밖에 언론기관인 기독교연합신문과 총회백석출판사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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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⑤ 활동

예장(백석대신) 교단은 2013년부터 총회관 건립을 추진해 4년 만인 2017년 11월 서

울시 방배동 총회관의 준공 및 입주감사예배를 올렸다. 이어, 2018년 9월 12일 총회에

서 이주훈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했다. 백석 측과 대신 측의 통합으로 7,300여 개 교

회를 거느린 장로교 3대 교단이 된 예장백석대신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표방하면서 

한국 교회의 중심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내보였다. 2018년 현재, 대외적 협력 활

동의 강화 등을 표방하면서, ‘1만 교회 2백만 성도 확장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① 연혁

1933년 한국 최초의 오순절교회가 서울 서빙고에 설립

1949년 전남 순천에서 대한기독교순천오순절교회 설립

1950년 제1회 대한기독교오순절 대회 개최

1952년 미국 하나님의 성회 선교사 체스넛(Chesnut) 내한

1953년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창립

1957년 허흥 등이 기독교대한오순절교회를 만들어 분리

1957년 재단법인 설립

1961년 순복음부흥회관 건립

1972년 분리된 오순절교회 통합

1973년 순복음중앙교회가 여의도 신축교회로 이전

1981년 조용기 목사의 이단 시비로 총회 측과 순복음 측으로 분열

1982년 순복음 측이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 설립

1985년 순복음 측이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 설립

1991년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앞의 명칭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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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통합에 참여하지 않은 교회들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순복음) 교단으로 활동

2006년 교단 대통합안 대두(기하성 통합, 수호, 예수교대한하나님의 성회)

2008년 기하성 통합, 수호, 예하성 통합 총회

2009년 기하성(통합)과 기하성(양평동)으로 분리

2009년 기하성(여의도순복음) 총회 독립

2010년 기하성 교단 발전과 회복을 위한 특별기도회(여의도순복음교회)

2014년 부활절 기하성 연합예배

2017년 기하성(여의도순복음) 정기총회 개최(총회장으로 이영훈 목사 재추대)

2018년 기하성 여의도, 서대문 측과 대통합을 이루고, 신수동 측, 광화문 측 일부가 참여 

② 조직

현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재는 조용기 목사이고, 총회장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의 이영훈 목사이다. 그리고 총회의 임원진은 수석부총회장 1인, 부총회장 6인, 총무, 

서기, 재무, 회계, 부서기, 부재무, 부회계 각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회 본부에는 

정책위원회, 헌법위원회, 재판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33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

고, 교육국, 전도국, 출판국, 홍보국 등 10개의 국이 사무를 분담한다. 총회의 산하 기

관으로는 오순절 신학을 바탕으로 목회자를 양성하는 총회목회대학원, 여의도순음복

총회신학교, 순복음신문 등이 있다. 특히 신학교는 서울과 경기도에 있던 지방 신학교

를 통합하여 총회 직영신학교를 세우고, 전국의 신학교를 분교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총회 아래에 지방회를 행정구역 별로 조직하였는데, 여의도, 강원, 강원서, 강원제일, 

경기 등 전국에 50개의 지방회가 있다. 

③ 활동

기하성(순복음) 교단은 2018년 1월 제75회 전국 교육자 학부모 동계 금식 수련회, 5

월 제30회 아시아 성도 방한 대성회 등을 개최하고, 교회 창립 60주년 감사예배 및 비

전선포식을 거행했다. 6월에는 제23회 전국 초교파 권사 금식기도 대성회, 7월에는 제



- 35 -

33회 전국 초교파 직장인 및 일반성도 초청 금식기도 대성회, 제44회 전국 초교파 여

성 금식기도 대성회 등을 개최했다. 이러한 행사들은 ‘성령운동’을 지향하고 있다. 이

와 함께 기하성(순복음) 교단은 서대문 측과 대통합을 이루고, 광화문 측, 신수동 측 

등의 남아 있는 교단과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⑹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① 연혁

1889년 캐나다의 말콤 펜윅 선교사 내한

1895년 보스톤침례교회 엘라 씽 기념선교회에서 선교사 파송

1896년 원산에 한국 순회 선교회(선교총부) 설립

1903년 공주에 교역자 양성 기관 성서학원 개원

1906년 대한기독교회 교단 창립

1921년 동아기독교회로 명칭 변경

1933년 교단 명칭을 동아기독대로 변경

1935년 교단의 정신적 지주이자 재정을 총괄하던 펜윅 선교사 사망

1940년 교단 명칭을 동아기독교회로 환원

1944년 일제에 의해 교단 해체

1946년 교단 재건, 감목제도를 회중제도로 변경

1947년 교단체제 변경에 반대하는 교회들이 탈퇴하여 대한기독교로 분립

1949년 대한기독교침례회로 명칭 변경

1951년 부산 침례병원 개원

1953년 대전시에 침례회 성경학원 개원

1954년 침례회 성경학원을 신학교로 승격하여 침례신학교 개교

1955년 침례신문 발행

1959년 기독교대한침례회(대전총회)와 대한기독교침례회(포항총회)로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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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두 분열 교단이 합동으로 총회 개최

1970년 침례회 한국 교단과 미국 선교회가 공동으로 한미기금위원회 조직

1973년 침례신학교가 한국침례신학대학으로 설립 인가 취득

1976년 교단 명칭을 기독교한국침례회로 확정

1979년 수도침례신학교 개교

1980년 한국침례신학대학에서 침례신학대학으로 교명 변경

1986년 수도침례신학교, 4년제 각종학교 자격 취득

1989년 침례회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 개최

1990년 침례교 세계대회(BWA) 서울 개최

1994년 침례신학대학에서 침례신학대학교로 교명 변경

2001년 학교법인 침례학원과 학교법인 수도침례신학원의 법인 통합

2006년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와 수도침례신학교 통합

2013년 총회 빌딩 신축 및 이전

2014년 침례신학대학교 개교 60주년 행사 개최

② 조직

기독교한국침례회의 중앙 조직은 총회로 구성되어 있다. 총회장과 제1부총회장, 제2

부총회장, 그리고 총무, 전도부장, 재무부장, 교육부장, 사회부장, 평신도부장, 공보부장, 

청소년부장, 해외선교부장, 군경부장, 농어촌부장, 여성부장 등이 임원진을 구성하고 

있다. 5년 임기에 중임이 가능한 총무 이외에 모든 임원진은 그 임기가 1년이라고 침

례회의 규약에 명시되어 있다. 총회의 행정 부서들로는 재단사무국, 행정국, 기획국, 

재정국이 있다. 총회 산하의 기관으로는 침례신학대학교와 신학교, 교회진흥원, 침례병

원, 침례신문사, 교역자 복지회, 국내선교회 등이 있다. 

중앙 조직과 더불어 전국에 130개의 지방회가 조직되어 기독교한국침례회를 구성하

고 있다. 지방회를 구성하려면 가입된 교회의 숫자가 20개 이상이어야 하며, 만약 지

방회를 분리하려고 할 때에도 각각이 20개 이상의 교회로 구성되어야 한다. 침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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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회는 소속된 지역의 지방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임의로 이동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③ 활동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선교사업, 종교교육사업, 사회사업, 문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유

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재단법인을 중심으로 선교, 종교교육(교역

자 양성, 유치원, 어린이집, 탁아소 운영), 사회사업(극빈자 구제, 납골시설 운영, 지역 

아동센터 수탁 운영, 노인복지시설 수탁 운영, 기타 자활사업 수탁 운영), 문화사업(종

교 서적 출판 및 유통), 기타 사업(수익사업을 위한 부동산 임대, 출판지원) 등의 활동

을 지속하고 있다. 2018년 9월에 108차 총회를 개최해 안희묵 목사(제73대)에 이어, 박

종철 목사를 제74대 총회장으로 선출했다. 총회는 2019년을 펜윅(M. C. Fenwick) 선교 

한국 130주년으로 준비하면서 교단의 정체성 강화와 부흥에 집중하고 있다. 

⑺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① 연혁

1901년 만국 성결연맹에서 안수 받은 카우만 등이 일본 동경에 중앙복음전도관 설치

1905년 동경의 중앙복음전도관이 동양선교회로 확대 개편

1907년 동양선교회가 서울에 복음전도관 설립

1911년 동양선교회 경성 성서학원(현 서울신학대학교) 개교

1912년 최초의 성결교 예배당으로 무교정 예배당 봉헌

1914년 전국 교역자 수양대회에서 성서학원 졸업생의 제1회 목사 안수식

1921년 조선야소교동양선교회 성결교회로 명칭 확정

1924년 성결교회 유지재단 설립, 교회 재산 관리

1925년 성결교단의 최초 헌법인 교리급조례(敎理及條例) 공포

1929년 조선야소교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제1회 연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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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조선야소교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총회 결성

1943년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성결교단 강제 해산

1945년 기독교조선성결교회 교단재건준비위원회 조직

1946년 기독교조선성결교회 제1회 총회 개최

1949년 기독교대한성결교회로 명명

1957년 교단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으로 기념관 건립

1961년 한국기독교연합회(NCC) 및 복음동지회(NAE) 가입 문제로 교단 분열

1961년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과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의 분립

1965년 분열되었던 교단의 합동

1973년 예성 교단의 일부 교회가 기성 교단에 합류

1974년 성결교회 헌법 전면 개정 공포

1979년 교단 창립 70주년 기념 선교회관 준공

1987년 교단 창립 80주년 기념 전국대회

1990년 한국성결신문 창간

1991년 제1회 세계선교대회 개최

1996년 성결교회 헌법 전면 개정 공포

2001년 한국성결교회연합회 창립총회

2004년 지역총회 종료(폐지)

2007년 교단 창립 100주년 기념대회

2013년 서울신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개관

2014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협약식 체결

2017년 교단 선교 40주년 기념 선교대회 및 선교사대회 개최

2018년 제111년차 통일기도회 및 성결인대회 등 개최 

② 조직

1947년 9월에 열렸던 총회 이후부터 성결교단의 조직 형태는 총회제를 채택하고 있

다. 즉 당회라고 불리는 지교회 위에 감찰회가 있고, 감찰회 위에는 지방회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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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는 총회가 설치되어 있다. 총회의 임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직선제이어서, 

총회 대의원들을 직접 투표를 거쳐서 뽑는다. 현재 성결교단은 직원을 항존직과 임시

직으로 구분한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를 항존직으

로, 그리고 전도사 및 집사를 임시직으로 본다. 그리고 2004년부터 여성 목사와 장로

를 인정하고 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의 임원은 총회장 1인, 부총회장 2인,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등으로 구성된다. 총회본부의 행정 부서는 선교국, 교육국, 사무국, 평신도국, 

경리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총회 산하의 기구로는 실행위원회, 임원회, 총회

장 자문위원회, 의회부서(공천부, 선교부, 교육부, 평신도부, 법제부, 심리부, 서무부, 군

목부, 청소년부, 농어촌부, 복지사업부, 교회음악부), 서울신학대학교이사회와 유지재단

이사회 등이 있다. 그리고 항존부서라는 이름으로 상임 위원회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고시위원회, 재판위원회, 기획예결산위원회, 헌법연구위원회 등 11개의 위원회가 있다. 

성결교회의 총회 조직 외에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등의 지역별로 

지방회가 구성되어 있다. 가령 서울 지역에는 도합 9개의 지방회가 있다. 또한 총회 

산하에 직할지방회라 하여, 제주와 해외(재일, 유럽,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시아, 중국) 

여러 곳에 산재한 지방회를 총회 직할로 두고 있다. 

③ 활동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2018년 5월 제112년차 총회를 개최해 윤성원 목사를 총회장

으로, 류정호 목사와 홍재오 장로를 부총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이어, 2018년 10월에 

2018 선교사 안수식을 거행했고, 김진호 총무를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

에서 2019년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한편, 총회는 2018년 10월에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성결교회 목회 페스티벌(2019년 

목회계획 세미나)을 개최하고, 윤성원 총회장이 참석한 목회자 530여 명에게 제112년

차 총회의 주요 정책과 6대 비전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총회의 사역 역량 강화, 

교단의 영향력 향상, 작은 교회 부흥운동, 다음세대 부흥운동, 지도자 역량 강화’ 등이

며, 이를 통해 ‘교단 융성의 신기원’을 이루겠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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⑻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혁)

① 연혁

1901년 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

1907년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립노회 결성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조직

1918년 조선예수교장감연합협의회 창립

1924년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조직

1934년 선교 50주년 장로교 총회 희년대회

1938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가결

1943년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으로 개칭

1945년 일본기독교조선교단에 통합

1946년 장로교 경남노회 임시노회 결의로 고려신학교 개교

1948년 장로교 제34회 총회에서 장로교 신학교 신설 결정

1949년 대한예수교장로회로 총회 명칭 변경

1950년 군종목사 제도 실시

1952년 고려신학교를 지지하는 경남법통노회가 고신교단으로 분립

1953년 조선신학교를 지지하는 경기노회가 기독교장로회 교단으로 분립

1959년 세계교회협의회(WCC) 가입 문제로 합동측과 통합측이 분립

1967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교 설립 인가

1969년 4년제 정규대학 총회신학대학 설립 인가

1975년 약칭 교명 총신대학 인가

1985년 예장(합동)의 분열로 예장(합동개혁) 총회 구성

1997년 예장(합동개혁) 총회 소속 총회신학연구원을 관악구 봉천동에 이전 설치

1998년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회원 교단으로 가입

2003년 총신사회대학을 인수하고, 총신사회대학신문을 기독교개혁신문으로 제호 변경

2004년 총회신학출판부를 도서출판 진리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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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총회 본부 및 총회신학연구원을 관악구 남현동으로 확장 이전

2007년 총회 법인 승격(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혁총회)

2011년 한국장로교보수교단총연합회 가입

2012년 한국교회연합 가입 인준 및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참여 보류

2014년 일본 나리타캠퍼스 승인

2016년 일본 후쿠오카캠퍼스 승인

2018년 총회신학 졸업(신학부 제30회, 신대원 제26회, 학술원 제14회)

② 조직

예장(합동개혁) 총회의 현재 총회장은 정서영 목사이다. 그리고 총회 본부의 소재지

는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에 두고 있다. 교단의 전체 현황을 보면, 교회 수는 3,656개이

며, 노회는 78개가 조직되어 있다. 특기할 사항은 필리핀, 캐나다, 중국, 일본, 미국 등

지에 해외 노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해외 노회까지 다 합치면 예장(합동개혁)

에 소속된 노회의 숫자는 89개이다. 교역자의 수는 약 6,675명이다. 교육기관으로는 총

회신학교, 총신디지털, 총신평생교육원 등이 있으며, 광주, 전주, 대구, 청주, 대전, 경

기, 순천, 원주, 제주, 의정부, 부산, 천안, 창원, 인천 등지에 총회신학교 지방 캠퍼스

가 있다. 언론 및 출판기관으로는 기독교개혁신문사, 도서출판 진리가 있다. 

총회 조직은 총회장 아래에 총회임원회의가 있고, 노회장 연석회의가 있다. 총회임

원은 총회장 1인, 부총회장 2인, 서기 4인, 회계 2인, 총무 및 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그리고 총회에 소속된 위원회는 4개인데, 선거관리위원회, 교단연합활동위원

회, 언론출판위원회, 총회부흥사협의회 등이다. 교단 소속 기간으로는 총회부흥사협의

회, 전국남전도연합회, 전국여전도연합회, 교회성장연구소가 있다.

③ 활동

예장(합동개혁) 교단은 2002년에 교단 자체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

합회 등의 연합단체에 가입해 각종 교회 연합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도 

현 총회장 정서영 목사가 대표회장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세기총) 등이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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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공동 주관한 ‘신사참배 80년 회개 및 3.1운동 100주년을 위한 한국교회 일천만 

기도대성회’ 등 교회 연합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교육에도 관심을 보여, 2007년 

총회 법인 설립 이후 2008년에 총회디지털신학을 사이버총신으로 개칭하고, 2011년까

지 전국 주요 지역에 캠퍼스를 설립했으며, 2014년과 2016년에는 각각 일본 나리타와 

후쿠오카 캠퍼스를 승인했다. 2018년 9월에는 예장 합동개혁 제103회 총회에서 정서영 

목사를 총회장으로. 김재홍 목사와 오영자 목사를 부회장으로 선출하면서 교단을 안

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⑼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① 연혁

1901년 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

1907년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립노회 결성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조직

1918년 조선예수교장감연합협의회 창립

1924년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조직

1934년 선교 50주년 장로교 총회 희년대회

1938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가결

1943년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으로 개칭

1945년 일본기독교조선교단에 통합

1946년 장로교 경남노회 임시노회 결의로 고려신학교 개교

1948년 장로교 제34회 총회에서 장로교 신학교 신설 결정

1949년 대한예수교장로회로 총회 명칭 변경

1950년 군종목사 제도 실시

1952년 고려신학교를 지지하는 경남법통노회가 고신교단으로 분립

1956년 총노회를 총회로 개편

1965년 예장(고신) 총회 유지재단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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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학교법인 고려학원 문교부 인가

1970년 고려신학대학 문교부 인가, 복음병원을 고려학원 수익기관으로 지정

1978년 고려신학대학원 문교부 인가

1980년 고려신학대학을 고신대학으로 명칭 변경

1981년 교단 창설 기념주일(9월 둘째 주일) 제정

1989년 기독교보 복간

1993년 예장(고신) 총회 회관 준공(서초구 반포동)

1996년 세계선교대회 개최

1998년 고려신학대학원 천안캠퍼스 준공

2002년 교단 설립 50주년 기념대회 개최(고려신학대학원)

2003년 김해복음병원 최종 부도 및 경매처리

2006년 고신 역사 기념관 개관

2010년 총회 세계선교센터 완공

2015년 제65회 총회에서 고려총회와 통합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소책자 발간, 아카데미 개최 등)

② 조직

예장(고신) 교단의 중심 조직은 총회와 노회로 구성되어 있다. 총회 규칙을 보면 예

장(고신) 총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8-10에 위치해 있다. 2018년 현재 총

회장은 김성복 목사이며, 목사부총회장과 장로부총회장, 서기 4인, 회계 2인, 사무총장 

등으로 임원진을 이루고 있다. 총회의 각 부 조직은 행정법규부, 신학교육부, 전도선교

부, 재정복지부, 총회재판국, 총회감사국 등이다. 그리고 각종 상임위원회와 기타 위원

회들이 구성되어 있다. 가령 선거관리위원회, 총회교육원, 유지재단이사회, 은급재단이

사회 등이 있으며, 기타 위원회로는 이사 및 감사 추천위원회, 고신 재난 긴급호단 등 

9개 위원회가 있다. 또한 2018년 현재의 교세 현황을 보면 34개 노회, 2,067개 교회, 

3,788명의 목사, 4,049명의 시무장로, 그리고 287,571명의 세례교인 및 452,932명의 전체 

교인 등으로 교단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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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활동

예장(고신) 교단은 1967년부터 네덜란드 개혁교회(통상 화란개혁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국제적 협의단체인 ‘국제개혁교회협의회’(International Conference of Reformed 

Churches)에서 활동하면서 정체성과 교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에는 4월에 2018년 

봄 정기노회와 제11회 전국 목사부부 수양회(평창), 사회복지 세미나 등을, 8월에 예장

고신 제31회 전국장로부부 하기수련회, 제주노회 2018 연합부흥성회 등을 개최하면서 

교단의 안정과 사회적 활동에 관심을 보였다. 이어, 2018년 9월에는 제68회 총회에서 

김상석 목사(제67대)에 이어 김성복 목사를 총회장으로, 신수인 목사를 목사부총회장

으로, 서일권 장로를 장로부총회장으로, 이영한 목사를 사무총장으로 선출했다. 총회는 

삼일운동 100주년(2019년), 고신총회 70주년(2022년) 등의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⑽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① 연혁

1901년 만국 성결연맹에서 안수 받은 카우만 등이 일본 동경에 중앙복음전도관 설치

1905년 동경의 중앙복음전도관이 동양선교회로 확대 개편

1907년 동양선교회가 서울에 복음전도관 설립

1911년 동양선교회 경성 성서학원(현 서울신학대학교) 개교

1912년 최초의 성결교 예배당으로 무교정 예배당 봉헌

1914년 전국 교역자 수양대회에서 성서학원 졸업생의 제1회 목사 안수식

1921년 조선야소교동양선교회 성결교회로 명칭 확정

1924년 성결교회 유지재단 설립, 교회 재산 관리

1925년 성결교단의 최초 헌법인 교리급조례(敎理及條例) 공포

1929년 조선야소교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제1회 연회 개최

1933년 조선야소교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총회 결성

1943년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성결교단 강제 해산

1945년 기독교조선성결교회 교단재건준비위원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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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기독교조선성결교회 제1회 총회 개최

1949년 기독교대한성결교회로 명명

1957년 교단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으로 기념관 건립

1961년 한국기독교연합회(NCC) 및 복음동지회(NAE) 가입 문제로 교단 분열

1961년 연합기관 탈퇴를 주장하는 총대들이 복음진리수호동지회 조직

1962년 교단 창설 당시 명칭인 예수교대한성결교회를 사용하기로 결정

1962년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에 성결교신학교 설립

1973년 교리 문제로 예성과 예성(혁신)으로 교단 분리

1975년 성결교신학교를 안양으로 이전

1977년 한국보수신학원 설립(현 성결교신학대학원)

1984년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 설립

1992년 성결교신학교를 성결교신학대학교로 명칭 변경

1995년 성결교신학대학교를 종합대학인 성결대학교로 명칭 변경

2000년 예성, 기성 교단교류협력위원회 구성

2001년 한국성결교회연합회 창립총회 개최

2003년 성결신문 창간

2005년 예성, 기성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서 첫 강단교류 실시

2007년 예성 100주년 기념대회

2011년 한국성결교회연합회(예성, 기성, 나성) 재창립 총회

2012년 한국교회연합(한교연)에 가입

2016년 총회 회관인 사중복음회관 건립추진위원회 발족

2017년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선교 111 연차대회와 제96회 정기총회

② 조직

1947년 9월에 열렸던 총회 이후부터 성결교단의 조직 형태는 총회제를 채택하고 있

다. 즉 당회라고 불리는 지교회 위에 감찰회가 있고, 감찰회 위에는 지방회가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총회가 설치되어 있다. 총회의 임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직선제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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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대의원들을 직접 투표를 거쳐서 뽑는다. 현재 성결교단은 직원을 항존직과 임시

직으로 구분한다. 예성 교단에서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를 항존직으로 보는 것은 

기성 교단과 동일하다. 하지만 예성에서 임시직으로 분류하는 직원에는 전도사, 전도

인, 집사, 권찰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예성 교단은 2003년부터 여성 목사와 장로를 인

정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예성 총회장은 윤기순 목사이며, 목사부총회장과 장로부총회장, 그리고 

총무, 서기, 회계 등으로 임원진을 구성하고 있다. 총회 본부에는 총무실, 사무국, 전도

국, 선교국, 교육국, 평신도국, 사회복지국, 성결상담소 등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여기

에 심리부, 법제부, 재정부, 출판부 등을 합쳐서 의회부서라고 부른다. 그리고 목사고

시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국내선교위원회, 다문화선교위원회 등의 집행부서가 별도로 

존재한다. 총회의 산하기관으로는 남전도회전국연합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청년회전

국연합회 등이 있다. 언론기관으로 성결신문이 있다. 그리고 국내에는 32개의 지방회

가 있고, 미주, 동남아, 동북아, 대양주 등 10개의 해외 지방회가 있다. 

③ 활동

예성 교단은 2005년부터 100주년 행사를 기획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다. 이와 관련

해, 2005년 10월 ‘예성 100주년 비전 선포식’, 2007년 4월 ‘100주년 연차대회 및 제86회 

총회’, 2007년 5월 ‘예성 100주년 기념대회’를 거행했다. 특히 예성 100주년 기념대회에

서는 목회자 및 평신도 2만여 명이 운집해 교단 선교 100년을 마무리하고 100년 이후

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교단의 비전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교단 내부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면서도 2017년 이후 동성애 문제에 대한 성명서 발표와 대책위원회 구성 등 대

사회적 발언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2018년에는 제97회 총회에서 윤기순 목사를 총회

장으로 선출했고, 총회의 방향으로 ‘오직 전도, 오직 다음세대, 오직, 선교, 오직 교회’

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예성 Vision 2020'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2020년까지 3,000

교회 100만 신자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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⑾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① 연혁

1901년 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

1907년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립노회 결성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조직

1918년 조선예수교장감연합협의회 창립

1924년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조직

1934년 선교 50주년 장로교 총회 희년대회

1937년 평양 장로회 신학교 폐교당함

1938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가결

1940년 서울에 조선신학교 설립

1943년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으로 개칭

1945년 일본기독교조선교단에 통합

1946년 장로교 경남노회 임시노회 결의로 고려신학교 개교

1948년 조선신학교 문교부로부터 정규대학 인가

1948년 장로교 제34회 총회에서 장로교 신학교 신설 결정

1949년 대한예수교장로회로 총회 명칭 변경

1950년 군종목사 제도 실시

1951년 조선신학대학을 한국신학대학으로 개칭

1952년 고려신학교를 지지하는 경남법통노회가 고신교단으로 분립

1953년 한국신학대학을 지지하는 경기노회가 기독교장로회 교단으로 분립

1954년 진보신학측은 총회 명칭을 대한기독교장로회로 변경

1957년 한국기독교연합회(KNCC)에 가입

1961년 총회 명칭을 한국기독교장로회로 개칭

1967년 동인천 도시산업선교센터 설립

1971년 기장 총회에서 사회선언지침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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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개혁 교회의 정신에 따라서 새로운 신앙고백서 공포

1980년 한국신학대학이 종합대학 한신대학교로 승격

1985년 선교 100주년 평신도 대회

1995년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설립

2007년 신사참배와 부일협력에 대한 죄책 고백 선언문 발표

2008년 6.15 남북 공동선언 이행과 평화통일을 위한 평양 공동기도회 개최

2013년 한국기독교장로회 새역사 60주년 기념예배

2014년 총회 본부를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으로 이전

2018년 한반도 평화 기도회 개최

② 조직

기장 교단의 총회는 2018년 현재 총회장으로 김충섭 목사를 선출하였고, 목사부총회

장, 장로부총회장, 서기, 회계, 총무로 임원진을 구성하고 있다. 기장 총회의 실질적인 

업무는 총회실행위원회와 총회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총회실행위원회는 총

회 임원 7인, 각 노회의 당연직 대표 56인, 각 안건 심의부서 56인, 상임위원회 위원장 

23인, 국제협동선교동역자 2인 등으로 구성된다. 총회상임위원회는 헌법위원회, 고시위

원회, 교육위원회, 유지재단이사회, 재판국 등 도합 26개이다. 

기장 총회의 산하기관으로는 직영 신학대학으로서 한신대학교와 한신대학교 신학대

학원이 있으며, 그 외 교육기관으로 총회 교육원, 총회 영성 수련원, 영생고등학교 등

이 있다. 또한 연구기관으로서 한국기독교장로회목회와신학연구소, 기독교농촌개발원

이 있다. 그리고 남신도전국연합회, 여신도회, 청년회전국연합회, 교사전국연합회 등의 

신도 연합기관이 있다. 교단 내의 유관기관으로는 생명선교연대, 농어민선교목회자연

합회, 한신대총동문회, 사단법인 장공기념사업회, 한국기독교장로회전국장로회연합회, 

기장여교역자협의회, 마석기도원 등이 있다. 총회 재단으로서 사회복지 관련 활동을 

총괄하는 조직은 한기장복지재단이다. 기장 교단의 교세를 보면 전국에 28개의 노회가 

있고, 124개의 시찰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기장 소속 교회의 숫자는 1,509개다. 교인의 

숫자는 35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 49 -

③ 활동

기장 교단은 2013년 ‘새 역사 60주년’을 기념하면서 한국 교회의 연합과 일치, 민족

의 평화적 통일, 인류의 평화와 공존을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와 관련해 2018년 6월에

는 서울시청 앞에서 ‘한반도 평화 기도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어, 2018년 9월에는 제

주에서 열린 제103회 총회에서 김충섭 목사가 총회장으로 선출되어, 3·1운동의 신앙과 

제주의 신앙을 이어가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다양성이 풍성함으로 열매 맺

는 교회와 생명을 지향하는 교회가 되겠다는 5가지를 방향으로 설정했다. 동시에 제

103회 총회에서는 성평등과 성폭력에 관련한 성윤리 강령 제정 건, 성폭력 대책위원회 

구성 건, 노회와 교회별 매년 성폭력 예방 의무교육 실시 건 등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목회와 신학 연구소에서 성 소수자 목회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해, 10월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장로회연합회가 ‘2018 평화통일기도회’를 개최한 

바 있다. 

⑿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① 연혁

1918년 장감연합공의회

1924년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창립

1936년 한국교회가 일본기독교단에 강제 편입되자 이를 반대해 자진 해산

1946년 개신교 교파연합기구로 조선기독교연합회 총회를 개최하고 재조직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국기독교연합회로 변경

1948년 WCC 창립 총회에 김관식, 엄요섭 참석

1956년 기장 교단이 회원 가입 결의

1959년 에큐메니칼선언 발표

1961년 연합신학대학원 설립을 합의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한 성명 발표

1966년 기독교대한복음교회 회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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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교회일치를 위한 간담회와 기도회

1969년 삼선개헌을 반대하는 교회의 성명 발표

1970년 기구 명칭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로 변경

1972년 에큐메니칼 위원회 조직

1974년 인권위원회 신설

1978년 산업선교신학선언문 제정

1982년 NCC 총대에 여성위원을 포함하는 건의안 통과

1985년 시국대책위원회 구성

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 채택

1993년 교회일치위원회 신설

1994년 남북인간띠잇기대회 전국본부 발대식

1995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청년 심포지엄

1996년 한국정교회 회원 가입

1996년 한국교회 환경선교협의회 창립

1996년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회원 가입

1998년 IMF 실직자 기독교대책회의 발족

2000년 온겨레손잡기(“7대 종단”과 함께) 개최

2004년 WCC 실행위원회 개최

2005년 한국교회 인권운동 30년사 발간

2010년 한반도 평화통일을 향한 한국교회 선언 발표

2011년 기독교한국루터회 회원 가입

2013년 WCC 제10차 총회 부산 개최

2014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90주년 신학선언 채택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한국교회 성찰과 반성 문서 채택

2018년 제67회 총회 선언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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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직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는 2018년 현재 9개 교단이 가입되어 있다. 예장(통합), 기장, 

기감, 구세군, 성공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한국정교회, 기하성, 루터회 등이다. 그리고 

연합기관으로서 기독교방송(CBS), 대한기독교서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대전, 강원, 전남광

주, 부산, 대구, 충북, 정읍, 충남, 제주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역협의회로 조직되어 있

다. 또한 협의회의 유관기관으로 음영위원회,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 및 한국기독교

사회봉사회, NCCK 인권센터,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등을 둔

다고 회칙에 명시되어 있다. 

현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은 이성희 목사이며, 총무는 이흥정 목사이다. 협의

회의 중앙 조직은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 정책집행실무기구인 실행위원회, 총무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총무가 관할하는 행정 부서로는 연구개발협력국, 일치교육국, 정의

평화국, 화해통일국, 국제협력국 등이 있다. 협의회의 주요 사업은 화해/통일, 교회일

치/교육, 국제협력, 정의/평화, 생명/윤리, 문화/영성, 신앙과 직제(천주교와 연대 기

구), 교회일치와 종교간 대화, 청년/학생으로 나뉘어져 있다. 

③ 활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교단연합단체로 사회선교, 통일운동, 민주화운동 등의 기독

교 사회운동에 관심을 갖고 세계교회와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공동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하여 세계교회협의회(WCC),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세계 각국의 교회협의회 

및 기독교 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70년대에는 인권운동과 노동자 권익활

동에 관여하였고 80년대에는 분단으로 인한 구조악이 사회문제를 양산한다는 판단에 

따라 본격적인 남북화해 운동을 전개했다. 1988년에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

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은 민간이 참여하는 통일논의와 인도주의 원칙을 천명함으로 

향후 우리사회의 통일과 화해 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2018년 6월에는 스위스 제네바에

서 열린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EFK 총회)에 참석한 후 판문점 선언에 기초한 판문

점 프로세스, 대북경제제재의 해제, 한반도 평화대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식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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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서를 채택했다. 그리고 조선그리스도교연맹(약칭 조그련)과 인도주의적 협력 이행, 

8.15 남북공동기도회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 진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동년 11

월에는 제67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성희 목사(예장 통합 증경총회장)를 회장으로 추대

한 후, 한국 사회와 한반도, 생태세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총회 선언문을 발표했다. 

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① 연혁

1989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창립총회, 서울 강남 중앙침례교회

1989년 1대 대표회장 박맹술 목사 선출

1990년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본부’ 설치

1991년 환경오염 방지 대책 교계 단체장 간담회

1992년 2대 대표회장 정진경 목사 선출

1992년 3대 대표회장 이성택 목사 선출

1993년 북한 선교 관계기관 대표자 초청 북한교회 재건협의를 위한 간담회

1994년 4대 대표회장 임 목 목사 선출

1994년 기독교 재산관리 대책위원 및 전문위원 확대연석회의

1995년 정직, 절제, 사랑 실천운동 결의대회

1995년 (가칭)기독교 교도소 설립 추진위원회 조직

1996년 5대 대표회장 최 훈 목사 선출

1996년 제1회 북한교회 재건대회(횃불선교센터)

1997년 북한교회 재건백서 발간

1998년 6대 대표회장 지 덕 목사 선출

1998년 안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예배 및 찬양제

1999년 단군상 건립 반대 및 철거 촉구 결의 대회

2000년 7대 대표회장 이만신 목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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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목회자 후임(소위 세습) 문제에 관한 포럼 개최

2001년 한기총 사무실을 한국기독교연합회관으로 이전

2001년 재단법인 아가페(기독교 교도소)의 설립 허가 및 설립 등기 완료

2002년 8대 대표회장 김기수 목사 선출

2002년 광복절 기념 한기총, KNCC 연합기도회 개최

2003년 9대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선출

2003년 한기총, KNCC, 한국교회연합을 위한 교단장협의회의 삼자 실무 협의

2004년 10대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재선출

2004년 북한 룡천열차 사고 피해주민 지원(45억 4천만원 상당 의약품 등)

2004년 한국 교회의 회개와 자정을 위한 통곡기도회

2005년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직선제로 결정

2005년 11대 대표회장 최성규 목사 선출

2005년 한기총 주도로 개정 사립학교법 반대 ‘사학수호범국민운동본부’ 발족

2005년 북한 동포의 인권과 자유를 위한 촛불기도회

2006년 12대 대표회장 박종순 목사 선출

2006년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전시작전통수권 논의 중단 비상구국기도회

2006년 교회 보호를 위한 기독 법조인 한기총 법률고문단 조직

2007년 13대 대표회장 이용규 목사 선출

2007년 사립학교법 재개정 촉구 기도회

2008년 14대 한기총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 선출, 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 취임

2008년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

2009년 15대 한기총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 재선출

2009년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따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비상특별기도주간’ 선포

2009년 한기총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 ‘종교재산법 관련 현안 대처 세미나’ 개최

2009년 WCC 총회 2013년 부산 개최 반대

2010년 16대 한기총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선출

2010년 천안함 침몰 실종자 및 가족을 위한 특별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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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기총 재개발문제대책위 신도시 종교시설 정책 관련 대정부 투쟁 결의

2011년 한기총 대표회장 금권선거 사태 발발

2011년 대표회장 직무 정지 사태로 직무대행 체제 출범

2011년 특별총회에서 길자연 목사를 17대 대표회장으로 재인준

2012년 한기총을 탈퇴한 교단과 노회들이 한국교회연합 결성

2012년 18대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선출,

2013년 예장(합동), 예장(고신)이 한기총 탈퇴

2013년 19대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재선출

2014년 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 희생자를 위한 특별기도회

2014년 20대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선출

2015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교계 선언식

2016년 21대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재선출

2016년 세계복음연맹(WEA) 세계지도자대회

2017년 22대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선출

2017년 3.1절 만세운동 구국기도회

2018년 23대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재선출

2018년 라오스, 인도네시아 피해 복구 지원단 파견

② 조직

2018년 현재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은 엄기호 목사이다. 그리고 증경대표회장 10인, 

명예회장 15인, 대표회장 1인, 공동회장 25인, 공동부회장 23인, 서기, 부서기, 회계, 감

사 2인 등으로 임원진이 구성되어 있다. 한기총의 행정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사무국, 홍보국, 행정국, 재정국 등이 있다. 현재 한기총에 가입된 회원 교단은 77개이

다. 그러나 기성, 예성, 대한예수교복음교회,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기독교한국루터

회,  등의 교단은 행정보류 및 회원 권한이 제한된 교단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회

원 단체는 한국외항 선교회 등 16개 단체이나, 그 중에서도 한국기독교여성협의회는 

앞의 교단들과 마찬가지로 행정보류 및 회원 권한 제한 단체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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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합회는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실행위원회, 신규회원가입심사위원회, 예산결산위

원회, 대표회장, 명예회장회의, 법인이사회, 감사, 임원회, 지역협의회, 교단장 및 단체

장 회의, 원로회의, 법률고문단 회의, 특별위원회 및 기관, 상임위원회, 교단단체총무협

의회, 총무, 사무총장으로 구성된다. 직영산하기관은 사랑의쌀나누기운동위원회, 기획

단, 합창단, 목회대학원, 한기총기금조성위원회가 있으며, 유관기관은 기독교교도소/교

정법인 아가페,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참여기관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종교단체환

경정책실천협의회, 한민족사랑나눔, 세계복음연맹(WEA),종교단체민관협력네트워크, 협

력기관은 전국지역연합회(협의회), 해외한인교회협의회, 세계복음주의연맹(WEA)가 있

다. 연합단체는 한국장로회연합회, (사)한국기독실업인회, 한국교회평신도단체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청년협의회, (사)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사)한국외항선교회, 한국복음주

의협의회, 한국대학생선교회, (사)세선회, 기독시민운동중앙협의회, 코리아기독교평신도

세계협의회 가 있다.

③ 활동

한기총은 한국교회의 부흥과 갱신 및 연합과 일치, 국가 사회 대응 및 봉사와 환경

보전, 평화통일과 북한 복음화 사업, 세계선교와 국제협력, 평신도와 여성운동 및 청소

년 지도자 육성, 문화 예술 체육 및 언론 출판 등 여섯 가지를 주요 사업으로 내세우

고 있다. 2018년에는 대표회장 피선거권이 교단이 아니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도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두고 법원이 1월에 ‘대표회장 선서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제29회 총회에서 회의록 채택과 사업보고만 진행하고, 2월에 가처분 신청

이 기각되자 제29회 속회총회를 개최해 기하성 여의도총회의 엄기호 목사를 제24대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한기총은 한국 교회와 세상과의 소통과 통로 역할 및 

영적 지도력의 회복, 이단 세력에 대한 강력한 대처, 대정부-대회를 향한 강한 목소리, 

통일을 준비하는 시스템 구축과 인도적 지원의 확대를 표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8년 6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의 공동합의문 채택에 대한 환영 성

명, 10월에는  라오스와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복구 지원, 11월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에 대한 반대 성명 등을 발표한 바 있으며, 연말에는 소외계층에게 김장김치보내기 사

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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⒁ 한국기독교연합

① 연혁

2012년 (가칭)한국교회연합 설립총회 개최, 김요셉 목사(예장대신) 초대 대표회장 선출

2012년 한국교회연합 사무실 개소예배(한국기독교연합회관 508호)

2012년 예장대신, 백석, 개혁, 한영, 예장통합 등 한교연 가입 가결

2013년 제2회 정기총회, 제2대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 당선

2014년 제3회 정기총회, 제3대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당선

2014년 한국기독교선교130주년기념 대성회(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2014년 제4회 정기총회, 제4대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당선

2015년 한교연-한기총 대표회장 공동기자회관, 서울광장 동성애 축제 취소 촉구

2015년 제5회 정기총회, 제5대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당선

2016년 할랄 산업 육성 정책 철회 성명서

2016년 제6회 정기총회, 제6대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당선

2017년 한교연-한기총 통합을 위한 기자회견

2017년 동성애 반대를 명시한 군형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

2017년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지지하는 논평 발표

2017년 한교연-교단장회의 통합을 위한 기자회견

2017년 한국교회연합에서 ‘한국기독교연합’으로 명칭 변경

2017년 제7회 정기총회,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상임회장 권태진 목사 당선

2018년 시무식 및 서울역노숙자 사랑의 밥퍼행사 개최

2018년 제8회 정기총회,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당선

② 조직

한국 개신교회의 교단들이 뜻을 모아 한국 사회에 희망을 주고, 민족과 국가에 기

여하려는 목적과 취지로 2012년 3월 29일 한국교회연합이 창립되었다. 그리고 개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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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교단장회의와 통합을 이루어 2017년 한국기독교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8월 16

일 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통합 총회를 개최하였다. 현재 사단법인 한

국기독교연합의 본부 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508

호에 소재하고 있다. 2018년 현재 대표회장은 이동석(예성) 목사이며, 상임회장으로 권

태진(예장 합신) 목사이다. 그리고 각 교단별로 24명의 공동회장, 그리고 19명의 부회

장이 선임되어 있다. 한국기독교연합의 실무를 맡은 부서로는 기획홍보실, 사회문화국, 

총무국 등이 있으며, 사무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최귀수 목사가 이를 총괄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연합을 구성하는 회원 교단은 예성, 예장(합신) 등 39개이며, 그 외에 9개 

단체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③ 활동

한국기독교연합은 한국교회 연합사업, 선교사업, 대북 선교사업, 국가-사회-정부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선교 차원의 협력과 대응, 이단 및 사이비 집단에 대한 공동 대처, 

사회적 약자와 이웃을 위한 섬김과 나눔의 디아코니아 사역, 정의-평화-창조보전의 사

역,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문화 사업, 세계교회와 교류를 통한 연합과 일치의 공동 모

색, 기타 사업 등 10가지를 주요 사업 영역으로 내세우 있다. 이와 관련해, 2018년에는 

설맞이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 서울역 인근 노숙인 초청 점심 대접 등을 진행했다. 5

월에는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지원 행사, 6월에는 군부대 방문과 군세례식 집례, 가

을에는 한가위 탈북민 초청 힐링캠프 행사 등을 진행했다. 11월에는 한국기독교연합 

여성위원회 중심으로 노숙인-독거노인-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를 개최했다. 그 외에 9월에는 각 교단의 총회를 앞두고 ‘국가인권기본계획(NAP)과 차

별금지법,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군대 내 동성애 성폭력을 규제하는 

군형법 폐지 및 개정 등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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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주교

한국에 천주교가 처음 전래된 것은 1784년의 일이다. 1783년 말에 이승훈이 북경에 

가서 천주당을 방문하고 교리를 배운 다음에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1784년 동료들에

게 세례를 주고 신앙 공동체를 결성하였다. 교회를 유지하려면 사제가 필요하다는 사

실을 인지한 초기 신자들은 북경 주교에게 선교사 파견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1794년

에 중국인 사제 주문모(周文謨)가 입국했다. 1801년에 발발한 신유박해 등으로 지도급 

인물들이 대거 처형되고 조선교회도 약화되었지만, 교회를 재건하는 데 성공한 신자

들은 지속적으로 북경에 사람을 보내어 선교사 파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포교성성은 

1831년 조선 대목구를 설치하고, 파리외방전교회가 조선교회를 관할하도록 하였다. 

개항 이후에는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서양인 성직자들이 조선 국

내에서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약 이후 선교사들은 개항지뿐만 아니라 

내륙 지방에 본당을 설치하는 활동을 벌였다. 서양 세력의 비호 아래에 천주교 교세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천주교와 조선 사회가 충돌하는 교안(敎案)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

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 서양인 선교사의 조선 체류도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조선인

의 천주교 신앙 활동도 자유를 얻게 되었다. 교세 확장을 위하여 조선대목구장 뮈텔 

주교는 독일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의 베네딕도 수도사들을 새로운 선교사로 초청하였

다. 그리하여 1909년 이후 독일인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 교육활동 등을 전개했다. 

일제강점기에는 한 개의 대목구에 불과하였던 조선 교회가 차츰 분화되기 시작하였

다. 1911년에는 대구대목구가 신설되면서 조선대목구는 서울대목구로 개칭되었다. 그

리고 1920년 원산대목구, 1927년 평양지목구, 1937년 전주지목구와 광주지목구, 1939년 

춘천지목구 창설 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독일 베네딕도회 외에도 미국 메리놀선교

회, 아일랜드 골롬반 외방전교회 등 여러 단체들도 조선에서 활동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뒤에는 일제와 적대관계에 있던 프랑스, 미국, 아일랜드 선교사들이 해외로 추

방되거나 구금당했으며, 대구대목구장이 일본인 주교로 바뀌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해방 이후에는 건국사업과 통일 관련 활동을 전개했다. 동시에 전도활동과 함께 군

종 참여 등을 통해 교세를 확장했다. 그 과정에서 1962년에는 교황청에서 한국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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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식 교계제도를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대목구(代牧區: 포교지에서 교황대리 교구

장인 대목이 관할하는 일종의 임시교구)였던 13개 교구가 정식교구로 승격되고, 3개의 

대교구(서울․광주․대구)가 중심을 이루는 3개 관구 아래에 편성되었다. 1984년에는 한국

천주교 2백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방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순교복자 103위 시

성식을 집전했다. 2018년 현재, 서울관구에 8개 교구(서울대교구, 덕원자치수도원구 포

함), 대구관구에 5개 교구, 광주관구에 3개 교구, 그리고 군종교구가 있으며, 이들이 협

의체인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운영되고 있다. 

⑴ 천주교 교계제도

① 연혁

1831년 조선대목구 설정, 파리외방전교회에 위임

1911년 서울대목구와 대구대목구 분할

1920년 원산대목구 설정

1927년 평양지목구 설정

1937년 광주지목구, 전주지목구 설정

1939년 춘천지목구 설정, 평양지목구의 대목구 승격

1940년 덕원면속구, 함흥대목구 설정

1955년 춘천대목구 승격

1957년 광주지목구와 전주지목구의 대목구 승격, 부산대목구 설정

1958년 대전대목구, 청주대목구 설정

1961년 인천대목구 설정

1962년 교계제도 설정, 기존 대목구와 지목구를 정식 교구로 승격

1963년 수원교구 설정

1965년 원주교구 설정

1966년 마산교구 설정

1969년 안동교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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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제주교구 설정

1989년 군종교구 설정

2004년 의정부교구 설정

② 조직

현재 한국 천주교의 교구는 모두 19개이다. 군종교구를 제외한 18개 교구는 서울, 

대구, 광주의 3개 관구로 편제되어 있다. 먼저 서울 관구에는 서울대교구, 수원교구, 

인천교구, 대전교구, 춘천교구, 원주교구, 의정부교구가 소속되어 있다. 대구 관구에는 

대구대교구, 부산교구, 마산교구, 안동교구, 청주교구가 속한다. 그리고 광주 관구에는 

광주대교구, 전주교구, 제주교구 등이 있다. 한편 한국 천주교의 주교들이 서리 직함만 

갖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지 못한 3개의 교구가 있다. 바로 서울대교구장

이 서리 역할을 하는 평양교구, 춘천교구장이 서리 역할을 하는 함흥교구, 그리고 왜

관 성 베네딕도 수도원의 총아빠스가 서리 역할을 하는 덕원 자치 수도원구가 그것이

다. 이들은 북한 지역에 분포한 교구들로서 이른바 침묵의 교회라고 불리고 있다.

2018년 4월 12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발표한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7에 따르

면 2017년 12월 31일 현재 한국 천주교의 전체 신자는 5,813,770명으로, 총인구 대비 

1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천주교 성직자는 모두 5,360명이다. 

그중에서 교구 소속 사제는 4,386명이고, 교구 사제 외 선교회나 수도회 사제는 974명

이다. 추기경과 대주교, 주교는 모두 42명으로 집계되었다. 성직자 가운데 한국인 사제

는 5,160명이다. 전국의 성당은 모두 1,734개이고, 공소는 737개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수도단체와 수도자의 수를 살펴보면, 남자 수도회는 46개이고, 수도자의 수는 수련자, 

유기서원자, 종신서원자, 외국인을 합쳐서 1,593명이고, 여자 수도회는 121개, 수녀는 

10,143명이다. 

③ 활동

한국 천주교의 각 교구별로 조직된 정의평화위원회는 천주교의 사회 참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쌍용자동차 사태(2009년 쌍용자동차의 구조 조정과 부당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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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대하는 공장 점거 파업으로 촉발된 사건) 국정 조사 이행과 노동 현안 해결 촉

구, 2012년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 2015년 제주 강정 해군 기지 건설 반대 운동, 

세월호 참사, 공권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과잉 대응 사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 농단 사건 등에 대해서 활발한 운동을 펼쳤다. 

⑵ 주교회의

① 연혁

1952년 한국천주교중앙위원회, 문교부에 사단법인 등록

1955년 한국천주교중앙위원회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로 확대 개편

1959년 주한 교황사절 직속에서 주교단 직속 기구로 변경

1962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단법인 설립 인가 취득

1966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가 주교회의 사무국을 겸하기로 함

1973년 사무국장 명칭을 사무총장으로 격상, 사무처 활성화

1973년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주교위원회 설립

1981년 교리, 성직, 사목, 사회 등 4개 주교위원회 설치

1984년 문화위원회 설치

1989년 제44차 세계성체대회 서울 개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방한

1995년 2000년 대희년 주교특별위원회 설치

1997년 민족화해주교특별위원회 설치

2000년 한국 교회의 과거사 반성 문건 쇄신과 화해 발표

2001년 한국 순교자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 설치

2003년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한국어 번역본 발행

2005년 새 번역 성경 발행

2010년 아시아 평신도 대회 개최

2014년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시복식, 교황 프란치스코 방한

2015년 남북의 화합과 교류를 위한 한국 주교들의 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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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매장과 화장된 유골의 보존에 관한 지침 마련

2017년 평신도희년 개막, 2018년 11월 11일까지 희년 거행

2018년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사목적 배려 안내문 배포

2018년 제24회 한일주교교류모임 개최

② 조직

현재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은 2014년에 선출된 김희중 광주대교구장이다. 그리

고 부의장은 마찬가지로 2014년에 선출된 장봉훈 청주교구장이다. 주교회의 서기는 수

원교구장 이용훈 주교가 맡고 있다. 주교회의 회원은 한국 교계제도에 속한 각 대교구

와 교구의 교구장 주교와 부교구장 주교 및 보좌주교, 덕원 자치수도원구 아빠스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고령이나 기타의 이유로 교구장직을 사임한 추기경 및 주교, 

그리고 보좌주교의 신분으로 활동하다가 은퇴한 주교들은 준회원으로 분류된다. 

주교회의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은 총회인데, 주교단의 공동 활동을 위한 통상적인 

기관이다. 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는데,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해마다 

두 번의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총회의 소관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국

적 공동 사목 문제에 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건을 토의하여 결정한다. 그리

고 교의에 관한 사항들을 결정한다. 교황청에 청원하거나 응답하거나 보고하는 일 등

에 관하여 토의하고 결정한다. 주교위원회, 전국위원회, 전국 기구 등 한국 천주교의 

공식적인 기구를 설정하고 폐지하는 일 역시 주교회의 총회에서 관할한다.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주교회의 의장, 부의장, 서기 및 총회에서 선출된 2명의 회

원으로 구성되며 2개월마다 정례 회의를 가진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의장이 언제든

지 상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는 총회의 대리기관으로 총회 준비, 총회

의 결정 사항 집행, 긴급한 경우에 총회를 대신하여 주교회의를 대표하는 일, 주교위

원회의 위원들과 총무, 전국위원회와 전국 기구의 총무, 주교회의 사무처의 사무처장 

등을 임명하는 일 등을 한다. 

주교회의는 1981년 상설 기구로 성직주교위원회, 교리주교위원회, 사목주교위원회(현

재의 선교사목주교위원회), 사회주교위원회의 4개 주교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97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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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북한 선교 및 민족 화해 등을 위하여 민족화해주교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리

고 2001년에는 한국 천주교 순교자들의 시복시성을 주교회의 차원에서 통합 추진하기 

위하여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래서 현재 주교회의 산하에는 6개의 

주교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③ 활동

2013년 3월에 선출된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4년 8월 한국 천주교를 사목 방문하였

다. 교황으로 즉위한 이후 첫 아시아 순방이었으며, 제6차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가한 

청년들을 격려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 미사를 

집전하였다. 교황은 4박 5일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 주교들에게 연설하였고, 한국

의 수도와 평신도들을 만났으며,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과도 만남을 가졌다. 한반도 평

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집전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들과 사회

적 약자들을 위로하는 활동도 벌였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2013년 추계 정기 총회에서 정의평화위원회가 마련한 소책

자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 –핵발전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의 성찰의 출판을 승인하

고 이를 주교회의 이름으로 발표하였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

후 핵발전의 위험성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기술과 관련된 환경, 경제, 사회, 

평화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찬반 입장을 함께 다루면서 사회 교리의 관점에서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주교회의는 1997년부터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에서 통합 추진한 ‘하

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 시성 추진’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복 미사 집전으로 일차 완료되자 기존에 추진되던 다른 시복 시성 건에 박차를 가

하기로 하였다. 현재 주교회가 추진하는 시복 시성은 네 가지 안건으로 되어 있다. 첫

째는 ‘하느님의 종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둘째는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

자와 동료 132위’, 셋째는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

위’, 그리고 넷째는 ‘하느님의 종 신상원 보니파시오 사우어 아빠스와 동료 37위‘ 시복 

시성 안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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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불교

원불교는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가 1916년 4월 28일에 궁극적 종교체험인 대각(大覺)

을 이룸으로써 창립된 새 종교이다. ‘법신불일원상’을 종지로 하여 정신개벽을 주창하

고, 불법의 시대ㆍ대중화ㆍ생활화를 표방했다. 

1924년 원불교의 전신인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전북 익산에 중앙총부를 

건설하여 교화활동을 전개하다가 1943년 교조인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가 열반에 들자, 

제자인 정산종사가 법통을 이어 해방 후인 1947년 ‘원불교’라는 정식교명을 반포했다. 

소태산이 편찬한《정전》을 비롯하여《대종경》등 교서를 결집하고, 종법사를 법주로 

하여 최고결의기관인 수위단회 아래, 교정원ㆍ감찰원ㆍ중앙교의회의 3권분립 체제를 

갖추었다. 교구제를 시행하며, 교도를 재가교도인 거진출진(居塵出塵)과 함께 출가교역

자인 전무출신(專務出身)제도를 확립했다.

1951년 익산에 원광중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 원광대학 설립을 인가받아 이듬해인 

1952년에 개교하여 원불교 개교정신에 의한 교육 사업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후 교단

이 해외교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1973년에는 로스앤젤리스교당이 주정부로터 종교법인 

인가를 받고, 1975년 본격적인 교화를 시작했다. 1977년에는 일본 오사카교당이 마련되

었다. 1972년에는 원광대학을 종합대학으로 개편하게 되었다.

1990년에는 아프리카난민돕기 등 국내외에서 교법의 사회적 실천인 은혜심기운동을 

전개하였다. 1995년 원불교유엔사무소의 설립이 승인되었으며, UN을 방문하여 창설50

주년 기념행사에서 ‘세계공동체 건설을 위한 종교간 협력’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1998

년에는 원음방송 설립 승인을 받고, 12월 중앙총부에 전북원음방송을 개국하여 FM 공

중파방송을 시작했다. 

2005년에는 익산성지가 문화재청에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고, 2006년에는 국방부

로부터 군종장교 편입대상종교로 인가받았다. 2016년 ‘원불교100주년기념대회’를 6만여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원불교의 100년을 경축하였고, 2018년 현재 국내15개교구/535개 

교당/성직자 2,015명, 해외 23개국/65개 교당/성직자12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원음방송

을 비롯한 문화기관9곳, 교육기관 4곳, 훈련기관21곳, 복지기관94곳 등을 운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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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① 연혁

1916년 소태산 박중빈의 대각

1924년 불법연구회 창립

1943년 소태산 열반

1948년 정산 종법사 원불교 선포

1958년 세계불교도회(WFB) 제5차 대회(태국) 참가

1962년 대산 종법사 취임

1963년 세계불교도회 한국지부에 부회장 종단으로 참여

1966년 한국종교인협의회에 회원 교단으로 참여

1967년 대한불교총연합회에 발기인으로 참여

1980년 제13차 세계불교도회 정식 회원

1983년 법무부 교정시설에 원불교 법회 개설

1986년 한국종교인평화회의에 회원 교단으로 참여

1994년 좌산 종법사 취임

2006년 경산 종법사 취임

2007년 원불교 군종제도 참여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 원불교 종교의식 참여

② 조직

원불교의 중앙 조직은 교화단으로 불린다.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 박중빈은 자신

의 주변 신도들 가운데 9인을 선발하고, 자신을 포함하여 10인으로 단(團)을 결성하여 

이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다. 주역의 팔괘에 대응하여 8인을 배치하고, 중앙에 1인

을 배치한 다음에 스스로 단장이 되었다. 중앙의 1인은 단장을 보좌하면서 나머지 8인

을 통솔한다. 그리고 주역의 팔괘에 맞추어 배치된 8인은 다시 9인을 교화하여 중앙을 

임명하고, 나머지 8인을 다시 주역의 팔괘에 배치한다. 이런 원리로 결성된 원불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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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단 조직은 원칙적으로 무한히 뻗어갈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원불교 신도들은 자

신의 교화단 조직의 어디에 위치하든지 자신이 직접 교화한 9인만을 관리하면서 전체 

원불교 조직은 일사분란하게 운영될 수 있다. 

한편 원불교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원불교 교직자를 양성하는 ‘교무 제

도’가 큰 몫을 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단기 훈련을 통해서 교무를 배출하였지만, 해

방 이후에는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4년의 훈련을 거쳐서 교무를 배출하게 되

었다. 현재는 교무가 되려면 예비 과정 1-2년, 대학 과정 4년, 그리고 석사 과정 2년을 

거치고 난 뒤에 소정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교무에는 남성 교무와 여성 교무가 있

는데, 남성 교무는 결혼할 수 있으나, 여성 교무는 결혼할 수 없다. 결혼하지 않은 남

성 교무를 정남(貞男), 여성 교무를 정녀(貞女)라 부른다. 원불교의 교무들은 교단으로

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거의 받지 않음에도 원불교의 성장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

한다. 특히 결혼한 남자 교무들은 가족의 생계를 별도로 꾸려나가면서 교단의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한다. 

현재 원불교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교무들을 중심으로 출가교화단이 조직되어 있다. 

출가교화단은 종법사를 정점에 두고 그 산하에 교무들이 배치되어 있다. 종법사와 정

수위단을 1단으로 해서 그 아래에 2단, 또 그 아래에 3단까지 구성되어 있다. 종법사

와 정수위단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출가교화단은 정치적으로 재조직된다. 이처럼 출가

교화단이 수위단, 중앙 총부, 기관, 지방 교구, 각급 교당 등의 행정 조직을 운영한다. 

따라서 출가교화단이 행정, 교화, 교무들의 훈련 등도 담당하면서, 동시에 교무의 법위

(法位)를 심사하는 기능도 맡고 있다. 

③ 활동

2018년 9월 전북 익산의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열린 제234회 원불교 임시수위단회에

서 최고지도자인 종법사를 뽑는 선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영산선학대학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전산 김주원 종사가 새로운 종법사로 선출되었다. 6년을 임기로 대외적

으로 원불교 교단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인사 임면권과 교규 시행권 등 막강한 권

한을 행사하게 된다. 김주원 종사는 선출 직후에 중앙총부 영모전에 당선 봉고식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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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다. 11월 3일에 열린 중앙교의회에서 종법사로 추대된 뒤에 종법사 취임식 및 대사

식을 거행하였다. 

원불교는 전국 각지에 원불교 훈련기관들을 보유하고 있다. 배내훈련원, 우인훈련원, 

삼동원, 오덕훈련원, 영산성지, 만덕산성지 등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 주변 경관이 빼

어난 훈련기관들을 선정하여 풍경 사진과 시설 안내 및 지역의 역사와 특색을 기록한 

책자를 제작하여 2018년 11월에 원불교 중앙총부 문화사회부에서 간행하였다. 이 시설

들은 원불교 신도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불교 중앙총부 문화사회부는 2018년 11월 2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국종교지도

자협의회가 주관하는 ‘제21회 대한민국 종교문화 축제’에 참여하였다. 대한민국 종교문

화 축제는 한국의 주교 종단들이 참여하는 행사이다. 원불교는 종단별 부스를 운영하

면서 개막식 등에서 열리는 공연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지방의 교

당이나 원불교 기관 관계자들에게 참가를 독려하여 많은 신도들이 이 행사에 참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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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교 성균관

유교는 서기전 3세기의 위만조선과 한사군시대에 전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공자의 경학사상이 본격적으로 수입되고 활용된 것은 삼국시대이다. 당시의 유교 문

화에 대해서는 사서 편찬, 교육제도(예: 고구려-태학과 경당, 신라-국학), 유교 경전의 

활용 등을 사례로 든다. 유교의 전래 순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순인데, 고구려가 중

국과 가장 인접했고, 백제가 해상으로 중국과 교류했고, 신라가 중국과 거리가 멀어 

고구려와 백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교를 접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고구려의 경우, 

소수림왕 2년(372) ‘대학(大學)’을 세운 시기를 유교 전래의 하한으로 잡는다. 

고려는 10세기 초(태조, 918∼943)부터 14세기 말(공양왕, 1389∼1392)까지 475년 간 

지속되면서 유교적 요소를 계승하였다. 대표 사례로는 교육기관(성종-국자감, 충렬왕-

성균관 개명, 공민왕-성균관 창건)이 언급될 수 있다. 다만, 유교문화와 관련해 학계에

서는 고려 전기(태조∼의종)의 진흥기․융성기, 고려 후기(명종∼공양왕)의 퇴락·침체기

를 거쳐 주자학 시대가 열렸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리고 고려 말에 주자학이 

들어오기까지 유교는 불교·도교 등과 교섭·혼합하는 현상을 보였지만, 송대 성리학의 

유입으로 신진 사대부들이 불교와 도교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면서 유교 중심의 개혁

론을 전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후 조선은 유교 중심의 경향을 보였다. 주요 사례로

는 유교 이념에 입각한 법전의 편찬, 성균관․향교․서원 등의 활성화(성균관 사례: 태조-

성균관 창건, 정종-소실, 태종-중건, 선조-소실 및 중건), 유교를 기반으로 하는 학술 문

화의 융성 등을 들 수 있다. 

개화기에는 서세동점과 함께 의병에 참여하면서 항일운동에 매진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는 유교를 종교로 인정하지 않았고 성균관을 경학원(이후 명륜

학원→명륜전문학교→명륜연성소 등)이라는 일종의 사회교육기관으로 변모시켰고, 이

로써 향교도 지방 단위의 사회교육기관으로 존재했다. 한편, 일부 유림들은 유교의 종

교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관련해, 1909년에는 박은식이 대동교, 1917년에는 이상

규가 공교지회, 1923년에는 이병헌이 공교회를 창립한 바 있다. 

해방 이후 1945년에 경학원이 성균관으로 환원되었고, 1946년에 유림의 성금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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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관대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1963년 사립학교법에 의거해 성균관대학교에서 분리

해 (재)성균관을 설립했고, 이후 성균관과 성균관대학교와 분리․운영되고 있다. 2018년 

현재, 유교는 성균관과 산하 전국 234개 향교를 중심으로 사서오경에 기반을 두고 공

부자와 우리나라 18현을 비롯한 유교 성현의 종지를 받들고 있다. 

① 연혁

1894년 갑오개혁에 따라 성균관은 예조에서 학부아문으로 이속

1911년 조선총독부가 경학원을 성균관에 설립

1920년 조선총독부가 향교재산관리규칙 제정

1930년 경학원 부설 명륜학원 설립

1945년 전국 유림대회

1946년 유도회 총본부 결성, 성균관대학기성회 발족

1947년 재단법인 성균관 설립 인가

1947년 미군정 법령 향교재산 관리에 관한 건 제정

1953년 재단법인 성균관대학 출범

1956년 유림 분규 시작

1961년 유도회 총본부 해체

1962년 향교재산법 제정

1963년 재단법인 성균관과 재단법인 성균관대학 분리

1964년 전국 향교대표자대회 개최, 유도회 분규 수습

1970년 전국대표자대회, 재단법인 성균관 유도회 재건

1994년 유도회 정관 개정, 총본부 위원장을 회장으로 명칭 변경

1995년 성균관 유도회 임시총회에서 유교 종교화 선언

1998년 성균관 관장을 새로 선출하고 종교화는 유보

② 조직

현대 한국의 유림 세력은 유도회와 성균관이란 두 개의 축을 중심에 놓고 결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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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균관은 문묘 향사를 거행하고 지방 향교들을 통할하여 관리하는 일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그리고 유도회는 성균관과 향교를 주요 근거지로 활동하는 유림의 조직이

다. 유도회는 성균관과 향교를 중심으로 중앙 및 지역에 본부와 지부를 두고 있다. 한

편 성균관이나 향교의 교당을 벗어나 여성유도회, 청년유도회, 학생유도회, 직장 유도

회, 직능별유도회, 해외 본부 등과 같이 다양한 하위 조직들도 존재한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유도회와 성균관의 인적 구성은 서로 중첩되어 있었다. 

유도회의 회원 자격은 “향교와 유도회를 출입하는 모든 유림”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리고 유도회와 성균관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구성도 상당부분 

겹친다. 즉 각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있지만, 성균관의 관장단 및 임

원, 재단법인 성균관의 임원, 시도향교재단 임원, 향교전교, 유도회 총본부 및 시도본

부․지부 임원, 학교법인 성균관대학교 이사장 및 동 대학교 총장, 성균관대학교 유학대

학 교수 등이 공통분모로 존재한다. 

현재 성균관에 속한 향교의 수는 전체 234개이다. 기존의 향교 외에 행정구역 내 지

역 유림들이 관장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향교를 신설할 수 있다. 향교의 최고 의결기

구는 해당 지역 유림총회인데 이들 구성원을 보면 향교의 구성원들을 알 수 있다. 총

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은 향교의 임원, 해당 지역 유도회 임원, 해당지역 유림대표, 해

당지역에 거주하는 성균관 임원 및 유도회총본부 중앙임원,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향

교재단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활동 

향교의 주요 행사는 정기적인 의례인 문묘 석전과 문묘 분향례가 있다. 문묘석전은 

성균관과 전국 향교에서 동시에 거행하는 유림 최대의 행사이다. 분향례는 매월 삭망

일에 향교의 임원과 유림회원이 문묘의 성현에게 향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 외 향교의 

주요 행사는 지역민을 위한 전통 혼례와 전통 성년례, 기로연 등이 있다. 그리고 교육

사업으로 한문과 서예 교육 등이 있다. 이러한 행사들과 전통 교육은, 모든 향교가 행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교를 일반인에게 공개해 현대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찾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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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천도교

천도교는 조선조 말엽 봉건제도의 병폐가 극에 달하고 서구열강의 침략야욕에 의해

서 나라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 보국안민(輔國安民)의 계책을 찾아 고민하던 경주 용

담 사람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 선생에 의해서 1860년에 창도되었다. 수운 선생은 

오랜 구도생활 끝에 한울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 라는 심법(心法)을 

받으시고 나서 1년에 걸친 수도연성(修道煉性) 끝에 자신의 도를 세상의 동쪽에서 받

은 도라 하여 동학(東學)이라 칭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은 한울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사람이 곧 한울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한울님처럼 섬겨야 한다.’는 시천주(侍

天主) 진리와 사인여천(事人如天) 윤리를 가르쳤다. 수운선생의 가르침은 순식간에 전

국으로 퍼져 나가서 도인 수가 점점 많아지자 정부에서는 탄압하기 시작했다. 결국 정

부에서는 1864년 3월 10일 대구장대에서 수운선생을 좌도난정(左道亂政)이란 죄목으로 

참형에 처했다. 천도교에서는 수운 최제우 선생을 대신사(大神師)로 칭하며 천도교 제1

세 교조로 받들고 있다. 그리고 수운대신사가 득도한 날인 4월 5일을 천도교에서는 천

일기념일(天日紀念日)로 기념하고 있다.

동학(東學)은 1863년 8월 14일 수운 선생에서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 선생에게로 

도통이 전수되었고, 천도교에서는 해월 선생을 해월 신사(神師)로 칭하며 천도교 제2

세 교조로 받들고 있다. 그리고 이날을 지일기념일(地日紀念日)로 기념하고 있다. 그 

후 1897년 12월 24일 해월 선생은 의암(義菴) 손병희(孫秉熙) 선생에게 도통을 전수했

다. 천도교에서는 의암 선생을 의암 성사(聖師)로 칭하며 천도교 제3세 교조로 받들고 

있다. 그리고 이 날을 인일기념일(人日紀念日)로 기념하고 있다. 1905년 12월 1일 의암 

선생은 동학(東學)을 천도교(天道敎)로 세상에 선포하고 신앙의 자유를 획득했다. 천도

교에서는 이 날을 현도기념일(顯道紀念日)로 기념하고 있다. 1908년 1월 18일 의암 성

사는 춘암(春菴) 박인호(朴寅浩) 선생에게 대도주직을 물려주었다. 천도교에서는 춘암 

선생을 춘암 상사(上師)로 칭하고 있으며 천도교 제4세 대도주로 받들고 있다. 그리고 

이 날을 도일기념일(道日紀念日)로 기념하고 있다. 천도교는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민

족종교이지만 다시개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상천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원대한 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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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 신종교이다.

① 연혁

1860년 수운대신사(水雲大神師) 최제우의 종교체험

1894년 동학농민운동 발발

1905년 제3대 교주 손병희가 제국신문 등에 천도교 창립을 공포

1906년 천도교 대헌 선포, 서울에 중앙총부, 지방에 280개 지방교구 설치

1908년 춘암 박인호 제4세 대도주

1936년 무인멸왜기도운동(戊寅滅倭祈禱運動)으로 전국적인 탄압

1940년 춘암상사 환원으로 3년 선출직의 교령 체제로 전환

1954년 재단법인 천도교 유지재단 설립

1971년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에 수운회관 준공

1984년 부설기관 동학민족통일회 발족

1994년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사업회 결성

② 조직

천도교의 교단 조직은 이원제로 되어 있다. 천도교를 전하는 사람과 그를 통해서 

천도교를 받아들인 사람 사이의 인적 연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연원(淵源) 조직, 그

리고 지역을 단위로 하여 천도교 신자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편성하는 교구 조직이 공

존한다. 연원 조직은 동학이 탄압받던 시절에 신자 조직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

련된 ‘접주제(接主制)’에서 유래하였다. 접주제는 각지에 접소를 설치하고 접주를 임명

하여 신자들을 관리하는 제도였다. 초기의 접은 최소 30호에서 최대 70호 정도의 규모

를 유지하였는데 그 이상이 되면 새로운 접으로 분립시켰다. 제2대 교주 해월 최시형

의 시대에 교세가 증가하면서 접의 상위 조직인 포(包)가 등장하였다. 포는 접을 하위

조직으로 하면서 교주의 명령을 하달하고 집행하는 조직이었다. 이렇게 동학 시대의 

교단은 연원에 기초한 인적 조직과 지역에 근거한 행정 조직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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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이 천도교로 탈바꿈한 이후에는 전국 단위의 교단 행정을 통할하는 데 효과적

인 지역 조직이 만들어졌다. 그리하여 천도교 교단의 정점에는 중앙총부가 설치되었

고, 그 산하에 전국의 교구와 전교실(傳敎室)이라는 하부 조직이 편성되었다. 그러다가 

1920년대에 들어와서 연원제는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파벌지향적이라는 비판

에 직면하였다. 결국 신자들의 자발적인 선거에 의해서 종리원을 선출하는 종리원제

가 시행되면서 연원제는 일시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끈끈한 인맥을 통해서 신자 

조직을 확대하는 연원제가 폐지되면서 포교 자체가 약화되는 결과가 나타나자 우여곡

절 끝에 연원제가 부활하였다. 

현재 천도교의 중앙총부는 선거로 선출하는 교령(敎領)을 최고 직책으로 하여 그 산

하에 현기사(玄機司), 종무원(宗務院), 종의원(宗議院) 등의 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모든 

교직자는 임기 3년의 선거제에 의해 선출된다. 한편 선거제로 이루어지는 중앙총부와 

별도로 연원 조직도 동시에 존재한다. 즉 천도교를 전파한 연원주는 자신에게 연원을 

대고 있는 천도교 신자가 포교 활동을 벌인 결과에 따라 신훈(信訓), 교훈(敎訓), 도훈

(道訓), 도정(道正) 등의 등급을 부여한다. 신훈은 7호, 교훈은 21호, 도훈은 100호, 그리

고 포의 대표인 도정은 200호 이상을 관리한다. 그래서 하나의 교구 안에는 여러 연원

이 공동으로 교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도훈 이상의 연원들로 구성된 연원회가 교령 

산하에 편입되어 있다. 이것은 연원제의 속인주의와 교구제의 속지주의를 절충한 조

직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천도교의 교구 조직으로는 전국에 103개의 교구가 있다. 개

별 교구는 하나의 단일한 교당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화악산수도

원(경기 가평군), 호암수도원(전북 부안군), 원동수도원(경남 양산시), 복호동수도원(경북 

김천시), 법원수도원(경기 파주시), 명동산수도원(경북 영덕군), 강릉수도원(강원 강릉

시), 가리산수도원(강원 홍천군), 의창수도원(서울 강북구), 용담수도원(경북 경주시) 등

의 수도원도 존재한다. 

③ 활동 

2018년 10월 27일 동국대학교 백상관 컨벤션홀에서 천도교 중앙총부 주관으로 ‘해월

선생 생가복원을 위한 학술발표회’가 열렸다. 해월 최시형 선생의 순도 120주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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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해 동학의 성지 경주에서 개최된 학술발표회에서는 동학의 이념을 체계화한 사상가

이자 교세를 재건한 조직가인 최시형 선생의 사상과 활동을 재조명하고 그의 생가복

원과 문화콘텐츠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의 기조

강연 ‘해월 최시형 선생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을 시작으로, 임형진 천도교종학대학

원장을 좌장으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최시형 선생의 동학 입도와 전파 과

정(성강현, 동의대)’, ‘최시형 선생의 사상(오문환, 연세대)’, ‘해월선생의 생가복원과 문

화콘텐츠 활용방안(장성제, 동국대)’ ‘최시형 선생과 경주(김영철, 동국대)’ 등 다각도에

서 조명된 주제발표에 대해 성주현(청암대), 송봉구(영산대), 채길순(명지대), 최경춘(동

국대) 교수의 질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천도교중앙총부가 주최하고 인내천운동연합과 천도교부산여성연합회가 주관하는 '

인내천문화제'가 2018년 11월 10일 부산시 동구 부산일보사 10층 소강당에서 열렸다. 

인내천문화제는 8일과 9일 전라도 익산, 장흥, 전주 지역에서 열린 '인내천 해월의 흔

적을 찾아서 문화답사'에 이은 문화행사이다. 행사를 공동 주관하는 인내천운동연합은 

2017년 서울에서 창립된 천도교 단체로, 민족종교인 천도교가 중심이 되어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정신을 선양하고 그것을 세상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운동

단체이다.

인내천 정신 확산 작업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인내천문화제는 1부 기념식과 2부 축

하행사로 진행되었다. 1부 기념식은 박차귀 천도교 부산여성연합회 회장의 인사말과 

부산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정산스님 등의 축사, 인내천운동연합 위원장인 임형진 

경희대 교수의 특강으로 이어졌다. 2부 축하행사는 천도교 부산연합합창단의 '개벽의 

등불, 바람의 노래' 공연과 유종현의 독창, 사단법인 용담검무보존회의 기 선무와 황창

랑 쌍검무, 아리 어린이극단의 축하 공연 등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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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민족종교는 19세기 중엽 이후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다양한 종교들을 통칭한다. 한

국에서 민족, 국가, 국민이라는 세 용어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

구나 ‘한국민족’이 배타적이고 좁은 의미가 아니라 한국의 국민과 국가라는 넓고 개방

적 의미를 담고자 한다면, 민족종교라는 용어는 ‘한국의 고유한 영성적 전통과 개방적 

종교사상’이라는 지향성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종교 관련 연구를 주로 하는 

학계에서는 민족종교라는 용어보다는 신종교라는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민족종교는 1860년 동학의 창도(1905년 이후 천도교)를 시작으로 잡는다. 

이어,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시기까지 남학(정역), 단군교(1909), 대종교(1910), 증산교, 원

불교 등 여러 민족종교가 창시되었다. 또한 각 민족종교 종단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

유로 분파한 종단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민족종교들이 등장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종교의 자유 담론이 주요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만 1930년대 태평양 전쟁을 앞두고 조선총독부가 강제로 해산을 유도하면서 적지 않

은 민족종교 교단들이 공식적으로 활동하지 못한 채 은밀하게 존속하였다. 

일제강점기 말에 위축되었던 민족종교들은 해방 이후에 다시 활동을 재개하거나 새

로운 종단들이 등장했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규정되었지만 민족종교에 대해서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통하여 규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1970~80년대 정부의 각종 

규제 조치로 많은 종단이 사라지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현재 민족종교들은 각자 교육

이나 사회복지나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연합단체를 통해 사회

적 문제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합단체로는 1985년 11월 16일에 민족종교 

33개 종단 교역자들이 참가해 시작하다가 1991년 12월 18일에 사단법인 설립허가(허가

번호 91호)를 한국민족종교협의회가 있다.  

① 연혁

1985년 민족종교 33개 교단 교역자들이 참여하여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창립

1987년 문화공보부 장관 초청 민족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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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창립 3주년 기념행사에서 사단법인 신청 결의 

1991년 사단법인 설립 발기인 총회 개최, 법인 설립 허가

1997년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에 창립회원 교단으로 가입

2001년 한국종교인평화회의에 정식 회원교단으로 참여

2002년 중국 대련에서 개최된 남북 종교지도자 회의에 회장 등 임원 참가

2002년 평양 단군릉에서 개천절 남북공동행사 개최

2003년 민족종교 전통정신문화사업 및 겨레얼지키미 실무자 세미나

2003년 겨레얼지키미 국민운동본부 출범

2004년 겨레얼살리기 국민운동본부로 개칭

2006년 6.15공동선언실천 우리 겨레 단합대회

2012년 개천절 기념 남북공동결의문 채택

2013년 전통문화체험을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② 조직

한국민족종교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단 현황을 보면 천도교, 대종교, 원불교, 갱

정유도, 수운교, 태극도, 증산법종교, 대순진리회, 청우일신회, 순천도, 선교, 증산도 등 

12개 종단이다. 그리고 각 종단에서 파견된 대표들로 협의회 집행부가 구성되어 있다. 

현재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사무실은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겨레얼살리기 연수회관 

2층에 위치해 있다. 2017년 4월 7일에 열린 임치 총회에서 천도교 원로회의 원로위원

인 박우균 회장이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③ 활동

한국민족종교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회원 교단인 12개 교단 종교인들

이 모여서 종교인으로서의 신앙심을 다지고 종교간 협력을 도모할 목적으로 민족종교 

전통예술제를 열고 있다. 민족종교 교단별로 전통음악, 의례, 수련활동, 그리고 각종 

문화 공연들을 펼친다. 2018년에는 11월 3일 서울시 동대문구체육관에서 제16회 민족

종교 전통예술제를 거행하였다. 또한 협의회 산하의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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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서 2014년부터 매년 민속놀인 윷놀이를 통하여 전통문화

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는 행사로서 ‘얼쑤 대한민국 전국 윷놀이 한마당’ 행사를 개최

하고 있다. 2018년 10월 20일에는 제5회 대회를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에 위치한 달빛 

광장에서 열었다. 또한 한국민족종교협의회는 1992년부터 민족종교 관련 자료집 및 연

구서 발간을 지원하였다. 그래서 한국민족종교총람(1992), 일제의 한국민족종교 말

살책(1997), 새천년 민족종교의 진로(2000), 한국민족종교운동사(2003), 민족종교의 

개별사상과 한국의 미래(2004), 한국민족종교(국영문판, 2005), 겨레얼연구논총 제1

집(2005) 등을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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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교계 연합 단체(2개 단체)

⑴ 한국 종교지도자 협의회

① 연혁

1997년 7개 종단 지도자들이 종교 화합을 위해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발족

1997년 제1회 대한민국 종교예술제 개최

1998년 국난극복 위한 시국강연회 및 구국기도 대국민 선언문 발표

1998년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 식기소독기 전달

1999년 한국종교지도자포럼, 국민화합을 위한 정부와 종교간의 역할

2000년 종교단체환경정책 실천협의회 발족

2000년 건전종교문화 발전 세미나

2001년 종교단체환경정책 실천강연회 및 캠페인

2002년 환경월드컵 실천운동 세미나

2002년 공명선거 홍보활동

2003년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홈페이지 제작

2005년 일본의 독도 주권 침해 관련 기자회견

2006년 아름다운 선고 실현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 발표

2006년 생명 존중과 평화 정착을 위한 기도회 및 작은 음악회

2008년 제12회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

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성명서 발표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초청 종단 수장 모임

2010년 대한민국 종교지도자 이웃종교체험 성지순례

2011년 군인복무규율 개정과 존속살해죄 폐지에 대한 종지협의 반대 입장 표명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초청 종단 수장 모임

2014년 제18회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

2017년 프란치스코 교황 특별알현 성지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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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창립 20주년 기념음악회

2017년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성공기원 현장방문

2018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실천선언문 발표

2018년 제21회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

② 조직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단체 지도자들

이 종교계 화합과 연합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결성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

지협)는 1997년 10월 20일에 문화관광부에 등록하여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2018년 

현재 사무실은 서울시 종로구 연지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501호에 있다. 조직을 보면 

각 종교의 주요 교단 지도자들이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김희중)이 공동대표의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원행), 한국기독

교총연합회대표회장(엄기호), 원불교 교정원장(오도철), 성균관장(김영근), 천도교 교령

(이정희),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박우균) 등으로 종지협의 조직이 꾸려져 있다. 

③ 활동

종지협의 주요한 목적 사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교간 화합과 상호이해를 증진시

키기 위한 사업을 벌인다. 그리고 윤리, 도덕성 회복 등 국민의식 개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통일을 대비하여 민족 동질성과 상호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

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서 종지협은 종교간 화합을 위하여 1997년(제1회)부터 2018년

(제21회)까지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를 매년 거행하였으며, 총선과 대선 등 주요 선거

가 있을 때나 각종 사회 문제가 대두될 때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여 종교계의 노력

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한 종교인 교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⑵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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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혁

1965년 6개 종교지도자(불교, 유교, 천주교, 개신교, 천도교, 원불교)  대화모임

1986년 제3차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서울 총회

1986년 한국종교인평화회의로 정식 출범

1989년 민족평화를 위한 종교인대회(아카데미하우스 6대종단지도자 및 관계자)

1990년  제1회 한․일 종교청년교환교육(일본 오사카, 한일종교청년 60여명)

1991년  제4차 아시아 종교인평화화의 (ACRP)총회 참석(네팔, 카트만두)

1993년  제1회 종교청년대화캠프 

1993년 환경윤리 종교인 선언대회

1993년 세계종교의회 100주년 기념학술대회

1993년  KCRP 인권환경위원회 제1회 심포지움

1994년  제2회 종교청년 대화캠프

1994년 제6차 세계종교인 평화회의 (WCRP)참석

1995년 KCRP 회장단 북한쌀 보내기 운동

1995년 광복-분단 50년 범종교 평화통일 기원대회

1995년 아시아 종교청년 평화캠프

1995년 ACRP-EC 미팅 참석

1995년 종교간 대화30주년 기념식 및 범 종단 북한 수재민 돕기 운동발족식

1995년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문화체육부 장관상 수상

1996년 제5차 아시아 평화회의 총회 참석

1997년 ACRP-EC 미팅 참석

1997년 회장단, 남북교류 분과위원회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세미나

1997년 제1회 종교신문언론인 심포지움

1998년 WCRP 공동의장 방한 세미나

1998년 제주 4.3 50주년 기념식 및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촉구대회

1998년 북한기아실태 현황과 지원에 관한 심포지움 및 기자회견

1998년 국난극복을 위한 종교지도자 대국민 호소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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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실직자 및 북한동포돕기 평화대행진 및 평화음악회

1998년 정부수립50주년 기념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위한 기도회 개최 

1999년 종교인 베이징선언문 발표 (한반도의 남북통일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

1999년 서울 국제 NGO 세계대회

1999년 제7차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 총회 참석

2000년 ACRP-EC미팅 참석

2000년 밀레니엄 종교 및 영성지도자 세계평화회의(뉴욕), 밀레니엄 2000 종교청년 

평화문화축제

2001년 제1회 종단 교역자 대화캠프

2001년 9.11 테러사태 관련 세계종교지도자 회의 참석(뉴욕)

2002년 세계 종교지도자 초청평화를 위한 기도회 참가(이탈리아)

2003년 아시아 종교인 평화선언대회

2003년 Religion in Korea 발간(영문)

2006년 한국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한 순례

2007년 종교와 평화 창간호 발행

2008년 사)종교평화국제사업단 발족

2008년 영문저널 창간호 발행

2009년 갈등극복을 위한 중동지역 대화순례

2009년 전국종교지도자 한마당 종교인 화합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종교문화 예술제 

2009년 동북아 평화공동체 건설을 위한 국제세미나 실시(매년)

2010년 이슬람 세미나 “ 이슬람, 다가서다” 실시(매년)

2010년 2010 이웃종교이해강좌실시(매년)

2012년 제1회 이웃종교 화합주간 개막(매년)

2012년 이웃종교스테이 실시(매년)

2013년 전국종교인 화합대회(매년)

2014년 함께사는 세상만들기 캄보디아 미래로 학교 지원

2018년 함께 사는 세상만들기 미얀마 엔타이공 고등학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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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8 이웃종교화합대회-전국종교인화합마당’ 행사 

② 조직 

현재 한국종교인평화회의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

종교협의회’가 회원종단으로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종교간 대화위원회,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환경생명위원회, 남북교류위원회, 종교문화예술홍보위원회, 출판위원회 등

의 위원회가 있어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산하에 종교평화국제사업단

(IPCR)을 설립하여 종교 분쟁지역의 평화정착 지원 사업,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을 추진

한다. 그리고 언론으로는 월간 “종교와 평화” 및 영문저널 “Religion & Peace”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평화회의는 한국 종교문화의 성숙과 발전 및 종교간 협력

을 증진하는 문화교육사업 등으로 한국 사회와 종교계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③ 활동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는 한국 종교인 상호간의 교류와 이해 증진 및 이웃종교 사이

의 공동과제에 대한 연구 실천을 통하여 더 나은 한국 사회를 이룩하고, 전 세계 종교

인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서 매년 종교 청년 평화캠프, 종교유적지 대화순례, 이웃종교 이해강좌, 전국 종교인 

교류대회, 남북 종교인 모임 등을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 종교인 화합마당 등 이

웃종교화합대회와 세계종교의회 등을 포함해 국제종교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

련해, 2018년 7월에는 ‘2018이웃종교스테이’를 개최하였다. 이것은 7개 종단의 성지 및 

종교시설을 방문하여 대화와 공감을 나누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2018년 프로그램에서

는 천도교(중앙대교당, 용담정, 최제우 생가 방문하기, 천도교 수련체험), 개신교(광주 

및 순천 지역 개신교 선교 거점지 둘러보기, 예배체험), 원불교(원불교 영산성지 방문, 

법회 체험), 천주교(왜관 수도원 방문, 미사 체험, 수도원 기도 생활 체험), 불교(봉선사 

템플스테이, 예불 체험), 선교(선교 국조전 방문, 기운체조 체험) 등의 행사가 이루어졌

다. 산하기관인 사단법인 종교평화국제사업단에서는 종교적, 민족적 갈등을 겪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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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지역에서 종교간 평화 및 화합 그리고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제적 지원사업,  동북아 긴장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동북아 국제세미

나 그리고  국내의 이슬람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편견을 바로 잡기 위한 이슬람 세미

나 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18년도 이슬람세미나에서는  한남동 이슬람 중앙성원

에서 국내 종교인들이 이슬람의 명절인 라마단을 체험하고, 예멘 난민문제에 대한 전

문가 토론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8년 11월 15일과 16일에는 이웃 종교 간 교

류와 소통을 다짐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기 위해 경북 경주시 일원에서 

‘2018 이웃종교화합대회-전국종교인화합마당’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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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종교 관련 기초 통계 자료

1. 종교별 교세 현황

1) 총괄표

  
       구분

종교별

2018년
총단체수

(개)

신 도 수 (명)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집계
(’15.11.1)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집계
(’05.11.1)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집계
(’95.11.1)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집계
(’85.11.1)

불  교 482 7,619,332 10,726,463 10,321,012 8,059,624

개신교 374 9,675,761 8,616,438 8,760,336 6,489,282

천주교 1 3,890,311 5,146,147 2,950,730 1,865,397

원불교 1 84,141 129,907 86,823 92,302

유  교 1 75,703 104,575 210,927 483,366

천도교 1 65,964 45,835 28,184 26,818

대종교 1 3,101 3,766 7,603 11,030

대순진리회 1 41,176

그 밖의 종교 65 98,185 197,635 232,209 175,477

계 927 21,553,674 24,970,766 22,597,824 17,203,296

* 단체수, 교당수, 교직자수, 2012년 3월 20일까지 각 종단 협조 자료의 수치를 집계한 것임.
* <’95. 11. 1. 기준 통계청 집계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 44,553,710>
* <’05. 11. 1. 기준 통계청 집계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 47,041,434>
* <’15. 11. 1. 기준 통계청 집계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 49,05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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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국인과 행정구역별 종교인구

⑴ 내국인의 종교 인구

단위 : 명(2015년 통계청)
　 계 종교있음-계 종교없음-계

전국 49,052,389 21,553,674 27,498,715

비율 100.0% 43.9% 56.1%

* 출처: 국가통계포털(www.kosi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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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행정구역별 전체 종교 인구

단위 : 명(2015년 통계청)
시군구 내국인 종교있음-계 종교없음-계

전국 49,052,389 21,553,674 27,498,715
서울특별시 9,444,796 4,386,827 5,057,969
부산광역시 3,359,946 1,574,615 1,785,331
대구광역시 2,402,746 1,061,583 1,341,163
인천광역시 2,783,565 1,170,740 1,612,825
광주광역시 1,461,127 569,103 892,024
대전광역시 1,499,520 657,379 842,141
울산광역시 1,120,525 510,345 610,180

세종특별자치시 197,651 83,373 114,278
경기도 11,869,038 5,140,688 6,728,350
강원도 1,475,324 609,373 865,951

충청북도 1,528,981 611,888 917,093
충청남도 2,012,492 832,092 1,180,400
전라북도 1,782,291 802,240 980,051
전라남도 1,741,499 708,931 1,032,568
경상북도 2,590,042 1,154,305 1,435,737
경상남도 3,200,207 1,435,772 1,764,435

제주특별자치도 582,639 244,420 33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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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행정구역별 각 종교 인구

단위 : 명(2015년 통계청)

시군구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대순진리회 대종교 기타

서울특별시 1,023,721 2,286,305 1,012,892 11,977 10,810 15,343 6,866 554 18,359
부산광역시 958,683 407,659 180,815 4,755 2,974 3,117 4,119 220 12,273
대구광역시 571,511 288,540 185,546 1,207 2,386 2,538 3,024 202 6,629
인천광역시 244,467 642,515 265,369 2,671 3,383 5,167 1,462 165 5,541
광주광역시 139,030 292,140 126,284 3,360 2,676 1,971 1,657 67 1,918
대전광역시 209,450 327,421 110,724 2,401 1,487 2,048 1,866 109 1,873
울산광역시 333,441 122,159 47,448 971 905 1,016 678 72 3,655
세종특별자

치시
27,374 39,328 15,528 236 232 278 76 10 311

경기도 1,267,172 2,729,767 1,065,430 12,674 18,312 18,106 8,228 601 20,398
강원도 242,579 258,660 98,521 1,448 3,560 1,315 1,195 86 2,009

충청북도 250,007 241,747 112,512 1,007 1,907 1,801 1,406 97 1,404
충청남도 277,823 416,916 124,602 2,189 3,972 2,798 1,218 126 2,448
전라북도 152,742 480,150 132,948 27,010 3,573 2,209 1,527 141 1,940
전라남도 189,332 404,287 97,533 5,554 6,980 1,688 1,377 119 2,061
경상북도 654,091 345,238 135,299 1,644 5,534 3,051 2,836 278 6,334
경상남도 941,750 334,671 132,817 4,255 5,954 2,786 3,366 254 9,919

제주특별자
치도

136,159 58,258 46,043 782 1,058 732 275 -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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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1985~2015년 간 한국의 종교 인구 변화

단위 : 명(1985-2015년 통계청)

내국인 종교있음

1985 40,419,652 17,203,296
1995 44,553,710 22,597,824
2005 47,041,434 24,970,766
2015 49,052,389 21,553,674

단위 : 명(1985-2015년 통계청)

내국인 종교있음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1985 40,419,652 17,203,296 8,059,624 6,489,282 1,865,397 483,366
1995 44,553,710 22,597,824 10,321,012 8,760,336 2,950,730 210,927
2005 47,041,434 24,970,766 10,726,463 8,616,438 5,146,147 104,575
2015 49,052,389 21,553,674 7,619,332 9,675,761 3,890,311 7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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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1985-2015년 통계청)

내국인 종교있음 원불교 천도교 대순진리회 대종교 기타

1985 40,419,652 17,203,296 92,302 26,818 　 11,030 175,477
1995 44,553,710 22,597,824 86,823 　 62,056 　 170,153
2005 47,041,434 24,970,766 129,907 45,835 34,550 3,766 163,085
2015 49,052,389 21,553,674 84,141 65,964 41,176 3,101 98,185

* 증산교, 천도교, 대종교, 기타 부분은 인구조사 항목이 일치하지 않아 ‘그 밖의 종교’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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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교 유형별 종교인구

⑴ 내국인 내 종교별 인구

단위 : 명(2015년 통계청)

내국인 무종교인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
교 유교 천도

교
대순진
리회

대종
교 기타

전
국

49,052,389 27,498,715 7,619,332 9,675,761 3,890,311 84,141 75,703 65,964 41,176 3,101 98,185

비
율

56.06% 15.53% 19.73% 7.93% 0.17% 0.15% 0.13% 0.08% 0.01% 0.20%

*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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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종교 인구 내 종교별 인구

 단위 : 명(2015년 통계청)

종교있음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
교

대순진
리회

대종
교 기타

전국 21,553,674 7,619,332 9,675,761 3,890,311 84,141 75,703 65,964 41,176 3,101 98,185

비율 35.35% 44.89% 18.05% 0.39% 0.35% 0.31% 0.19% 0.01%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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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성별 전체 종교 인구

단위 : 명(2015년 통계청)
내국인 종교있음 종교없음

계 49,052,389 21,553,674 27,498,715

남자 24,206,866 9,533,241 14,673,625

여자 24,845,523 12,020,433 12,82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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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성별 각 종교 인구

단위 : 명 (2015년 통계청)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대순진리

회 대종교 기타

계 7,619,332 9,675,761 3,890,311 84,141 75,703 65,964 41,176 3,101 98,185

남자 3,364,233 4,317,696 1,678,461 37,999 45,390 27,633 17,688 1,500 42,641

여자 4,255,099 5,358,065 2,211,850 46,142 30,313 38,331 23,488 1,601 5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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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연령별 전체 종교 인구

단위 : 명(2015년 통계청)
연령별 종교있음 종교없음 내국인

0~4세 635,578 1,598,818 2,234,396
5~9세 823,304 1,428,502 2,251,806

10~14세 964,257 1,454,194 2,418,451
15~19세 1,140,069 1,981,962 3,122,031
20~24세 1,022,061 1,933,074 2,955,135
25~29세 1,071,333 1,941,205 3,012,538
30~34세 1,338,948 2,236,589 3,575,537
35~39세 1,480,486 2,280,263 3,760,749

40 ~ 44세 1,757,625 2,439,438 4,197,063
45 ~ 49세 1,893,293 2,355,505 4,248,798
50 ~ 54세 1,986,627 2,143,169 4,129,796
55 ~ 59세 2,056,841 1,796,254 3,853,095
60 ~ 64세 1,574,213 1,176,077 2,750,290
65 ~ 69세 1,228,681 878,075 2,106,756
70 ~ 74세 1,033,029 725,384 1,758,413
75 ~ 79세 788,621 561,368 1,349,989
80 ~ 84세 463,384 342,131 805,515
85세이상 295,324 226,707 522,031

합계 21,553,674 27,498,715 49,05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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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 연령별 각 종교 인구
단위 : 명(2015년 통계청)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대순진
리회 대종교 기타

0~4세 113,240 404,023 110,406 2,117 542 1,296 859 84 3,011

5~9세 157,285 511,294 144,180 2,584 1,003 1,798 1,261 84 3,815

10~14세 198,794 584,355 168,090 3,028 1,406 2,082 1,669 101 4,732

15~19세 267,185 641,974 213,822 3,984 2,033 2,976 1,692 162 6,241

20~24세 263,675 533,428 209,089 4,010 2,013 3,642 1,265 101 4,838

25~29세 307,745 518,165 228,746 4,068 2,449 3,737 1,346 104 4,973

30~34세 398,822 642,277 278,500 4,568 2,707 4,683 2,032 149 5,210

35~39세 452,154 719,839 285,417 5,316 3,111 4,574 3,246 175 6,654

40~44세 595,004 827,744 306,325 5,809 4,192 5,133 4,750 258 8,410

45~49세 720,114 822,933 318,281 6,640 5,068 5,653 5,262 229 9,113

50~54세 844,124 771,231 338,424 7,517 6,004 6,019 4,164 286 8,858

55~59세 908,405 753,930 361,007 8,228 7,249 5,825 3,737 308 8,152

60~64세 709,861 559,708 277,333 6,355 6,850 4,712 2,952 227 6,215

65~69세 552,864 438,660 212,305 5,505 7,402 4,039 2,194 300 5,412

70~74세 472,181 365,997 170,049 5,022 8,425 3,695 2,151 231 5,278

75~79세 354,757 282,537 131,240 4,028 7,852 3,125 1,281 149 3,652

80~84세 194,205 175,356 81,111 2,921 4,840 1,754 813 97 2,287

85세이상 108,917 122,310 55,986 2,441 2,557 1,221 502 56 1,334

합계 7,619,332 9,675,761 3,890,311 84,141 75,703 65,964 41,176 3,101 9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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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교별 교단(종단) 현황

종교별 교단(종단) 현황을 정리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먼저 종교별

로 종교단체와 종교연합단체들의 목록을 작성한 다음에 종교단체 및 종교연합단체의 

특성에 맞추어 자료 협조를 요청하는 양식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종교별 개별 종교

단체와 종교연합단체를 구분해 등기우편으로 보내고(회신용 봉투 포함), 필요한 경우

에 방문조사, 이메일 연락 그리고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다. 

단체들이 조사 협조에 응한 경우에는 이 자료들을 ‘확인(협조)’ 자료에 넣었다. 그리

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협조에 응하지 않았거나, 교세가 거의 없는 등 여러 이유로 자

료 협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속 연구를 위해 단체 목록을 정리해 ‘미확인’ 자료에 

넣었다. 개별 종교단체와 종교연합단체의 협조 자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자를 일

차자료로 삼았다. 천주교의 경우에는 2017년 한국천주교회통계 자료를, 유교는 성균

관의 협조 자료를 활용하였다. 

교단(종단) 현황 자료의 경우에 종교시설이나 교직자나 신자들의 수치 등에서 자료 

작성 시점이 다를 수 있고, 자료 제공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가령 개신교 

교단은 소속 연합단체에 따라 집계된 수치가 다른 사례들도 있다. 그렇지만 일일이 조

사한다고 해도 조사 시점과 기준의 통일성과 그에 대한 전적인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에는 주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각 단체가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자료라는 점

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조사해서 정리한 목록은 불교 482건, 개신교 374건, 천주교 1

건, 원불교 1건, 유교 1건, 천도교 1건, 한국민족종교협의회(약칭 민종협) 10건, 기타 57

건 등 모두 927건이다. 이 가운데 종교 현황 조사에 응한 사례 수는 모두 297건이다.   

1) 총괄표

구분 불 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종협 기타 소계

확인(협조) 146 126 1 1 1 1 10 11 297
미확인 336 248 46 630

계 482 374 1 1 1 1 10 57 927
* 출처: 각 교단(종단)의 협조 자료; 종교연합단체의 협조 자료; 교단 총회록.
** 한국민족종교협의회(약칭 민종협) 중 원불교와 천도교를 별도로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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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교

■ 종단현황(116): 가나다 순(이하 표 동일)

순
번 교단명 소재지 홈페이

지

사
찰
수

승
려 
수

신도수 비고/
출처

1
금강승수행센터 캄
따시링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4가 
204 복전빌딩 202호

2 3 150 세불연

2 대승불교달마종 광주시 서구 광천동 74-2 10 15 500 세불연

3 대중불교삼론종
경남 거창군 웅양면 원촌3길 
109-250

0 0 세불연

4 대중불교조계종 울산시 북구 달천동 739 0 0 세불연

5 대한가정불교조계종 경북 김천시 속구미길 2-4 1 1 100 세불연

6 대한불교 미타종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133
www.m
itajong.
or.kr 

1,58
6

2,8
15 한불협

7 대한불교관음조계종
서울시 노원구 상계4동 산
152-1

　 15 15 3,000 세불연

8 대한불교관음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63가길 31
www.k
wanum.
kr

520 899 1,117,725 한불협

9 대한불교극락지장종
전남 여수시 화양면 새터큰길
23번지

1 1 300 세불연

10 대한불교금불사 경남 사천시 봉남동 248번지 　 1 1 30 세불연

11 대한불교달마조계종
인천시 부평구 대경로34 3층 
용천사

www.t
aeil.kr

8 8 330 곽한영

12 대한불교대각종
충남 부여군 내산면 성충로 미
암길 28

www.m
iamsa.c
om

1,62
9

1,5
36 210,000 한불협

13 대한불교대성종
경남 창녕군 남지읍 고곡리 
671-1

　 1 1 500 세불연

14 대한불교대승종
경남 창원시 회원구 양덕동 18
길28-43

cafe.da
um.net/
daeseu
ngjong

150 246 75,400 한불협

15 대한불교대원종 경남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20 　 82 120 9,000 세불연

16 대한불교동산종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254번
길15

　 1 1 500 세불연

17 대한불교미륵정사
대구시 수성구 파동로3길 
48-7

　 1 1 300 세불연

18 대한불교미륵종
전북 고창군 성송면 남창2길 
31

　 15 20 　 종단

19 대한불교미타선원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755-2

　 0 0 　 세불연

20 대한불교반야조계종
전남 보성군 조성면 녹색로
4561-51

　 1 5 100 세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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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교단명 소재지 홈페이

지

사
찰
수

승
려 
수

신도수 비고/
출처

21 대한불교법륜조계종
경북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487-1

　 5 5 250 세불연

22 대한불교법사종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로 
499-8

　 27 28 1,530 세불연

23 대한불교법연종
경남 합천군 가회면 황매산 공원
길62-1

www.b
upyeon
sa.org

105 96 121,363 한불협

24 대한불교법음종 부산시 북구 구포시장1길 5 　 1 1 100 세불연

25 대한불교법화종 서울시 성북구 삼선2길 30 　 568 2,72
2 800,000 한불협

26 대한불교보리달마종
경기도 여주시 복내면 장암리 
241-2

　 2 2 500 세불연

27 대한불교보리정사 울산시 중구 북정동 98-1 　 1 1 30 세불연

28 대한불교보문종 서울시 성북구 보문사길 20
www.b
omuns
a.or.kr

47 217 72,101 한불협

29 대한불교불일조계종
전남 담양군 월산면 용암리 산
252

　 1 1 300 세불연

30 대한불교불탄종
전남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도솔
로 215-5

　 1 1 100 세불연

31 대한불교붓다조계종 강원도 속초시 이목로 68 20호 　 3 3 10,000 세불연

32 대한불교비룡정사 인천시 중구 선린동 57-5 　 1 1 500 세불연

33 대한불교삼론종
충북 충주시 동량면 미라실로 
299-7

　 114 144 335,820 한불협

34 대한불교서각종
대구시 서구 달서천로 49안길 
7-4

　 2 2 50 세불연

35 대한불교선농조계종
충남 공주시 신풍면 충의로 
2086

　 2 2 200 세불연

36 대한불교선태고종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길 
42-1

　 1 1 500 세불연

37 대한불교성불종
전남 영광군 법성면 굴비로4길 
15-11

　 1 1 300 세불연

38 대한불교스타종 경북 청도군 이서면 팔조령길 24 　 1 1 500 세불연

39 대한불교약천사
충북 단양군 단성면 월악로 
4180-8

　 1 1 50 세불연

40 대한불교연화조계종
경남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 
596-3

　 1 1 300 세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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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교단명 소재지 홈페이지 사찰

수
승려 
수 신도수 비고/

출처

41 대한불교용산종
경북 고령군 다사면 나선
로 411

　 70 70 2,100 세불연

42 대한불교용화종
전남 광양시 봉강면 성불
로 1150-183

www.061-
762-2882.
kti114.net

21 56 25,350 한불협

43
대한불교육조조
계종

경남 경주시 안강읍 칠평
북5길8

　 1 2 300 세불연

44
대한불교일심정
토종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28, 
213호(벽산에어트리움)

　 1 2 150 세불연

45
대한불교일월조
계종

전북 김제시 제월로 33(신
월동188) 

　 5 5 250 세불연

46 대한불교일월종
경북 영덕군 달산면 용평
길 144-12 

　 30 30 600 세불연

47 대한불교자황종
경북 울진군 근남면 상천
전길80

　 5 6 1,000 세불연

48 대한불교정법종
경북 군위군 군위읍 수서2
리 1217 

　 1 1 100 세불연

49 대한불교정토종
대전시 유성구 동서대로 
735번길 24-9

www.sinh
eungsa.co
m

36 47 6,480 한불협

50
대한불교제석천
왕종

경북 경산시 와촌면 음양3
길 24

　 2 2 100 세불연

51 대한불교조계종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www.budd
hism.or.kr

3,185 13,327 12,000,000 한불협

52
대한불교지장선
원

전남 여수시 광무동 
933-52

　 1 1 300 세불연

53 대한불교지장종
경북 영주시 문수면 무섬
로25번길 74

　 3 5 300 세불연

54 대한불교진각종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13
길 17

www.jinga
k.or.kr

116 300 800,000 한불협

55 대한불교진언종
부산시 부산진구 서전로 
67번길 6

www.jineo
njong.co.k
r

47 57 　 한불협

56
대한불교천왕종
천왕사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로 
58-4

　 1 1 300 세불연

57 대한불교천인종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
문점말2길 17 (402)호

　 1 2 300 세불연

58 대한불교천일종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940(암사동)

　 1 1 100 세불연

59 대한불교천태종
충북 단양군 영춘면 구인
사길 73

www.guin
sa.org

160 370 2,500,000 한불협

60 대한불교총화종
서울시 종로구 창신5 마길
7

www.chon
ghwajong.
org

951 1,192 1,076,005 한불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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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교단명 소재지 홈페이지

사
찰
수

승
려 
수

신도수 비고/
출처

61 대한불교태고종 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인동 1145 　 2 2 200 세불연

62
대한불교태극조
계종

경북 성주군 금수면 봉두리 
660-1

　 30 30 2,000 세불연

63
대한불교태극조
계종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560-6 　 20 20 600 세불연

64 대한불교태범종
경북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로 
131-8

　 1 1 100 세불연

65 대한불교화엄종 인천시 남동구 풀무로 48 　 79 63 　 한불협

66
대한불교휴심선
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22-17

　 2 3 1,000 세불연

67
대한해동불교조
계종

인천시 서구 서달로130번길 
402(삼부빌딩)

　 1 1 200 세불연

68
대한호국불교소
림선종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용암2리 
246 (미륵산 용화사)

　 42 102 14,000 세불연

69 동양불교진법종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553 

　 1 1 500 세불연

70 보국불교염불종
대전시 대덕구 대정로 490 번길 
74-16

www.yeo
mbul.org

60 98 2,340 한불협

71 불교총지종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www.chon
gji.or.kr

38 95 125,000 한불협

72
사)대승불교본
원종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17-3 　 283 298 　 한불협

73
사)대한불교미
타조계종

경남 김해시 분성로366번길 
7-31(동상동)

　 3 2 500 세불연

74
사)대한불교법
상종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텃골길 
105

www.bsj.o
r.kr

281 309 128,600 한불협

75
사)대한불교영
축산조계종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1가 126 　 15 15 1,500 세불연

76
사)대한불교원
각종

인천시 미추홀구 제일로35, 3층
(도화동)

　 2 3 300 세불연

77
사)대한불교원
융종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180-6
www.won
yung.org

143 128 15,442 한불협

78
사)대한불교원
종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선유동길
79(선유암)

　 3 3 100 세불연

79
사)대한불교율
사조계종

경남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459-2 시례마을

　 80 80 2,000 세불연

80
사)대한불교일
승종

경기도 구리시 청춘로 16
www.ilseu
ng.or.net

417 417 　 한불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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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교단명 소재지 홈페이

지

사
찰
수

승
려 
수

신도수 비고/
출처

81 사)대한불교조동종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145길 
103

www.조
동종.kr

394 436 127,850 한불협

82
사)대한불교해동조
계종

경북 영주시 안정면 용주로
891번길 106-70

　 2 2 300 세불연

83
사)대한해인불교조
계종

경북 예천군 호명면 원곡길 
97-16

　 3 17 3,000 세불연

84 사)선농불교문화원
전북 장수군 번암면 방화동로 
12-14

　 1 3 100 세불연

85
사)세계평화불교연
맹

인천시 서구 서달로 130번길
403호 삼부빌딩 

　 1 1 100 세불연

86 사)일붕법왕문도회
충남 아산시 송악면 송학리 
109-1

　 10 10 5,000 세불연

87 사)자비실천선양회
인천시 서구 서달로 130번길
403호 삼부빌딩 

　 1 1 100 세불연

88 사)정토미륵종
충남 논산시 영산면 계백송정1
길 54

　 1 1 100 세불연

89
사)통합불교법인연
대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로 
499-8

　 30 30 12,000 세불연

90
사)한국불교금강선
원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43가길 
6

　 87 69 　 종단

91
사)한국불교문화진
흥원

충북 충주시 가금면 루암리 
605-3

　 1 1 500 세불연

92
사)한국불교조계종
협의회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300

　 400 400 20,000 세불연

93 사)화엄불교조계종
충북 제천시 송학면 송한1리 
43

　 1 1 50 세불연

94 생활불교태고종
경남 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450-6

　 15 15 2,000 세불연

95
생활실천불교조계
종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523-61 　 30 30 3,000 세불연

96 석가불교조계종
경북 예천군 호명면 원곡리 
337

　 1 1 100 세불연

97 세계불교무량종
충남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225번길80 

　 2 2 100 세불연

98 세계불교미륵종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217 
2층

　 1 1 30 세불연

99 세계불교법사종
전북 정읍시 영원면 영원로 
832-40

　 10 10 500 세불연

100 세계불교수덕선원
광주시 북구 문화소통302번길 
70

　 5 1 50 세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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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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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01 세계불교육조선종
경남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 
596-3

　 1 1 100 세불연

102 세계불교천지종
전남 구례군 간전면 양동안
길 3-3

　 0 0 　 세불연

103 세계승가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
북로 40-1 (2층)

www.world
sanga.org

145 215 50,000 종단

104 신라불교관음종 광주광역시 동구 분산길 106 　 3 3 150 세불연

105 연화불교금강종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53
(광명동)

　 1 1 500 세불연

106 임제불교조계종
전남 여주시 돌산읍 강남1길 
26

　 20 22 3,000 세불연

107
장호원불교연합회
유지재단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
터로59

　 4 4 500 세불연

108 재)대한불교원효종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인보
리 565-3

www.wonh
yojong.org

412 601 90,938 한불협

109
재)대한불교일붕선
교종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 6길
www.ilbun
g.org

192 192 　 한불협

110
재)대한불법일흥문
류안명산묘법사

전남 여수시 광무7길 31-6
www.nikko
h-munryu.
org/

6 8 2,000 권수용

111 재)생활불교본불종 충주시 엄정면 향림길 314
www.lifebu
ddism.org

24 35 12,000 종단

112 재)연화불교금강종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북원
로 3378-3

　 30 30 1,000 세불연

113 재)한국불교여래종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71

　 137 137 　 한불협

114 전국불교법성종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다사로 651

　 1 2 150 세불연

115 종단세계선불교
충북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729

1 1 100 세불연

116 총남불교조계종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천동로 
320, 2동 101호

　 2 2 500 세불연

117 통합불교아미타종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본동
907-7 2층

15 15 1,000 세불연

118
한국대승불교지장
종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영서
로 1430

　 1 1 68 김경순

119 한국불교내외종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임기리 산97 

　 5 5 510 세불연

120
한국불교달마조동
종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11
길 30-3

　 1 2 500 세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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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한국불교대불종 충남 아산시 송악면 송학리 　 10 10 3,000 세불연

122 한국불교미륵종 경남 김해시 진례면 평지길 299
www.
mireuk.
org

123 211 62,650 한불협

123 한국불교반야조계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01(화서동)

　 1 1 500 세불연

124 한국불교반야조계종
부산시 부산진구 진남로 304번
길19(전포동)

　 1 1 300 세불연

125 한국불교법륜종 충남 논산시 계백로 1037 　 150 300 　 한불협

126 한국불교법안조계종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계
산1길 24-8

　 30 30 1,500 세불연

127 한국불교법왕종 경북 상주시 거동3길 62-24 　 2 2 300 세불연

128 한국불교법인조계종
대구시 서구 국채보상로75길 
36-12

　 1 1 50 세불연

129 한국불교본정토종 경북 영주시 명륜41번길21-1 　 1 1 1,000 세불연

130 한국불교임제조계종 전남 여수시 군자동 진남로 81 　 3 3 1,500 세불연

131 한국불교재아종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61 
운현궁SK허브 102동210-2

　 2 1 100 세불연

132
한국불교재아종백산
사

전남 강진군 칠량면 현평리 337 　 0 0 　 세불연

133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흥
로 540-17 

　 15 18 1,350 세불연

134 한국불교종단진흥회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선로 411 　 1 1 500 세불연

135 한국불교지장조계종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
로347번길 27, 2층

　 1 1 100 세불연

136 한국불교태고종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
www.t
aego.kr

3,526 7,691 6,000,
000 한불협

137 한국전통불교조계종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산171

　 10 10 1,000 세불연

138 해동불교달마종 충남 보령시 웅천읍 죽청리 　 10 10 500 세불연

139 해동불교무량종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14번길50 3F

　 1 3 300 세불연

140 해동불교법륜종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중리 산
211

　 0 0 　 세불연

141 해동불교조계종
전북 익산시 왕궁면 시대길 
73-26

　 1 1 100 세불연

142 해동불교호국선교종 충남 아산시 송학면 유곡림 549 　 1 1 100 세불연

143 현대불교각원조계종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로15길 
26

　 2 2 100 세불연

144 현대불교조계종단 경북 의성군 금성면 탑리리 　 1 1 20 세불연

145 호국불교법왕조계종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1동 421 　 200 200 35,000 세불연

146 호국선불교조동종
부산시 진구 새싹로 226-8(초
읍동263-25)

　 1 1 150 세불연

* 출처: 각 종단 및 사)세계평화불교종단연합회 (약칭: 세불연) 협조 자료(2018.10. 기준); 한국불교종단협
의회(약칭 한불협) 협조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경우,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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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경원, 교단용화불교, 국제불교관음선종, 국제불교선덕종, 국제불교일화종, 국제불교조계종, 국제선불교조

계종, 근본불교조계종, 금강불교조계종, 대각교단대한불교현수종, 대각불교조계종, 대륜불교조계종, 대민불교조

계종, 대불교조계종, 대선불교조계종, 대성불교조계종, 대승불교법왕종, 대승불교삼론종, 대승불교양우회, 대승

불교여래종, 대승불교조계종, 대안불교조계종, 대연불교조계종, 대원불교유심종, 대원불교조계종-A, 대원불교

조계종-B, 대일체불교유법종, 대한대승불교조계종, 대한민국불교조계종, 대한불교108예술종, 대한불교가야조

계종, 대한불교관음성종, 대한불교광명조계종, 대한불교광선조계종, 대한불교교화선종, 대한불교교화종, 대한불

교구생종, 대한불교구화조계종, 대한불교구화종, 대한불교금강여래종, 대한불교금강조계종, 대한불교금강종, 대

한불교금강지장종, 대한불교단체총연합회국제불교조계종, 대한불교달마선종, 대한불교달마선종(A), 대한불교

달마조계종, 대한불교대선종, 대한불교대승불교회, 대한불교대승연화종, 대한불교대조계종, 대한불교도생조계

종, 대한불교묘법연화종, 대한불교무량종, 대한불교미륵선종, 대한불교미륵용화종, 대한불교미륵종, 대한불교반

야선종, 대한불교반야종, 대한불교백두종, 대한불교법계종, 대한불교법륜종, 대한불교법보종, 대한불교법성종, 

대한불교법안종, 대한불교법왕종, 대한불교법운종, 대한불교법인종, 대한불교법인통합조계종, 대한불교법천종, 

대한불교법화본종, 대한불교법화여래종, 대한불교보현조계종, 대한불교보현종, 대한불교본불종, 대한불교본원

조계종, 대한불교본조계종, 대한불교본조계종정토불교, 대한불교봉불종, 대한불교불승종, 대한불교불이종, 대한

불교불입종, 대한불교불조계종, 대한불교사설사암종, 대한불교삼계조계종, 대한불교삼보조계종, 대한불교삼보

종, 대한불교삼학종, 대한불교삼화종, 대한불교선각종, 대한불교선교종, 대한불교선조계종, 대한불교선종-A, 대

한불교선종-B, 대한불교선화종, 대한불교성도종, 대한불교수도원, 대한불교수미산문조동정종, 대한불교승가종, 

대한불교신인종, 대한불교신조계종, 대한불교아미타여래종, 대한불교약사법사종, 대한불교약사여래종, 대한불

교여래대명종, 대한불교여래조계종, 대한불교여래종, 대한불교연지조계종, 대한불교연합조계종, 대한불교연화

불종, 대한불교연화종, 대한불교연화종용남사, 대한불교열반종, 대한불교영산법화종, 대한불교용산조계종, 대한

불교용화법원미륵종, 대한불교용화선종, 대한불교용화세계미륵총, 대한불교원각조계종, 대한불교원조계종, 대

한불교위앙종, 대한불교유가종-A, 대한불교유가종-B, 대한불교유마종, 대한불교유심종, 대한불교의성종, 대한

불교일광종, 대한불교일봉선교종, 대한불교일붕조계종, 대한불교일월여래종, 대한불교임제종, 대한불교자비종, 

대한불교적멸선원, 대한불교전법조계종, 대한불교정토선종, 대한불교조계미륵선종, 대한불교조계선종, 대한불

교조계선종(A), 대한불교조계선종(B), 대한불교조계종-B, 대한불교조계종봉정선원, 대한불교조계종삼화불교, 

대한불교조계종선불교, 대한불교조계종충효불교, 대한불교지엄종, 대한불교지음종, 대한불교천수조계종, 대한

불교천지종, 대한불교초심교종, 대한불교총원효종, 대한불교태선종, 대한불교통합선교종, 대한불교통합조계종, 

대한불교팔만종, 대한불교해동달마종, 대한불교해동조계종, 대한불교해동종, 대한불교해동평화종, 대한불교해

인삼보종, 대한불교해인종, 대한불교해탈조계종, 대한불교호국조계종, 대한불교호연총회, 대한불교홍은선원, 대

한불교홍제종, 대한불교화엄선종, 대한불교효예종, 대한생활불교회, 대한선불교조계종, 대한선불종, 대한신불교

천우종, 대한용화불교칠성산신종, 대한호국무불천지종, 대한호국불교조계종, 대현불교조계종, 도솔천유마종, 미

륵불교조계종, 미주불교불국종, 미타불교조계종, 민족불교조계종, 법사불교조계종, 법신불교정법종, 법신불교찰

해종, 법왕불교조계종, 법행불교조계종, 법화종, 법흥종, 본문불립종, 불교교단실상연화종, 불교단체대천궁도깨

비예언종, 불교법연원, 불교재단조계종, 불교정중종, 불교조계종, 불교조계종삼화불교, 생활불교보림종, 생활불

교조계종, 선농교단우리불교조계종, 선덕원, 선법륜종, 선불교조계종, 선종대한불교조계종, 세계불교국제연맹재

단조계종, 세계불교달마조계종, 세계불교대각종, 세계불교만불종, 세계불교미륵대종, 세계불교법륜종, 세계불교

법왕청, 세계불교복지종, 세계불교삼보종, 세계불교선종, 세계불교세심종, 세계불교수미산문선불종, 세계불교약

사종, 세계불교조계종, 세계불교지장선원종, 세계불교평화종, 세계불교평화종(A), 세계불교해동화엄종, 세계불

교화엄종, 세계선불교조동종, 세계일화조계종, 연꽃마을사람들, 용화불교단, 용화세계미륵종, 용화세계미륵종

(극락, 용화세계지장종, 우리불교우리절, 우리불교조계종, 유신불교조계종, 전통불교조계종, 전통사찰조계종, 정

법대승불교조계종, 정토불교조계종, 조선불교대선종, 조선불교조계종, 중생불교조계종, 중앙불교조계종, 진언불

교지송종, 천지불교태극종, 통일불교법사종, 통일불교조계종, 한국근본불교조계종, 한국대승불교불이종, 한국법

화종, 한국불교교화원, 한국불교구산선문회, 한국불교극락조계종, 한국불교근본해동종, 한국불교금강선원, 한국

불교금강종, 한국불교금륜종, 한국불교나한종, 한국불교내외종, 한국불교달마종, 한국불교대각종, 한국불교대승

법사종, 한국불교동방조계종, 한국불교미륵선종, 한국불교미륵천왕종, 한국불교미타종, 한국불교반야종, 한국불

교법보조계종, 한국불교법사종, 한국불교법성종, 한국불교법화종, 한국불교본문불립회, 한국불교불광종, 한국불

■ 불교 미완료(336개,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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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삼론구도회, 한국불교삼론종, 한국불교선조계종, 한국불교선화종, 한국불교성지종, 한국불교세계종, 한국불교

신원종, 한국불교아함종, 한국불교약불조계종, 한국불교연화종, 한국불교염불선종, 한국불교원각종, 한국불교원

효종, 한국불교일광종, 한국불교일월무량종, 한국불교임제정종, 한국불교임제종, 한국불교자비종, 한국불교정토

종, 한국불교조견종, 한국불교조계교종, 한국불교조계종-A, 한국불교조계종-B, 한국불교조계종-C, 한국불교조

동선종, 한국불교천불종, 한국불교천신종, 한국불교천왕종, 한국불교천일종, 한국불교태극조계종, 한국불교태을

종, 한국불교태조종, 한국불교해동종, 한국불교해심조계종, 한국불교해원종, 한국불교현조계종, 한국불교혜명조

계종, 한국불교화엄종, 한국불교화엄지장종, 한국불교화합조계종, 한국불교환인종, 한국불교효예종, 한국생활불

교보림종, 한국생활불교조계종, 한국선불교대불종, 한국선불교조계종, 한국전통불교천부종, 한국전통불교천불

종, 한국토속불교미타정토종, 한국호국불교조계종, 한민족불교, 한세계인류성도종, 한일불교조계종, 해동대한불

광종, 해동불교금강종, 해동불교일광조계종, 해동불교정토종, 해동불교평화종, 해동불교화엄종, 해탈불교조계종, 

현대불교미륵종, 현대불교조계종, 호국불교호예종, 화쟁교단분황종, 환국불교조계종, 환국불교환인종, 회천법계

천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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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신교

■ 교단현황(126)

순
번 교단명 소재지 홈페이지 교회 

수
교직
자수 신자 수 비고/출처

1
그리스도의교회
교역자협의회

서울 강서구 까치산
로 24길 47

www.face
book.com
/kcoc21

139 208 14,032 한기연. 한교총 
교회수 126

2
그리스도의교회
협의회

서울 종로구 창경궁
로16길 29 환원빌
딩 6층

www.cco.
or.kr

310 한교총. 한기총 
218/한교총 교
회수 310

3
기독교대한감리
회

서울 종로구 세종대
로 149 광화문빌딩 
감리회관 16층

www.kmc
.or.kr

6,710 11,334 1,334,178 NCCK(2018.7 
기준). 한교총 
교회수 6721

4
기독교대한감리
회(성회)

서울 양천구 오목로 
22(신월동)

　 203 294 8,232 한기연. 

5
기독교대한감리
회총회(연합)

서울 강서구 양천로
18길 18, 4층

　 68 한기총. 

6
기독교대한복음
교회

서울 종로구 종로6
가 210-1

www.pke
c.org/

50 10,000 NCCK(교세 
2013년 기준).

7
기독교대한성결
교회총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
로64길 17

www.keh
c.org

2,907 한기총(’18.10.
기준). 한교총 
교회수 2813

8
기독교대한하나
님의성회총회
(광화문)

서울 종로구 새문안
로42, 1001호

　 509 한기총(’18.10.
기준)

9
기독교대한하나
님의성회총회
(순복음)

서울 동작구 동작대
로7길 44, 5층

　 213 한기총(’18.10.
기준)

10
기독교대한하나
님의성회총회
(신수동)

서울 마포구 신수로 
56 순총빌딩 7층 총
회본부

www.kiha
sung.org

800 960 107,700 한기연. NCCK

11
기독교대한하나
님의성회총회
(여의도순복음)

서울 영등포구 국회
대로76길 25 (제2
교육관 9층)

www.agk.
or.kr

3,323 한기총(’18.10.
기준). 한교총 
교회수 3261

12
기독교대한하나
님의성회총회
(연합)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87, 7
층

　 210 한기총(’18.10.
기준)

13
기독교대한하나
님의성회총회-
서대문

서울 서대문구 통일
로131, 2층

www.kiha
sung.kr

1,501 한기총(’18.10.
기준). 한교총 
교회수 1015

14
기독교한국루터
회총회

서울 용산구 소월로
2길 21-11 

www.lck.
or.kr

48 한교총 교회수 
50

15
기독교한국침례
회총회

서울 영등포구 국회
대로76길 10 (12
층)

www.kor
eabaptist.
or.kr

2,854 한교총 교회수 
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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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교단명 소재지 홈페이

지
교회 
수

교직
자수 신자 수 비고/출처

16
대한기독교나사렛
성결회총회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
로 57 나사렛기념관 3층

http://na.
or.kr

306 378 25,578 
한기연. 한
기총 교회
수 290/한
교총 교회
수 316

17 대한성공회
서울 중구 세종대로21
길 15

www.sk
h.or.kr/

122 18,000 
NCCK(교
세 2013년 
기준). 총회
장이 아니
라 '의장주
교'임

18
대한예수교복음교
회총회

대전 서구 계룡로509번
길 6, 204호(탄방동 주
안에쉐르) 

www.kor
eafg.net

122 183 18,345 
한기연. 한
기총 교회
수 73/한교
총 교회수 
130

19
대한예수교장로회
(고려)총회

서울 강서구 화곡로63
길 19(등촌동)

133 252 2,529 한기연. 

20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415, 502호(평
촌동,두산벤처다임)

723 867 60,888 한기연. 

21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독립교회연합
총회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755번길 64

17 51 
교단측. 교
회수에 기
도원 2곳 
포함

22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총회

서울 강남구 역삼로 310 
한솔필리아 5층

201 689 65,611 한기연. 

23
대한예수교장로회
브니엘총회

부산 연제구 중앙천로
73번길 15

http://ga
peniel.or
.kr/

130 한기총. 

24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서총회

서울 관악구 솔밭로 28 211 한기총. 

2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서울 강남구 역삼로 
449, 301호

124 한기총. 

26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

서울 서초구 마방로 10
길 54-2,4층(양재동 두
원빌딩)

309 451 12,628 한기연. 

27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A

서울 강서구 강서로 456 2,050 한기총. 

28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B

서울 종로구 난계로 251 
동양파라빌 901호

www.rpc
k.or.kr

1,175 2,195 165,851 한장총. 한
교총 교회
수 1,175개

29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C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36, 2층

www.rga
pck.com

280 295 15,785 
교단측. 한
기연 교회
수 295, 교
직 자 수 
333, 신자
수 7,233

3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D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55

245 한기총. 



- 110 -

순
번 교단명 소재지 홈페이

지
교회 
수

교직
자수 신자 수 비고/출처

3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개신)

서울 종로구 대학로 
19 한국기독교회관 
709호

750 920 15,365 한기연. 

3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선교)

서울 종로구 대학로 
36-13. 3층

139 166 9,190 
한기연. 한
장총 교회 
수 128, 신
자수 7,596

3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연대)

경기 오산시 은여울
로7번길3 (궐동) 개
혁연대총회

215 279 19,006 한기연. 

3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예음)

경기 연천군 미산면 
청정로 1715

219 한기총. 

3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정통)

서울 관악구 봉천로 
365, 3층

263 한기총. 

36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종로)

서울 종로구 창경궁
로16길 73-4(연건
동)

250 362 18,436 한기연. 

37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총연)

서울 종로구 대학로 
19, 608호

1,134 1,867 327,949 한장총. 한
기총 교회
수: 828개

38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합동)-A

서울 관악구 봉천로 
446-1, 지하1층

45 한기총. 

39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합동)-B

강원 춘천시 충열로 
32,104동 1507호
(우두동, 동부아파
트)

45 58 4,355 한기연. 

4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혁신)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324 엘림교
회

206 한기총. 

4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고려개혁)-A

서울 종로구 송월1
길 73-18 (사직동)

105 111 4,689 

한기연. 한
장총 교회수 
105, 신자수 
4,698, 교직
자 111/한기
총 교회수: 
104개(총회
장 손용헌)

4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고려개혁)-B

서울 종로구 사직동 
304-43

www.k
orearp
ck.org/

80 교단홈페이
지( 2010 . 
10 기준)

4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고신)

서울 서초구 고무래
로 10-5 총회본부

www.k
osin.or
g

2,056 3,753 473,497 한장총. 한
교총 교회수 
2,056개

4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국제합동)

서울 마포구 백범로 
8, 1008호

130 한기총. 

4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근본)

서울 중랑구 망우로 
63길 16

142 한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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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대한보수)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85

328 한기총. 

47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백석대신)

서울 서초구 방배로
28(방배동) 덕삼빌딩4
층 총회본부

www.
pgak.n
et

7,100 9,133 1,403,273 

한기연. 한장
총 교회수 
7,139, 교직
자수 11,558, 
신 자 수 
1,507,547/한
교총 교회수 
7,139개

48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보수)

경기 안산시 상록구 영
화6길 19(1층)

211 248 7,506 

한기연. 한장
총 교회수 
195, 교직자
수 234, 신자
수 8,336/한
기총 교회수: 
250개/한교총 
교회수 211개

49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보수개혁)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70 반도오피스 
212호

68 88 5,814 한기연. 한교
총 교회수 72

5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보수합동)

경기 부천시 안곡로 
85

125 한기총. 

5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복음주의)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
2로24번길 116-74, 1
층

205 한기총. 

5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선교)

서울 광진구 뚝섬로 
741번길, 302호

94 한기총. 

5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성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30길 50(종암동)

204 316 9,338 한기연. 한교
총 교회수 
204

5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성장)

서울 종로구 대학로3
길 20

76 한기총. 

5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성합측)

서울 관악구 은천로33
길 24, 2층

144 한기총. 

56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합)-A

서울 중구 동호로 11
바길22 토토타워302
호

www.
kunion
.co.kr

37 37 530 교단측. 

57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합)-B

전북 전주시 완산구 양
지2길 23 (평화동2가)

110 132 8,590 한기연. 

58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예장)-A

인천 부평구 마장로
429번길 44

http://
gakpc.
org

163 
한기총. 한교
총 교회수 미
기재(총회장 
손덕 기재, 주
소는 동일) 

59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예장)-B

서울 양천구 화곡로 
100길 성은빌딩

75 75 790 교단측. 

6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예장개혁)

인천 남구 인하로 296, 
지하1층 36호

208 한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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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월드)

서울 서초구 신반
포로45길 9-8 강
남벧엘교회

201 291 19,828 한기연. 

62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웨신)-A

서울 영등포구 신
길로 172, 301호

http://w
s21.org

274 한기총. 한교총 
교회수 213개

63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웨신)-B

인천 남동구 구월
남로 118, 604호

150 한기총. 

64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정립)

서울 성동구 마장
로 35길 114-80

298 174 41,342 교단측. 

65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정통보수)

서울 종로구 경희
궁1길 19-1 

250 한기총. 한교총 
교회수 202

66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중앙)

서울 노원구 광운
로17길 34

1,047 한기총. 

67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진리)

서울 동대문구 답
십리로59길33 우
성그린A 단지 내

http://g
apck.ne
t

77 97 4,215 한기연. 한교총 
교회수 77

68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총회측)

경기 광명시 오리
로984번안길4, 3
층

98 한기총. 

69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통합)

서울 종로구 대학
로3길 29 (한국교
회100주년 기념
관 305호)

www.ne
w.pck.o
r.kr

9,050 18,712 2,789,102 

한기연. NCCK 
및 한장총 교회
수 9,096, 교직
자수 19,832, 
신 자 수 
1,714,314/한
교총 교회수 
8984

70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통합피어
선)

경기 평택시 서동
대로 3825(평택
대학교 피어선기
념관2층)

212 254 25,135 
한기연. 한장총 
교회수 168(총
회장 이름-소재
지 동일, 총회명 
'피어선 기재)

71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한영)

서울 구로구 경인
로 290-42

www.hy
pck.org

280 365 50,643 한기연. 한장총 
교회수 297, 교
직자수 506

72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합동)

서울 강남구 영동
대로 330 총회본
부

www.ga
pck.org

11,937 23,440 2,764,428 
한장총. 한기총 
교회수: 11,353
개/ 한교총 교회
수 11,937개

73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합동)-A

서울 영등포구 도
림로 220, 301호

231 한기총. 

74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합동)-B

서울 강서구 화곡
로63길 109,3층

208 한기총. 

75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합동개신)

서울 중구 동호로
8라길 23 성신은
혜교회

104 한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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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개혁)

서울 관악구 남현3
길 71

www.hk
c.kr

4,023 7,861 497,860 
한기연. 한장총 
교회수 3,200/
총회 홈페이지 
교회 수 3,656
개, 교역자 
6,675명

77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개혁)-A

서울 관악구 남부순
환로 1689 (합동총
회신학신대원)

315 한기총. 

78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개혁)-B

대전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5, 4층

225 한기총. 

79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개혁)-C

서울 관악구 남부순
환로 1685 (합동개
혁총회 신학신대원, 
기광빌딩 5층)

227 한기총. 

8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개혁A)

대전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5 (오정
동)총신빌딩

307 461 39,802 한기연. 

8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개혁안
양측)

겅기도 안산시 상록
구 오목로 197, 2층

181 한기총. 

8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국제)

경기 부천시 부광로 
19, 2층

250 한기총. 

8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동신)

서울 강북구 노해로 
70 (우림빌딩 2층)

http://c
afe.dau
m.net/d
ongsin3
928

145 149 3,448 한장충. 한기총 
교회수 135개

8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보수)-A

서울 강북구 한천로 
120길 3

50 65 16,248 한기연. 한교총 
교회수 108

8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보수)-B

인천 부평구 주부토
로 80, 2층

205 한기총. 

86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보수)-C

서울 도봉구 도봉로
181길 89

63 한기총. 

87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보수동
부)

서울 중랑구 봉화산
로22길 15

301 482 48,272 
한기연. 한교총 
교회수 205 (총
회장-소재지는 
한기연 자료와 
동일, 명칭은 
‘합동보수’)

88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보수망
원측)

서울 마포구 월드컵
로 87, 801호

160 　 　 한기총. 

89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보수보
수)

서울 강북구 도봉로 
162 신일교회

102 　 　 한기총. 

9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보수중
부)

경기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133 보람월
드프라자201호

120 172 16,964 한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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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합동복구)

서울 동작구 성대로 12
길 71 (제일성민교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사
뜸로5번길 10 청주성
민교회

28 36 3,500 
한기연. 한장총 
교회수 32, 교직
자수 34, 신자수 
6,154/한교총 
교회수 132개

92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합동선목)

서울 중랑구 망우로 
240(상봉동)재정빌딩 
2층

http://bl
og.dau
m.net

230 276 20,332 
한기연. 한장총 
교회수 196, 교
직자수 358, 신
자수 97,000/한
교총 교회수 미
기록

93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합동연대)

서울 종로구 대학로 7, 
3층

212 　 　 한기총. 

94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합동연합)

서울 은평구 통일로 
929, 3층

210 　 　 한기총. 

95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합동예장)

경기 부천시 부일로 
350, 2층

163 　 　 한기총. 

96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합동장신)

부산 금정구 금강로
555번길 16, 총회본부/ 
경남 양산시 중앙로 
254 영신초대교회

120 　 　 한장총. 한기총 
교회수: 220개

97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합동정신)

서울 광진구 자양로32
길 34

25 35 　 교단측. 

98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 합동중
앙)-A

서울 은평구 불광로 
40-9, 2층 총회본부

297 　 　
한장총. 한기총 
교회수: 510개/ 
한교총 교회수 
538개

99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 합동중
앙)-B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1길 43, 8층

729 　 　 한기총. 

100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합동진리)

경기 부천시 송내대로
42번길 27, 402호

317 　 　 한기총. 

101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 합동총
신)-A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21(수림빌딩 6층)

café.dau
m.net/h
apdongc
hongsin

250 251 5,879 
교단측. 한기연 
교회수 235, 교
직자수 430, 신
자수 21,152/한
기총 교회수: 
215개

102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 합동총
신)-B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7번길 54 새순교회

208 　 　 한기총. 

103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 합동총
신)-C

인천 부평구 경인로 
859 백합교회

231 　 　 한기총. 

104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합동한신)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
로 467

47 　 　 한기총. 

105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합동해외)

서울 성북구 삼양로27. 
2층, 4층

792 1,400 85,800 한기연. 한장총 
교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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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합보)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25, B1

220 　 　 한기총. 

107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합복)

서울 성북구 안암로 
53, 7층

117 　 　 한장총. 한기총 
교회수: 114개

108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합선)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
로 111, 701호

217 　 　 한기총. 

109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합신)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30(한국기독교연합회
관1601호)

www.ha
pshin.or
g

924 2,076 151,51
6 

한기연(총회장
은 박삼열에서 
홍동필로 수정). 
한장총 교회수 
958, 교직자수 
2,092, 신자수 
146,898/한교
총 교회수 948

110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합총)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105 (3층)

212 254 16,536 한기연. 

111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호헌)-A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7 (논현동, 뷰성형
외과병원 701호)

201 241 24,090 한기연. 

112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호헌)-B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7

198 224 　 한장총. 한기총 
교회수: 207개

113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호헌)-C

경기 의정부시 태평로
46번길 27-3

http://pc
kh.kr/

329 　 　 한기총. 

114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환원)

인천 서구 석남동 198
www.ha
1004.co.
kr

　 　 　 교단측. 

115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연합회(야
웨)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38-21. 703호

50 50 550 교단측. 

116
대한예수교장로
회피어선총회

서울 서초구 잠원로14
길 42, 328동 1203호

210 　 　 한기총. 

117
대한예수교장로
회합동교단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59, 5층

630 　 　 한기총. 

118
대한예수교장로
회합동한국총회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27

203 　 　 한기총. 

119
미국연합장로회
총회

경기 시흥시 대골안길 
64, 5층

200 　 　 한기총. 

120
예수교대한감리
회웨슬레총회

서울 종로구 평창42길 
27

216 　 　 한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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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교단명 소재지 홈페이

지
교회 
수

교직
자수 신자 수 비고/출처

121
예수교대한감리
회총회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96길 4-3

http://jm
ckorea.h
ompee.o
rg

72 　 　 한기총. 한교총 
교회수 미기재 

122
예수교대한성결
교회총회

서울 종로구 인왕산
로 1가길 11(행촌동)

www.sun
gkyul.or
g

1,020 1,326 163,052 
한기연. 한기총 
교회수 1,020/
한교총 교회수 
1,087개

123
예수교대한하나
님의성회총회

서울 영등포구 양평
로22나길 8

　 787 한기총. 

124 한국구세군
서울 종로구 새문안
로 69(신문로1가 
58-1)

www.sal
vationar
my.or.kr

548 831 61,023 NCCK. 

125
한국기독교장로
회총회

서울 종로구 김상옥
로 30. 4층 총회본구

www.pro
k.org

1,650 3,070 300,000 한장총. 남.여목
사총합

126 한국정교회
서울 마포구 마포대
로 18길

www.ort
hodoxko
rea.org

9 10 3,500 

NCCK(신자수 
2013년 기준). 
교단홈페이지
(지역성당 9, 수
도원 2, 암브로
시오스 대주교 
포함 교직자수 
10, 2018.12.1. 
기준). 

* 출처: 개별 교단 및 한국장로교총연합회(약칭 한장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약칭 한기총), 한국교회총연
합(약칭 한교총, 교회 수는 ‘2017.12기준’), 한국기독교연합(약칭 한기연, 2018.11.29.), NCCK 협조 자료.

** 단체 자료가 겹치는 경우에 한기연, 한장총, 한기총, 한교총 순으로 사용함(다른 연합단체 자료에는 
교회수만 기재되어 있지만 한기연과 한장총 자료에는 ‘교회수, 교직자수, 신자수’가 함께 기재되어 있음). 
단, 자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교단 측 협조 자료를 먼저 사용

*** 한장총 자료에서 교직자수는 남.여 목사 총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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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다문화선교총회, 국제독립교회연합회, 국제순복음교회협의회, 그리스도의교회총회, 그리스도의교회협의

회, 기독교대한OBC총회, 기독교대한감리회총회(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총회(합동), 기독교대한자유감리회, 

기독교대한침례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개혁),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성경),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수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순복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개혁), 기독

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통합), 기독교베뢰아교회연맹, 기독교복음선교회, 기독교복음침례회, 기독교성경원형

(본질)회복연합회, 기독교자유감리회(기자감), 기독교한국성결회, 기독교한국성서하나님의교회, 기독교한국오

순절교회, 기독교한국하나님의교회, 대한기독교침례회, 대한선교침례교회연합회, 대한예수교연합오순절교회총

회, 대한예수교오순절성회총회, 대한예수교오순절하나님의성회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신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정통),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진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합

동), 대한예수교장로회(국제)합동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국제독립교회연합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보수연

합), 대한예수교장로회(성서), 대한예수교장로회(신합동중앙),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

성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영성), 대한예수교장로회(영신), 대한예수교장로회(예신), 대한예수교장로회(제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근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선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장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전통),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찬양),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신),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정통총회, 대한

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선교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세계선교연합,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성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예장연),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영성총회, 대한예수교장로

회영신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예술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A,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B, 대

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C,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국제), 대한예수

교장로회총회(개혁보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수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정통)-A,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개혁정통)-B,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중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진리), 대한예수교장

로회총회(개혁총연)남북대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총연)동북아대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총연)

서남부대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총연)중부대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총연)한남대회,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개혁측),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혁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

회(계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신개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국제연합개

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독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독립), 대한예수교장

로회총회(동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로고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법통), 대

한예수교장로회총회(보수)-A,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보수)-B,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보수개혁정통), 대한예

수교장로회총회(보수연합),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보수정통),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보수총연), 대한예수교장

로회총회(보수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보수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보합),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부흥),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브니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사명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서울고신), 대한

예수교장로회총회(서울선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서울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선교중앙),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선합),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성경보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성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성

장),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성합),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세계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세계성령), 대한예수

교장로회총회(순장),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야웨),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녹),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여목),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장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열린),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예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A,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B,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개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총회), 대한예

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총),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웨신)총회부흥사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보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은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장신정통),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장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정립),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정통), 대한예수

교장로회총회(중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청교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총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충

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태평양개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B,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경신), 대

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연합),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평안),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피어선)-A,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피어선)-B,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하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한국제일보수),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한신측),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한영측),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한울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할렐

루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A, 대한예

■ 개신교 미완료(248개,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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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B,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연합),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정통),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고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국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기선), 대한예

수교장로회총회(합동동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동행),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A, 대한예수

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B,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C,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D, 대한예

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E,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보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연합),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진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복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부흥), 대

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선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선교연합),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성민), 대한

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성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연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연방),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합동연합),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예총),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웨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은총),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전통),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정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정통),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제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중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진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진리보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찬양),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총

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총신측),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총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총연

합),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신중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혁신),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호헌)-A,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호헌)-B,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환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흰

돌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연합,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신합동,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갱신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국제총회, 대한예수교장로

회합동라파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전국연합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보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호헌총회, 대한예수교침례회, 대한예수료장로회연합성총회, 대한유니온개혁선교총회

(웨슬레), 만민중앙성결교회, 새일꾼선교회, 세계목회자선교협의회, 세계여성지도자협의회, 세계제자훈련원, 세

계트리니티보건복지재단한국총회,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여호와의증인, 예수교대한감리회웨슬

레총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 예수교대한웨슬레총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 

예수교사도의신앙교회,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 이안선교회, 제칠안식일예수재림

교회, 중화기독교회,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 한국기독교에덴성회, 한국기독교영성총연합회, 한국기독

교침례회총회,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한국메시아닉교회토라공동체연합,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한국성

서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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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주교

　 교구 소재지 홈페이지 본당 공소 주교 신부 신자수

1
서울대교
구

서울시 중구 www.catholic.or.kr 232 - 6 886 1,527,951
2 춘천교구 강원도 춘천시 www.cccatholic.or.kr 61 41 2 114 89,446
3 대전교구 대전시 동구 www.djcatholic.or.kr 142 54 3 377 324,998
4 인천교구 인천시 동구 www.caincheon.or.kr 124 35 2 330 510,923
5 수원교구 경기도 수원시 www.casuwon.or.kr 213 17 4 496 900,746
6 원주교구 강원도 원주시 www.wjcatholic.or.kr 52 38 2 118 77,422
7

의정부교
구

경기도 의정부
시

www.ucatholic.or.kr 78 5 2 212 304,048
8

함흥교구
(북한)

강원도 춘천시 알 수 없음 　 　 　 　 　
9

평양교구
(북한)

서울시 중구
http://py.catholic.or.k
r/

　 　 　 　 　
10

대구대교
구

대구시 중구 www.dgca.or.kr 162 79 3 514 503,551
11 부산교구 부산시 수영구

www.catholicbusan.o
r.kr

124 14 2 356 454,890
12 청주교구 충북 청주시 www.cdcj.or.kr 77 51 1 189 168,535
13 마산교구 경남 창원시 www.cathms.or.kr 72 51 3 168 179,428
14 안동교구 경북 안동시 www.acatholic.or.kr 40 64 2 84 51,359
15

광주대교
구

광주시 서구 www.gjcatholic.or.kr 137 76 4 276 362,923
16 전주교구 전북 전주시 www.jcatholic.or.kr 96 74 2 217 198,615
17 제주교구 제주도 제주시

http://diocesecheju.o
rg/

27 8 3 48 78,933
18 군종교구 서울시 용산구 www.gunjong.or.kr 97 130 1 1(104) 80,002

19
덕원자치
수도원구
(북한)

경북 칠곡군
http://osb.kr (성베네
딕도회 왜관수도원)

　 　 　 　 　

합계 1,734 737 42 5,318 5,813,770
* 출처: <한국천주교회통계(2017.12.31.현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8.
** 교직자 범위에서 사제 수는 주교(42명)와 신부(5,318명)의 종합이고, 수사·수녀는 각 남자·여자수도회 

회원수임. 교직자 범위에서 대신학생 1,319명, 평신도선교사(국내) 118명, 교리교사 811명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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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불교

대표
자 소 재 지 홈페이지 교당 수 기관

교직자수 신도수

남 녀 계 계

오은균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01 원불교중앙총부

www.won
.or.kr

535 283개 964 1,103 2,015 1,231,052

 출처: 원불교 협조 자료(2017년 12월 31일 기준)

6) 유교(성균관)

대표
자 소 재 지 홈페이

지
향교
수

書院/
祠宇

儒道會 
支部

교직자수 신도수

남 녀 계 계

김영근
서울 종로구 성균관
로31, 유림회관

www.sk
k.or.kr

255 815 1,293 1,398 755 2,153 472,600

* 출처: 성균관 협조 자료

7) 천도교

대표
자 소 재 지 홈페이지 교구

수
수도원

수

교직자수 신도수

남 녀 계 계

이정희
서울시 종로구 삼일
대로457

www.chond
ogyo.or.kr

93 8 1,307 487 1,794 300,000

* 출처: 천도교중앙총부 협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제공(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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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연
번 종단명칭 소재지 홈페이지 교당

수
교직자

수 신도수 비고/출
처

1 대종교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
중앙로3길 89

www.dajo
nggyo

70 100 15,000 민종협

2 청우일신회
경남 통영시 욕지면 국
도길 42

- 45 150 200,000 민종협

3 증산법종교
전북 김제시 모악로 
260 오리알 터

jsbeob.co
m/

18 25 5,000 민종협

4 태극도
부산시 사하구 감내 1
로 130(감천동)

www.tgd.
or.kr

5 230 102,000 민종협

5 증산도
대전시 대덕구 한밭대
로 1133

www.jsd.
or.kr

200 1,200 600,000 민종협

6 순천도
전북 김제시 황산면 진
흥리 11-54

- 4 8 170 민종협

7 수운교
대전시 유성구 자운로 
245번길 80-87 

www.suw
oongyo.or
.kr

32 61 70,000 민종협

8 선교
충북 영동군 양산면 양
산심천로 144

www.sunt
ao.kr

66 149 52,000 민종협

9 갱정유도
전북 남원시 동도2길 
20

- 36 96 12,550 민종협

10 대순진리회
서울 광진구 중곡 4동 
143-1

- 1,000 30,000 8,000,000 민종협

1,476 32,019 9,056,720
* 출처: 한국민족종교협의회(약칭 민종협) 협조 자료
** 한국민족종교협의회(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40길 14, www.kornra.org/)의 회원은 12개 종단이며, 

이 가운데 원불교와 천도교의 교세는 앞면의 5번과 7번 참조.
***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협조 자료와 개별 종단 협조 자료 중 선교와 증산도의 경우는 동일하며, 대순진리회

의 경우에 여주본부도장 측 협조 자료는 아래와 같음
종단명칭 소재지 홈페이지 교당

수
교직자

수 신도수 비고/출
처

종단 대순진리회
경기 여주시 강천면 강
천로 882

www.dae
soon.org

1,236 43,466 1,633,030 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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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회, 국제도덕협회, 금강대도, 금광교, 달마불교회, 대일체불교, 대한도덕회, 대한천리교, 도덕회, 동방선도, 

말일성도예수그리스도교회, 무량천도, 미륵대도금강연화종, 바하이교, 보화교, 본원사(정토종), 삼법수도교화원, 

삼신신앙대본사국사당, 삼신신앙대본사봉천제단, 성덕도, 세계구세교, 세계메시아교, 세계정교,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영주교, 용화대미륵선도, 재가불교영우회, 정도교, 정심회, 주현교부, 중화기독교연합회, 진리마음수

련회유지재단, 진여원, 참예수교회, 천부교, 천지대안도, 칭하이무상사국제협회, 퀘이커, 한국도덕과학연구협회, 

한국라엘리안무브먼트, 한국불교일련정종, 한국입정교성회, 한국천은미륵불원, 한동삼천교, 한얼교, 행복회야

마기시회

9) 기타 종교

■ 확인(11개)

연
번 종단명칭 소재지 홈페이지 교당

수
교직자

수 신도수 비고/출
처

1 삼천도
제주 서귀포시 하례 광
장로 41번길 8

5 10 종단

2 선교
광주 동구 동계천로 
87

www.seo
ngyo.kr

33 3,121 9,989 종단

3
영생교하나님의
성회승리제단

경기도 부천시 안곡로
205번길37

www.vict
or.or.kr

2,000 종단

4
재)세계정교유
지재단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12길12-38

43 70 종단

5
재)한국이슬람
교

서울시 용산구 우사단
로 10길 39

islam@ko
reaislam.
org

18 10 150,000
종단
(교당=성
원, 한국인 
40,000+
외 국 인 
110,000)

6
중화기독교한성
교회

서울 중구 정동길 8 1 80 종단

7
참예수교회한국
총회

대전 동구 동대전로
110번길74-10

www.tjc.o
r.kr

32 21 3,388 종단

8 천리교한국교단
경남 김해시 생림면 나
전로 32

www.tenr
ikyo.co.kr

1,300 1,300 100,000 종단

9 천불교천불사원
제주 제주시 한림읍 동
명4길 10

3 4 종단

10 한국SGI
서울 구로구 구로동 공
원로 54

www.ksgi
.or.kr

375 2,063 1,595,192 종단

11
한국광명사상보
급회(공익재단)

대구 동구 장등로 76
(광명빌딩)

1 74 1,438 종단

■ 미확인(46개,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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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계

불교 126 24 6 12 13 16 8 0 68 5 10 3 10 12 17 18 5 353

개신교 247 11 15 58 10 15 2 0 175 8 10 14 41 12 8 3 4 633

천주교 53 12 6 5 3 4 0 0 14 2 3 2 2 　 4 7 1 118

유교 11 1 3 1 1 1 1 0 1 3 1 2 1 3 3 4 1 38

기타종
교

14 2 0 3 1 3 1 0 2 　 2 1 6 　 4 　 39

계 451 50 30 79 28 39 12 0 260 18 26 22 60 27 32 36 11 1,181

3. 종교별 법인 현황

<민법>에 따르면 ‘종교’와 ‘자선’ 등을 포함한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

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법인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하며, 총 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

로 정관을 변경해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물론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 재

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게 된다(제32조~제43조).

사단이든 재단이든 정관에는 ‘종교’ 관련 기재 사항이 없다. 이 때문에 먼저 문화체

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자료(법인·비영리단체)에서 명칭·목적·사업 등이 종교

와 관련된 경우를 찾고, 불교연합단체 자료를 추가해 1,679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사

회복지법인이나 오래 전에 등록해 법인 구분(사단·재단·특수)이 어려운 경우와 종교 

색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사단과 재단으로 분류된 결과를 명시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정리한 종교계 사단·재단법인 목록은 총 1,181개로, 불교 353개(재단 

110, 사단 243), 개신교 633개(재단 196, 사단 437), 천주교 118개(재단 95, 사단 23), 유교 

38개(재단 17, 사단 21), 기타 종교 39개(재단 25, 사단 14) 등이다. 기타 종교 범위에는 

종교연합단체, 자생 신종교, 외래 종교(이슬람, 정교회 등) 등을 포함시켰다. 

1) 총괄표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비영리법인현황);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2018년 1/4분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
시스템(https://npas.mois.go.kr); 각 단체 홈페이지 자료.

** 재단과 사단 수를 합산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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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교 관련 법인

<재단법인 : 110> 

명칭 설립/등록 소재지 전화 홈페이지

1 고려대장경진흥원유지재단 2010.05.19 인천광역시 연수구 831-8872 　

2 국제불교 1978.02.22 서울특별시 713-4100 　

3
금오선수행연구원(구.국제불
교)

1978.02.22 서울특별시 713-4100 　

4 녹야원 2003.03.27 서울특별시 941-0089 　

5 능인불교선양원 1997.08.14 서울특별시 571-2988
www.gotobuddha.
org

6
달마선원예술문화진흥원유
지재단

2009.01.28 경상남도 674-6673 　

7 대각법화회 2006.05.11 서울특별시 326-1331 　

8 대덕사보존회 1990.06.03 서울특별시 558-6050 　

9 대승불교양우회유지재단 2004.09.08 대전광역시 유성구 477-6046 　

10 대일체불교 2005.12.09 부산광역시 　 　

11 대자원 2005.04.01 서울특별시 229-4283 　

12 대한불교고려선종유지재단 2007.09.03 서울특별시 2613-9543 　

13 대한불교관음종 1989.01.13 서울특별시 종로구 763-0054 www.kwanum.kr

14 대한불교미타종유지재단 2004.08.17 서울특별시 2242-1049 　

15 대한불교보문원 1971.08.05 서울특별시 928-3787 　

16 대한불교심우회 1992.06.01 충청북도 　 　

17 대한불교아름다운인연 2005.02.23 부산광역시 　 　

18 대한불교영산법화회 1997.12.13 경기도 양주시 840-5673 　

19 대한불교원효종 2004.04.21 울산광역시 268-6858 　

20 대한불교육조정맥종 2008.11.24 강원도 홍천군 531-8805 　

21 대한불교육주회 1993.01.19 대전광역시 221-5933 　

22 대한불교일붕선교종 1991.09.27 서울특별시 394-9468 　

23
대한불교조계종능인불교선
양원

1997.08.14 서울특별시 577-5800 　

24 대한불교조계종대각회 1969.09.11 서울특별시 765-2701 www.taegak.or.kr

25
대한불교조계종백련불교문
화재단

1987.10.24 경기도 하남시 791-7732 　

26 대한불교조계종보리동산 2011.08.25 대전광역시 동구 2658-3100 　

27 대한불교조계종선원수좌회 2012.01.16 경기도 양평군 771-4634 www.seonsjoa.org

28 대한불교조계종성륜문화재단 1995.12.12 서울특별시 732-9420 　

29 대한불교조계종안국선원 2001.10.01 부산광역시 868-0951 　

30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1948.03.02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1-1700
www.buddhism.or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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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설립/등록 소재지 전화 홈페이지

31 대한불교조계종정토세계 2009.06.09 경상남도 352-9114 　

32 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 1954.01.27 서울특별시 성북구 913- 0751 www.jingak.or.kr

33 대한불교진여원 2008.07.01 광주광역시 265-4984 　

34 대한불교진흥원 1975.08.16 서울특별시 마포구 719-1855 www.kbpf.org

35 대한불교천수종유지재단 2011.05.17 경기도 이천시 　 　

36 대한불교천태종 1991.04.16 충청북도 단양군 423-7100 www.cheontae.org

37 대행불교문화재단 2005.11.04 서울특별시 2004-8226 　

38 도천불교문화재단 2013.04.15 경기도 포천시 533-8816 　

39 동국역경사업진흥회 1984.11.02 부산광역시 2226-1333 　

40 동천불교문화재단 2009.06.08 경상북도 638-5020 　

41 만불회 2001.12.17 서울특별시 745-0330 　

42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02.07.29 강원도 인제군 462-2304 www.manhae.com

43 무주불교문화재단 2005.01.29 서울특별시 453-3075 　

44 미륵대도유지재단 2010.01.04 경기도 안산시 　 　

45 미륵불교 2004.11.01 전라북도 　 　

46 미타불교원 2005.10.27 경기도 광주시 　 　

47 백천불교문화재단 2008.12.12 서울특별시 565-4026 　

48 범천 2009.06.29 경기도 의정부시 873-3778 　

49 법보선원 1991.06.27 인천광역시 남구 872-6061 　

50 보광사 2015.03.23 경기도 동두천시 862-7488 　

51 보덕학회 1993.03.03 서울특별시 918-8300 　

52 부산동명불원 1977.01.14 부산광역시 624-8009 　

53 불교교단실상연화종 2007.04.05 울산광역시 남구 　 　

54 불교문화재연구소 2007.07.01 서울특별시 종로구 735-9944 　

55 불교세등선원 1988.11.22 대전광역시 533-0335 　

56 불교안양원 1974.09.11 서울특별시 355-9735 　

57 불교전도협회 2004.08.25 부산광역시 508-7091 　

58 불교총지종유지재단 1974.05.03 서울특별시 552-1080 　

59 불승회유지재단 1991.11.21 경상북도 672-6610 　

60 불심홍법원 1990.12.27 부산광역시 818-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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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설립/등록 소재지 전화 홈페이지

61 삼보사유지재단 2012.02.12 경기도 양평군 　 　

62 생활불교 1991.12.31 충청북도 851-1172 　

63 선학원 1934.12.05 서울특별시 734-9656

64 설송불교문화재단 2011.06.02 서울특별시 서초구 548-8903

65 성륜불교문화재단 1993.04.08 전라남도 363-9300

66 세계대각법화회 2006.05.11 서울특별시 326-1331

67 세계불교법왕청유지재단 2005.01.24 서울특별시 3217-3217

68 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2005.01.24 서울특별시

69 세계불교평화연맹유지재단 2008.10.17 서울특별시 2198-5022

70 세계평화불교 2011.03.29 전라북도 전주시

71 세등선원 1988.11.22 대전광역시 서구 485-0334

72 소석불교문화진흥원 2012.10.29 경기도 양평군 773-5286

73 안국선원 부산광역시 892-9877

74 여진불교문화재단 2009.05.28 대전광역시 934-8466
http://www.yeoji
ngallery.co.kr

75 연화 2001.07.23 경기도 양주시 875-6214

76 옥련선원 1994.09.08 부산광역시 757-9066

77 원불교광주전남교구 2011.05.13 광주광역시 서구 226-3032

78 원불교대구경북교구 2011.05.19 대구광역시 중구
070-7011-
6255

79 원불교대전충남교구 2010.12.17 대전광역시 중구 253-3987

80 원불교전북교구 2011.05.27 전라북도 전주시 284-4027

81 원효불교평해재단 2004.01.03 울산광역시 　

82 원효총림 2005.12.29 부산광역시

83 윤보자비정토원 2006.04.05 경상북도

84 은정불교문화진흥원 2002.04.27 서울특별시 서초구 515-9351
www.eunjung.or.
kr

85 인각선원 2005.05.17 부산광역시 643-6223

86 자비실천 2003.04.01 서울특별시 739-8004

87 정토사관자재회 2004.12.06 충청북도

88 정토회 2002.09.26 서울특별시 587-8990 www.jungto.org

89 제주불교회 2008.04.02 제주특별자치도

90 조계종안양불교문화원 2006.02.02 경기도 안양시 444-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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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설립/등록 소재지 전화 홈페이지

91 지암불교문화재단 2004.05.31 강원도 335-7876

92 진여 2010.12.07 경기도 파주시 968-1108

93 천운사유지재단 2005.07.26 경기도 광주시 764-4200

94 청림문화재단 2002.05.31 경기도 고양시 922-3246

95 청호불교문화원 1991.12.31 서울특별시 517-3052

96 탄허불교문화재단 1984.11.15 서울특별시 2271-0918

97 태고문화재단 2008.09.16 서울특별시
0505-357-
1595

98 태고종불교전법원 2003.12.24 서울특별시

99 한국불교법륜종유지재단 1991.04.18 서울특별시 733-4445

100 한국불교법화종유지재단 1960.08.13 서울특별시 763-8061

101 한국불교와우정사 1989.06.09 경기도 용인시 332-2472

102 한국불교원광원 2008.09.12 경기도 남양주시 593-8200

103 한국불교조계종유지재단 2007.01.08 경상북도 　

104 한국불교중흥교원 2007.02.06 인천광역시 계양구 518-1588

105 한국불교총화종유지재단 2007.08.27 경기도 남양주시 591-7710
www.chonghwaj
ong.org

106 한국불교태고원 1990.12.21 서울특별시 382-2752

107 한국불교태고종유지재단 1990.12.21 서울특별시 766-7248

108 한국천은미륵불원유지재단 2001.08.13 대구광역시 625-2050

109 한마음선원 1992.08.07 경기도 안양시 470-3100

110 화쟁교원 1948.04.13 부산광역시 24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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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 243>

명칭 설립/등록 소재지 전화 홈페이지

1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3.03.31 서울특별시 종로구 765-9602
www.kasaninstitu
e.or.kr

2 가야불교문화원 2003.01.29 경상남도 322-0088 　

3 경기불교문화원 2013.09.27 경기도 수원시 251-1082 　

4 고요한소리 1992.12.02 서울특별시 739-6328 　

5 광주불교교육원 2007.07.12 광주광역시 228-9098 　

6 광주불교능인문화원 1995.04.07 광주광역시 226-5161 　

7 광주불교사암연합회 2006.12.29 광주광역시 　 　

8 광주불교조동종사암연함회 2004.05.21 광주광역시 　 　

9 광주전남불교신도회 2010.07.22 광주광역시 서구 385-1336 　

10 광주전통불교영산회 2006.09.07 광주광역시 　 　

11 교단용화불교 2003.02.01 충청북도 259-4091 　

12 교단융화불교 2003.02.01 충청북도 　 　

13 국제불교승가회 2003.09.09 울산광역시 227-7916 　

14 국제불교자비회 2006.11.17 울산광역시 　 　

15 국제불교협회 2009.04.29 서울특별시 종로구 733-5665
www.buddhismlea
der.com

16 국제선불교조계종 2011.08.22 서울특별시 마포구 338-2158 　

17 군불교진흥회 1996.10.28 서울특별시 748-1395 　

18 근본불교수행도량 2001.06.27 서울특별시 822-1990 　

19 근본불교수행도량능화선원 2015.12.29 경기도 성남시 　 　

20 금강경독송회 2005.03.09 서울특별시 825-6592 　

21 금강영관대금강승문진흥회 2007.02.13 부산광역시 　 　

22 금륜회 2003.03.28 광주광역시 224-0715 　

23 나주불교사암연합회 2009.04.02 전라남도 나주시 333-3849 　

24 날마다좋은날 1993.06.05 서울특별시 733-7277 　

25
날마다좋은날구(舊)대한불
교조계종전국신도회

1993.06.05 서울특별시 종로구 732-7272
www.everygoodd
ay.org

26 대구불교총연합회 2011.02.01 대구광역시 중구 623-6388 　

27 대륜불교문화연구원 1995.03.22 서울특별시 732-3920 　

28 대불 2010.08.09 서울특별시 서초구 720-1963 　

29 대불교 2006.12.19 경상북도 　 　

30 大불교 2006.12.26 경상북도 23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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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성불교조계종 2008.03.06 전라남도 462-2466 　

32 대의왕불선양회 2001.03.22 서울특별시 562-9492 　

33 대의왕불회 2001.03.22 경기도 안성시 　 　

34 대인시부인왕천 2015.11.24 경기도 군포시 　 　

35 대중불교조계종천만사 2001.08.24 울산광역시 295-3407 　

36 대한불교극락종 2016.08.24 인천광역시 동구 226-0026 　

37 대한불교금강종협의회 2007.11.29 대전광역시 유성구 935-2279 　

38
대한불교단체총연합회국제
불교조계종

2009.04.07 인천광역시 　 　

39 대한불교대승불교회 2005.11.04 부산광역시 　 　

40 대한불교덕성종중앙회 2007.12.02 경기도 양주시 879-4691 　

41 대한불교모수원 2013.02.04 경기도 여주군 883-7877 　

42 대한불교반야수교원 2004.04.06 경기도 화성시 293-2554 　

43 대한불교백석종중앙회 2010.11.19 전라북도 전주시 232-6868 　

44 대한불교법사회 1989.11.14 서울특별시 499-1671 　

45 대한불교법상종 2004.12.01 경기도 안성시 653-1250 　

46 대한불교법화종 1991.11.18 서울특별시 762-2678 　

47 대한불교봉원사 2006.08.03 경기도 안산시 885-0112 　

48 대한불교삼계선종 2008.12.31 경상남도 263-6565 　

49 대한불교삼계종 2005.05.23 인천광역시 529-6708 　

50 대한불교삼보회 1991.10.25 서울특별시 913-2859 　

51 대한불교삼승종중앙회 2013.03.19 경기도 남양주시 593-9959 　

52 대한불교선각종 2002.05.27 전라남도 433-2233 　

53 대한불교선종회 2007.11.09 경상북도 261-2396 　

54 대한불교수미산문조동총림 2011.01.04 경기도 안성시 676-3960 　

55 대한불교승가종 2002.05.02 부산광역시 552-8554 　

56 대한불교승가회 2007.06.22 경상남도 　 　

57 대한불교약사여래종 2008.10.01 광주광역시 263-2011 　

58 대한불교연구개발원 2003.09.16 서울특별시 878-1843 　

59 대한불교원광종 2011.10.13 대구광역시 달서구 635-8005 　

60 대한불교원융원 1982.03.26 서울특별시 853-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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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대한불교일광종 2002.05.16 서울특별시 438-3088 　

62 대한불교일승 2000.07.03 경기도 구리시 562-2751 　

63 대한불교일승원돈법화종회 2009.01.07 경상남도 931-4376 　

64 대한불교적멸선원 2006.01.01 경기도 용인시 　 　

65 대한불교전국비구니진흥회 2009.05.24 서울특별시 425-3312 　

66 대한불교정광여래원동함사 2014.06.01 인천광역시 부평구 　 　

67 대한불교정법원 1999.08.28 서울특별시 512-1293 　

68 대한불교정법원 1999.08.28 서울특별시 512-1293 　

69 대한불교조계산문무문총림 2016.06.28 경기도 안성시 　 　

70 대한불교조계선종협의회 2007.07.03 경상북도 　 　

71 대한불교조계율종중앙회 2007.04.13 경상북도 　 　

72
대한불교조계종대전비구니
청림회

2008.10.29 대전광역시 중구 222-7090 　

73 대한불교조계종불지회 2002.10.09 서울특별시 997-9468 　

74 대한불교조계종불타조사회 2002.10.21 경상북도 474-0839 　

75 대한불교조계종전국신도회 1993.06.05 서울특별시 732-7272 　

76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2008.08.25 경기도 안성시 676-3960 　

77 대한불교종정협의회 2008.01.23 대전광역시 동구 285-1227 　

78 대한불교참선수행원 2003.10.23 대전광역시 서구 545-2955 　

79 대한불교천수관음종 2008.11.27 울산광역시 254-1087 　

80 대한불교청년회 1998.06.08 서울특별시 종로구 738-1920 www.kyba.org

81 대한불교청년회경기지구 2004.11.05 경기도 수원시 　 　

82 대한불교청허선원 2007.01.22 경상남도 　 　

83 대한불교청화회 2002.01.16 대전광역시 서구 523-6033 　

84 대한불교탄불원 2010.05.26 경기도 안성시 　

85 대한불교해동종 2001.12.02 경기도 용인시 262-1577 　

86 대한불교해인조계종 2015.06.09 경기도 성남시 701-7534 　

87 대한불교해인종연합회 2007.03.02 부산광역시 　 　

88 대한불교헌각종 2013.10.01 인천광역시 계양구 549-7775 　

89 대한불교호국법사단 1998.11.13 서울특별시 379-3511 　

90 대한불교홍은선원 2005.12.07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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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대한생활불교회 1971.12.23 대전광역시 서구 531-9542
www.dharma.o
r.kr

92 대한전통불교문화예술원 2004.03.22 부산광역시 동래구 　 　

93 대한정토진종불교회 2003.08.28 경기도 수원시 246-4746 　

94 동국선원 2009.06.23 경기도 남양주시 575-6737 　

95 동련 2005.11.11 부산광역시 　 　

96 동희범음회 2005.04.09 서울특별시 923-8180 　

97 로터스월드 2004.04.21 서울특별시 725-4277 　

98 룸비니 1992.04.13 서울특별시 765-4464 　

99 마하야나불교문화원 1988.05.02 대구광역시 741-1441 　

100 마하연사찰음식문화원 2014.02.27 경기도 이천시 634-1517 　

101 맑고향기롭게 1996.12.18 서울특별시 741-4696 　

102 무애원설봉스님도예문화협회 2005.12.14 인천광역시 932-5087 　

103 문사수불교문화원 2002.06.12 경기도 고양시 966-3581 　

104 민족불교조계종 2008.07.01 전라북도 　 　

105 밝은세상만들기운동본부 2013.09.03 경기도 수원시
070-7519-
9312

　

106 백련불교문화원 2005.12.01 전라남도 　 　

107 법시사 1960.10.07 서울특별시 859-8999 　

108 법연원 2000.12.12 서울특별시 651-8853 　

109 법왕청 2015.08.25 경기도 이천시 　 　

110 법화홍통회 2007.09.19 서울특별시 576-5919 　

111 보국불교염불종 2007.03.12 대전광역시 　 　

112 보국불교염불종회 2007.03.09 대전광역시 동구 282-6936 　

113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2006.10.02 부산광역시 　 　

114 부용선법불교 2008.03.07 전라북도 　 　

115 붇다중앙클럽 2006.11.28 제주특별자치도 　 　

116 불교문화산업기획단 2002.07.31 서울특별시 345-4741 　

117 불교문화컨텐츠개발원 2002.07.31 서울특별시 3270-3356 　

118 불교사상연구회 1969.05.22 경기도 수원시 255-5018
www.mahanet.
or.kr

119 불교아카데미 2002.11.29 서울특별시 745-7799 　

120 불교음악협회 1999.12.03 서울특별시 종로구 732-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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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 2006.09.01 충청북도 　 　

122 불국토 1990.08.03 부산광역시 869-0951 bulgukto.or.kr

123 불지불교문화원 2008.01.02 전라남도 　 　

124 불지회 2002.10.09 서울특별시 997-6468 　

125 불찬범음연합회 2008.07.29 서울특별시 379-7642 　

126 붓다와함께 2008.02.27 경상남도 　 　

127
사단복지법인연꽃마을(용
인분사무소)

2005.12.07 경기도 용인시 　 　

128 사단접인백련불교문화원 2006.02.16 전라남도 453-2422 　

129 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 2009.03.11 서울특별시 성동구 462-9994 　

130 삼보불교음악협회 2000.12.19 서울특별시 종로구 723-0440 　

131 생명나눔실천본부 2000.10.28 서울특별시 종로구 　 　

132 생활불교연구원 2000.12.27 제주특별자치도 794-3088 　

133 생활불교협의회 2011.04.14 광주광역시 남구 234-0107 　

134 서귀포불교문화원 2007.07.19 제주특별자치도 　 　

135 선도성찰나눔실천회 2009.08.14 서울특별시 양천구 2648-1090
www.seondohoe.o
rg

136
선묵혜자스님과마음으로찾
아가는108산사기도회

2008.10.17 서울특별시 900-0193

137 선염불원 2005.11.03 광주광역시

138 성보문화재연구원 1996.01.01 서울특별시 마포구 701-6830
http//www.sungbo
.re.kr

139 세계불교법문종중앙회 2005.06.22 인천광역시 437-1002

140 세계불교삼론연구회 2010.03.04 강원도 원주시 762-2494

141 세계불교연합법왕청 2014.03.25 경기도 하남시 400-9324 wbcstf.org/xe

142 세계인류평화불교연맹 2007.10.25 서울특별시 715-0754

143 세계평화불교연맹 1997.11.13 서울특별시 715-0754

144 세계평화불교종단협의회 2015.09.08 경기도 부천시

145 세계평화연합법인회 2001.02.05 서울특별시 구로구 837-2003

146 세주불교문화원 2013.04.01 경기도 수원시 251-0408

147 수행도량반냐라마 2005.06.07 경상남도 331-2841

148 순일선원 2009.07.28 경기도 양평군 771-9765

149 신불교호림사 2015.12.02 경기도 용인시

150 아라불교연구원 2008.03.12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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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안정사영산재보존회 2008.11.03 경상남도 649-6711

152 에코붓다 2000.05.17 서울특별시 서초구

153 여수불교사암연합회 2006.04.11 전라남도

154 연우 2010.03.30 서울특별시 종로구

155 열린법당 2006.11.28 경기도 광주시 765-0440

156 영남범음범패연구보존회 2005.12.29 경상남도 343-2267

157 영남불교의식음악보존회 2009.02.05 경상남도 246-7790

158 영축불교문화연구원 2007.02.21 부산광역시

159 왓풋타랑씨태국불교 2014.12.01 경기도 화성시

160 용화마을 2011.12.29 전라남도 담양군 381-2638

161 용화미륵선불회 2007.02.06 경상북도

162 용화법인회 부산광역시 543-1458

163 우리는선우 1996.07.18 서울특별시 2278-8672

164 우리선문화원 2003.10.17 서울특별시 379-3001

165 원각회 2011.03.07 전라북도 전주시 282-3265

166
원불교문화예술단체총연합
회

2008.12.23 서울특별시 814-2203

167 원불교청수나눔실천회 2000.12.23 서울특별시 598-6282

168 원효사상선양회 2005.11.08 경상북도 776-1724

169 위드아시아 2005.03.30 부산광역시 남구

170 위빠사나수행처호두마을 2002.09.14 충청남도 567-2841

171 이차돈원효양성사봉찬회 1970.12.04 경상북도 경주시 772-3228

172 인천불교총연합회 2011.03.22 인천광역시 남구 529-5190

173 일붕법왕문도회 2011.07.05 서울특별시 종로구 3217-1010

174 일승유가회성문사 2010.12.23 전라북도 임실군 644-1960

175 일응어산작법보존회 2010.11.01 경기도 남양주시 527-1956

176 장경도량고려대장경연구소 1996.04.15 서울특별시 성북구 926-8144 www.sutra.re.kr

177 전국재가불자불교진흥회 2012.11.15 경기도 오산시

178 제주불교사회봉사회 2006.09.15 제주특별자치도

179 조계정토불교총원 2005.08.08 충청남도 　

180 조계종불심회 2008.05.26 경기도 광주시 763-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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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2000.05.16 서울특별시 성북구 735-5558

182 종교평화국제사업단 2008.04.28 서울특별시 종로구 736-2250 www.ipcr.or.kr

183 진각차문화협회 2007.05.01 서울특별시 2292-3252

184 진여원 2001.03.27 서울특별시 745-2124

185 진주불교회 2006.09.13 경상남도

186 참종 2015.07.24 경기도 연천군 423-7484

187 채란불교사상연구회 2005.11.08 경기도 의정부시 877-7336

188 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 2008.04.17 서울특별시 576-6401

189 청매의례문화연구원 2009.05.25 서울특별시 2011-1722

190 청우불교원 1991.12.31 경상북도 261-2231

191 초의다맥한국선다회 2004.05.14 경상남도 883-1901

192 초의학술문화원 2005.07.05 전라남도 285-0302

193 칠보산무학사불교종합연구원 2012.02.14 경기도 남양주시 291-4667

194 칭하이무상사국제협회 2000.03.02 경상북도 532-5821

195 테라와다불교 2008.12.31 경기도 과천시 (517-2841

196 통불교보살회 1967.10.06 대구광역시 563-9154

197 팔관재전승보존회 2006.04.12 인천광역시

198 한국교수불자연합회 2002.09.16 서울특별시 720-6618

199 한국대승불교중앙회 2011.12.21 경기도 시흥시

200 한국마하시선원 2016.01.29 경기도 안양시

201 한국미륵불교 2004.02.09 경상남도 672-4591

202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 2007.04.19 서울특별시 송파구 　

203 한국보현선행회 2015.03.27 경기도 김포시

204 한국불교교화원 1973.03.16 서울특별시 964-8044

205 한국불교극락조계종 2009.03.18 전라북도 정읍시

206 한국불교금강선원 1995.02.03 서울특별시 969-2410

207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1994.02.03 서울특별시 734-5221

208 한국불교달마종 2001.05.01 경상북도 336-7126

209 한국불교대원회 1989.01.23 서울특별시 754-1613

210 한국불교문화연구원 1969.07.01 서울특별시 587-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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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한국불교문화예술협회 2005.04.21 서울특별시 2260-3420

212 한국불교미륵종 2000.12.02 경상남도 345-4741

213 한국불교발전연구원 1995.09.06 서울특별시 736-6202

214 한국불교본문불입회 1970.04.14 경기도 의정부시 872-4324

215 한국불교삼론구도회 2006.05.15 부산광역시

216 한국불교연구원 1988.11.22 서울특별시 341-6167 www.kibs.or.kr

217 한국불교예술인연합회 2004.12.31 서울특별시 720-1708

218 한국불교전국법사협의회 1994.03.03 서울특별시 395-2571

219
한국불교전통불복장의식보
존회

2010.02.02 전라남도 담양군 367-0206

220 한국불교조계종천수사 2007.11.15 울산광역시 북구 298-1083

221 한국불교조동선림 2004.04.16 서울특별시 713-0475

222 한국불교조동선종 2004.04.16 서울특별시 713-0475

223 한국불교종단총연합진흥회 2006.05.17 강원도 원주시 02-766-6800

224 한국불교종단협의회 1989.12.23 서울특별시 종로구 732-4885 www.kboa.or.kr

225 한국불교중앙조계종 2008.07.03 광주광역시 363-0720

226 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 1995.07.22 서울특별시 종로구 739-3450 www.taego.kr

227 한국불교학회 2006.02.01 서울특별시 575-2245

228 한국불교화엄종 2005.02.24 전라북도

229 한국불교화쟁회 2007.10.08 충청북도

230 한국불학회 2011.07.05 서울특별시 마포구 6377-7000

231 한국여성불교연합회 1995.04.21 서울특별시 738-5586

232 한국전통불교회 1993.02.22 서울특별시 745-2030

233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1997.08.14 서울특별시 종로구 720-1708
www.kjbuddhis
m.org

234 한중불교문화교류협회 2006.06.21 경기도 부천시 668-0076

235 해동불교교육연구원 2000.03.27 충청북도 853-3168

236 해동불교연구원 2000.03.27 충청북도 　

237 해동불교원효선원 2006.02.02 경상남도 386-7633

238 현정선원 2004.04.13 서울특별시 582-9371

239 화순불교문화연구원 2007.04.25 전라남도 375-7633

240 효일삼보마을 2008.06.02 경기도 시흥시 311-3108

241
사)대한민국전통지호공예
연합회

충청남도 천안시

242
사)세계평화불교종단연합
회

경기도 부천시 02-837-2003

243 사)전통불교문화예술협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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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신교 관련 법인

<재단법인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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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MC선교문화재단 2006.05.02 서울특별시 514-4935 　

2 가나다연합교회유지재단 1957.03.21 서울특별시 708-4023 　

3 가브리엘복음선교회 　 부산광역시 245-1555 　

4 경인선교 　 인천광역시 885-9001 　

5 경인선교재단 2006.02.16 인천광역시 중구 885-9001 　

6 과달루페외방선교회한국지부 2010.05.02 전라남도 순천시 726-5388 　

7 광주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1959.04.09 광주광역시 232-6131 　

8 광주제일선교센터 2010.01.11 경기도 광주시 764-4763 　

9 국민문화재단 2006.12.12 서울특별시 7819-001 　

10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 2009.01.07 경상북도 858-0808 　

11 그리스도의교회 1955.12.29 서울특별시 2600-2508
www.chris.or.k
r

12 그리스도의교회복음회유지재단 1961.03.13 서울특별시 386-9994 　

13 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 1957.04.11 서울특별시 2232-1441 　

14 극동사도선교회유지재단 1965.08.16 대전광역시 중구 522-6351 　

15 글로벌파트너스선교회 2008.06.01 서울특별시 443-0883 　

16 기독고삼남문화재단 2008.12.24 경상남도 247-7992 　

17
기독교대한감리회교역자은급재
단

1989.09.08 서울특별시 399-4329 　

18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1926.05.07 서울특별시 종로구 399-4312 www.kmc.or.kr

19 기독교대한복음교회 1974.05.24 서울특별시 762-7529 　

20
기독교대한성결교회교역자공제
회

1997.08.03 서울특별시 565-8687
www.kpension.
org/

21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 1924.06.16 서울특별시 강남구 3459-1111
http://foundatio
n2.kehc.org

22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교역자
연금공제회

2005.10.06 서울특별시 720-6870 　

23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유지재
단

1957.10.28 서울특별시 720-6832 www.ag.or.kr

24 기독교베뢰아아카데미진흥재단 1987.12.12 서울특별시 831-1661 　

25 기독교선교횃불재단 1989.09.23 서울특별시 570-7035 　

26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 1964.04.22 서울특별시 2612-7522 　

27 기독교한국효신선교회 1970.12.12 강원도 254-3231 　

28 남감리교회대한선교부유지재단 1926.06.22 서울특별시 399-2045 　

29 남원중앙교회유지재단 2010.02.22 전라북도 남원시 625-0690 　

30 대구YMCA 2000.05.31 대구광역시 중구 25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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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구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1956.12.29 대구광역시 255-0931 tgymca.or.kr

32 대백선교문화재단 1992.08.18 대구광역시 755-1990 　

33 대전YMCA유지재단 2000.05.23
대전광역시 
서구

472-3399 　

34 대천수양관 1955.11.11 서울특별시 766-9147 　

35 대한구세군유지 1924.03.18 서울특별시 720-9494 　

36 대한구세군유지재단 1924.03.18 서울특별시 720-9494
salrationarm
y.or.kr

37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유지재단 1954.08.17 서울특별시 2643-8591
www.nazare
nes.org

38 대한기독교서회 1928.11.03 서울특별시 553-0870 kcm.co.kr/

39 대한성공회유지재단 1924.12.16 서울특별시 738-8952
www.skh.or.
kr

40 대한성서공회 1947.08.19
서울특별시 
서초구

2103-8730
www.bskore
a.or.kr

41 대한예수교복음교회유지재단 1972.02.01
대전광역시 
서구

221-0774 　

42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고려)총회유지재단 1990.12.24 서울특별시 3664-0199 　

43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유지재단 1965.09.06 서울특별시 592-1008 　

44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은급재단 2002.06.08 서울특별시 592-0490 　

45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유지재단 1994.12.06 경기도 382-6386 　

46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총회유지재단 2007.05.23
서울특별시 
양천구

2065-9643 　

47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전북노회교회유지
재단

1975.05.04 전라북도 274-9191 　

48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전북노회유지재단 1975.02.04 전라북도 　 　

49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정통)총회유지재단 2007.05.23 서울특별시 584-6885 　

50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유지재단 1982.06.29
서울특별시 
강남구

559-5681
www.gapck.
org

51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 2001.06.27 서울특별시 564-0785 　

52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신)유지재단 1962.11.28 서울특별시 927-1613 　

53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총회유지재단 1996.09.12 경기도 409-0940 　

54 대한예수교장로회강원노회(유) 2001.09.04 강원도 263-4291 　

55 대한예수교장로회경남노회유지재단 　 부산광역시 627-7169 　

56 대한예수교장로회경동노회유지재단 1953.11.21 경상북도 745-3903 　

57 대한예수교장로회경북노회유지재단 1934.01.15 대구광역시 554-6334 　

58 대한예수교장로회경서노회유지재단 1952.04.21 경상북도 434-0512 　

59 대한예수교장로회경안노회유지재단 1933.03.31 경상북도 858-0113 　

60 대한예수교장로회대전노회유지재단 1969.04.08 대전광역시 621-7354 dspc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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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대한예수교장로회목포노회(동부)유
지재단

1955.11.22 전라남도 279-8422
www.mokpod
ong.com

62
대한예수교장로회목포노회(서부)유
지재단

1955.11.22 전라남도 244-5006 pck.or.kr

63
대한예수교장로회목포노회서부유지
재단

1967.01.11 전라남도 244-5006 　

64 대한예수교장로회벧엘교회유지재단 2010.12.22 경기도 남양주시 　 　

65
대한예수교장로회브니엘총회유지재
단

　 부산광역시 582-9178 　

66 대한예수교장로회서울노회유지재단 1958.02.07 서울특별시 763-7279
seoul.pck.or.k
r

67 대한예수교장로회세계로교회선교회 2003.01.27 경기도 916-0708 　

68 대한예수교장로회순서노회유지재단 2004.09.14 전라남도 857-1554 　

69 대한예수교장로회순천노회유지재단 2006.02.23 전라남도 742-7881 　

70 대한예수교장로회여수노회유지재단 2003.10.24 전라남도 653-3350 　

71 대한예수교장로회영주노회유지재단 2002.03.29 경상북도 638-0081 　

72 대한예수교장로회예수소망선교원 2003.12.09 경기도 714-9068 　

73 대한예수교장로회전남노회유지재단 1976.03.02 광주광역시 232-0025
www.pckcn.or
.kr/

74 대한예수교장로회전북(합동)노회 1934.09.06 전라북도 254-0042 　

75
대한예수교장로회전북합동측노회유
지재단

1934.09.06 전라북도 　 　

76 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유지재단 1966.07.04 제주특별자치도 722-3091 jeju.pck.or.kr

77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유지
재단

1982.06.29 서울특별시 564-5004
www.gapck.or
g

78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금재단 1989.12.14
서울특별시 종로
구

708-4261
www.pension.
or.kr

79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 1973.11.27
서울특별시 종로
구

763-9441
www.pckug.or
.kr

80 대한예수교장로회충남노회유지재단 1972.12.18 충청남도 332-4665 　

81 대한예수교장로회충북노회 1950.02.15 충청북도 　 　

82 대한예수교장로회충북노회유지재단 1950.02.25 충청북도 253-9121 　

83 대한예수교장로회포항노회유지재단 1975.01.03 경상북도 247-6498 　

84 대한예수교침례회총회유지재단 2014.12.29 경기도 안양시 　 　

85 대한예수장로회경안노회유지재단 1933.03.31 경상북도 858-0113 kyungan.or.kr

86 대한예수장로회순천노회유지재단 1932.12.17 전라남도 752-5882 　

87 대한예장예수소망선교원 2003.12.09 경기도 714-9068 　

88 대화문화아카데미 1966.04.22
서울특별시 종로
구

395-0781
www.daemun
a.or.kr/

89 동신선교문화재단 1995.12.18 대구광역시 756-1701 　

90 동화소망재단 2010.01.13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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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라이프선교재단 1995.12.02 경기도 377-9582 　

92 마카리오스선교회 2017.12.15 인천광역시 부평구 　 　

93 문배나눔선교재단 2015.11.09 경기도 성남시 759-7111 　

94
미감리교회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

1924.06.16 서울특별시 399-2045 　

95
미국남장로교한국선교회유
지재단

1924.06.14 서울특별시 766-9741 　

96
미국남침례교한국선교회유
지재단

1957.08.17 서울특별시 785-0761 　

97
미국예수교북장로파대한선
교회유지재단

1924.06.16 서울특별시 766-9147 　

98
미연합감리교회세계선교부
유지재단

1926.05.07 서울특별시 399-2045 koreanumc.org/

99 방주 2008.12.19 제주특별자치도 794-6161 　

100 벨크글로벌미션재단 2004.03.23 인천광역시 527-1009 　

101
복원예수그리스도교회유지
재단

1963.09.13 서울특별시 334-7912 　

102 부산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1975.06.25 부산광역시 440-3334 psymca.or.kr

103 부천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2011.04.26 경기도 부천시 325-3100 　

104 브니엘기독교 2012.06.14 인천광역시 연수구 566-0010 　

105 사랑과비전 2008.11.24 대전광역시 대덕구 　 　

106 삼애북한선교회 2014.04.18 인천광역시 부평구 517-0634 　

107 새밝선교회유지재단 2009.06.17 광주광역시 서구 371-5449 　

108 서울교회유지재단 2005.05.23 서울특별시 3472-2251 　

109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1924.10.13 서울특별시 732-8291 www.ymca.or.kr

110 서울영락교회유지재단 1957.04.07 서울특별시 2273-6301
www.youngnak.n
et

111 선사월드디아코니아 2013.01.31 경기도 성남시 723-9411

112 섬김이선교재단 2011.12.03 전라북도 익산시 　

113 성경신학연구소 2010.12.09 경기도 성남시 723-8585

114 성남교회유지재단 2012.12.21 경기도 성남시 707-1177

115 성령재단 2007.04.01 전라북도

116 성서침례교회유지재단 1961.01.23 서울특별시 352-0074 bbc-hd.net/

117 성해 2006.01.12 인천광역시 남구 428-8660

118 세계로기독교총연합 2011.12.03 전라북도 전주시

119 송이 2011.10.27 인천광역시 부평구 511-1724

120 수원YMCA유지재단 2003.08.28 경기도 수원시 273-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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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수원순복음교회유지재단 2014.08.06 경기도 수원시 221-1001 swmf.or.kr

122 순복음대구선교회 2006.01.26 대구광역시 652-0800

123 순복음선교회 1982.06.29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780-1922 www.fgtv.org

124 순복음성민선교회 2003.11.13 서울특별시 3391-6100

125 씨알 2007.09.18 서울특별시 2279-5157

126 아우내 1989.06.12 충청남도 561-9802

127 애향숙 1964.01.14 서울특별시 2208-0305

128 양실회 1992.11.28 경기도 광주시 2234-7668
www.yangsil.or.k
r

129 에젤선교회 2002.02.06 서울특별시 792-1628

130 엘림선교재단 2003.04.04 전라북도

131 엘림월드미션 2010.02.04 전라북도 정읍시

132 영광선교회 1969.02.04 서울특별시 765-4242

133 영란선교회 1996.10.28 서울특별시 2254-2533

134 영산기독문화원 1997.11.14 서울특별시 2106-5454

135 영천재단 2004.03.23 인천광역시 572-1009

136
예수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
단

1989.03.22 서울특별시 725-7075
www.sungkyul.or
g

137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은급재
단

2002.10.15 서울특별시 725-7076

138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 1957.04.11 서울특별시 2232-1441

139 예수동자수도회 2015.07.02 경기도 여주시 881-4170

140 예일선교회 2009.04.28 경기도 용인시 8005-7712

141 오봉선교원 1969.02.04 경기도 가평군

142 오엠에스선교회유지재단 1971.08.13 서울특별시 2066-1430

143 온누리선교재단 1996.06.14 서울특별시 570-7140
www.onnuri.or.kr
?

144 온누리헵시바선교재단 2008.08.25 광주광역시 430-9337

145 월드미션선린재단 2007.08.09 전라북도 538-9090

146 월드선교회유지재단 1963.11.02 경기도 343-7205 www.nhh.or.kr

147 은혜와진리선교회 2013.08.02 경기도 안양시 443-7938

148 의당기념사업회 2007.11.24 서울특별시 815-2125

149 인천YMCA청소년재단 2000.05.03 인천광역시 남동구 438-3907

150
임마누엘예수교총회유지재
단

2001.12.04 경상북도 541-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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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전라선교재단 2003.02.21 전라북도 222-6212

152
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한국연
합회유지재단

1922.02.02 서울특별시 3299-5283
www.kuc.or.k
r

153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북아시
아태평양지회(유)

2001.10.17 경기도 910-1500

154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한국연
합회(유)

1922.02.02 서울특별시 3299-5282

155 주예수그리스도복음선교회 2008.05.07 경기도 하남시 471-1538

156 중화기독교회유지재단 1957.08.13 서울특별시 752-1258

157 지구촌미니스트리네트워크 2011.03.23 경기도 성남시 710-9191

158 지에이유씨 2008.09.18 경기도 고양시

159 추양선교재단 1996.09.12 강원도 636-4530
kcm.co.kr/cy
mf/index2.ht
ml

160 춘천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2003.09.29 강원도 255-1001

161 충현교회유지재단 1988.10.29 서울특별시 563-8200
choonghyun.n
et

162 큐티선교회 2016.04.25 경기도 성남시
070-4635-
5360

163 팀(TEAM) 1956.09.03 서울특별시 723-2048

164 팀선교회 1956.09.03 서울특별시 723-2048

165 평화선교문화재단 2006.05.02 서울특별시 514-4935

166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 2013.11.29 경기도 성남시 710-8200

167 하나님의성회선교회 1961.05.03 서울특별시 355-8488

168
하나호스피스재단수원기독호스
피스회

2001.03.28 경기도 수원시 　

169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12.01 서울특별시 756-1691

170 한국그리스도선교회 1970.05.15 서울특별시 556-8093

171 한국그리스도의교회유지재단 1964.04.17 충청남도 741-4183

172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
의회

1984.11.23 서울특별시 521-0282

173 한국기독교부활장애인선교재단 2011.10.26 전라북도 익산시

174 한국기독교선교회 1994.04.06 제주특별자치도 744-0881

175 한국기독교에덴성회선교재단 1996.03.05 경기도 582-7273

176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2009.04.21 강원도 632-1391

177
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지재단
(NCCK)

1972.03.07 서울특별시 종로구 763-8427
www.kncc.or.
kr

178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연금재단 1992.07.03 서울특별시 708-4028 www.prok.org

179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 1969.03.24 서울특별시 종로구 3499-7600 www.prok.org

180 한국기독교장로회충북노회 1994.10.19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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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한국기독교장로회충북노회
유지재단

1994.10.19 충청북도 221-3055

182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
유지재단

1955.11.01 서울특별시 마포구 754-7891
www.ymcakorea.
org

183 한국기독교학술원 2007.04.09 서울특별시 764-0376

184 한국대학생선교회 1970.05.15 서울특별시 종로구 397-6200 www.kccc.org/

185
한국대학생선교회(c.c.c)광
주지부

2000.05.08 광주광역시 남구

186 한국루터교선교부 1961.04.18 서울특별시 418-7438 www.lck.or.kr

187 한국복음선교회 1957.04.03 부산광역시 506-1920

188 한국연합오순절교 1967.08.01 경기도 2611-3958

189
한국지방교회성경진리사역
원

2016.02.12 경기도 용인시 286-3133

190 한국찬송가공회 2008.04.02 충청남도 575-3223

191 한빛누리 2004.11.19 서울특별시 924-0240

192 한빛미션 2004.11.19 서울특별시 708-8720

193 행복의과학선교회유지재단 2007.09.17 서울특별시 753-0766

194 호주장로교선교회 1924.09.03 부산광역시 630-3330

195 호주장로선교회 1924.09.03 부산광역시 630-0333

196 후암교회유지재단 1970.12.16 서울특별시 777-7191 www.huam.org

* 정교회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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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alt-Pan』(솔트-팬) 2001.09.06 서울특별시 701-0005 　

2 CBS한일연합선교회 2011.12.02 경기도 고양시 　 　

3 GBI선교회 2010.10.21 경기도 김포시 　 　

4 HYO하모니선교회 2017.02.23 인천광역시 421-0091 　

5 OGKM 2015.08.21 서울특별시 종로구 　 　

6 Salt-Pan(솔트-팬) 2001.09.06 서울특별시 701-0005 　

7 개신교선교훈련원 1990.09.03 서울특별시 762-0194 　

8 개신교세계총연합회 2014.04.15 경기도 부천시 　 　

9 갭인터내셔널 2012.09.07 경기도 성남시 704-7260 　

10 겨레선교회 1989.09.08 서울특별시 2606-6545 　

11 겨자씨선교회 2006.07.24 광주광역시 　 　

12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2009.09.01 경기도 수원시 244-8888 　

13 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 2002.03.19 경기도 의정부시 878-4077 　

14
광양시기독교선교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2006.02.24 전라남도 761-7447 　

15 광주기독교유적지기념회 2010.03.11 광주광역시 광산구 943-9004 　

16 교사선교회 2005.03.03 인천광역시 521-6266 　

17
교파를초월하여모이는그리
스도인들

2011.12.08 전라남도 고흥군 832-5245 　

18 교회갱신협의회 2013.08.12 경기도 안양시 　 　

19 교회성장연구소 1995.11.15 서울특별시 2109-5724 pastor21.com

20 국민문서선교후원회 2003.10.27 서울특별시 783-7738 　

21 국제교회개척센터 2012.06.22 인천광역시 남동구
070-4414-
0607

　

22 국제그리스도선교협회 2013.06.19 경기도 양주시 866-8291 　

23 국제기독교언어문화연구원 1997.02.17 경기도 543-4759 clc.re.kr

24 국제대학선교협의회 2004.06.14 인천광역시 863-4788 　

25 국제복음선교회 1991.05.17 서울특별시 421-0888 wem.or.kr

26 국제뷰티선교문화교류협회 2010.07.29 경기도 수원시 　 　

27 국제사랑재단 2011.04.25 서울특별시 종로구 　 　

28 국제정음선교회 2006.05.25 대구광역시 　 　

29 국제크리스터디선교협의회 2001.11.22 서울특별시 825-0691 　

30 군산기독교청년회 2009.09.09 전라북도 군산시 446-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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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굿모닝 2015.07.03 경기도 화성시 　 　

32 그로벌교육선교회 2009.12.01 충청북도 음성군 　 　

33
글로벌기독교선교단체협의
회

2008.07.09 전라북도 　 　

34 글로벌드림선교회 2008.06.19 충청남도 681-3417 　

35 글로벌선교회 2011.12.08 경기도 용인시 　 　

36 글로벌연합선교협의회 2015.02.16 인천광역시 남동구 427-9091 　

37 긍정의힘교육문화연구회 2012.03.26 경기도 용인시 270-5703 　

38 기독교가정사역연구소 1996.05.21 서울특별시 2057-0033 gigayon.or.kr

39 기독교개혁운동협의회 2016.02.25 경기도 김포시 (596-3420 　

40
기독교교회제모습찾기협의
회

2007.08.13 서울특별시 337-7411 　

41 기독교국제선교협회 1990.01.23 서울특별시 3272-1101 imc7.net/5.htm

42 기독교대학촌선교회 1996.05.16 서울특별시 888-9111 dhcc.kimc.net

43
기독교대한감리회강화선교
기념사업회

2015.04.02 인천광역시 강화군 934-2991 　

44 기독교대한감리회총합총회 2004.07.23 인천광역시 573-1050 　

45 기독교대한감리회통합총회 2004.07.23 인천광역시 528-3681 　

46 기독교로뎀선교회 2016.05.03 경기도 부천시 653-9336 　

47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12.13 서울특별시 586-8761 clckor.com

48
기독교문화선교총회(변경
전: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호헌)

2008.03.27 경기도 성남시 745-0168 　

49 기독교미래교육연구소 2014.10.02 경기도 안산시 　 fgmd.org

50 기독교바른문화실천협의회 2011.06.03 서울특별시 동작구 　 　

51 기독교발전협의회 2003.10.28 서울특별시 2265-8987 　

52 기독교벧엘선교연합회 2006.05.01 전라북도 243-8036 　

53 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1988.07.13 서울특별시 353-6582 　

54 기독교선교문화연구회 1994.07.03 인천광역시 421-3232 gisunyon.org

55 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 2007.12.04 전라남도 751-0072 　

56 기독교세계감리회 2016.05.03 인천광역시 중구 　 　

57 기독교연합선교협의회 2013.04.08 경기도 가평군 　 　

58 기독교윤리실천운동 1991.11.11 서울특별시 794-6200 cemk.org

59
기독교이단.사이비연구대
책협의회

2006.06.23 서울특별시 872-5593 　

60
기독교이단사이비연구대책
협의회

2006.06.23 전라북도 283-9182 craa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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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기독교지도자육성협의회 2006.06.28 전라북도 247-4388 　

62
기독교한국성결선교회(변
경전:기독교한국하나님의
교회선교회)

2003.12.15 경기도 안양시 421-7101 　

63
기독교한국침례회원로목사
회

2011.09.05 인천광역시 남구 　 　

64 기독교한누리선교회 2009.07.29 전라북도 전주시 232-7503 　

65 기독교할렐루야선교원 1989.05.02 경기도 성남시 780-9500 hallelujah.or.kr

66 기독대학인회 2000.07.25 서울특별시 858-4115 esf21.com

67 기독대학인회(E.S.F.) 2000.07.25 서울특별시 988-3494 　

68 기독인월남귀순용사선교회 1989.09.08 서울특별시 831-1732 chunjiro.org

69 기독학술원 2004.11.01 전라북도 　 　

70 기쁜소식선교회 2009.03.31 서울특별시 539-0691 　

71 김해시기독교연합회 2008.02.05 경상남도 327-1885 　

72 꿈꾸는마을 2011.09.02 인천광역시 중구
070-8872-
8500

　

73 나눔과기쁨 2005.09.28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74 나눔선교회 2011.12.01 서울특별시 강서구 2601-5235 　

75
나눔의기쁨(변경전:무지개
선교원)

2012.02.27 경기도 시흥시 311-1513 　

76 나눔참사랑 2012.03.13 인천광역시 남구 　 　

77 남광선교회 2011.12.15 대전광역시 중구 2060-8071 　

78 남대문선교회 2001.12.17 서울특별시 778-7266 　

79 남북나눔 2000.05.29 서울특별시 종로구 　 　

80 네쎌미션 2006.11.15 충청북도 733-1342 　

81 누가 2006.12.27 충청남도 　 　

82 누가사랑선교회 2008.10.23 인천광역시 819-40396 　

83 누가선교회 2005.03.19 서울특별시 386-3006 　

84 뉴드림라이프 2012.08.01 경기도 용인시 323-6922 　

85 뉴드림선교회 2012.03.21 경기도 안산시 425-3000 　

86 늘푸른선교회 2008.06.02 경상남도 854-4622 　

87 다니엘선교회 1989.12.14 경기도 부천시 323-2243 　

88 다세움 2007.08.06 서울특별시 2601-7423 　

89 대구기독교총연합회 2005.11.01 대구광역시 　 　

90 대학선교회 2016.01.11 인천광역시 남구 874-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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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대한감리회웨슬레선교원 2001.12.08 경기도 792-7000 　

92 대한기독교교단연합회 2009.05.18 경기도 수원시 　 　

93 대한기독교연합총회 2009.10.27 경기도 수원시 255-1918 　

94
대한기독교총연합회(구.기독교사
회사업연합회)

2006.02.24 서울특별시 　 　

95 대한기독상이군인의집성화원 　 부산광역시 262-4603 　

96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2003.02.15 서울특별시 761-9185 　

97
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후
원회

1949.02.16 서울특별시 774-9702 ywca.or.kr

98 대한예수교루터선교회 2006.01.18 서울특별시 478-0191 　

99 대한예수교민족사랑회 2016.02.02 경기도 의정부시 872-4141 　

100 대한예수교장로회(호헌) 2008.03.27 전라북도 853-3599 　

101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정통총회 2005.04.11 인천광역시 계양구 327-0213 　

102 대한예수교장로회계신측총회 2016.03.28 경기도 광주시 604-0691 　

103 대한예수교장로회교단총연합회 2016.05.23 경기도 시흥시 314-2357 　

104 대한예수교장로회목회자양성원 2009.02.05 경기도 부천시 344-3313 　

105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2005.12.06 서울특별시 706-2970 　

106 대한예수교장로회정통합동총회 2012.12.03 인천광역시 부평구 330-7432 　

107 대한예수교장로회청교도총회 2007.04.19 대전광역시 중구 335-9595 　

108 대한예수교장로회청도교총회 2007.04.18 대전광역시 335-9595 　

109 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 2017.12.26 인천광역시 중구 777-0290 　

110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08.05.09 경기도 부천시 　 　

11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2012.09.14 경기도 의왕시 455-9601 　

11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대신개혁) 2010.11.22 경기도 시흥시 　 　

11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성서) 2014.07.29 경기도 부천시 　 　

114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호헌] 2008.03.03 전라북도 　 　

115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 2005.03.11 서울특별시 332-4530 　

116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 2011.03.02 대전광역시 동구 633-8311 　

117 대한예수교장로회할렐루야총회 2007.05.21 경기도 포천시 　 　

118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혁총회 2007.07.31 전라북도 855-2006 　

119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선목총회 2007.02.22 경기도 남양주시 　 　

120
대한유니온개혁선교총회(변경전:
대한감리회웨슬레선교연합회)

2001.12.08 경기도 하남시 79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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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 1970.12.16 서울특별시 763-9940
user.chollian.net
/～kb7cm

122 도원선교회 1996.02.15 서울특별시 792-7663 　

123 도전돌밭공동체 2015.04.16 경기도 여주시 　 　

124 독립교회선교연합회 2007.04.02 충청북도 287-3491 　

125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2003.01.27 경기도 동두천시 865-6881 　

126 동서신학포럼 2013.01.08 경기도 포천시 544-0515 　

127 동서크리스찬선교회 1995.08.01 대전광역시 유성구 822-8807 　

128 동서크리스챤선교회 1995.08.01 대전광역시 822-8807 　

129 두란노서원 1994.12.16 서울특별시 790-8975 biblecollege.or.kr

130 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 2007.07.09 서울특별시 2182-9100 　

131 두얼스(DOERS) 2006.03.07 경기도 성남시 753-2751 　

132 등대복지회 2006.02.15 서울특별시 성북구 　 　

133 등불선교회 2014.04.21 경기도 성남시 　 　

134 떨기나무불꽃선교회 2009.06.25 경기도 군포시
070-8256-
8825

　

135 로이스복음복지회 2005.03.01 인천광역시 중구 762-3012 　

136 릴리프미션코리아 2014.12.26 인천광역시 남구 　 　

137 마라나타세계선교회 2015.01.29 경기도 광명시 612-8594 　

138 모새골공동체 2004.04.22 경기도 양평군 774-0672 　

139 목회자선교원 1991.11.09 서울특별시 836-7683 　

140 미래목회포럼 2014.06.13 경기도 수원시 229-9008 　

141 미래안산 2014.07.29 경기도 안산시 501-0513 　

142 미션컴몬그라운드 1997.07.04 서울특별시 2274-6702 　

143 민족복음화운동본부 1990.09.03 서울특별시 2247-9371 　

144 밀알선교회 2008.10.28 서울특별시 533-9251 　

145 밀천선교회 2011.07.01 경기도 안산시 419-0688 　

146 바른성경복음선교회 2001.12.28 인천광역시 362-0691 　

147 바실레이아선교회 2004.05.12 경기도 화성시 294-0158 　

148 바울선교회 2009.05.22 전라북도 전주시 254-8418 bauri.org

149 바이블영상선교회 2003.05.07 인천광역시 579-5739 　

150 박헌근장로순교기념사업회 2001.10.03 경기도 수원시 232-9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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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밧모섬영상선교회 2003.05.07 인천광역시 579-5739 　

152 방지일목사기념사업회 2009.06.01 서울특별시 2637-5821 　

153 백오도선교회 2016.04.18 경기도 화성시
070-8283-
4879

　

154 복음연합총회 2007.02.22 전라북도 236-9131 　

155
부산기독교윤리실천운동부
산지부

2000.05.22 부산광역시 동구 　 　

156 북아해사랑단 2014.07.29 경기도 부천시 　 　

157
북한기독교총연합회(변경
전:탈북민목회자연합회)

2010.12.22 경기도 광명시 　 　

158 분당선교회 2012.05.25 경기도 성남시 719-7352 　

159 비전라이프미션 2006.06.28 경기도 양평군 772-7242 　

160 빛고을선교회 2008.12.16 광주광역시 462-9988 　

161 사랑과선교 2005.03.31 서울특별시 3140-8591 　

162 사랑누리선교회 1995.03.29 경기도 안양시 497-6086 　

163 사랑의공동체 2013.11.27 경기도 부천시 664-2291 　

164 산성기독문화선교회 2012.02.02 경기도 용인시 266-9191 　

165 새길기독사회문화원 2000.12.23 서울특별시 555-6959 saegil.or.kr

166 새물결선교회 2009.07.22 경기도 용인시 　 　

167 새사람선교회 1989.01.23 서울특별시 734-4981 saesaram.or.kr

168
새예루살렘교총회한국새교
회

2009.05.26 서울특별시 　 　

169 샘물선교회 2008.11.02 충청남도 953-0481 　

170 샘복지재단 2006.04.11 서울특별시 구로구 　 　

171 생명나무영성연구원 2015.06.01 경기도 용인시 　 　

172 생명사역교회연합회 2010.12.22 경기도 시흥시 319-9182 　

173 생명평화마중물 2006.06.12 서울특별시 종로구 　 　

174 선교역사문화원 2004.06.24 인천광역시 계양구 555-2437

175 선우선교회 2016.01.04 경기도 화성시 266-3743

176
선한나라선교회단독교회연
합회

2011.02.01 경기도 성남시

177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2007.05.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78 섬김과나눔선교회 2011.05.17 전라북도 전주시

179
성경1189장원리핵심생활
운동본부

2001.09.11 인천광역시 438-1004

180
성경보수구속사운동센터
(명칭변경,’15.1.27)

2010.03.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613-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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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성경연장교육원 2005.08.13 서울특별시 749-9480

182 성산선교회 2014.08.22 경기도 남양주시 511-9955

183 성산한국교회사학연구원 2000.07.25 서울특별시 337-9130 kach.or.kr

184 성서공동체FM 2006.09.05 대구광역시 달서구

185 세계가나안농군운동본부 2003.03.19 강원도 원주시

186 세계기독교복음전도협회 2005.03.04 대전광역시 동구 638-4000

187 세계기독교부흥총연합회 2011.05.26 서울특별시 송파구

188 세계기독교연합총회 2016.04.11 경기도 고양시

189 세계기독교차문화협회 2013.05.07 경기도 남양주시 511-3122

190 세계기독교총연합회 2016.03.02 경기도 안산시

191 세계로열린선교협의회 2003.04.28 서울특별시 497-0851

192 세계밀알연합 2008.10.28 서울특별시 533-9251

193 세계복음화운동본부 2009.10.23 경기도 용인시 896-7911

194 세계복음화운동중앙협의회 1989.04.13 서울특별시 585-4139

195 세계복음화전도협회 1981.02.21 서울특별시 2649-4262

196
세계복음화전도협회(한국
청소년전도협회)

1981.02.21 서울특별시 2649-4262

197 세계선교연합제단 2009.01.03 경기도 포천시 533-4707

198 세계성령운동중앙협의회 1996.05.16 경기도 707-0671

199 세계스포츠선교회 1987.12.12 서울특별시 469-4291/2

200 세계예수교총연합회 2014.10.23 경기도 광명시 897-1544

201 세계자전거선교회 2014.10.15 인천광역시 서구

202 세계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 1999.07.05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849-0345 www.segye.or.kr

203
세계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
충남도지부

2016.07.18 충청남도 천안시

204 세계체육인선교회 1987.12.12 서울특별시 469-4291 wsmisson.org

205 세계태권도선교연맹 2002.09.09 경기도 화성시 266-4091

206 세계평화군단사관학교 2016.03.02 경기도 안산시

207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2016.02.18 경기도 가평군
070-4278-
5591

208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 2015.10.01 경기도 부천시 684-8241

209 세선회 1990.09.03 서울특별시 종로구 325-4383 sehsungm.org

210 세종선교회 1989.11.01 경기도 광주시 756-6702 kccm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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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수와진의사랑더하기 2013.11.14 인천광역시 서구 569-6058

212 수원목양선교센터 2010.11.25 경기도 화성시

213 순복음실업인선교연합회 2004.04.13 서울특별시 782-1065

214 순천기독교청년회 2000.05.08 전라남도 순천시 745-0601

215 숲정이 2011.12.03 전라북도 전주시

216 시드인터내셔널 2013.11.27 경기도 의왕시

217 신바람 2014.05.08 경기도 안양시 446-0551

218 신시 2009.07.01 충청남도 568-1171

219 신애 2011.04.12 경기도 고양시

220 실로암미션센터 2008.03.27 경기도 부천시 327-1555 
siloammission.or
g/

221 쌤인터내셔널 2016.03.07 경기도 성남시 2285-1030

222 씨앤에이미션 2016.01.18 경기도 양평군 775-6945

223 아가페세계선원선교회 부산광역시 305-8577

224 아가페세계선원우호증진회 2000.12.23 서울특별시 701-5122 seatel.co.kr

225 아가페열방선교회 2011.05.04 경기도 성남시

226 아델포스세계선교회 2015.09.21 경기도 고양시
070-4266-
4427

227 아세아선교회 1970.06.27 서울특별시 461-4141

228 아세아항공선교회 1999.12.01 서울특별시 393-8068 mafk.org

229 아시아미션 2003.05.02 서울특별시 323-0456

230 아시아복음선교회 2011.07.05 서울특별시 강서구 782-3430

231 아시아선교센터 2008.07.25 경기도 군포시

232 아시안미션 2003.05.02 서울특별시 3142-1900

233 어린이청소년교회운동본부 2015.10.12 경기도 이천시 638-8657

234 에스더국제선교회 2011.10.13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540-8257

235
에스디에이경제인협회(변경
전:제칠일안식예수재림교)

2014.12.05 경기도 김포시 　

236
여수기독교새생활실천운동
본부

2006.02.24 전라남도 642-5585

237 여수기독교청년회 2000.05.08 전라남도 여수시 642-0001

238 여수기독청년회 2009.01.29 전라남도 여수시 642-0001

239 여해강원용목사기념사업회 2007.04.02 서울특별시 3216-6332

240 연합선교회 1997.07.04 서울특별시 2274-6702 ixm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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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열방네트웍 2006.04.03 서울특별시 888-1900

242 열방네트웤 2006.04.02 서울특별시 888-1900

243 열방대학선교훈련원 2007.08.07 제주특별자치도 780-2614

244 영암군기독교순교기념선교사업회 2006.02.17 전라남도 473-4800

245 영원한복음선교회 2009.02.05 충청북도

246 영원한복음예수교선교회 2011.11.16 서울특별시 송파구 420-1440

247 예닮선교센터 2014.06.13 경기도 구리시 533-6658 yedamin.org

248 예당 2001.09.25 대전광역시 486-1430

249 예수교대한감리회웨슬레협의회 2007.05.23 서울특별시 379-9572

250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3.06.27 경기도 안양시 422-3735

251 예수교장로회개혁벧엘총회 2006.05.01 전라북도

252 예수말씀생활화선교회 2009.04.27 인천광역시 582-0389

253 예수복음선교회 2015.08.03 인천광역시 남동구 422-2450

254 예수세계선교회 1992.07.03 서울특별시 595-8612

255 예수원 1991.05.14 강원도 552-0662
jacommunity
.or.kr

256 예수전도단 1988.09.01 서울특별시 871-7357

257 예수찬양선교회 2008.07.18 충청남도 572-5579

258 예장개혁연합총회 2006.10.09 전라북도

259 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2012.03.12 경기도 파주시

260 예장합동호원총회 2006.03.27 전라북도 222-3487

261 예장합동호헌총회 2006.03.27 대전광역시 서구 525-9106

262 예침선교회 2016.06.23 경기도 안양시 422-0691

263 온고을사랑나눔연합회 2011.03.28 전라북도 전주시 　

264 온전한기쁨 2015.11.24 경기도 부천시 621-0117

265 올네이션스 2010.08.18 경기도 성남시

266 요한선교회 2001.03.09 서울특별시 광진구 452-9101

267 용인기독교청년회 2008.06.13 경기도 용인시 896-2791

268 우리는친구 2011.04.13 대구광역시 북구 353-9889

269 우리민족교류협회 2010.03.08 서울특별시 종로구

270 우리엘 2008.05.08 전라북도 243-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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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우성하나미션 2016.01.14 경기도 안산시 491-5181

272 우원기념사업회 2003.07.12 강원도 282-7166

273
울산광역시기독교사회봉사
회

2001.08.24 울산광역시 남구 291-0900

274 울산시각장애인선교회 2002.08.29 울산광역시 227-6051

275 워치타워성서책자협회 1952.10.03 경기도 안성시 2234-4654 watchtower.org

276 월드미션선목회 2008.01.04 인천광역시
070-567-2
591

277 월드복음선교협의회 2006.07.19 인천광역시 남동구 434-3799

278 월드비전커뮤니티 2008.01.07 전라남도

279 육일선교회 2012.05.25 경기도 안성시 615-6161

280 은혜영성원 2004.09.21 전라북도 222-3487

281 이사야문화선교회 2014.12.29 인천광역시 남동구

282 이수정기념사업회 2003.11.01 인천광역시 554-2225

283 인도선교협의회 2004.12.04 경기도 김포시 984-9974

284 인차국제선교회(ICIM) 2009.07.22 경기도 안산시 408-8091

285 인천운전기사선교회 2013.12.16 인천광역시 서구 574-0070

286 작은예수회 2014.01.13 경기도 가평군 585-5997

287 장공김재준목사기념사업회 2001.11.26 서울특별시 2125-0162 changgong.or.kr

288
장로회외국선교독립부한국
선교회

1952.01.11 서울특별시 798-9934

289 장준하기념사업회 2010.01.28 서울특별시 마포구

290 전국장로회총연합회 2011.07.01 서울특별시 송파구 415-1440

291 전남지방경찰청경선교회 2006.08.01 광주광역시 226-2636

292
전주시기독교성지화사업추
진협의회

2007.01.11 전라북도 　

293
전주시기독교성지화추진협
의회

2007.01.09 전라북도 221-3642

294 전주시기독교연합회 2010.11.25 전라북도 전주시 　

295 제물포문화선교사업위원회 2011.10.31 인천광역시 중구 762-5688

296 제우세계선교후원회 2015.04.29 경기도 부천시 2689-1871

297 종교문화발전연구원 2005.09.03 인천광역시 555-2438

298 종교인평화봉사단 2003.01.18 서울특별시 765-1136

299 죠이선교회 2006.11.21 서울특별시 929-3652

300 지구촌가정훈련원 2005.04.19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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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지구촌기독교하늘선교협회 2014.08.26 경기도 시흥시 317-6480

302 지구촌사랑나눔 2001.03.31 서울특별시 구로구

303 직장인성경공부선교회 2004.11.11 서울특별시 2285-1531

304 참빛복음연대 2002.12.23 경기도 남양주시

305 참사랑 2011.07.27 서울특별시 강남구 563-0266

306 참사랑선교회 2010.06.18 인천광역시 계양구 546-0576

307 천안YMCA 2003.01.01 충청남도 천안시 575-9898

308 천안기독교청년회 2003.12.03 충청남도 575-9897

309 초교파기독교협회 1969.10.08 서울특별시 756-4088

310
초교파기독교협회(기독교
연합협의회)

1969.10.08 서울특별시 756-4088

311
초교파중보기도단7000클
럽

2011.06.02 대전광역시 중구 2066-7000

312 총회신학연구원 2004.08.11 전라북도 　

313 캔미션 2012.02.08 경기도 이천시 　

314 케이던스선교회 2013.05.14 경기도 수원시 798-7645

315 크리스찬월드선교회 2016.03.31 경기도 성남시 751-3804

316 크리스챤치유목회연구원 1998.05.04 서울특별시 599-2466 chmi.or.kr

317 크리스챤치유상담연구원 1998.05.04 서울특별시 599-2400

318 크리스천21세기포럼 2007.04.23 부산광역시 888-3455

319 탁사최병헌기념사업회 2010.06.24 충청북도 제천시

320 평안선교회 2017.09.25 인천광역시 계양구 541-9389

321 평택YWCA 2001.11.12 경기도 평택시 651-7701

322 평택기독교청년회 2002.07.26 경기도 656-2000

323 평택여자기독교청년회 2001.11.12 경기도 651-7701

324 풍선교육문화협회 2006.03.10 서울특별시 322-6655

325 퓨리턴총회 2005.04.11 전라북도 227-5858

326
하나님말씀으로좋은습관개
발원

2016.03.29 인천광역시 강화군

327 하나님의성회한국총회 2015.09.11 경기도 의정부시

328 하늘교육선교회 2016.07.11 경기도 포천시 532-8135

329 하이패밀리 2016.03.04 경기도 양평군

330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1997.08.03 서울특별시 2273-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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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한국(지방)교회대구교회 2011.12.03 대구광역시 중구 322-6860

332 한국NLP전문가협회 2009.09.09 경기도 고양시 912-3669

333
한국SIM(에스아이엠)국제선
교회

2004.08.04 경기도 성남시 719-5315

334 한국YFC(십대선교회) 2000.05.18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

335 한국YWCA연합회 2010.01.25 서울특별시 중구 774-9703
www.ywca.or.k
r

336 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2008.04.11 전라북도 223-9822

337 한국경교역사연구원 2009.03.16 경기도 수원시

338 한국경찰선교후원회 2004.06.02 경기도 안양시 447-6192

339 한국교회건축원 2006.04.04 충청북도

340 한국교회복지선교연합회 2003.02.15 서울특별시 714-9871

341 한국교회복지선교협의회 2003.02.15 서울특별시

342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위
원회

2006.06.16 서울특별시 706-2971

343 한국교회연합 2012.08.09 서울특별시 종로구
070-7433-
2011

344 한국교회음악원 2002.02.01 서울특별시 2235-8686

345 한국교회환경연구소 2000.05.09 서울특별시 종로구

346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2000.10.23 서울특별시 강서구

347 한국그리스도의교회선교회 2016.02.01 경기도 성남시

348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1996.01.23 서울특별시 869-0164

349 한국기독교교단발전협의회 2005.07.13 인천광역시 584-9114

350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1988.02.05 서울특별시 786-1601 ccdk87.com

351 한국기독교교육교역연구원 2005.02.03 서울특별시 487-5325

352 한국기독교교육진흥원 2006.03.31 서울특별시 599-0910

353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1988.09.19 서울특별시 744-2661 v2020.or.kr

354 한국기독교기도원총연합회 2002.04.11 경기도 화성시 353-0062

355 한국기독교문화교육원 2005.05.07 서울특별시 359-9360

356 한국기독교문화예술원 2002.04.20 서울특별시 471-3874

357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1984.11.23 서울특별시 764-0377 instit.ac

358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
회

2017.04.28 인천광역시 계양구

359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1987.12.14 서울특별시 2615-9356

360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1993.01.12 서울특별시 575-1092 hangi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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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001.07.18 서울특별시 312-3371 jpic.org

362 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 2000.05.19 서울특별시 종로구 765-9576

363 한국기독교상담연구원 2000.02.18 서울특별시 364-0413
sangdam.hanmo
m.com

364 한국기독교선교단체협의회 1983.04.25 서울특별시 종로구 2236-2351 kccmo.or.kr

365 한국기독교선교원 1972.05.19 서울특별시 570-7031

366 한국기독교소방선교후원회 2009.09.29 경기도 안양시

367 한국기독교신도연맹 1989.01.13 서울특별시 739-9633

368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07.04 서울특별시 2226-0850
chollian.net/～
ikch0102

369 한국기독교예술인총연합회 2010.04.01 경기도 수원시

370 한국기독교종교청협의회 2004.03.11 인천광역시 강화군

371 한국기독교지도자연수원 2008.11.11 경기도 수원시 255-8291

372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2007.10.01 서울특별시 795-4623

373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1997.04.16 서울특별시 3471-5070
workmission.or.k
r

374 한국기독교청소년선교회 1995.03.29 서울특별시 714-7470

375 한국기독교총연합회 1991.12.12 서울특별시 종로구 741-2782 www.cck.or.kr

376 한국기독교출판협회 2002.12.26 서울특별시 서초구 3474-0820 kcpa.or.kr

377 한국기독교특수선교회 1992.04.14 서울특별시 566-0026

378
한국기독교평신도선교연구
원

2008.03.01 서울특별시 　

379 한국기독교평신도연합회 1966.12.07 경기도 973-0406

380 한국기독교평화교육협의회 1988.02.24 서울특별시 2296-3487

381 한국기독실업인회 1977.04.11 서울특별시 717-0111 cbmc.or.kr

382 한국기독학생회 1997.02.25 서울특별시 333-7363 ivf.or.kr

383 한국네비게이토선교회 1994.03.07 서울특별시 336-3387 navigators.or.kr

384 한국녹색상품구매네트워크 2000.05.13 서울특별시 용산구

385 한국농선회 2005.03.24 서울특별시 서초구

386 한국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 1987.07.03 서울특별시 763-7097 ubf.or.kr

387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
회

1974.11.08 서울특별시 570-7031

388 한국목회임상치료협회 2016.04.14 인천광역시 부평구 523-5893

389 한국문화･의료선교협회 2011.12.21 경기도 김포시 986-3666

390 한국밀알기독교교육연구소 2002.08.22 경기도 20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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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한국밀알선교단 2007.11.11 서울특별시 3411-6896

392 한국보훈선교단 1989.05.02 서울특별시 486-0625

393 한국복음선교중앙회 2005.08.17 인천광역시 521-0574

394 한국복지선교협회 2012.04.18 경기도 안산시 419-9100

395 한국불어권선교회 2008.07.22 서울특별시 409-2287

396 한국상담심리연구원 2000.02.18 서울특별시 364-0413

397 한국선교역사문화원 2004.06.24 인천광역시 555-2437

398 한국성경공회 2010.07.01 경기도 의정부시 841-9123

399 한국성서선교회 1969.11.21 서울특별시 388-4781

400 한국성서성결운동본부 2006.08.21 전라북도

401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6.08.08 서울특별시

402
한국성품협회(변경전:한국
밀알몬테소리기독교교육연
구소)

2002.08.22 경기도 용인시 204-1122

403 한국세계선교협의회 2002.01.03 서울특별시 3280-7981

404 한국순례문화연구원 2009.08.28 전라북도 전주시
www.sunryegil.o
rg

405 한국시각장애인선교회 1995.08.31 서울특별시 736-3000

406 한국어린이전도협회 1989.03.23 서울특별시 3401-8291 ctekorea.org

407 한국여성복음봉사단 1974.11.08 서울특별시 708-4402

408 한국영성개발훈련원 2006.09.15 충청남도

409 한국오엠에프 2006.04.15 서울특별시 455-0261

410 한국오엠프 2006.04.14 서울특별시 455-0261

411 한국외항선교회 1986.05.10 서울특별시 335-3445

412 한국운전기사선교연합회 1996.04.06 서울특별시 2249-0691 drivermission.org

413 한국원목협회 2015.03.02 경기도 고양시 900-3155

414 한국웩선교회 2011.07.05 서울특별시 서초구 529-4552

415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
회

1996.06.03 서울특별시 471-9106

416 한국최초성경전래사업회 2008.10.27 충청남도 953-7200

417 한국침례선교회 2007.08.01 경기도 의정부시

418 한국컴미션 2006.08.16 서울특별시 585-0697

419 한국피스메이커 2012.09.07 경기도 광주시 769-3001

420 한국해외선교회 1987.10.24 서울특별시 2653-4271 gm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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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한나선교회 2005.11.03 경기도 성남시 540-6437

422 한민족선교협의회 1996.12.23 서울특별시 650-7090

423 한반도선교회 2010.12.02 경기도 화성시

424 한빛선교협의회 2010.01.11 경기도 고양시 965-1230

425 한사랑선교회 1988.02.01 서울특별시 558-0601 hansarang21.org

426 한지터 2011.12.01 서울특별시 마포구 704-4018

427 함께하는사랑밭 2004.07.29 서울특별시 2066-7000

428 함께하는선교단 2004.07.29 서울특별시 2612-4400

429 해피쉐어 2015.08.06 경기도 성남시 1800-0691

430 호남선교협의회 2009.01.14 광주광역시 남구 671-1150

431 홀리스피릿 2015.12.28 경기도 안산시 406-1571

432 홉월드미션 2012.10.04 경기도 안성시 672-0592

433 화랑기독선교원 2009.05.01 서울특별시 948-2996

434 화성시기독교총연합회 2014.11.26 경기도 화성시 　

435 휴먼리소스코치협회 2016.05.24 경기도 안산시
070-8768-
9909

436 휴먼리커버리 2016.06.07 경기도 남양주시 574-1188

437 흰돌선교센터 1995.10.24 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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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2009.01.07 인천광역시 남동구 　 　

2 거룩한말씀의수녀회 1983.04.25 대전광역시 중구 256-5637
mr.catholic.or.kr/
csw

3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1938.05.04 광주광역시 서구 380-2823
www.gjcatholic.or
.kr

4 그리스도의교육수녀원 1990.09.14 경상북도 855-8833 dcsrcp.org

5 그리스도의성혈흠숭수녀회 2008.12.01 경상남도 창원시 221-2999 kasc.cathms.kr/

6 노틀담수녀회 1973.08.25 인천광역시 계양구 542-6318
home.cainchon.or.
kr/nd

7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1938.06.18 대구광역시 중구 254-3000 www.dgca.or.kr

8 대구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 1966.07.04 대구광역시 313-3431
benedict.cataegu.
ac.kr

9 대전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1965.01.22 대전광역시 동구 630-7736
www.djcatholic.or
.kr

10 도미니코수도회 2006.04.26 서울특별시 945-8431 　

11 마리스타교육수사회 1990.10.03 서울특별시 324-8356 maristkorea.co.kr

12 마리아수녀회 1968.03.02 부산광역시 256-3901
maryboystown.or.
kr

13 마리아회유지재단 1987.06.04 서울특별시 323-1416 maria.or.kr

14 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1970.04.14 경상남도 창원시 246-0901 www.cathms.or.kr

15 부산구천주교회 1967.12.28 부산광역시 629-8730
catholicpusan.or.k
r

16 부산성베네딕도수녀회 1964.06.02 부산광역시 753-1131 osboliv.or.kr

17 서울구천주교회 1924.10.27 서울특별시 771-7600 catholic.or.kr

18 서울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 1989.01.13 서울특별시 927-5568 benedict.or.kr

19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2004.07.03 서울특별시 989-1882

20 성도미니코선교수도회 2004.07.29 서울특별시 989-1882

21 성모성심수도회 1980.03.06 경기도 674-1251 mirinae.or.kr

22 성모의기사수녀회 2002.03.05 충청남도 732-3583

23 성바오로수도회 1965.06.03 서울특별시 989-4954 paolo.or.kr

24
성빈센트드뽈자비의수녀회
유지재단

1985.04.15 경기도 241-2151 vincent.or.kr

25 성심수도회 1968.08.03 서울특별시 701-5501 songsim.org

26 성프란치스꼬수녀회 1967.09.11 서울특별시 865-8174

27 성프란치스코수녀회 1967.06.29 서울특별시 865-8174 fmmkor.org

28 수정성모트라피스트수녀원 1996.04.18 경상남도 222-3801

29 영원한도움의성모회 1966.12.08 서울특별시 2171-1500 solph.or.kr

30 예수수도회 1965.02.25 대전광역시 중구 254-6529 marywor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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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2006.02.09 충청북도 879-0113

32 예수의성모여자관상수도회 2012.12.18
인천광역시 강화
군

933-7237

33 올리베따노성베네닉도수도회 2002.11.28 경상남도 674-2986

34 올리베따노성베네딕도수도회 2003.03.03 경상남도 674-1986

35 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1992.04.17 경상북도 970-2000 osb.or.kr

36 위로의성모수녀회 2003.10.13 서울특별시 765-3600

37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1962.11.14 인천광역시 중구 765-6975
www.caincheon.or.
kr

38 작은예수수녀회 2003.11.14 서울특별시 462-7970

39 재속프란치스코회 2003.03.03 서울특별시 752-9839

40 전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1938.06.22 전라북도 전주시 2301004 www.jcatholic.or.kr

41 제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1972.06.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751-0145
www.diocewecheju.
org

42
천주교가난한이들의작은자매
회

2004.07.03 경기도 241-1466

43 천주교가르멜여자수도원 2005.09.07 서울특별시

44 천주교군종교구유지재단 1990.09.14
서울특별시 용산
구

749-1921 www.gunjong.or.kr

45
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
단

2001.04.16 광주광역시 670-1418 icaritas.or.kr

46
천주교꼰벤뚜알성프란치스고
수도회

1967.02.03 부산광역시 622-7020 ofmconv.or.kr

47
천주교꼰벤뚜알성프란치스꼬
수도회

　 부산광역시 622-7020

48 천주교나자렛예수수녀회 2002.02.27 경상남도 532-4903 sjn.or.kr

49 천주교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2006.05.25 대구광역시

50
천주교대구성바오로수녀회유
지재단

1915.10.15 대구광역시 중구 659-3333 spctaegu.or.kr

51 천주교마리아사업회 2005.03.21 서울특별시 2232-2460

52
천주교마리아의작은자매회유
지재단

1996.12.01 경기도 2279-4700 lcm.or.kr

53 천주교보혈선교수녀회 1999.02.18 충청북도 260-1638 preciousblood.or.kr

54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1962.10.26
부산광역시 수영
구

629-8730
www.catholicpusan.
or.kr

55 천주교사랑의씨튼수녀회 1991.05.31 서울특별시 3672-6134

56 천주교서울가르멜여자수도원 2005.09.22 서울특별시

57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1924.10.27 서울특별시 중구 727-2024 www.catholic.or.kr

58 천주교성가회 1960.04.07 서울특별시 940-5800 holyfamily.or.kr

59
천주교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
회

2000.12.23 서울특별시 923-9006 coluban.to

60 천주교성골롬반외방선교회 2007.06.02 서울특별시 92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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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천주교성골룸반외방선교회 2006.07.04 서울특별시 926-1217

62
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유지
재단

1985.06.26 경기도

63 천주교성바오로딸수도회 1972.06.07 서울특별시 984-1611 pauline.or.kr

64
천주교성빈첸시오아바오로
사랑의딸회

2005.09.22 경기도 867-9547

65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1967.12.28 경기도 수원시 244-8893 www.casuwon.or.kr

66
천주교스승예수의제자수녀
회

1992.09.18 서울특별시 984-4801 sisterspd.org

67 천주교쎈뽈수도원 1967.02.21 서울특별시 3706-3200 spcseoul.or.kr

68 천주교안동교구유지재단 1977.11.15 경상북도 안동시 858-3111 www.acatholic.or.kr

69
천주교예수그리스도고난수
도회

1987.09.28 서울특별시 990-1004 passionists.or.kr

70 천주교예수성심전교수녀회 1992.11.07 부산광역시 581-3103 dpmn.postech.ac.kr/

71
천주교예수성심전교수녀회
유지재단

　 부산광역시 581-3103

72
천주교예수성심전교수도회
유지재단

2011.12.15
서울특별시 종로
구

379-8071

73
천주교원죄없으신마리아교
육선교수녀회

2001.07.06
서울특별시 은평
구

911-7580

74 천주교원주교구유지재단 1967.04.02 강원도 원주시 765-4222 www.wjcatholic.or.kr

75 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2004.10.05 경기도 의정부시 870-1700 www.ucatholic.or.kr

76
천주교인보성체수도회유지
재단

1984.05.22 경기도 339-9025 catholic2.paolo.net/

77 천주교전주교구유지재단 1938.06.22 전라북도 　 www.jcatholic.or.kr

78
천주교천주의섭리수녀회유
지재단

1992.09.18 경기도 292-3633 subri.net

79
천주교티없으신마리아성심
수녀회

2000.10.25 부산광역시 634-4820

80
천주교한국순교복자빨마수
녀회유지재단

1995.11.29 경상남도 385-5838

81
천주교한국순교복자수녀회
유지재단

1984.05.22 서울특별시 707-5509

82 천주교한국순교복자수도회 1967.09.11 서울특별시 744-4702

83
천주교한국순교자수녀회유
지재단

1983.04.25 서울특별시 707-5500
sunkyobokja.hihome.
com

84 천주교한국외방선교회 2005.11.16 서울특별시 3673-2525

85 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1996.08.21 서울특별시 중구 774-3488 ohobm/catholic.or.kr

86 천주교함흥교구 1977.11.15 서울특별시 2268-5093

87 천주의성요한수도회 1990.07.02 광주광역시 510-3114 johnofgod.or.kr

88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1961.01.16 충청북도 청주시 253-8161 www.cdcj.or.kr

89 춘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1955.04.02 강원도 춘천시 242-6150 www.cccatholic.or.kr

90 포항예수성심시녀회 1974.05.24 경상북도 655-1295 handmai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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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설립/등록 소재지 전화 홈페이지

91 프란치스꼬회 1961.12.31 서울특별시 752-0853 ofmkorea.org

92 한국교회사회연구소 1996.10.04 서울특별시 756-1691 history.catholic.or.kr

93 한국예수회 1970.05.07 서울특별시 716-5145 sogang.ac.kr/ ~gesukr

94 한국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 1967.02.02 서울특별시 836-2058 salesiansisters.or.kr

95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1966.07.04 서울특별시 2691-6543 ibosc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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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 23>

명칭 설립/등록 소재지 전화 홈페이지

1 가톨릭농민회 2005.09.23 충청남도 금산군 　 　

2 가톨릭문화연구소 2006.05.05 서울특별시 322-6227 　

3 가톨릭종교문화연구원 1996.04.02 서울특별시 325-4708 　

4 교황청전교기구한국지부 2006.03.02 서울특별시 460-7609 　

5 그린코리아포럼 2010.03.03 서울특별시 중구 　 　

6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1995.12.18 서울특별시 3672-0254 　

7 김대건성인기념사업회 2008.04.07 서울특별시
2269-0413
~4

　

8 들빛회 1998.01.07 서울특별시 2265-7940 justic.or.kr

9 안중근평화신학연구원 2011.07.22 서울특별시 성북구 911-1176

10 우리신학연구소 1996.12.18 서울특별시 753-8372 wti.or.kr

11 일상수도회 2008.07.11 인천광역시 　

12 파티마성모의푸른군대 1987.09.28 부산광역시 646-3746

13
파티마의성모프란치스꼬수
녀회

1997.10.01 경기도 886-4108

14 파티마의세계사도직 　 부산광역시 646-3746

15 한국가톨릭문화원 2001.11.23 경기도 1577-3217

16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대전가톨릭호스피스협회

2009.05.27 대전광역시 중구

17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1992.05.11 서울특별시 771-3468 kcti.or.kr

18 한국여기회 2010.07.16 대구광역시 중구

19 한국천주교가두선교단 2009.07.02 대구광역시 중구 781-6100

20
한국천주교성음악토착화연
구원

1993.12.27 경기도 771-8727

2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62.09.08 서울특별시 광진구 460-7500 www.cbck.or.kr

22 한국콜핑협회 1995.02.18 부산광역시 465-3473 volunteer.or.kr

23 한님성서연구소 2002.11.05 경기도 846-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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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교 관련 법인

<재단법인 : 17>

명칭 설립/등록 소재지 전화 홈페이지

1 강원도향교재단 1948.08.03 강원도 255-9703 　

2 경기도향교재단 1950.02.28 경기도 242-1525 　

3 경상남도향교재단 1967.01.17 경상남도 297-2003 　

4 경상북도향교재단 1948.09.28 대구광역시 423-9491 　

5 광주시향교재단 1987.07.01 광주광역시 672-7410 　

6 대구시향교재단 1981.11.14 대구광역시 422-8703 　

7 대전광역시향교재단 1995.10.02 대전광역시 유성구 861-4772 　

8 부산시향교재단 1964.07.08 부산광역시 552-4160 　

9 서울시향교재단 1961.12.04 서울특별시 3663-5797 　

10 성균관 1963.12.01 서울특별시 종로구 760-1473 youlim.com

11 울산시향교재단 1998.02.04 울산광역시 244-2320

12 인천시향교재단 1982.11.15 인천광역시 계양구 594-0984

13 전라남도향교재단 2006.03.03 전라남도 나주시 334-1333

14 전라북도향교재단 1948.10.05 전라북도 284-9563

15 제주특별자치도향교재단 1948.07.17 제주특별자치도 757-2249

16 충청남도향교재단 1977.03.11 충청남도 841-0304

17 충청북도향교재단 1948.12.13 충청북도 273-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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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 21>

명칭 설립/등록 소재지 전화 홈페이지

1 구계서원 1963.12.23 경상남도 752-0252 　

2 대명거리전통문화보존회 2007.08.06 서울특별시 744-2622 　

3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
부

2005.02.05 서울특별시 종로구 　 　

4 봉암서원 2011.01.06 전라남도  장성군 395-3838 　

5 봉화송록서원 2004.08.31 경상북도 672-2256 　

6 사충서원 1963.12.13 서울특별시 서초구 736-0400 　

7 성균관유교총연합회 2007.05.03 서울특별시 종로구 333-1508

8
성균관유도회대구광역시본
부

2016.10.17 대구광역시 중구

9 영남유교문화진흥원 2005.09.02 경상북도 481-7743

10 용암서원보존회 2009.03.26 경상남도

11 유교문화보존회 2008.12.29 경상북도 842-0016

12 유교학술원 2003.02.15 서울특별시 763-0020

13 유도회 1969.01.18 서울특별시 743-6260

14 이천설봉서원 2004.06.03 강원도 633-0325

15 주자문화보존회 2011.12.08 전라남도  화순군 375-4997

16
중요무형문화재제56호종묘
제례보존회

2005.01.19 서울특별시 종로구 581-9712
www.jongmyo.ne
t

17
중요무형문화재제85호석전
대제보존회

2008.09.18 서울특별시 종로구 763-0991

18 충현서원 1969.06.05 충청남도 857-7162

19 태동서원 2007.07.06 경상남도 271-0870

20 한국서당문화협회 2005.06.09 강원도 672-7667

21 한국서원연합회 2006.03.08 서울특별시 종로구 765-9598 sewonst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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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법인

 

<재단법인 : 25>

명칭 설립/등록 소재지 전화 홈페이지

1 국제도덕협회(일관도) 1967.03.13 서울특별시 815-8681 ilgwando.or.kr

2 국제마사지드연맹(이슬람) 2016.11.24 인천광역시 남구 873-8200 　

3 국제마음훈련원 2012.09.12 전라북도 익산시 850-3289 wonirc.or.kr

4 대순진리회 1987.12.08 서울특별시 광진구 446-1721 daesun.or.kr

5 대종교유지재단 1958.04.08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

379-1331 daejonggyo.or.kr

6 대한천리교단 1958.04.08 서울특별시 701-1201 chollikyo.or.kr

7 도덕회 1963.11.02 대전광역시 동구 625-6336 　

8 바하이한국중앙회 1964.07.28 서울특별시 754-1947 　

9 선불교 1999.11.02 충청북도 745-7820 www.bulkwang.cc

10 성덕도유지재단 1986.02.15 대전광역시 중구 583-8418

11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선교
회(구.세계기독교통일신령
협회유지재단)

2000.06.26 서울특별시 3279-6210 www.tongil.or.kr

12 수운교 1999.11.02 대전광역시 유성구 862-9345 suwoongyo.or.kr

13 용화대미륵선도 2004.03.09 충청북도

14 울산천리교 2002.10.16 울산광역시 211-3986

15 원불교 1948.01.16 전라북도 익산시 850-3186 wonbuddhism.or.kr

16 천도교유지재단 1954.03.24 서울특별시 종로구 734-0773 chondogyo.or.kr

17 천리교한국교단 1987.12.08 경상남도 545-0154

18 천진교 2005.01.06 충청남도

19 청우일신회유지재단 1999.12.26 경상남도 643-2340

20 태극도 1963.10.14 부산광역시 292-0751

21 한국SGI 2000.04.15 서울특별시 구로구 1566-1118 www.ksgi.or.kr

22 한국이슬람교 1966.12.22 서울특별시 793-6908

23 한국정교회유지재단 1988.02.24 경기도 584-8366
www.orthodox.or.
kr

24 한국천부교전도관유지재단 1960.07.06 부산광역시 721-4130

25 한얼교유지재단 2002.12.02 서울특별시 538-9066

* 배치 순서: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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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 14>

명칭 설립/등록 소재지 전화 홈페이지

1 갱정유도 2000.05.12 전라북도 남원시 633-6762 　

2 명덕도교화원 2001.10.17 경상남도 274-6328 　

3 미륵대도대명문화원 2003.08.06 광주광역시 228-9930 　

4 미륵종교총연합회 1998.03.01 인천광역시 연수구 832-0626 www.mrdd.kr/

5 삼법수도교화원 1964.02.11 경상남도 336-8701 　

6 순천도용화도장 2010.07.05 전라북도 김제시

7 원림문화진흥회(원불교) 2010.11.24 서울특별시 강동구 813-2203

8 인천이슬람사원 2010.07.22 인천광역시 남구 831-9894

9
일관도광명국제문화원진흥
협회

2014.11.19 경기도 양평군

10 증산교본부 2010.03.23 전라북도 김제시 　

11 증산법종교 2007.09.13 전라북도 　

12 한국민족종교협의회 1991.12.18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

741-4091 www.kornra.org/

13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1997.10.02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1-1829 www.kcrl.org

14 한얼교중앙회 1967.04.17 서울특별시 739-4193

* 배치 순서: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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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회원종단 
포교국가

해외
포교
지역

해외
포교
사 수

주요기관 및 소재지

미주

미국

동 부 
37

122

GA(조지아)-불국사, 동화사, 전등사 / MD(메릴랜드)-무량
사, 원등사, 법광심인당, 보현사 / MA(메사츄세스)-문수사, 
서운사 / NJ(뉴저지)-보리사, 원각사, 혜안정사 / NY(뉴
욕)-관음사, 플러싱대관음사, 백림사, 불광선원, 연국사, 원
각사, 뉴욕전등사, 정명사, 뉴욕 전등사, 정명사, 조계사, 청
아사, 한마음선원, 상운사 / PA(펜실베니아)-관음사, 원각
사, 화엄사 / RI(로드아일랜드)-홍법원 / VA(버지니아)-워
싱턴보림사, 한마음선원워싱턴 / WV-아란야사 / FL(플로
리다)-보현사 / GA(조지아)-동화사, 불국사, 전등사

서 부 
37

120

AK(알라스카)-무량사 / AZ(아리조나)-감로사, 투산서종사 
/ CA-S(남캘리포니아)-고려사, 관음사, 달마사, 금강선원, 
반야사, 법왕사, 보광사, 보문사, 봉원사, 불광심인당, 선각
사, 안국선원, 영산법화사, 연화사, 원명사, 정혜사, 전등사, 
태고사, 한마음선원 / CA-N(북캘리포니아)-줄림정사, 불
광사, 대승사, 정원사, 영화사, 여래사, 보리사, 삼보사 / ID
(아이다호)-보현사 / OR(오리곤)-동암사, 보광사, 서래사 
/ WA(워싱턴)-반야사, 서미사, 시애틀정각사

중서부 
13

30

CO(콜로라도)-정혜사 / IL(일리노이스)-봉불사, 불심사, 
불타사, 한마음선원 / MI(미시건)-무문사, 수덕선원 / MN
(미테소타)-삼불사 / MO(미조리)-불국사 / OK(오클라호
마)-신흥사 / TX(텍사스)-남선사, 보현사, 영원사

태평양 
6

15
HI(하와이)-관음사, 무량사, 불은사, 정법사 / GU(괌)-낙가
사 / MP(사이판)-길상사

캐나다

동부 5 15
ON(온타리오)-대각사, 법주사, 평화사, 한마음선원, 성불심
인당

서부 3 10 BC(브리티시 콜럼비아)-달마사, 삼보정사, 서광사

중부 2 6 AB(알버타)-서래사, 오오사

남미

브라질  3 9 안적사, 진각사, 한마음선원

아르헨티나  3 8 고려사, 한마음선원(2곳)

파라과이  2 4 홍법원 관음사

멕시코  2 4 관음사, 반야보리사

4. 국내외 선[포]교사 현황

종교는 대체로 경전 내용, 개별 종교체험, 교단 조직의 특성 등에 근거해 선[포]교를 

한다. 해외 선[포]교 단체들이 적지 않고 자료가 비공개인 경우가 있어, 현황 파악은 

쉽지 않다. 일부 공개된 자료를 보면, 해외 선[포]교가 활발한 종교는 개신교지만, 불교

나 신종교도 해외 선[포]교 활동의 근거를 넓히고 있다. 

1) 불교 포교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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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영국  1 2 연화사

프랑스  1 2 길상사

독일  8 16
베를린국제선원, 보문사(프랑크푸르트), 보문사(베를린), 
한마음선원, 총지사, 광법사, 묵림원, 홍법원

오스트리아  2 4 묵림원, 평화사

헝가리  1 2 원광사

스위스  1 1 법계사

이탈리아 2 4 무상암, 보탑사

러시아 1 2 달마사(모스크바)

덴마크 1 2 KobenfavnN (고광사)

아시아

중국 12 40

광주-불광선원 / 남경-관음사 / 대련-길상사 / 북경-만월
사 / 상해-용화선원 / 연변-수월정사 / 흑룡강성(해동심인
당) / 위해-혜암선원 / 천진-부처님마을, 불광사 / 청도-관
음사/강서성보리선사

일본 30 95

교토-고려사, 성불사 / 오사카-관음사, 대원사, 보현사, 보
광사, 보엄사, 송강사, 행락사, 보림사, 해동선원 / 동경-덕
성사, 묘엄사, 도솔사, 명월사, 미륵원, 홍법원, 지정사, 대원
포교원 / 나가노-금강사, 태고사 / 효고-법륜사 / 기후-백룡
사, 평화사 / 센다이-불국사 / 가와사키-안국사 / 이바라키
현-덕불사 / 도치기현-본심사 / 야마나시현-미륵사

필리핀 2 4 불락사, 진묵사

스리랑카 1 2 사해사

인도 3 9 고려사, 녹야원, 대한사

네팔 2 10 대성석가사, 보광사

방글라데시 1 2 연화사

인도네시아 3 9 능인정사, 고려정사, 해인사 포교원

싱가폴 2 4 사자후정사, 연화원

홍콩 1 2 홍법원

태국 2 6 능인선원, 한마음선원

대만 2 6 홍법원, 자원사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
탄

1 2 자은사(타쉬겐트)

남태평양
호주 4 12 관음사, 금강사, 법보사, 정법사

뉴질랜드 4 12 남국정사, 묘심사, 반나라마 선센터, 환희정사

합계 30개국 195 593 　

* 출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제공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경우, 2018.11.29.); 대한불교조계종
(http://buddhism.or.kr/); 조계종 국제전법단(www.dourim.net/k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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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신교계 파송선교사의 권역별 현황(2015~17년)과 수(2006~17년)

권역 2017년 2016년 2015년 비고

아메리카
(남) 1,170 1,199 1,222 
(북) 3,075 3,015 3,196 

아시아

(남) 1,792 1,858 1,860 
(동남) 5,893 5,739 5,575 
(동북) 6,319 6,402 6,430 
(중앙) 1,181 1,218 1,203 

아프리카

(동남) 1,205 1,213 1,200 
(북) 611 610 553 

(서중앙) 366 354 348 

유럽
(동) 1,110 1,107 1,101 
(서) 1,240 1,282 1,368 

중동 1,388 1,336 1,315 
카리브해 90 99 98 
태평양(남) 959 952 951 

한국 2,185 2,011 1,906 
합계 28,584 28,395 28,326 

연도 전체 파송 수 이중소속 실제 파송 수 파송국가 수 연도별 선교사 증가 수 비고

2011 24,001 1,341 23,331 1,317 
2012 25,665 1,847 24,742 1,411 
2013 26,703 1,916 25,745 1,003 
2014 27,767 2,180 26,677 932 
2015 28,326 2,243 27,205 528 
2016 28,395 2,380 27,205 0 
2017 28,584 2,296 27,436 170개국 231 

* 출처:  ｢2017년 12월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 통계｣, 크리스천투데이, 2018.01.17
* 출처: (39개 교단선교부의 선교사 12,374명과 188개 선교단체의 선교사 16,210명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

며, 교단선교부의 이중 소속 선교사 수는 662명, 선교단체의 이중 소속 선교사 수는 1,634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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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주교의 2017년 권역별 선교사 사제 및 수도자 현황

대륙명 국가명 한국인사제 외국인사제 수사 수녀

남아메리카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베네수
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10 2 　 18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164 15 1 111 

아시아

대만,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사우디아라
비아,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
탄, 이란,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캄보디아, 
쿠웨이트, 태국, 필리핀, 홍콩

28 6 1 34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우간다, 이집트, 케냐 3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호주 13 　 　 3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벨
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
리아, 이탈리아, 체코, 터키, 폴란드, 프랑스

19 4 　 5 
계 237 27 2 171 

* 출처: <한국천주교회통계(2017)> (한국천주교주교회의)

4) 원불교계 포교사 현황

포교 
국가 포교 교직자 수 국가별 신자 수 주요 기관 및 소재지

미국 24개/47명 2,933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필라델피아), 원달마센터(뉴욕) 등

유럽 7개/12 1,069 프랑크푸르트 교당(독일), 무시선한울안공동체(파리), 모스크바 원
광교육센터(러시아) 등

일본 3개/2명 223 도쿄, 요코하마, 오사카 교당

중국 9개/9명 589 베이징, 상하이, 연변, 훈춘, 단동, 청도, 성도, 항주, 장춘, 곤명, 홍콩

총부해외
직할

17개/24명 1,116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상파울로(브라질), 산티아고(칠레), 
포카라(네팔), 프놈펜(캄보디아), 하노이(베트남), 델리(인도), 방콕
(태국), 몽고, 라오스, 시드니(호주), 오클랜드(뉴질랜드), 요하네스
버그(남아프리카공화국), 까풍아(스와질랜드), 나이로비(케냐) 등

합계
23개국, 65교당, 

교역자 125명 5,930

* 출처: 원불교 협조 자료; 원불교 교당기관 찾기(https://www.won.or.kr/intro/wonsearch/info) 

5) 기타

종교 포교 국가 포교 교직자 수 기타

증산도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뉴질랜드 등

70 - 국가별 신자 수 약 10,000명: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뉴질랜드 등
- 국가별 신자 수 약 5,000명: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 출처: 증산도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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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교인의 사회참여 현황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제공하는 2017년 사회조사보고서(통계청, 2017)에 

나타난 한국인의 참여 단체(13세 이상) 숫자,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19세 이상) 등

을 보면, 종교와 한국 사회의 연관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부 관련 

자료를 보면 종교와 한국 사회의 현실적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13세 이상 인구의 참여 단체 비율을 보면, ‘친목  사교단체’(78.2%), ‘취미, 스포

츠 여가활동단체’(43.6%), ‘종교단체’(28.2%) 순이다. 종교단체 다음으로는 ‘지역사회모임,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기타’ 순이다(50쪽). 이러한 상황은 2011년 

이후 유사한데, 종교단체 참여 비율이 지역사회모임보다 2배 이상의 수치라는 것은 종

교가 한국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19세 이상)’을 보면, 전반적으로 취미활동(58.6%), 

소득창출활동(17.3%), 학습 및 자아개발 활동(9.5%), 자원봉사활동(8.2%), 종교활동(6.1%) 

순이다. 이러한 경향은 2015년의 경우에도 유사하다. 그렇지만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

상 연령층에서 ‘종교활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42쪽). 

기부의 경우, 현금 기부 횟수는 모금단체(8.1%), 직장·기업(7.3%), 종교단체(7.0%), 대

상자에게 직접(7.0%), 언론기관(6.0%), 기타(4.7%) 순인데, 종교단체가 세 번째를 차지한

다. ‘현금기부 금액’은 종교단체, 대상자에게 직접, 모금단체, 직장(기업), 언론기관 순으

로, 종교단체의 경우가 가장 많다. 현금 기부 경로는 ‘모금단체’(61.0%), ‘종교단

체’(20.9%), ‘대상자에게 직접’(15.3%) 순으로,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경우가 두 번째를 차

지한다(51쪽). 그리고 종교단체를 통해 현금을 기부한 인구(20.9%)는 모금단체(61.0%) 

다음으로 많고, 그 다음이 대상자에게 직접(15.3%), 직장·기업(11.3%), 언론기관(4.6%), 

기타(2.4%)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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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단체 참여(13세 이상 인구)

* 통계표명 : 단체 참여(지난 1년간, 복수응답, 13세 이상 인구) - 통계표ID : DT_1SSSP052R

* 수록․조회 기간 :  [2년] 2017~2017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 자료다운일자 : 2018.06.13. 16:47 (전국 1,548개 조사구의 약 25,704가구, 개인)

특성별
2017 - 단위 : %

참여
자

친목․사
교단체

종 교
단체

취미․스포츠․
여가활용단체

시민사
회단체

학 술
단체

이 익
단체

정 치
단체

지역사
회모임

기타

전체 계(2011) 46.6 73.1 28.7 34.0 11.0 4.7 2.5 1.0 10.1 0.7

전체 계(2013) 50.1 75.3 26.4 32.8 11.3 4.6 2.1 0.7 8.9 0.3

전체 계(2015) 48.9 75.6 27.2 35.2 9.4 5.3 2.5 0.6 9.2 0.1

전체 계(2017) 49.7 78.2 28.2 43.6 8.4 5.6 3.8 1.3 10.4 0.1

성별
남자 50.7 80.3 22.7 50.0 7.5 6.2 5.0 1.7 10.0 0.0

여자 48.7 76.1 33.7 37.0 9.4 4.9 2.6 0.9 10.8 0.1

연령

13∼19세 33.5 44.6 30.9 60.4 26.3 13.2 1.2 1.4 0.7 0.5

20∼29세 41.9 76.9 19.7 54.5 6.4 13.0 2.8 1.7 2.3 0.1

30∼39세 48.1 79.7 21.1 50.2 4.2 5.8 5.0 1.4 8.1 0.1

40∼49세 57.4 80.3 26.2 48.5 9.1 4.2 6.4 1.4 10.0 0.0

50∼59세 60.0 84.7 29.8 41.0 9.7 3.6 3.7 1.4 12.9 0.1

60세 이상 47.5 78.2 37.7 25.6 6.0 2.3 1.6 0.6 17.3 0.0

65세 이상 42.9 74.6 39.8 22.2 5.5 2.0 0.9 0.6 17.7 -

교 육
정도

초졸이하 34.8 69.2 33.5 23.5 7.9 1.4 0.7 0.3 17.4 0.0

중 졸 44.2 72.2 28.2 33.3 13.3 4.0 1.3 1.2 13.3 0.3

고 졸 48.8 80.3 26.5 42.9 7.8 4.0 3.2 1.2 10.3 0.1

대졸이상 57.9 80.0 28.3 51.1 7.8 8.1 5.5 1.6 8.3 0.1

혼 인
상태

미  혼 41.3 69.1 22.6 56.0 10.7 11.7 3.0 1.6 2.4 0.1

배우자 있음 55.9 81.8 29.3 41.5 7.9 3.8 4.3 1.3 13.4 0.1

사  별 36.8 73.9 42.3 17.0 5.0 1.3 0.8 0.5 13.2 -

이  혼 44.1 80.3 25.2 34.8 7.3 3.2 3.8 0.7 7.7 -

경 제
활 동
상태

취  업 54.9 82.3 24.9 44.9 7.3 5.6 5.3 1.4 10.5 0.0

실업 및 비
경제활동

42.2 70.6 34.3 41.0 10.5 5.5 0.9 1.1 10.4 0.2

주 관
적 만
족감

만족 58.8 77.1 31.6 50.5 10.4 7.9 5.0 1.3 10.5 0.1

보통 48.5 79.6 25.3 41.7 7.4 4.3 3.2 1.1 10.8 0.1

불만족 40.3 76.7 28.8 35.1 7.0 4.3 2.9 1.7 9.4 0.1

가 구
소득
(만원)

100 미만 34.2 70.7 34.0 24.7 5.4 4.5 1.7 0.8 13.9 0.1

∼200 미만 44.2 77.1 31.8 32.5 7.5 3.6 1.6 1.2 12.8 0.1

∼300 미만 47.9 79.4 27.6 41.1 6.3 4.1 2.2 1.2 10.5 0.1

∼400 미만 52.4 78.2 28.3 45.8 9.2 4.2 3.6 1.2 9.9 0.1

~500 미만 54.3 78.8 23.6 47.6 9.2 5.2 4.9 1.4 8.6 0.0

∼600 미만 56.6 79.4 27.7 52.7 9.1 7.5 5.3 1.4 10.2 0.2

600 이상 60.4 80.3 26.4 54.4 11.2 10.2 7.0 1.6 8.8 0.0

* 조사 항목에서 ‘동·읍면부,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부분은 생략함. 동·읍면부 비율은 동부(28.5%), 
읍면부(26.4%)이다. 산업 비율은 농림어업(20.6%), 광공업(18.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26.6%)이다. 직업 비율은 전문관리(27.7%), 사무(23.6%), 서비스판매(27.3%), 농어업(20.6%), 기능노무
(22.1%)이다.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25.1%), 고용주(21.2%), 자영자(25.0%)이다. 



- 173 -

2)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19세 이상 인구)

* 통계표명 :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19세 이상 인구)- 통계표ID : DT_1SSWE142R

* 수록․조회 기간 : [2년] 2017~2017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 자료다운일자 : 2018.09.18 19:43 (전국 1,548개 조사구의 약 25,704가구, 개인)

특성별
(1)

특성별(2)

2017

계
취미활
동

학습 및 자
아개발 활동

자원봉
사활동

종교활동
소득창
출활동

기타

전체 계(2015) 100.0 57.1 10.0 7.5 6.7 17.6 1.0

전체 계(2017) 100.0 58.6 9.5 8.2 6.1 17.3 0.5

성별
남자 100.0 60.4 8.6 6.5 3.7 20.3 0.4

여자 100.0 56.8 10.3 9.7 8.4 14.3 0.5

연령

19~29세 100.0 68.4 11.7 6.3 2.3 11.2 0.1

30∼39세 100.0 61.8 12.8 7.2 2.3 15.8 0.1

40∼49세 100.0 54.7 12.0 10.7 4.1 18.5 0.1

50∼59세 100.0 53.1 8.0 10.5 6.9 21.2 0.3

60세 이상 100.0 57.0 4.6 6.2 12.5 18.5 1.3

65세 이상 100.0 58.2 4.3 5.3 13.4 17.1 1.7

혼인상
태

미  혼 100.0 64.5 12.4 7.1 2.5 13.3 0.2

배우자 있음 100.0 57.7 9.1 8.5 6.4 17.9 0.4

사  별 100.0 55.0 3.9 5.8 15.2 18.2 2.1

이  혼 100.0 48.2 8.5 11.2 5.8 25.6 0.7

경제활
동상태

취  업 100.0 57.8 9.9 8.3 4.3 19.5 0.2

실업 및 비경제활동 100.0 60.0 8.8 7.9 9.1 13.4 0.9

산업

농림어업 100.0 59.7 3.8 4.9 6.0 24.5 1.2

광공업 100.0 60.4 9.5 7.0 2.9 20.0 0.2

사회간접자본․기타서비스업 100.0 57.0 10.5 8.9 4.5 19.0 0.2

직업

전문관리 100.0 56.9 13.9 9.3 3.8 15.9 0.1

사  무 100.0 61.6 13.4 7.5 2.8 14.5 0.1

서비스판매 100.0 57.3 9.4 9.5 5.6 18.0 0.2

농어업 100.0 60.3 4.0 5.0 5.7 23.8 1.2

기능노무 100.0 55.9 6.0 7.7 4.5 25.7 0.3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100.0 57.7 10.7 8.4 4.1 19.0 0.2

고용주 100.0 61.3 9.2 9.1 3.7 16.8 0.0

자영자 100.0 56.2 7.4 7.4 4.7 23.9 0.4

* 조사 항목에서 ‘동·읍면부, 교육정도, 주관적 만족감, 가구소득, 연령*성별’ 부분은 생략함. 동부와 읍면부
는 각각 6.1%이다. 교육정도 비율은 초졸 이하(12.6%), 중졸(7.9%), 고졸(5.5%), 대졸 이상(4.2%)이다. 
주관적 만족감 비율은 만족(6.6%), 보통(5.7%), 불만족(6.2%)이다. 가구소득 비율은 100만원 미만(11.1%), 
200만원 미만(7.9%), 300만원 미만(5.1%), 400만원 미만(5.0%), 500만원 미만(3.7%), 600만원 미만
(4.8%), 600만원 이상(4.7%) 순이다. 연령*성별의 경우 39세 이하는 모두 3% 이하이고, ‘65세 이상*여자
(17.7%), 60세 이상*여자(16.6%), 50~59세 이상*여자(9.9%), 40~49세 이상*여자(5.2%), 60세 이상*여자
(16.6%)’의 비율은 같은 연령대 남성 비율보다 2배 이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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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금기부 횟수 (지난 1년간, 복수응답, 13세 이상 인구)

* 통계표명 : 현금기부 횟수 (지난 1년간, 복수응답, 13세 이상 인구)- 통계표ID : DT_1SSSP082R

* 수록․조회 기간 : [2년] 2011~2017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 자료다운일자 : 2018.11.10 18:37 (전국 1,548개 조사구의 약 25,704가구, 개인)

특성
별
(1)

특성별(2)

2017

계 
(%)

현금기부 
인구(%)

대상자에게 
직접(회)

언론기관 
통해(회)

모금단체 
통해 (회)

종교단체 
통해 (회)

직장(기업) 
통해 (회)

기타(회)

전체 계(2011) 100 34.8 6.5 4.1 4.4 5.7 5.7 3.8

전체 계(2013) 100 32.5 6.3 4.3 4.8 6.7 5.7 2.1

전체 계(2015) 100 27.4 7.2 4.2 6.3 7.3 6.4 3.5

전체 계(2017) 100 24.3 7.0 6.0 8.1 7.0 7.3 4.7

성별
남자 100 24.3 6.8 5.6 7.7 7.0 7.7 5.2

여자 100 24.3 7.3 6.2 8.4 7.0 6.6 4.4

연령

13∼19세 100 18.8 4.6 2.4 5.7 5.6 2.6 2.7

20∼29세 100 18.8 5.2 3.0 7.9 6.7 6.5 3.4

30∼39세 100 28.1 7.7 4.3 8.8 6.9 7.6 4.8

40∼49세 100 33.4 7.8 6.5 8.9 7.6 7.5 7.2

50∼59세 100 29.3 7.4 7.0 8.4 7.1 7.3 5.4

60세 이상 100 15.8 6.4 7.7 6.3 6.7 5.7 4.8

65세 이상 100 12.8 6.5 7.4 6.0 6.8 3.1 4.7

혼인
상태

미  혼 100 20.4 6.3 3.0 7.2 6.6 6.8 3.6

배우자있음 100 28.6 7.2 7.0 8.4 7.1 7.4 5.7

사  별 100 10.1 8.7 7.5 6.8 6.4 9.4 8.5

이  혼 100 17.3 6.3 4.9 8.6 7.5 7.5 2.4

경제
활동
상태

취  업 100 28.8 7.2 5.9 8.5 7.2 7.3 5.5

실업 및 비
경제활동

100 17.8 6.6 6.2 7.0 6.7 5.8 3.8

직업

전문관리 100 41.2 7.7 6.4 9.4 7.8 7.6 5.6

사  무 100 39.6 7.7 6.1 9.1 7.4 7.0 4.9

서비스판매 100 24.8 7.1 5.6 8.1 6.9 6.6 5.4

농어업 100 13.3 4.6 4.0 5.2 5.8 2.7 3.4

기능노무 100 18.0 5.8 5.5 6.9 6.3 7.8 7.1

종사
상지
위

임금근로자 100 30.0 7.6 6.1 8.7 7.2 7.4 5.5

고용주 100 36.2 6.6 6.8 8.3 8.2 7.6 5.9

자영자 100 23.7 6.2 4.4 7.4 6.9 6.5 5.0

* 조사 항목에서 ‘동·읍면부, 교육정도, 산업, 주관적 만족감, 가구소득, 물품기부, 자원봉사여부, 계층의식’ 
부분은 생략. 종교단체의 경우, 현금기부 횟수는 동부 7.0, 읍면부 7.3이다. 교육별은 초졸 이하 5.3, 중졸 
6.8, 고졸 6.3, 대졸 이상 7.6이다. 산업별은 농림어업 5.7, 광공업 7.0, 사회간접자본․기타서비스업 7.3이다. 
주관적 만족감별은 만족 7.6, 보통 6.6, 불만족 6.4이다. 가구소득별은 100만원 미만 5.7, 200만원 미만 6.0, 
300만원 미만 7.8, 400만원 미만 7.2, 500만원 미만 5.9, 600만원 미만 7.5, 600만원 이상 7.7이다. 물품기부별
은 참여자 7.1, 미참여자 7.0이다. 자원봉사여부별은 유경험자 7.2, 미경험자 6.9이다. 계층의식별은 상층 
7.6, 중층 7.1, 하층 6.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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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금기부 금액 (지난 1년간, 복수응답, 13세 이상 인구)

* 통계표명 : 현금기부 금액 (지난 1년간, 복수응답, 13세 이상 인구)- 통계표ID : DT_1SSSP083R

* 수록․조회 기간 : [2년] 2017~2017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 자료다운일자 : 2018.11.09 21:33 (전국 1,548개 조사구의 약 25,704가구, 개인)

특성
별
(1)

특성별(2)
2017

계 
(%)

현금기부 
인구(%)

대상자에게 
직접(회)

언론기관 
통해(회)

모금단체 
통해 (회)

종교단체 
통해 (회)

직장(기업) 
통해 (회)

기타(회)

전체 계(2011) 100 34.8 355.0 33.0 96.0 239.0 133.0 38.0

전체 계(2013) 100 32.5 296.0 59.4 119.6 348.9 119.3 62.5

전체 계(2015) 100 27.4 372.0 104.7 172.3 514.0 170.2 116.0

전체 계(2017) 100 24.3 442.1 160.7 231.6 600.4 209.9 492.5

성별
남자 100 24.3 563.0 189.7 244.1 709.6 241.3 456.5

여자 100 24.3 306.3 142.0 219.8 518.7 159.1 520.0

연령

13∼19세 100 18.8 76.8 29.9 72.0 41.2 9.1 16.2

20∼29세 100 18.8 171.7 47.5 143.5 280.7 96.3 109.2

30∼39세 100 28.1 275.7 105.4 236.3 673.8 131.1 128.7

40∼49세 100 33.4 434.1 134.3 269.7 661.5 203.3 279.1

50∼59세 100 29.3 434.0 184.6 270.3 673.6 273.7 352.6

60세 이상 100 15.8 881.0 322.2 274.5 543.3 751.4 2,768.8

65세 이상 100 12.8 1,392.3 275.5 237.9 600.1 1,476.5 3696.7

혼인
상태

미  혼 100 20.4 202.8 50.9 147.3 310.2 127.3 90.1

배우자있음 100 28.6 509.4 204.2 266.9 667.6 226.7 477.4

사  별 100 10.1 681.2 100.9 174.4 326.2 233.9 7,461.7

이  혼 100 17.3 238.4 52.6 251.1 670.6 346.5 277.6

경제
활동
상태

취  업 100 28.8 398.8 160.5 257.5 681.5 206.9 371.5

실업 및 비
경제활동

100 17.8 559.5 160.9 173.9 458.1 269.3 634.7

직업

전문관리 100 41.2 507.8 243.1 330.3 906.6 240.0 582.2

사  무 100 39.6 407.1 159.9 261.4 657.4 218.8 298.9

서비스판매 100 24.8 317.9 100.5 214.4 557.3 152.6 219.4

농어업 100 13.3 347.4 94.4 178.5 443.6 554.0 272.3

기능노무 100 18.0 240.5 117.3 182.5 458.2 133.0 158.6

종사
상지
위

임금근로자 100 30.0 382.3 167.0 251.1 692.1 189.6 382.5

고용주 100 36.2 514.5 252.0 394.5 815.0 662.8 541.7

자영자 100 23.7 372.7 95.7 212.6 635.6 208.4 174.2

* 조사 항목에서 ‘동·읍면부, 교육정도, 산업, 주관적 만족감, 가구소득, 물품기부, 자원봉사여부, 계층의식’ 
부분은 생략. 종교단체의 경우, 회당 기부금은 동부 594.4, 읍면부 638.7이다. 교육별은 초졸 이하 203.2, 
중졸 315.4, 고졸 475.0, 대졸 이상 740.9이다. 산업별은 농림어업 422.0, 광공업 648.3, 사회간접자본․기타서
비스업 695.8이다. 주관적 만족감별은 만족 782.0, 보통 490.3, 불만족 361.7이다. 가구소득별은 100만원 
미만 265.0, 200만원 미만 304.3, 300만원 미만 565.6, 400만원 미만 625.1, 500만원 미만 464.8, 600만원 
미만 795.2, 600만원 이상 848.3이다. 물품기부별은 참여자 707.7, 미참여자 572.6이다. 자원봉사여부별은 
유경험자 603.5, 미경험자 598.8이다. 계층의식별은 상층 993.6, 중층 637.0, 하층 39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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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금기부 인구 (지난 1년간, 복수응답, 13세 이상 인구)

* 통계표명 : 현금기부 인구 (지난 1년간, 복수응답, 13세 이상 인구)- 통계표ID : DT_1SSSP081R

* 수록․조회 기간 : [2년] 2011~2017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 자료다운일자 : 2018.11.10 21:00 (전국 1,548개 조사구의 약 25,704가구, 개인)

특성
별
(1)

특성별(2)
2017

계 
(%)

현금기부 
인구(%)

대상자에게 
직접 후원

언론기관 
통해

모금단체 
통해

종교단체 
통해

직장(기업) 
통해

기타

전체 계(2011) 100 34.8 12.1 21.8 46.9 21.1 13.8 8.1

전체 계(2013) 100 32.5 12.8 12.2 57.8 18.1 16.8 2.8

전체 계(2015) 100 27.4 15.4 8.1 56.3 23.4 14.1 2.7

전체 계(2017) 100 24.3 15.3 4.6 61.0 20.9 11.3 2.4

성별
남자 100 24.3 16.4 3.6 60.4 18.2 14.2 2.1

여자 100 24.3 14.2 5.5 61.6 23.6 8.5 2.7

연령

13∼19세 100 18.8 7.2 2.7 77.7 6.4 1.2 8.9

20∼29세 100 18.8 14.4 4.4 64.0 11.3 11.6 2.1

30∼39세 100 28.1 14.1 2.9 64.0 15.5 15.9 1.7

40∼49세 100 33.4 15.1 5.3 63.3 19.1 14.5 1.8

50∼59세 100 29.3 17.9 5.7 56.2 27.1 12.1 2.3

60세 이상 100 15.8 17.4 4.9 50.5 35.9 3.3 2.0

65세 이상 100 12.8 16.3 5.5 50.2 37.4 1.5 2.5

혼인
상태

미  혼 100 20.4 12.8 4.4 66.2 11.9 9.0 4.4

배우자있음 100 28.6 16.5 4.7 58.9 23.8 12.7 1.7

사  별 100 10.1 12.4 3.3 55.8 36.6 3.3 2.4

이  혼 100 17.3 11.1 4.2 68.3 17.3 7.1 2.3

경제
활동
상태

취  업 100 28.8 15.9 4.2 60.2 19.1 15.4 1.9

실업 및 비
경제활동

100 17.8 13.7 5.5 62.8 25.3 1.8 3.7

직업

전문관리 100 41.2 19.0 3.8 59.4 19.4 19.5 2.2

사  무 100 39.6 13.0 3.9 62.6 18.5 19.2 1.6

서비스판매 100 24.8 15.8 4.8 58.4 21.4 7.4 2.4

농어업 100 13.3 21.5 5.9 58.0 18.2 1.3 2.7

기능노무 100 18.0 14.4 4.7 59.3 17.7 13.5 1.2

종사
상지
위

임금근로자 100 30.0 14.5 4.0 60.3 18.8 18.9 1.6

고용주 100 36.2 21.3 3.1 63.4 15.1 6.7 3.8

자영자 100 23.7 20.5 5.8 58.3 22.5 2.7 2.5

* 조사 항목에서 ‘동·읍면부, 교육정도, 산업, 주관적 만족감, 가구소득, 물품기부, 자원봉사여부, 계층의식’ 
부분은 생략. 종교단체를 통해 후원한 인구 비율은 동부 21.0, 읍면부 20.5이다. 교육별은 초졸 이하 25.2, 
중졸 17.1, 고졸 20.5, 대졸 이상 21.3이다. 산업별은 농림어업 18.1, 광공업 17.9, 사회간접자본․기타서비스업 
19.4이다. 주관적 만족감별은 만족 20.7, 보통 21.8, 불만족 19.6이다. 가구소득별은 100만원 미만 26.8, 
200만원 미만 25.6, 300만원 미만 20.1, 400만원 미만 23.1, 500만원 미만 18.2, 600만원 미만 20.0, 600만원 
이상 18.9이다. 물품기부별은 참여자 27.6, 미참여자 19.7이다. 자원봉사여부별은 유경험자 21.7, 미경험자 
20.6이다. 계층의식별은 상층 22.2, 중층 20.4, 하층 2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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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국 기부대상 인지 경로(13세 이상 인구, 2015년)

* 통계표명 : 기부대상 인지 경로(13세 이상 인구) - 통계표ID : DT_1SSSP140R

* 수록․조회 기간 : [2년] 2011~2015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 자료다운일자 : 2018.11.10 20:47

특성별

2015 - 단위 : %

계
신문, TV, 라
디오, 인터넷 
등  대중매체

종 교
단체

직 장 , 
학교

시설, 단
체의 직
접 홍보

가족, 친구 
및 동료 등 
권유

인터
넷

기타

전체 계(2011) 100.0 29.4 19.8 24.5 14.6 8.6 2.2 0.8

전체 계(2013) 100.0 25.3 19.7 24.5 18.6 8.8 2.4 0.7

전체 계(2015) 100.0 26.5 22.7 22.5 17.5 10.2 - 0.7

성별
남자 100.0 25.6 19.2 25.1 19.0 10.3 - 0.7

여자 100.0 27.3 26.3 19.8 15.9 10.0 - 0.7

연령

13∼19세 100.0 13.4 8.3 63.0 7.0 7.0 - 1.3

20∼29세 100.0 36.1 15.0 20.6 17.2 9.3 - 1.7

30∼39세 100.0 31.5 15.5 25.5 14.3 12.5 - 0.7

40∼49세 100.0 25.7 22.5 23.9 16.4 11.1 - 0.4

50∼59세 100.0 25.8 29.6 13.6 20.9 9.8 - 0.3

60세 이상 100.0 24.5 36.6 3.9 25.3 9.0 - 0.6

65세 이상 100.0 22.6 36.9 2.7 28.6 8.4 - 0.8

교육정도

초졸이하 100.0 19.0 21.8 26.1 23.2 9.0 - 0.9

중 졸 100.0 20.5 18.2 35.7 15.8 8.5 - 1.4

고 졸 100.0 28.2 23.9 16.0 21.1 9.9 - 0.8

대졸이상 100.0 28.0 23.1 23.0 14.5 10.9 - 0.4

경제활동
상태

취  업 100.0 27.3 21.3 22.1 18.2 10.4 - 0.6

실업 및 비경제
활동

100.0 24.9 25.4 23.2 16.0 9.7 - 0.8

주 관 적 
만족감

만족 100.0 26.1 23.7 24.9 13.9 10.6 - 0.7

보통 100.0 26.3 22.3 21.1 19.9 9.8 - 0.6

불만족 100.0 28.6 20.2 18.0 22.8 9.5 - 0.9

가구소득
(만원)

100만원 미만 100.0 28.8 22.4 9.8 28.8 9.4 - 0.7

100∼200 미만 100.0 28.1 25.7 13.0 22.6 10.2 - 0.5

200∼300 미만 100.0 26.1 25.4 19.8 18.4 9.5 - 0.9

300∼400 미만 100.0 24.0 21.5 25.9 16.3 11.6 - 0.7

400~500 미만 100.0 25.9 20.9 26.5 16.8 9.3 - 0.6

500∼600 미만 100.0 25.0 21.1 29.5 13.9 9.8 - 0.8

600만원 이상 100.0 28.7 21.4 25.7 12.8 10.6 - 0.6

현금기부 현금기부 참여자 100.0 26.8 23.1 22.6 18.1 8.7 - 0.7

물품기부 물품기부 참여자 100.0 21.4 28.0 21.1 11.4 17.5 - 0.6

* 출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기부대상 인지 경로에서 종교단체 비율은 ‘대중매체(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등)’ 다음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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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5년 자원봉사활동 인지 경로(13세 이상 인구)

* 통계표명 : 자원봉사활동 인지 경로(13세 이상 인구) - 통계표ID : DT_1SSSP200R

* 수록․조회기간 : [2년] 2011~2015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 자료다운일자 : 2018.11.10 21:30

특성별

2015 - 단위 : %

계

신문, TV, 
라디오,  인
터넷 등의 대
중매체 통해

직장, 학교, 
소속  단체
(종교단체) 
통해

시설, 단
체의 직접 
홍보 통해

가족, 친구 
및 동료 등  
권유 통해

자원봉사 
연계기관 
통해

기타

전체 계 100.0 4.8 64.4 5.5 14.0 11.0 0.3

성별
남자 100.0 4.8 64.9 5.9 13.9 10.2 0.3

여자 100.0 4.7 64.0 5.1 14.1 11.8 0.3

연령

13∼19세 100.0 4.0 71.3 1.9 11.3 11.4 0.1

20∼29세 100.0 9.2 64.4 4.7 12.9 8.4 0.4

30∼39세 100.0 5.8 71.3 5.2 11.0 6.6 0.2

40∼49세 100.0 4.4 65.1 6.5 14.2 9.3 0.5

50∼59세 100.0 3.8 53.7 11.0 18.9 12.4 0.3

60세 이상 100.0 4.8 41.9 11.9 22.3 17.9 1.2

65세 이상 100.0 4.4 39.5 14.2 23.2 17.3 1.4

교육
정도

초졸이하 100.0 3.5 63.5 3.4 16.2 13.1 0.3

중 졸 100.0 4.1 67.1 2.9 13.8 11.8 0.3

고 졸 100.0 5.8 59.5 7.8 16.1 10.3 0.6

대졸이상 100.0 5.3 66.7 7.0 11.1 9.6 0.3

100만원 미만 100.0 6.0 54.8 7.6 18.9 12.0 0.7

100∼200만원 미만 100.0 3.2 57.6 7.3 16.7 14.6 0.6

200∼300만원 미만 100.0 6.1 64.0 5.0 14.5 10.1 0.3

300∼400만원 미만 100.0 3.7 65.4 4.6 14.9 11.0 0.3

400~500만원 미만 100.0 5.1 67.4 5.6 11.6 10.0 0.2

500∼600만원 미만 100.0 4.5 69.6 5.3 10.4 10.1 0.1

600만원 이상 100.0 4.9 68.1 4.5 12.2 10.1 0.2

연도 계
직장, 학교, 소
속 단체(종교
단체)를  통해

종 교 단
체를 통
해

직장, 학
교를 통
해

시설, 단체
의 직접 
홍보

가족, 친구 
및 동료 등
의 권유로

자원봉사 
연계기관
을 통해

인터넷
을 통
해

기타

2011 100.0 - 12.1 52.4 8.0 20.0 - 3.1 1.1

2013 100.0 - 11.6 53.1 8.1 19.7 - 3.9 0.8

* 출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2015년 사회조사 자료에서 자원봉사활동 인지 경로는 ‘직장․학교·소속단체(종교단체)’ 비율(64.4%)이 

가장 높다. 여기서 종교단체가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2011년과 2013년의 경우를 보면 각각 12.1%와 11.6%가 
종교단체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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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휴일에 참여한 여가활동(2016년)

* 통계표명 : 휴일에 참여한 여가활동 – 사회 및 기타 활동 - 통계표ID : DT_113_STBL_1028447

* 수록․조회 기간 : [2년] 2016~2016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 자료다운일자 : 2018.06.13. 17:34 (단위: 명, %)

특성별

2016 - 단위 : %

사례수
사 회
봉사

종교
클 럽 /
나이트 
등

가 족  
친 지
방문

잡담/ 
통화/ 
문자

계, 동
창 회 
등

이성교
제 / 미
팅 등

친 구 만
남/동호
회

기타

전체 소계 10,602 1.1 14.9 0.9 17.6 11 9.3 5.3 34.1 0.3

성별
남성 5,179 1.2 10.5 1.2 18 9 9.5 6 38.4 0.4

여성 5,423 1 19.2 0.7 17.1 12.9 9.1 4.6 29.9 0.3

연령

15~19세 827 2.7 7.5 0.3 7.6 19.3 0.9 6.5 49.7 0.1

20대 1,476 1 6.7 4.1 7 9.9 3.2 21.5 42.1 0.2

30대 1,707 0.6 11.3 0.9 22 10.8 7.3 7 34.4 0.4

40대 1,991 1.2 14.4 0 25 9.8 11.3 0.6 31.7 0.4

50대 1,956 1 18.3 0.3 19.8 9.3 13.3 0.2 31.8 0.4

60대 1,336 1.5 24 0.1 15.8 9.1 15.3 0.5 27 0.5

70대~ 1,309 0.5 22.4 0.3 17.1 14.6 9.7 0.1 28.2 0.3

학력

초졸 이하 1,248 0.9 17.3 0.1 15.1 17.8 8.9 1.7 30.2 0.4

중졸 1,471 1.5 18.2 0.2 13 13.9 10.3 2 35.2 0.4

고졸 4,183 1.3 15 1 16.1 10.4 10.3 5.7 34.7 0.4

대졸~ 3,700 0.9 13.2 1.2 21.1 9 7.9 6.7 34.2 0.2

혼인
상태
별

미혼 2,805 1.4 7.2 2.7 6.9 12.5 3 17.8 43.6 0.2

기혼 6,831 1 17.2 0.3 21.9 9.8 11.8 0.7 31.3 0.4

사별/이혼 
등

966 0.6 24.1 0 17.1 17.3 9 0.3 23.4 0.4

가구
소득
( 만
원)

100 미만 861 0.3 22.3 0.1 15.4 18.8 8.8 0.7 24.5 0.5

~200 1,075 0.6 21.1 0.2 17.4 11.7 12.5 1.3 28.5 0.7

~300 1,594 0.8 13.8 0.5 20 9.9 11.4 3.2 34.8 0.3

~400 2,437 1.3 13.1 0.8 18.8 10 9.7 3.3 37.7 0.1

~500 2,231 0.9 14 1.3 17.3 11.8 8.1 6 34.6 0.3

~600 1,356 1 14.4 1.3 16.3 10.3 8.5 8.4 35.7 0.4

600 이상 1,048 2.2 15.2 1 16.1 10 8.1 9.1 31.1 0.5

지역
규모

대도시 4,611 0.6 14.4 0.8 16.6 11.9 9.9 5.3 34.5 0.4

중소도시 3,610 1.5 15.2 1.1 18.6 8.4 8.1 5.7 35 0.3

읍면 2,381 1.4 15.4 1 17.7 14.1 10.3 4 31.3 0.3

* 출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 휴일의 여가 활동 가운데 종교활동 비율(14.8%)은 친구만남/동호회 활동(34.1%), 가족/친지 방문

(17.6%)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잡담·통화·문자(11%), 계·동창회 등(9.3%), 이성교제·미팅 
등(5.3%)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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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제적 또는 일상생활 상의 어려움 시 주변의 도움 여부(2016년)

* 통계표명 : 경제적 또는 일상생활 상의 어려움 시 주변의 도움 여부 - 통계표ID : DT_33109_F011

* 수록․조회 기간 : [3년] 2007~2016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 자료다운일자 : 2018.11.10 21:52 (단위: %)

주변도움별(1) 도움여부별(1)
2016 2013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  자
녀, 형제자매

받았다 55.22 60.86 50.48 48.70 54.06 44.23

안받았다 - - - - - -

모름/무응답 - - - - - -

친척(3촌이상)

받았다 8.10 11.99 4.82 6.52 8.79 4.63

안받았다 - - - - - -

모름/무응답 - - - - - -

친구 및 동료

받았다 18.78 15.85 21.24 18.48 14.88 21.48

안받았다 - - - - - -

모름/무응답 - - - - - -

이웃

받았다 9.01 12.88 5.76 11.18 16.97 6.36

안받았다 - - - - - -

모름/무응답 - - - - - -

종교단체

받았다 7.78 12.44 3.86 6.69 10.54 3.49

안받았다 - - - - - -

모름/무응답 - - - - - -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받았다 1.85 3.00 0.88 4.62 7.30 2.39

안받았다 - - - - - -

모름/무응답 - - - - - -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직
원

받았다 6.15 8.82 3.90 4.59 4.21 4.90

안받았다 - - - - - -

모름/무응답 - - - - - -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
공무원

받았다 5.48 9.96 1.72 12.05 21.27 4.38

안받았다 - - - - - -

모름/무응답 - - - - - -

학교(담임교사, 상담실교사, 
교육복지사, 영양사 등)

받았다 1.10 0.09 1.94 0.36 0.04 0.62

안받았다 - - - - - -

모름/무응답 - - - - - -

활동보조인 받았다 5.92 4.16 7.39 1.36 2.34 0.54

　 안받았다 - - - - - -

요양보호사 받았다 5.94 7.00 5.05 6.24 7.82 4.92

장애아동 돌보미 받았다 - - - - - -

기타 받았다 3.20 3.78 2.71 1.36 2.34 0.54

* 출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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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회단체 활동 정도

* 통계표명 : 사회단체 활동 정도- 통계표ID : DT_41701_15_0031

* 수록․조회 기간 : [년] 2013~2015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자료다운일자 : 2018.11.10 22:07 (단위: %)

2015 2014 2013

특성별(1)
소속 
경험 
없음

과거 
소속
/
현재 
아님

소속
/ 
활동 
없음

소속
/
가끔 
활동

소속
/
적극 
활동

소속 
경험 
없음

과거 
소속
/
현재 
아님

소속
/ 
활동 
없음

소속
/
가끔 
활동

소속
/
적극 
활동

소속 
경험 
없음

과거 
소속
/
현재 
아님

소속
/ 
활동 
없음

소속
/
가끔 
활동

소속
/
적극 
활동

정당 89.8 5 3.6 1.2 0.4 87.6 6.4 3.7 1.9 0.3 88.7 5.1 4.1 1.5 0.5

노동조합
단체,  사
업자단체, 
직업조합

86 6.2 4.7 2 1 84.1 6.2 6.6 2.3 0.8 86.4 5.9 4.5 2.4 0.7

종교단체 64.6 9.6 8.1 11 6.7 63.7 9.6 8.5 11.9 6.3 63.9 8.8 9.4 11.5 6.4

동호회 61.4 11.1 7.4 13.8 6.2 56.3 12.1 7.9 16.6 7 60.6 12.1 7.5 13.8 6

시민운동
단체

92.2 3.2 2.4 1.6 0.6 90.7 3.7 3.2 1.8 0.6 92 3.1 2.5 1.6 0.8

지역사회 
공공모임

78 8 6.3 5.6 2.2 76.8 8.1 7.3 6 1.7 73.7 7.4 7.1 8.7 3.2

동 창 회 , 
향우회

46.3 7.5 14.9 24.2 7.1 41.9 8.6 13.1 27.4 9.1 43.9 7.4 14.1 26.7 7.9

자원봉사, 
기부단체

74.7 8.8 4.6 9 2.9 - - - - - - - - - -

사 회 적 
경제조직

90.1 3.6 3.1 2.3 1 - - - - - - - - - -

* 출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사회단체 소속 경험은 동창회·향우회, 동호회 다음으로 종교단체가 많다.

종교단체 소속된 적이 없다
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
으나 현재는 아니다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안 한다

소속되어 가끔 
활동한다

소속되어 적극적
으로 활동한다

2016년 69.7 7.3 6.6 9.3 7.1

2017년 69.4 8.5 6.1 9.6 6.4

* 출처: 정윤수 발행,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17, 3-14쪽, 45쪽, 113쪽. 
** 이 내용은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 약 8,000사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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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한 집단별 노력정도에 대한 인식

* 통계표명 :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한 집단별 노력정도에 대한 인식 통계표ID : DT_41701_15_0168

* 수록․조회 기간 : [3년] 2014~2015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자료다운일자 : 2018.11.10 22:27 (단위: %) / 5점 기준

2015 2014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약간 노력한
다  (%)

매우 노력한
다  (%)

평 균 
(점)

평 균 
(점)

교육계 4.8 24.0 42.7 26.3 2.2 3.0 3.1

시민단체 5.7 21.1 44.1 25.8 3.2 3.0 3.1

언론 7.3 23.6 43.3 23.3 2.5 2.9 2.9

종교단체 7.6 22.9 46.6 20.5 2.5 2.9 2.9

기업 9.5 33.9 40.1 14.6 1.9 2.7 2.7

노동조합 8.6 29.4 43.4 16.8 1.8 2.7 2.8

법조계 9.3 32.8 41.5 14.6 1.7 2.7 2.7

정부 13.0 28.0 38.1 18.3 2.7 2.7 2.6

국회 22.9 39.5 26.2 9.6 1.7 2.3 2.4

* 출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한 집단별 노력정도에 대한 인식은 교육계, 시민단체 다음으로 종교단체와 

언론이 차지하고 있다. 
***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 약 8,000사례를 대상으로 

조사 결과를 담은 <정윤수 발행,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17, 72쪽.>에 따르면, 교육
계, 시민단체 각각 3.1점, 정부 3.0점, 언론과 종교단체 각각 2.9점 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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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2017년)

* 통계표명 : 사회단체 활동 정도- 통계표ID : DT_402004N_054

* 수록․조회 기간 : [년] 2017~2017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자료다운일자 : 2018.09.18 19:38 (단위: %)

특성별
재산·경
제력

화 목
한 가
정

건강
자아
성취

감 사 ·
긍정적 
태도

꿈 ·
목표
의식

직업·
직장

친구·
대 인
관계

종교생
활

연인(이
성관계 
등)

기타

전체 소계 27.8 26.4 14.2 10.1 6.4 4.7 4.5 4.3 0.7 0.7 0.0

성별
남자 30.5 24.0 13.1 10.0 5.2 5.4 4.8 5.3 0.6 1.0 0.0

여자 24.7 29.0 15.5 10.1 7.8 4.0 4.3 3.2 0.9 0.4 0.1

연령
별

만15-18세 24.9 22.5 12.0 8.3 3.7 8.8 5.0 11.7 1.3 1.8 0.0

만19-29세 28.8 20.4 13.5 11.8 6.2 5.6 6.8 5.1 1.0 0.8 0.1

만30-39세 27.7 33.5 15.7 8.9 7.5 2.6 2.1 1.4 0.3 0.3 0.0

지역
별

서울 31.6 22.5 13.6 13.4 4.8 4.9 3.5 4.5 0.6 0.6 0.0

인천·경기 21.7 25.6 10.4 14.6 8.8 6.0 5.9 4.8 1.2 0.9 0.0

대전·충청·
세종·강원

25.9 31.5 14.2 5.9 5.9 6.6 4.1 4.6 0.7 0.7 0.0

광주·전라·
제주

30.0 28.1 14.5 5.5 7.3 3.0 4.8 5.2 0.6 1.1 0.0

부산·울산·
경남

29.4 27.5 20.2 5.7 5.6 2.9 4.0 3.5 0.3 0.5 0.3

대구·경북 37.4 26.3 18.8 5.5 3.0 2.2 3.4 2.6 0.2 0.5 0.0

학력
별

중·고등학생 23.8 23.3 11.5 8.3 3.7 8.9 5.3 12.1 1.4 1.6 0.0

대학생·대학
원생

27.7 19.8 12.5 12.2 5.9 7.4 6.0 7.0 0.9 0.5 0.2

고졸이하 31.9 27.2 13.5 11.5 4.5 2.1 4.9 2.5 0.9 1.0 0.0

대졸이상 26.9 29.6 16.0 8.9 8.3 3.7 3.5 2.1 0.4 0.4 0.0

주거
형태
별

동거 28.3 19.5 13.7 10.9 5.8 6.4 6.4 7.0 0.9 0.9 0.1

비동거·독립 27.2 33.6 14.8 9.2 7.1 3.0 2.6 1.6 0.5 0.5 0.0

* 출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김기현·이윤주·유설희,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Ⅱ
(연구보고 17-R0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123쪽. 이 내용은 2016년에 15세에서 39세 청년 2,700명
을 대상으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를 실시한 조사 결과이다. 

**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으로 청년(15~39세)들은 재산·경제력과 화목한 가정을 각각 1, 2순위로 꼽았고, 
종교생활은 연인(이성관계 등)과 함께 9번째를 차지한다. 그렇지만 종교생활이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으로 
인식된다는 점은 종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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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무학력자의 한글 학습 경로(2017년)

* 통계표명 : 무학력자의 한글 학습 경로- 통계표ID : DT_42001N_107

* 수록․조회 기간 : [3년] 2017~2017 /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능력조사

* 자료다운일자 : 2018.09.18 19:39 (단위: %)

한글 학습 경로 배우지 못하였음 독학(가족으로부터) 평생교육기관 종교시설 기타

비율 52.4 39.3 6.1 0.8 1.4

* 출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윤여각 발행, 2017년 성인 문해 능력 조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5-6쪽, 23쪽. 이 조사는 

2017년 9월 15일~11월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의 만 18세 이상 성인 4,004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위의 통계 자료는 전체 4,004명 중 무학력자라고 응답한 194명에게 한글 학습 경로를 
물어본 결과이며, 평생교육기관 외에 종교시설이 한글 학습 경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4) 종교(이민자)

* 통계표명 : 종교(이민자)- 통계표ID : DT_2FF002F

* 수록․조회 기간 : [년] 2017~2017 /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자료다운일자 : 2018.09.18 20:01 

대상별(1)
특성별
(1)

특성별
(2)

합계 (천
명)

기 독 교 
(천명)

이슬람교 또는 
힌두교 (천명)

불교 (천
명)

기타 (천
명)

무교 (천명)

이민자 성별

계 1,278.0 172.5 100.9 164.4 5.5 834.6

남자 704.8 75.7 90.2 101.3 4.3 433.2

여자 573.2 96.8 10.7 63.0 1.2 401.4

외국인 성별

계 1,225.3 164.2 100.4 156.7 5.4 798.5

남자 695.7 74.8 90.1 100.9 4.3 425.6

여자 529.6 89.4 10.4 55.8 1.2 372.9

귀화허가
자

성별

계 52.7 8.3 0.4 7.7 0.1 36.2

남자 9.1 0.9 0.2 0.5 0.0 7.6

여자 43.6 7.5 0.3 7.2 0.1 28.6

* 출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통계청·법무부 
2017.12.20. 보도자료) 95쪽. 

*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는 2017.5.23.~6.6(15일) 사이에 17개 시·도 90개 시·군·구
의 외국인(외국인등록명부 또는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명부에 등재된 자) 표본 1만 명과 귀화허가자(외
국인으로 2012년 1월 1일 이후 법무부로부터 귀화 허가를 받은 자) 표본 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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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교언론 현황

종교언론은 크게 종교방송과 정기간행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종교방송은 주로 

라디오방송사업과 방송채널사용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기간행물은 주로 신문과 잡지

의 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총괄표

구 분 불  교 개신교 천주교 기타 계 비고(기타)

방송

지상파방송사 1 2 1 1 5 원불교1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 5 1 7 증산도1

계 12

정기간
행물

신문 58 189 3 20 270

잡지 154 372 45 28 599

계 869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17, 408-410쪽, 433-436쪽, 
459-462쪽; 각 방송국 홈페이지.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제호검색서비스(https://pds.mcst.go.kr/)

2) 종교방송 현황

방송사업자는 ①TV·라디오를 동시 운영하는 지역민방[민간방송]사업자, 경기방송·종

교방송 등의 라디오방송사업자, ②지상파DMB(Terrestrial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사업자처럼 방송 목적의 지상 무선국을 이용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③유선방송국의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는 유선방송사업자, ④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

해 무선국을 이용하는 위성방송사업자, ⑤홈쇼핑이나 종교(개신교·불교·천주교·증산도) 

등처럼 기존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등과 특정채널의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해 사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⑥상시 또는 일정기간 전광판을 

이용하는 전광판방송사업자, ⑦통신사업자의 초고속 인터넷망과 IP 셋톱박스를 통해 

스트리밍(streaming,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시간 지상파방송과 다채널방송, 

데이터방송과 VOD(video on demand 주문형 비디오)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멀티미

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 인터넷 프로토콜 TV)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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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파방송사

① 개신교

라디
오 인터넷서비스명

모바일어
플리케이
션서비스

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

NS)  
운영 
현황

계열사 
PP(Progr

am  
Provider)

채널

라디오
대
표
자

주소
AM FM 단

파
소
계

C B S 
AM / 
C B S
표 준
FM / 
C B S
음 악
FM

C B S 
(www.cbs.co.kr)/ 
CBS  모바일
(m.cbs.co.kr)/ 노컷
뉴 스
(www.nocutnews.co
.kr)/ 노컷뉴스 모바일
(m.nocutnews.co.kr)
/  CBS 바이블칼리지 
(www.cbsbible.co.kr
)

레인보우 / 
노컷뉴스 / 
CBS TV / 
세상을 바
꾸는  시간 
15분

페이스북 / 
카카오플
러스 / 네
이버밴드 
등

CBS TV / 
CBS 데이
터방송

5 17 0 22
류
영
모

서 울 
양 천
구 목
동 서
로  
159-
1

FEBC 
AM / 
FEBC 
FM

극 동 방 송
(www.febc.net)

극동방송 
라디오

페이스북 / 
카카오스
토리 / 트
위터

2 12 0 14
강
희
동

서 울 
마 포
구 와
우 산
로 56

* (재)CBS (지역 14개 :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전북, 청주,  춘천, 대전, 울산, 포항, 경남, 제주, 영동, 전남)
* (재)극동방송 (지역 12개 : 서울, 대전, 영동, 제주, 목포, 창원,  포항, 울산, 부산, 대구, 광주, 여수)

② 불교

라디
오

인터넷서비
스명

모바일어
플리케이
션서비스

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운영 현황

계열사 
PP(Progr

am  
Provider)

채널

라디오

대
표
자

주소

AM FM 단
파

소
계

불 교 방 송
(www.bbsi.
co.kr)

BBS앱
페이스북 / 카카
오스토리 / 트위
터

BBS TV 0 8 0 8
박
형
수

서울 마
포구 마
포 대 로 
20

*(재)불교방송 (지역 8개 :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청주, 춘천,  울산, 제주BBS 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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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천주교

라
디
오

인터넷서비스
명

모바일어플리
케이션서비스

명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
SNS)  
운영 
현황

계열사 
PP(Progr

am  
Provider)

채널

라디오

대
표
자

주소
AM FM 단

파
소
계

cpb
c 
FM

가톨릭평화방
송 ․ 평 화 신 문
(www.pbc.co.
kr)

통합어플 (본사) 
/ 모바일웹 (대
구) / 모바일 (광
주)

페 이 스
북 / 트
위터

가톨릭평화
방송TV

0 5 0 5
손
희
송

서울 중
구 삼일
대 로 
330

* (재)가톨릭평화방송(구 평화방송, 지역 5개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④ 원불교

라디
오

인터넷서비
스명

모바일어
플리케이
션서비스

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

NS)  
운영 
현황

계열사 
PP(Progr

am  
Provider)

채널

라디오

대
표
자

주소
AM FM 단

파
소
계

WBS 
FM

원 음 방 송
(www.wbsi.k
r)

원음방송
원 음 방 송
(WBS)

0 5 0 5
오
선
미

서울 양천
구 목동동
로 233

*(재)원음방송 (지역 5개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북)



- 188 -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

① 개신교

종교
방송

방송
채널
명

인터넷
서비스명

모바일어플리케
이션 서비스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운영 현황

대표
자 주소 홈페

이지

1
㈜기독
교복음
방송

Good
TV

GOODTV 
(www.goo
dtv.co.kr) 
/  
GOODNE
WS(www.
goodnews
1.com)

Goodtv 기독교복
음방송 Android, 다
번 역 성 경 찬 송  
Android, Goodtv 
성경찬송 Android, 
Goodtv 설교방송 
iOS, 우리교회방송 
Android, 데일리굿
뉴스  Android, 다
번역성경찬송 iOS, 
데일리굿뉴스 iOS

인스타그램, 페
이스북, 트위
터, 유투브, 다
음블로그, 네이
버블로그 등

김명전
서울 영등
포구 양평
로21길 26

www
.goo
dtv.c
o.kr

2
㈜기독
교텔레
비전

CTS기
독 교
TV

CTS 기독
교 T V 
(www.cts.
tv)

CTS TV
트위터, 페이스
북

전명구
/ 이 성
희 / 김
선규

서울 동작
구 노량진
로 100

www
.cts.t
v

3
㈜씨채
널방송

C채널

씨채널방송
(www.cch
annel.com
)

씨채널 (C채널)
페이스북 / 유
투브 등

김명규
서울 강동
구 양재대
로 1585

www
.cch
anne
l . c o
m

4
(재)온
누리선
교재단

CGNT
V

페이스북, 네이
버TV캐스트, 
유투브, 인스타
그램

이재훈
서울 용산
구 서빙고
로 269

www
.cgnt
v.net

5
㈜지씨
엔방송

GCN
G C N 
(www.gcn
tv.org)

GCN 페이스북 이정호
서울 구로
구 디지털
로26길 5

www
.gcnt
v. or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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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불교

종교방
송

방송
채널명

인터넷
서비스

명

모바일어플
리케이션 
서비스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운영 현황

대표자 주소 홈페이
지

1
불교텔레
비전㈜

BTN불
교TV

BTN불교TV
강성태/
구본일

서울 서초
구 남부순
환로 2265

www.b
tn.co.k
r

③ 신종교

종교
방송

방송
채널
명

인터넷
서비스명

모바일어플리
케이션 

서비스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운영 

현황

대
표
자

주소 홈페
이지

1
상생방
송㈜

STB상
생방송

STB상생방송 
(www.stb.co.
kr)

STB상생방송

유투브, 트위터, 페이
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티스토
리블로그, 구글블로
그, 네이버밴드, 인스
타그램, 팟빵 등

안중
건

대전 대
덕구 한
밭대로 
1133

www
.stb.
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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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교 신문 현황

 

종교 신문의 경우, 제호에 ‘신문’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경우를 우선 분류 기준으로 

삼았다. 그 외에, ‘일보, 신보, 뉴스’ 등의 단어가 포함된 경우도 ‘신문’으로 분류하였다.

(1) 불교

구분 신문/잡지명

신문
(58)

-(20) e불교복지신문, ISBBC 서울불교방송 불교일보, Kbb방송신문, S.I.B불교인터넷신문, 각원불교신문, 

국제불교뉴스, 금강신문, 능인신문, 담양BM뉴스, 대각뉴스, 대원불교신문, 대청불교신문, 대한불교법화신

문, 대한불교신문, 동국불교신문, 만불신문, 밀교신문, 법보신문, 법왕청신문, 불교경제신문, 

-(20) 불교공뉴스, 불교다도신문, 불교문화뉴스, 불교문화신문, 불교복지신문, 불교신문, 불교연합뉴스, 불

교연합신문, 불교일보, 불교조계종신문, 불교중흥신문, 삼화불교신문, 서초불교신문, 세계불교신문, 승가대

신문, 안양불교신문, 연꽃마을신문, 연합불교신문, 원효신문, 월간불교법인연대신문, 

-(18) 월드연합불교뉴스, 인천불교신문, 일련신문, 정각법보신문, 제주불교신문, 조계율종신문, 조계종대승

불교신문, 주간불교신문, 주간연합불교뉴스, 코리아불교인뉴스, 통불교신문, 한국불교신문, 한국불교신문

방송, 한국불교전통신문, 한국불교종합정보신문, 해동불교신문, 현불뉴스, 호국불교신문

잡지
(154)

-(20) BBS  NEWS, BTN불교TV사보, BTN불교티비, buddhism & culture, e불교중흥, e붓다, phnews, 

Templestay magazine, The 아름다운사람, 가족, 가피, 감로, 경인불교, 관음불교, 구룡사보, 국제불교금륜

종, 국제불교방송, 금강, 금강회보, 금정, / - (20) 능인, 대민불교조계종, 대불조계종, 대승불교반야용선, 

대한불교구생종, 대한불교대조계종, 대한불교반야종, 대한불교방송(부설108법수회방송), 대한불교임제선

원문화재단, 대한불교천우종, 대한불교해동달마종종보, 대한불교해탈조계종, 도선법보, 卍韓國佛敎曹溪宗, 

맑고아름다운사람들, 맑고향기롭게, 맑은소리맑은나라, 맑은향기, 문젠(MoonZen), 미디어붓다, / -(20) 

미륵, 미륵법보, 법륭사보, 법명사부루나포교원소식지, 법보시, 법사불교, 법수레, 법의향기, 법화사보, 법회

와설법, 봉녕, 봉림사보, 봉원사보, 부산불교, 부용법보, 불갑사보, 불광, 불교, 불교국제방송, 불교닷컴, 

/ -(20) 불교매거진, 불교문예, 불교문학, 불교문화, 불교문화원, 불교서원, 불교작가, 불교저널, 불교저널, 

불교타임즈, 불교투데이, 불교평론, 불교포커스, 불교플러스, 불심, 붓다로살자, 붓다링크(BuddhaLink), 

붓다매거진, 붓다의나들이, 사찰월보,  

-(20) 사회복지법인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완주지부, 사회복지법인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전북지

부, 삼론종보, 생활속의대자유, 생활속의불교, 선문화, 선원(禪苑), 선으로가는길, 선학, 세계불교, 세계불교

선불종, 세계불교선불종불설염불선원, 세계불교승가회, 세계불교조계종, 송광사, 신도회보, 신행365, 실상

문학, 쌍계, 약수법보, / -(20) 여여향기, 연꽃, 연꽃마을, 연합불교방송, 예성불교, 오늘의불교문화, 용주사, 

용화세계미륵종, 우리불교, 우바이예찬, 원주시민의열린법회보, 월간법공양, 월간붓다, 월간삼보, 월간생활

불교, 월간자성동이, 월간정토, 월간진리의벗 법우, 이달의불교소식, 자비복지승가원, / -(20) 자비원, 정도, 

정토마을, 주간동양불교, 주간불교, 주간호남불교, 지심, 진언불교, 참여불교, 천태금강, 천화사보, 청암, 

템플스테이, 통섭불교, 팔공선문, 하나로, 한국BBS, 한국불교, 한국불교금륜종, 한국불교문학, 

-(14) 한국불교법인선원덕선사, 한국불교선교종, 한국불교염불종, 한국불교원각종, 한국불교조견종, 한국

호국불교조계종, 한라산관음사보불지, 해인불교, 현대불교, 현대불교문예, 현대생활불교, 혜원법보(惠員法

報), 호남불교, 황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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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신교

구분 신문

신문
(189)

-(20) CDN  크리스천데일리뉴스, CRWNEWS(기독교복지신문), cyn(연합뉴스), e기독신문, 감리교뉴스, 
감리교신문, 감리교평신도신문, 개혁교회신문, 개혁신문, 개혁총회신문, 격주간농어촌선교신문, 경남기독신
문, 경북기독신문, 경북하나신문, 경인기독신문, 경찰기독신문, 경찰복음뉴스, 교회복음신문, 교회연합신문, 
교회와가정신문, / (20) 교회와세계, 국민일보미션라이프, 국제기독교뉴스, 국제기독문화신문, 국제기독신문, 
국제선교문화신문, 국제선교신문, 국제헌법재판신문, 군복음화보, 군선교신문, 굿뉴스(쉼과평안), 기도원연
합신문, 기독개혁뉴스, 기독교개혁신보, 기독교교육신문, 기독교뉴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뉴스, 기
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신문, 기독교문화신문나비통신, 기독교복음신문, / (20) 기독교서울신문, 기독교
시민연대뉴스, 기독교신문, 기독교여성신문, 기독교연합뉴스, 기독교연합신문, 기독교육신문, 기독교전도신
문, 기독교제일신문, 기독교종합뉴스, 기독교중앙신문, 기독교평론신문, 기독교포털뉴스, 기독교한국신문, 
기독교호남신문, 기독교회신문, 기독뉴스, 기독문화신문, 기독선교신문, 기독선교연합신문, 
-(20) 기독시민신문, 기독신문, 기독신문+, 기독신보, 기독여성신문, 기독연합뉴스, 기독인뉴스, 기독인신문, 
기독일보, 기독일보씨디엔, 기독파워뉴스, 기독협력신문, 기쁜소식신문, 기하성뉴스, 나사렛신문, 농어촌선교
신문, 누가신문, 뉴스앤바이블(Newsnbible), 뉴스앤조이, 대구경북기독신문, / (19) 대구기독신문, 대신기독
교신문, 대한기독교신문, 대한기독교지도자신문, 대한기독신보, 대한기독일보, 대한예수교장로회평신도신
문, 더뉴스트리(theNEWSTREE), 두란노신문, 들소리신문, 매화신문, 목사장로신문, 목양신문, 목포기독신
문, 목회자사모신문, 목회자신문, 목회자연합신문, 문화선교신문, 백석선교신문, / (20) 뱁티스트뉴스, 복음기
도신문, 복음신문, 부산기독교총연합회신문, 삼광조은뉴스, 새개혁신문, 서울매일선교신문, 선교문화신문, 
선교신문, 선교연합신문, 성결광장신문, 성결신문, 성경통독글로벌뉴스, 세계기독교교육신문방송, 세계기독
교신문, 세계선교복지신문방송, 순복음신문, 신앙신보, 실로암선교신문, 아가페신문, 
-(20) 아름다운복음신문기독타임스, 아이굿뉴스, 연합기독뉴스, 열방선교신문(NationsReport), 영천기독성
시화신문, 영천기독연합신문, 울산기독교신문, 월간총신뉴스, 인천기독교개혁신문, 인천기독교신문, 인터넷
기독신보, 장로교연합신문, 장로신문, 전남기독신문, 전북기독신문, 전주순복음신문, 정통개혁신문, 제주기독
신문, 제중기독의료신문, 조은신문, / (20) 주간교회연합신문, 주간기독신문, 주간목회자신문, 주간재림신문, 
주간주일신문, 주간침례신문, 주간한국교회신문, 주간한국기독신문, 주간한국선교신문, 주간한국성결신문, 
총회개혁신문, 크리스찬생활정보신문SOS, 크리스찬연합신문, 크리스찬투데이, 크리스챤뉴스와이즈, 크리스
챤뉴스위크, 크리스챤신문, 크리스챤연합신문, 크리스챤월드, 크리스챤한국신문, / (20) 크리스천뉴스, 크리
스천뉴스투데이, 크리스천설교신문, 크리스천연합뉴스, 파주기독신문, 평신도신문, 한국교회신보, 한국기도
원신문, 한국기독교복음신문, 한국기독교부흥신문, 한국기독교신문, 한국기독교여목회자신문, 한국기독신
문, 한국기독신문방송, 한국기독연합신문, 한국기독일보, 한국기독학교신문, 한국대사영사신문
(amconnews), 한국대체의학신문, 
-(10) 한국민족복음화신문, 한국세계선교방송신문, 한국장로신문, 한국크리스천신문, 한국협동조합연합회
신문, 한기총신문, 한마음기독신문, 합동기독신문, 호남기독신문, 호저신문

잡지
(100)

-(20) 21C영성의세계, Awake, BibleTime Note, C.C.C 편지, CBMC 소리향, CBN기독교TV, ccnkorea, 
Christian magazines, God Revival, GOSPEL TODAY(가스펠투데이), HealingTogether(힐링투게더), 
HOLY LIGHT, I ♥ JESUS (Devotionals for  Lower Elementary Children), I ♥ JESUS (Devotionals 
for  Upper Elementary Children), jesus army, JS기독포털, kidok.com, Letter from Jesus, Living Life, 
re(개혁신앙), / (20) READ, Seize Life, Survivors, The change, THE CHRISTIAN WORLD  MONITOR, 
The life Weekly, Today Blessing (오늘의축복), Today`s Bereans, YMCA, 가이드포스트, 가정과건강, 
가정예배, 가정을낳는가정, 갓피플, 강단과목회, 강원밀알소식, 개신교연합방송, 개혁공보, 건설교차로, 경인
기독저널, 
-(20) 계신총회보, 공동체협의회, 광주YWCA, 광주밀알보, 교사의벗, 교육교회, 교회건축저널, 교회비평크리
스챤, 교회생활, 교회성장, 교회와교육, 교회와선교, 교회와신앙, 교회와이단, 교회지남, 구국기도, 구세공보, 
국제기독교선교방송, 굿모닝 JESUS, 그날의양식, 그리스도교논단, 
-(20) 그리스도의사람, 그리스도의편지, 그리스도인의생활, 그리스도인의신앙과지성, 글소리, 기도수첩, 기
독공보, 기독교개혁, 기독교공론, 기독교교육, 기독교라인, 기독교방송, 기독교보, 기독교사랑방송, 기독교사
상, 기독교세계, 기독교저널, 기독교타임즈, 기독교헤럴드, 기독방송,  
-(20) 기독시문학, 기독시민방송, 기독시보, 기독신학저널, 기독연합공보, 기독타임스, 기독타임즈, 기독포커
스, 기쁜소식, 기쁜소식지, 김해밀알보, 깨어라!, 날마다솟는샘물, 날마다주님과, 남서울지회소식지, 낮은울타
리, 누가방송(Lukebroadcasting/LBC), 누룩(NEWLOOKS), 누리와말씀, 다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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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잡지명

잡지
(272)

-(20) 다문화투데이(DTN), 대구밀알보, 대명, 대전밀알보, 대한기독타임즈, 두란노북리뷰, 두란노해외선교
회소식지, 두란노해외선교회중보기도지TIMPRAYER, 들꽃편지, 레마, 리빙구라이후, 리빙라이프
(LivingLife), 리아호나, 마임만나, 말씀, 말씀과문학, 말씀과함께, 말씀묵상, 말씀을맛있게얌얌QT, 매거진감
동, 
-(20) 매일성경, 매일성경순, 목포YMCA소식, 목회와신학, 묵상과설교, 묵상하는사람들, 물가에심기운나무, 
미션아리랑, 미션저널, 밀알21, 밀알愛동행, 바울선교, 백석신학저널, 백석저널, 뱁티스트, 베드로의그물, 
베뢰아논단, 보시니참좋았더라, 복된말씀, 복스, 
-(20) 복음과실천신학, 복있는사람, 복지목회, 본문개역개정매일성경, 본문한글매일성경, 부산크리스천문학, 
북서울지회소식지, 북한월간개발소식, 비전큐티, 빛과소금, 빛의소리, 뿌리내림, 사닥다리, 사랑깊은동산, 
삶과생명나누기, 새가정, 새길이야기, 새벗, 새생명, 새싹큐티인, 
-(20) 샘바위, 생명나무소식, 생명양식, 생명의빛, 생명의삶, 생명의삶개정개역판, 생명의삶우리말성경, 생명
의삶우리말성경Holyimpact, 생명의삶큰글자우리말성경, 생명의삶플러스, 서산순복음소식, 서총회보, 선교, 
선교잡지, 선교타임즈, 선포와봉사, 설교자를위한복있는사람, 설교한국, 섭리역사, 성결, 
-(20) 성경과고고학, 성경과교회, 성경과삶이야기울림, 성경대로믿는사람들, 성경보수, 성락인사이드, 성서
마당, 성서신앙(聖書信仰), 세나(sena), 세상을바꾸는힘정직한시민, 셀라이프, 소통공감, 수리사랑, 수원밀알
보, 수원행복나라, 순복음, 시냇가에심은나무, 시사크리스챤, 시조, 신나는복음묵상, 
-(20) 신앙과교육, 신앙과삶, 신앙과학문, 신앙세계, 신총선교회교회정론, 신학과이단, 신학비평, 신학사상, 
신학정론, 신학지남, 십자가복음, 아름다운사람들을위하여, 아름다운사람크리스차니티, 아름다운소식, 아버
지, 아침부흥을위한거룩한말씀, 애드벤티스트월드, 어린이기도수첩, 어린이매일성경, 어린이큐티인, 
-(20) 에벤에셀장애인선교회, 엘로히스트, 여풍당당, 역본대조매일성경, 연합기독교방송, 영성의삶, 영성의
샘, 영한대조매일성경, 영혼의때를위하여, 예배큐티, 예배큐티플러스, 예배회복, 예수교개혁, 예수님때문에행
복한사람들, 예수님이랑나랑, 예수님이좋아요(저학년), 예조고학년, 오지선교, 온세상위하여, 울산밀알보, 
-(20) 원문과신학, 월간Again,Christian, 월간강해설교, 월간고신생명나무, 월간교회와가정, 월간목회, 월간
은혜와선교, 월간크리스챤창조문예, 월간크리스천CEO, 월드기독타임즈, 월드미션타임즈, 월드스포츠선교, 
웹진중국을주께로, 유스셀라이프, 은혜의샘, 이단종파, 이반젤리즘, 익산예수, 인천기독교개혁, 일반매일성
경, 
-(20) 일용할양식, 일하는제자들, 장로문학, 저학년매일성경, 전도사닷컴, 전방개척선교저널, 전북기독타임
스, 젊은소리, 제주크리스천라이프, 좋았더라큐티, 좋은습관, 좋은이웃, 주간기독교, 주님과나의모든날들동
행, 주님사랑, 주만나, 주만나틴, 주삶(주야로묵상하는삶), 주의말씀이달구나, 지저스레인보우, 
-(20) 지저스타임즈, 지혜의말씀, 진리의나팔수기독타임스, 참사랑선교복지재단, 창원밀알보, 청년, 청소년
날마다주님과, 청소년매일성경, 청소년큐티인, 총신학보, 총회개혁공보, 총회소식, 축복가정을위한소식, 출판
소식, 충청기독타임즈, 큐티아이매일성경, 큐티인, 큐티진, 큐티키즈, 큐티프렌즈(QTFRIENDS), 
-(20) 큐티하니, 크리스찬IN, 크리스찬다이제스트, 크리스찬리더(ChristianLeader), 크리스찬모닝포스트, 
크리스찬미디어, 크리스찬타임스, 크리스찬타임즈(ChristianTimes), 크리스찬트리뷴, 크리스찬포토저널, 크
리스채너티투데이(ChristianityToday)한국판, 크리스챤라이프, 크리스챤문학, 크리스챤월드리뷰, 크리스챤
타임, 크리스챤투데이코리아, 크리스천경남, 크리스천노컷(CHRISTIAN노컷), 크리스천라이프, 크리스천문
학나무, 
-(20) 크리스천월광, 크리스천월드, 크리스천웹진소리, 크리스천이슈, 크리스천인사이드, 크리스천전북, 크
리스천타임즈, 크리스천투데이, 크리스천포커스, 크리스천포커스ChristianFocus, 크리스천헤럴드, 크리스
쳔선교방송(JBSTV), 큰글개역개정매일성경, 큰글한글매일성경, 키즈마인드, 터미널선교회보, 터치바이블, 
통일세계, 통합기독공보, 파수대, 
-(20) 평생목회, 평화통일과참가정, 포도원, 풍성한삶, 하나님나라큐티, 하늘거울, 하야선한이웃, 한국기독공
보, 한국기독교방송, 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 한국기독타임즈, 한국기독학생회 IVF, 한국신학, 한국어린
이전도협회서서울지회소식지, 한국여성신학, 한국인선교사, 한국크리스챤저널, 한국크리스천문학, 한국크리
스천타임즈, 한길, 
-(12) 한알의밀, 한중대조매일성경, 할렐루야우리집, 행복하게, 행복한나라, 호남교회춘추, 홀리웨이, 환구시
보(Global Times), 활발적생명, 활천, 휴먼큐티저널, 힐빙코리아, 

계 잡지 총 3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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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주교

구분 신문/잡지명

신문(3) 가톨릭신문, 가톨릭평화신문, 매일신문(대구)

잡지
(45)

-(20) 가톨릭교회의가르침, 가톨릭다이제스트, 가톨릭디다케, 가톨릭비타꼰, 가톨릭신학과사상, 가톨릭우

리농, 가톨릭저널, 가톨릭평론, 경향잡지, 공동선, 그물, 기쁨과희망, 대구주보, 동행, 레지오마리애, 말씀을

살아기는이들의벗야곱의우물, 말씀지기, 매일미사, 밀알, 

-(20) 바람이불어오는마을, 비봉, 빛, 빛두레, 빛의사람들, 사랑나눔지, 사목정보, 살레시오가족, 상교우서, 

생활성서, 성가롤로NEWS, 성모기사, 성모꽃마을, 소년, 씨튼가족,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소식지"빛이되라

", 월드가톨릭(WorldCatholic), 이성과신앙, 인격주의생명윤리, 주님안에행복하십니까, 

-(6) 천주교인천교구이주노동사목부매월소식지, 파티마메아리, 평화의사도, 프란치스칸삶과사상, 한마음

소식지, 함께하는사목, 

(4) 그 밖의 종교

구분 신문/잡지명

신문(20)

신종교(4)-주간원불교신문, 천도교신문, 한울안신문, 화광신문

유교(5)-성균관신문(成均館新聞), 유교신문, 유림뉴스, 유림신문, 전국유림뉴스

종교일반(11)-국내뉴스, 국제종교문화뉴스, 매일종교신문, 연합종교뉴스, 열린종교신문, 종교뉴스신문, 

종교문화신문, 종교세계신문, 종교신문(The Religions Herald), 종교연합신문, 종교타임스

잡지
(28)

- (20) 그래픽에스지아이(SGI), 대순회보(포천수도장), 대진회보, 道德(도덕), 도우, 동아종교, 명상상담

닷컴, 법련, 삶과명상, 삼신신앙보, 선비문화, 신인간, 안드레명상, 연합종교, 온세종교(溫世宗敎), 원광, 

월간웰빙명상, 유림, 儒林春秋(유림춘추), 이슬람금융(Islamic Finance), 

-(8) 종교개혁, 종교와진리, 종교와평화, 천지대학, 한국전통민족신앙총연합회, 한국종교무교천왕종, 현

대종교, 환경위생종교방송



- 194 -

             구분

  시․도별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그밖의 종교 계

일반대학 5 61 14 2 4 86

대학원대학교(=전문대학원) 3 23 1 1 28

전문대학(종교계) - 23 1 1 1 26

원격대학교 2 1 3

각종학교 - 2 - 2

계 10 109 15 5 6 145

7. 종립학교 현황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학교로는 

①대학 ②산업대학 ③교육대학 ④전문대학 ⑤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

버대학(이하 “원격대학”), ⑥기술대학 ⑦각종학교 등이 있다. 대학원대학의 경우, 1997

년부터 설립․운영되기 시작했는데, <고등교육법> 제2조․제29조․제30조에 의거하여 특

정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만 두는, 즉 일반대학원이 아닌 ‘전문대학

원’이다.3)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종립학교의 경우, 종교계에서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학교를 말

하지만, 교육부의 학교 분류 기준에 종교의 유무나 종류가 포함되지 않아 찾기가 수월

하지 않다. 이번 조사에서는 여러 자료에서 각 학교 명칭을 찾고 홈페이지를 포함해 

근거를 조사한 후, ‘종단과의 관련성, 종교전문가 양성 학과의 유무, 학교 설립 정신에 

종교 관련 내용의 포함 유무’를 기준으로 종립학교 여부를 판단하였다. 

1) 총괄표

* 출처: 대학알리미, 교육통계서비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회언론회, 부다피아, 사찰넷, 불교정
보센터, 붓다북, 조계종 등 각 종단 홈페이지.

** <고등교육법>에 의거해 고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종립학교 현황임

3) <고등교육법>(법률 제11212호, 일부개정 2012.01.26.) 제30조(대학원대학). 특정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

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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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교 대학 현황

교육기관 교육기관 명칭
일반대학(5) - 금강대(천태종), 위덕대(진각종), 동국대(경주/서울, 조계종), 중앙승가대학교(조계종)

대학원대학교(3) - 능인대학원대학(한국불교학원), 동방문화대학원대학(태고종), 서울불교대학원대학(불교안양원) 

원격대학(2) - 대한불교조계종디지털대학(포교원 인가), 삼보사이버불교대학

조계종 기타
● <기본교육기관(15)>: 비구 승가대학(10), 비구니 승가대학(4), 기본선원(1)
- 비구 (10) : 동화사-(대구), 범어사-(부산), 법주사-(보은), 불국사-(경주), 송광사-(순천), 
수덕사-(예산), 쌍계사-(경남 하동), 통도사-(경남 양산), 해인사-(합천), 화엄사-(전남 구례) 
/ 비구니 (4) : 동학사-(공주), 봉녕사-(수원), 운문사-(경북 청도), 청암사-(경북 김천) / 기본
선원(1): 백담사 내(內)
※ ‘동국대학교(경주/서울), 중앙승가대학교’도 기본교육기관에 해당

● <전문교육기관(18) -승가대학원(21) : 고운사 화엄-(경북 의성), 동학사 화엄-(충남 공주), 
동화사 율학-(대구), 동화사 한문불전-(대구), 백양사[고불]율학-(전남 장성), 백양사 중관유
식-(전남 장성), 범어사 율학-(부산), 법주사 선학-(충북 보은), 봉녕사 금강율학-(경기 수원), 
봉선사 능엄[학림]-(경기 남양주), 삼선불학승가대학원(서울), 서울불학승가대학원(서울), 
선운사 초기불전-(경북 고창), 송광사 율학-(전남 순천), 쌍계사 율학-(경남 하동), 운문사 
한문불전-(경북 청도), 유마사 선학-(전남 화순), 직지사 한문불전-(경북 김천), 청암사 율학
-(경북 김천), 통도사 [영축]율학-(경남 양산), 해인사 [해인]율학-(경남 합천) 

● <특수교육기관(3)> - 어산작법학교(서울), 동국대학교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영어전문교
육기관),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서울)

- 한국불교태고종(4): 
(종립)동방불교대학
(서울 성북동 태고사), 
(종립)중앙승가강원, 
보덕사비구니강원(울
산), 선암사 전통강원
(전남 순천, 경남분원)

- 불교총지종(1): 총
지불교대학

- 대한불교관음종(1): 
서울불교문화대학 

● 조계종 포교원 인가(156): ‘불교대학’ 명칭(신도전문교육기관)
- 서울(16) : 국제선센터-, 극락사-, 금강선원-, 길상사-, 대성사-, 봉은-, 불광-, 삼보-, 서울정각원 -, 수국사-, 
약사사-, 연화-, 조계사-, 진관사-, 호압사-, 화계불교대학
- 경기(20) : 금강-, 김포-, 대덕사-, 보문선원-, 봉녕사심우-, 봉선사-, 봉영사-, 안양-, 용주사-, 자재암-, 청계사-, 
화운-, 법륜사-, 정심사불교문화대학, 봉국사-, 묘적사-, 약천-, 보광사-, 경인-, 소림사불교대학
- 인천(5) : 경인-, 나란다-, 인천-, 전등사-, 영응사선재불교대학
- 강원(7) : 강릉-, 동해-, 신흥사-, 원주-, 월인-, 청평사-, 용연불교대학
- 충남(9) : 각원사-, 마곡-, 보문사-, 서광-, 세원사-, 수덕사-, 영평사-, 보명사-, 향천사불교대학
- 대전(4) : 대전-, 백제불교문화대학, 통도사대전-, 수덕사대전불교대학
- 충북(7) : 법주사-, 석종사-, 중원-, 직지-, 청주불교문화대학, 충북-, 청수사보현불교대학
- 부산(13) : 고심정사-, 내원-, 로터스-, 범어사금정-, 법계사불교문화대학, 불지-, 여래사-, 영주암-, 원각불교교
육대학, 인과-, 여여-, 선암사나란다-, 홍법불교대학
- 울산(6) : 백양사-, 여여불교문화대학, 정토-, 지장정사-, 황룡사-, 울산불교교육대학
- 대구(8) : 경북-, 관오-, 대구-, 마하야나-, 법왕-, 한국-, 용연사-, 대구불광불교대학
- 경북(17) : 구미-, 김천-, 남화사-, 문경-, 보경사-, 불국사-, 대원-, 예천-, 은해사-, 축서사-, 의성-, 은해사청송
-, 포항-, 금강-, 상주-, 대승-, 기림사불교대학
- 경남(17) : 경남-, 구룡-, 대광-, 성주사-, 도성암-, 밀양-, 봉림-, 불지수다라-, 비사벌-, 영축-, 진불선원 선-, 
진주-, 정종사-, 통도사-, 통도사전법회관-, 해인사불교문화대학, 쌍계사진감불교대학
- 전남(8) : 강진-, 목포-, 삼호-, 영암-, 완도불교문화대학, 해남-, 불일-, 화엄사선재불교대학
- 광주(5) : 광주-, 광주불교문화대학, 무각사-, 선덕사무등-, 고불총림 광주 관음사불교대학
- 전북(6) : 남원-, 이리-, 정읍-, 참좋은우리절-, 화엄-, 수현불교대학
- 제주(3) : 서귀포-, 제주불교문화대학, 신제주불교대학
- 해외(2) : LA-, 달라스보현불교대학
- 포교원(3) : 대한불교조계종디지털대학, 불교상담대학, 대한불교 교사대학

* 출처: 조계종(http://www.buddhism.or.kr/, 2018.11.1.)
* 불교대학 형태에는 ‘정토불교대학(정토회), 보현불교대학(선종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반야선불교대

학(대한불교반야선종), 국제불교정법대학(대한불교미타종), 서울불교문화대학(대한불교관음종), 옥천범음
대학(한국불교태고종), 미얀마한국기술학교(국제선불교조계종), 위빠사나불교명상대학(대한불교해동종, 미
얀마 양곤)’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지면상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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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기관 명칭

일반대학
(61)

KC대학교(서울, 그리스도의교회교역자협의회), 감리교신학대학교(서울, 기감), 강남대학교(경기, 초교

파), 경성대학교(부산, 초교파), 계명대학교(대구, 초교파), 고신대학교(부산, 예장 고신), 광신대학교(광

주, 예장 합동계), 국제예술대학교(서울, 초교파), 김천대학교(경북, 초교파), 나사렛대학교(충남, 나사렛

성결회), 남부대학교(광주, 초교파), 남서울대학교(충남, 기감), 대구대학교(경북 경산, 초교파), 대신대학

교(경북, 예장 합동), 대전신학대학교(대전, 예장 통합), 동서대학교(부산,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루터대학교(경기, 기독교한국루터회), 명지대학교(서울, 초교파), 명지대학교(용인, 초교파), 목원대학교

(대전, 기감), 배재대학교(대전, 기감), 백석대학교(충남, 예장 백석대신), 백석예술대학교(서울, 예장 백석

대신), 부산외국어대학교(금정구, 초교파), 부산장신대학교(경남, 예장 통합), 삼육대학교(서울, 제칠일안

식일예수재림교회), 서울기독대학교(서울,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계), 서울신학대학교(경기, 기성), 서울

여자대학교(서울, 초교파, 장로회계), 서울장신대학교(경기, 예장 통합), 서울한영대학교(서울, 예장 한영), 

성결대학교(경기, 예성), 성공회대학교(서울, 대한성공회), 숭실대학교(서울, 초교파), 신한대학교(경기1, 

초교파), 신한대학교(경기2, 초교파),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경기, 초교파), 안양대학교(경기, 예장 대신

계), 안양대학교(인천, 에장 대신계),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강원, 초교파), 연세대학교(서울, 초교파), 

영남신학대학교(경북, 예장 통합), 예수대학교(전북, 초교파), 이화여자대학교(서울, 초교파), 장로회신학

대학교(서울, 예장 통합), 전주대학교(전북, 초교파), 중부대학교(충남, 초교파), 창신대학교(초교파, 장로

회계), 총신대학교(서울, 예장 합동), 침례신학대학교(대전, 기독교한국침례회), 칼빈대학교(경기, 에장 

합동계), 평택대학교(경기, 초교파), 한국성서대학교(서울, 초교파), 한남대학교(대전, 초교파, 장로회계), 

한동대학교(경북, 포항), 한세대학교(경기, 기하성 여의도순복음), 한신대학교(경기, 기장), 한일장신대학

교(전북, 예장 통합), 협성대학교(경기, 기감), 호남신학대학교(광주, 예장 통합), 호서대학교(충남, 초교파)

※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미국 LA, 감리회), 

대학원
대학교
(23)

개신대학원대학교, 건신대학원대학교(구,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계약신학대학

원대학교,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베뢰아국제대학원

대학교,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예명대학원대학교,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 웨스트민

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 주안대학원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치유상담

대학원대학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전문대학
(23)

강원관광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기독

간호대학교(광주), 대전과학기술대학교(구 혜천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구 삼육간호보건대학), 서해대학, 선린대학교, 송곡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안산대학교, 

신안산대학교(구 안산공과대학), 인덕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포항

대학교(구 포항1대학)

※ 교육부 폐교 인가 제외(1): 대구미래대학교

각종학교
(2)

- 구세군사관학교(경기), 순복음총회신학교

※ 2013년 폐교(1): 한민학교(충남 논산)

3) 개신교 대학 현황

* 일반대학의 괄호는 소속 교단. 한국기독교대한신학대학원협의회(www.kanscu.org/) 회원인 강남대, 경성
대, 계명대, 서울기독대, 성산효대, 아세아연합신학대, 평택대, 이화여대, 전주대, 호서대는 초교파 분류. 

** 예장=대한예수교장로회, 기감=기독교대한감리회, 기성=기독교대한성결교회, 예성=예수교대한성결
교회, 기하성=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장=한국기독교장로회, 나사렛성결회=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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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주교 대학 현황

구분 교육기관 명칭

일반대학
(14)

가톨릭관동대학교(강원), 가톨릭대학교(종로구, 제3캠퍼스, 성신교정), 가톨릭대학교(부천시, 본교, 

성심교정), 가톨릭대학교(서초구, 제2캠퍼스, 성의교정), 광주가톨릭대학교(전남), 꽃동네대학교(충

북, 구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경산시), 대전가톨릭대학교(전의면), 목포가톨

릭대학교(석현동), 부산가톨릭대학교(부곡동), 서강대학교(서울), 수원가톨릭대학교(화성시), 인천가

톨릭대학교(강화군, 본교), 인천가톨릭대학교(연수구, 제2캠퍼스)

전문대학(1) - 가톨릭상지대학교(경북 안동)

5) 원불교 대학 현황

구분 교육기관 명칭

일반대학(2) - 원광대학교(전북 익산시), 영산선학대학교(전남 영광군)

대학원대학교(1)
- 원불교대학원대학교(전북 익산시)

※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필라델피아)

전문대학(1) - 원광보건대학교(전북 익산시) 

원격대학(1) - 원광디지털대학교(전북 익산시)

6) 기타 종립 대학 현황

구분 교육기관 명칭

일반대학(4)

- 유교(2): 성균관대학교(서울), 성균관대학교(수원, 자연과학캠퍼스)

- 대순진리회(1): 대진대학교(포천시) 

- 통일교(1): 선문대학교(충남 아산시), 

대학원대학교(1) - 통일교(1):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경기, 구 청심신학대학원대학교)

전문대학(1) - 성덕도(1): 성덕대학교(경북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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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립 초․중등학교와 대안학교 현황

구분 천주교 개신교 불교 기타종교 계

초등학교 7 29 1 1 38

초중등학교 1 1

중학교 30 133 15 88 266

중고등학교 2 2

고등학교 39 196 13 20 268

소계 76 361 29 109 575

학력미인정대안학교 5 270 1 276

총계 81 631 30 109 851

* 출처: 한국기독교학교연맹; 기독교대안학교연맹;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조계종 통합정보사이트; 불교
포커스;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원불교포털사이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위키); 학교알리미 홈페이
지, 《한국불교총람(CD)》, <한국천주교주소록>

** 기타 종교 범주: 원불교 등이 포함됨.

①천주교, 불교, 기타 종교계 초·중등학교 현황

구분 초(각종학
교 포함) 중 고

천 주
교

계성(서울), 
대전성모, 부
산알로이시
오, 살레시오, 
소화, 인천박
문, 효성 (7) 

근화여자, 논산대건, 대건, 대구가톨릭
대학교사범대학부속무학, 대철, 동성, 
매괴여자, 박문, 복자여자, 산자연, 살레
시오여자, 살레시오, 상지여자, 성심여
자, 성의여자, 성의, 성지여자, 소명여
자, 순심여자, 순심, 신성여자, 쌘뽈여
자, 알로이시오, 오천, 전주성심여자, 전
주해성, 진광, 해성, 효명, 효성, 

근화여자, 논산대건, 대건, 대구가톨릭대학교사범대
학부속무학, 대양전자통신, 대전성모여자, 데레사여
자, 돈보스코학교, 동성, 매괴, 목포마리아회, 박문여
자, 복자여자, 살레시오, 살레시오여자, 상지여자상업, 
성모여자, 성심여자, 성요셉상호문화, 성의, 성의여자, 
성지여자, 소명여자, 순심, 순심여자, 신성여자, 쌘뽈
여자, 안법, 알로이시오전자기계, 양업, 오천, 인천대
건, 전주성심여자, 전주해성, 지산, 진광, 해성, 효명, 
효성여자, 

불교 은석 (1)

광동, 금정, 능인, 동국대학교사범대학
부속금산,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
자,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 동국대학
교사범대학부속홍제, 보문, 세지, 심인, 
이서, 정광, 진선여자, 청담, 해동,

광동, 능인,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 동국대학교사
범대학부속금산,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 동국
대학교사범대학부속영석, 보문, 선화여자, 심인, 정광, 
진선여자, 청담, 해동

기타
통일교(1)-
경복

원불교(8)-성지송학, 원광여자, 원광, 
지평선, 한겨레, 해룡, 헌산, 휘경여자
통일교(3)-선정, 선화예술, 청심국제

원불교(10)-경주화랑, 영산성지, 원경, 원광, 원광여
자, 원광정보예술, 지평선, 한겨레, 해룡, 휘경여자
대순진리회(6)-대진, 대진디자인, 대진여자, 대진전
자통신, 분당대진, 일산대진 
통일교(4)-선정, 선정국제관광, 선화예술, 청심국제

*천주교 특수학교(7)-꽃동네학교(충북 음성군), 명혜학교(경기 안산시), 서울애화학교(강북구), 은혜학
교(광주 북구), 청주성신학교, 충주성모학교, 충주성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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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개신교계 초·중등학교 현황

구분 초(각종학
교 포함) 중 고

개 신
교

계성(대구), 
광성드림학
교, 광주삼
육, 남성, 대
광, 대구삼
육, 대전삼
육, 동해삼
육, 명지, 부
산삼육, 샛
별, 서울삼
육, 서해삼
육, 세종, 숭
의, 영신, 영
화, 영훈, 예
일, 우촌, 원
주삼육, 월
광기독학교
이화여자대
학교사범대
학부속, 인
성, 중앙기
독, 춘천삼
육, 태강삼
육, 한신, 화
랑, 

가창, 경민여자, 경민, 경상여자, 경
신, 경안여자, 경안, 경일여자, 경화
여자, 계성, 고양제일, 공주영명, 광
성, 광주경신, 광주수피아여자, 광주
숭일, 군산영광, 금성여자, 대광, 대
동(부산), 대동(경북), 대명, 대성여
자, 대성, 대신, 대전대성, 대전대신, 
대전삼육, 동광, 동두천여자, 동두
천, 동래여자, 동방여자, 동산여자, 
동영, 동해삼육, 동화, 두레자연, 등
촌, 매향, 명지, 목포덕인, 목포정명
여자, 목포혜인여자, 문일, 문화, 배
재, 배화여자, 보성여자, 보영여자, 
브니엘예술, 삼광, 삼산승영, 삼성, 
삼성, 삼일, 샛별, 서울문영여자, 서
해삼육, 성광, 성덕여자, 성명여자, 
성문, 성산, 성화, 세광, 소선여자, 송
곡여자, 송도, 송림, 송현여자, 수동, 
순천매산, 숭덕여자, 숭실, 숭의여
자, 숭의, 신명여자, 신성, 신일, 연
세, 염광, 영광여자, 영광, 영도, 영
락, 영란여자, 영신, 영천금호, 영훈
국제, 영흥, 예원학교예일여자, 오
산, 온양한올, 완산, 용북, 원주삼육, 
은혜, 이사벨, 이천양정여자, 이화여
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이화·금란, 
인성여자, 일신여자, 일직, 재현, 전
주기전, 전주신흥, 정신여자, 정원여
자, 정의여자, 중앙기독, 진경여자, 
진위, 창신, 창원남, 천성, 청구, 청신
여자, 탑리여자, 태광, 태성, 파주, 팔
렬, 팔봉, 한광여자, 한광, 한국글로
벌, 한일여자, 협성경복, 호수돈여
자, 환일, 황등, 

강서, 거창, 경민, 경민비즈니스, 경복비즈니스, 경복여자, 
경복예술, 경북여자상업, 경북예술, 경북인터넷, 경북항공, 
경산여자상업, 경성전자, 경신, 경안, 경안, 경안여자, 경원, 
경일관광경영, 경일여자, 경화여자English  Business, 경
화여자, 계성, 계성여자상업, 계원예술, 고양외국어, 공동체
비전, 공주영명, 광성, 광주경신여자, 광주수피아여자, 광주
숭일, 군산영광여자, 금호공업, 김천예술, 남산, 남성여자, 
남원국악예술, 달구벌, 대광, 대구남산, 대구제일, 대동, 대
동, 대성, 대성, 대성여자, 대신, 대원, 대전대신, 덕소, 덕신, 
동두천, 동명, 동방, 동산정보산업, 동아공업, 동해삼육, 동
화, 두레자연, 매향여자정보, 명지, 목포덕인, 목포정명여
자, 목포혜인여자, 문일, 문화, 배재, 배화여자, 백영, 벌교, 
보성여자, 보영여자, 부산관광, 브니엘, 브니엘여자, 브니엘
예술, 삼성생활예술, 삼성여자, 삼일공업, 삼일상업, 서울공
연예술, 서울관광, 서울디지텍, 서울문영여자, 서울삼육, 서
울세종, 서울아이티, 서울여자상업, 서울영상, 서울예술, 서
울외국어, 서해삼육, 선명여자,  성광, 성남, 성덕, 성문, 성
일, 성지, 성화여자, 세경, 세광, 세원, 세인, 송곡, 송곡관광, 
송곡여자, 송림, 순천매산, 순천매산여자, 숭덕여자, 숭실, 
숭의, 숭의여자, 신동신중.정보산업, 신라공업, 신명, 신성, 
신일, 안산동산, 안양상업, 염광, 염광여자메디텍, 영광, 영
광여자, 영남삼육, 영등포공업, 영락, 영락유헬스, 영문, 영
생, 영신간호비즈니스, 영신, 영신여자, 영주동산, 영화관광
경영, 영훈, 영흥, 예일디자인, 예일여자, 오산, 온양한올, 
완산여자, 원주삼육, 유신, 은혜, 이사벨, 이천양정여자, 이
화여자, 이화여자대학교병설미디어, 이화여자대학교사범
대학부속이화금란, 이화여자외국어, 인덕공업, 인성여자, 
인천중앙여자상업, 인평자동차정보, 일신여자, 일신여자상
업, 재현, 전주기전여자, 전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 전주신
흥, 전주영생, 정신여자, 정의여자, 제주중앙, 지구촌, 진경
여자, 진위, 창신, 창원남, 창현, 천안상업, 청송자동차, 태
광, 태성, 팔렬, 포항예술, 하남, 하양여자, 한광, 한광여자, 
한국관광, 한국문화영상, 한국삼육, 한국조리과학, 한일여
자, 해성국제컨벤션, 해성여자, 협성, 혜광, 호남삼육, 호수
돈여자, 환일, 효성, 

*초중등학교(1)-월광기독학교(전남 함평군)
*중고등학교(2)-글로벌선진학교(충북 음성군), 한남중·미용정보고등학교(대구 달성군)

③천주교(약 5개교)와 불교계 대안학교(약 1개교)

구분 대안학교 명칭

천주교
-경남위탁대안교육기관로뎀학교, 다문화대안예술학교, 대구가톨릭청소년대안교육센터, 돈보스코학
교,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불교 -실상사작은학교

* 출처: 민들레(대안교육관련사이트); 대안교육연대; 학교 알리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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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개신교계 대안학교(약 270개교)

대안학교 명칭

AmerAsian  Christian School, BIS캐나다, Calvary  Christian Academy, Centenial  Christian School, Christian  

Global School, DGA, 유콘국제학교, Global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Honor  Christian School, Hope  

International School, IMUS실용음악고등학교, InternationalChristian  School, IT기독학교, KCCC대안학교, 

KICS한국국제크리스천학교, SCS  International, SCS  International , SDC인터내셔널스쿨, SIT대안학교, 가나안

스쿨, 가온누리학교, 강화기독국제학교, 거제국제크리스천학교, 경기글로벌스쿨, 경주다니엘학교, 광주밀알두레학

교, 광주새날학교, 굿뉴스사관학교, 그레이스국제크리스천학교, 그레이스아카데미, 글로벌리더스기독학교, 기독사

관학교, 기독창조학교, 기독혁신학교Lbot, 꿈꾸는요셉학교, 꿈꾸는음악학교, 꿈나무대안학교, 꿈어린이학교, 꿈의

숲혁신학교, 꿈의학교, 꿈이있는학교(서울), 꿈이있는학교(대구), 나드림국제미션스쿨, 나래대안학교, 나지르학교, 

높은뜻씨앗스쿨, 뉴로드국제학교, 뉴크리에이션기독학교, 뉴턴스쿨, 다니엘리더스스쿨, 다니엘지혜학교, 다름기독

학교, 다리꿈학교, 다문화국제학교, 다애다문화학교, 다운진기독국제학교, 다음학교, 달링턴크리스천스쿨, 대신국

제크리스천학교, 대안교육센터시소학교, 대안학교OTA, 대전올리브실용음악학교, 더빛기독학교, 데오스중고등학

교, 독수리기독학교, 동방학교, 동성학교, 동탄기독국제학교, 두란노글로벌학교, 두레씨앗생태학교, 두레학교, 두리

하나국제학교, 드림국제학교, 드림하늘학교, 등대글로벌스쿨, 디모데학교, 디아글로벌학교, 디투아트, 러브릿지크

리스천스쿨, 로고스기독학교, 로고스초등학교, 릭스쿨, 마마세이실용음악대안학교, 멋쟁이학교, 모아국제학교, 목

포국제기독학교, 무진일움학교, 민들레학교, 밀알두레학교, 반디기독학교, 반석학교, 베세토국제학교, 벨국제아카

데미, 별무리학교, 보나학교, 부산로고스국제크리스찬햑교, 부천꿈의학교, 부천새날학교, 부천아가페학교, 블리스

국제학교, 비전국제학교, 빅하트크리스찬스쿨, 빌리지크리스천아카데미, 빛의자녀들학교, 사랑방공동체학교, 사랑

의비전학교, 사무엘학교, 사사학교, 산곡기독학교, 산돌자연학교, 산돌학교, 산울어린이학교, 새로남기독중학교, 

새로남기독초등학교, 새물결기독학교, 새비전학교, 새빛국제학교, 새소망펠로우십국제학교, 새이레기독학교, 샘물

중고등학교, 샘물초등학교, 생명나무학교, 생명숲학교, 생명의강학교, 샤인학교(가평), 샤인학교(서울), 서울국제크

리스천아카데미, 서울실용음악학교, 서울영인학교, 성산기독국제학교, 성산효마을학교, 성샘국제학교, 세종글로벌

학교, 세품국제학교, 소명중고등학교, 수정비전학교, 숲-나플레10년학교, 숲속창의력학교, 쉐마학교, 스카이아메

리칸스쿨, 승리기독학교, 시내산기독학교, 시냇가에심은나무, 시냇가에심은나무학교, 써니힐크리스찬아카데미, 아

가페슐레선교대안학교, 아름다운학교, 아이머스실용음악학교, 아이자야씩스티원실용음악예술학교, 아힘나평화학

교, 어깨동무학교, 어린이학교, 언약글로벌기독학교, 에셀나무국제음악학교, 에수향남기독학교, 엘림국제아트스

쿨, 연풍관글로벌크리스천스쿨, 열방기독국제학교, 영강쉐마기독학교, 예닮글로벌학교, 예뜨랑아카데미, 예성사관

학교, 예수향남기독학교, 예일국제크리스천학교, 예일크리스천국제학교, 온누리국제크리스천학교, 올네이션국제

학교, 왕립기독국제학교, 요셉국제학교, 요셉비전국제학교, 요셉크리스천학교, 요한기독학교, 용인글로벌기독학

교, 우리기독학교, 우리들학교, 월광기독학교(광주), 월광기독학교(함평), 월광드림스쿨, 웨일즈아카데미, 유니스국

제학교, 은혜샘물초등학교, 은혜의동산기독학교, 이랑학교, 이야기학교, 인투비전스쿨, 인투비전학교, 자유기독학

교, 자이언국제학교, 작은샘골학교, 장대현학교, 전인기독학교(서울), 전인기독학교(홍천), 전주국제크리스천학교, 

점진꿈의학교, 정암전인기독학교, 제자국제크리스천스쿨, 제자국제크리스천학교, 제자비전스쿨, 제자크리스천학

교, 제주생명나무학교, 제주열방대학교부설기독학교, 제주해맑음특성화학교, 제티슨모빌스쿨, 조은국제학교, 조이

국제기독학교, 존스국제크리스천학교, 좋은나무기독학교, 좋은열매기독학교, 주빌리스쿨, 줄기생태학교, 중앙문화

에술학교, 지구촌국제크리스천스쿨, 지구촌국제학교, 지우국제학교, 진솔선교학교, 차세대국제기독학교, 참나무비

전학교, 참빛기독학교, 참빛문화예술학교, 채러티크리스천아카데미, 채리티학교, 천안대안학교, 청운인재학교, 청

원국제학교, 청주새날학교, 카라크리스천스쿨, 크로마크리스천스쿨, 크리스천스프라웃대안학교, 킹씨드학교, 킹씨

드해피스쿨, 태백대안학교, 태화기독학교, 토기장이학교, 트리니티국제기독학교, 트윈사성학교, 페이스튼국제기독

학교, 평택예닮학교, 폴앤다니엘SOT기독학교, 푸른기독국제학교, 푸른꿈비전스쿨, 푸른꿈학교, 푸른나무국제학

교,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프라미스국제크리스천학교, 필그림국제기독학교, 필그림크리스천국제학교, 하나인학

교, 하누리크리스천스쿨, 하늘꿈기독대안학교, 하늘샘크리스챤스쿨, 하늘샘학교, 하늘숲학교, 한강국제크리스천학

교, 한국국제크리스천영재학교, 한국기독글로벌스쿨, 한국기독사관학교, 한국미래창의력학교, 한국축구학교, 한꿈

학교, 한민족램넌트학교, 한오름학교, 한울학교, 한중사랑학교, 함께하는사무엘스쿨, 헤브론원형학교, 헤이븐기독

학교, 호산나학교, 효신국제학교, 효신푸른학교, 힘스기독국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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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교계 연구소 현황

1) 총괄표

불교계 개신교계 천주교계 기타 종교연구/실천 계

155 124 75 13 7 374

2) 종교별 통계 현황

종교 명칭

불 교
계
(155)

NGO미래경영연구소, 가람조경연구소, 가산불교문화연구원, 경기불교문화원, 고려대장경연구소, 고려불화

연구소, 과학불교연구원, 관음음향연구원, 관음포교원불교음향연구원, 국제불교연구소, 금강불교조각연구

소, 금당사찰음식연구소, 금오선수행연구원, 김현숙우리옷문화연구원, 꿈바위사회교육연구소, 능인불교연

구소, 다라조각연구소, 대각사상연구원, 대륜불교문화연구원, 대승불교연구원, 대원불교사상연구원, 대지

불교심리학연구소, 대한불교사회복지연구원,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불학연구소, 대한불교조계종불교사회

연구소, 대한불교조계종전통의식보존연구원, 대한불교천태종문화연구원, 대한전통불교연구원, 동국불교

고미술연구소, 동방차문화연구소, 동산불교전문연구원, 동희범음회연구소, 명상문화연구원, 명상상담연구

원, 목아불교미술연구소, 미래불교환경연구소, 밀교문화연구원, 밀교연구소, 바른법연구원, 반야불교미술

연구원, 백련불교문화원, 백파사상연구소, 범서연구원, 법서연구원, 법장원, 법화경연구소, 법화사상연구소, 

법화사상연구원, 보조사상연구원, 부산불교연구원, 북방포교연구소, 북한불교연구소, 불광연구원, 불교개

발연구원, 불교교단사연구소, 불교교육연구원, 불교만화연구소, 불교무설연구소, 불교문화연구원, 불교문

화재연구소, 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 불교미술연구소, 불교복지문화연구소, 불교사상연구회대승원, 불교사

학연구소, 불교사회과학연구소, 불교사회문제연구소, 불교사회문화연구원, 불교사회복지연구소, 불교사회

연구소, 불교성보문화연구소, 불교신행연구원, 불교연구원, 불교음악연구소, 불교인성개발연구원, 불교정

보전략연구소, 불교조각연구소, 불교학술연구소, 불국토연구소, 불전국역연구원, 비백교학연구소, 사찰문

화연구원, 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 사찰생태연구소, 사찰조경연구소, 삼국유사연구원, 삼종사개금연구소, 

선불화연구소, 선상담연구원, 설법연구원, 성보문화재연구원, 성불전통불화공예연구원, 성철선사상연구원, 

세운불교미술연구소, 연꽃마을노인문제연구소, 영남범음범패연구보존회, 영남불교의식연구원, 영축불교

문화연구원, 우리문화연구원, 원각불교사상연구원, 원효사상연구소, 원효연구원, 원효학연구원, 유리불교

미술연구원, 의상만해연구원, 이화불교미술연구소, 인재불사연구원, 일본불교사연구소, 일연학연구원, 전

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전통가사연구원, 전통불교의식연구원, 정산사찰음식문화연구원, 조선불교연구

원,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학연구소, 좋은벗들북한연구소, 천태불교문화연구원, 청담사상연구소, 청매의

례문화연구원, 청호불교문화원, 초기불전연구원, 탑골건축연구소, 티베트문화연구소, 티벳장경연구소, 팔

리문헌연구소, 팔리어번역역경연구소, 한국간화선연구소, 한국고승서예품연구소, 한국국제차엽연구소, 한

국미술사연구소, 한국불교가곡연구소, 한국불교문화연구원, 한국불교문화예술연구소, 한국불교발전연구

원, 한국불교사회연구소, 한국불교선리연구원, 한국불교연구원, 한국불교의상디자인연구원, 한국불교장례

문화연구원, 한국불교조형연구소, 한국사찰음식연구소, 한국전통등연구원,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 한국전

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 한국티베트문화연구소, 한마음심성과학연구원, 해인불교미술연구원, 현대불교연

구원, 현대설법연구원, 현대정보결혼연구원, 호국불교음악연구원, 화엄학연구소, 회당학회, 히말라야요가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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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명칭

개신교
계
(124)

사)한국상담심리연구원, 21세기목회성장연구소, 21세기크리스찬연구원, GMN목회리더십연구소, KIBS한
국성서학연구소, 감리교신학연구원, 감리교영상선교연구소, 강북총회신학연구원, 개혁신학사상연구소(합
동신학대학원대), 경건과신학연구소, 고려개혁신학연구원, 공동체성서연구원, 광산지역기독교환경연구소, 
교회개척지원연구소, 교회를위한신학연구소(장로교신학대), 교회멘토링연구원, 교회사역연구소, 교회성장
연구소, 교회치유연구소, 교회학교성장연구소, 국제기독교언어문화연구원, 국제종교문제연구소, 국제크리
스천학술원,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기독교가정사역연구소, 기독교교육연구소(감신대), 기독교교육연구소
(서울신학대), 기독교교육연구소(영남신힉대), 기독교교육연구소(총신대), 기독교교육연구원(장신대), 기
독교리더십연구소, 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기독교상담심리치유사역연구소, 기독교장로회신학연구소, 기
독교종교문제연구소, 기독교주민자치연구소, 기독교중독연구소, 기독교통합학문연구소, 기독교학교교육
연구소, 기독교학문연구소, 나다영성연구소, 대한신학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정통총회신학연구원, 로고
스신학연구원, 마음지킴상담연구소, 목회교육연구원, 목회신학연구원, 목회정보연구소, 민중신학연구소, 
믿힘연구원, 백영희목회연구소, 별세목회연구원, 브니엘성경연구소, 브니엘신학연구소, 빌립전도연구소, 
새물결아카데미, 서울교회사연구소, 서울연합신학연구원, 성결교회역사연구소, 성결신학연구소, 성경삶사
역연구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세계교회성장연구원, 세계선교연구원, 스타우로스신학원원어성경연구원, 
신학연구원, 영산신학연구소, 영산신학연구소(한세대), 예배사역연구소, 온신학아카데미, 일상생활사역연
구소,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참다운기독교연구소, 참된평화를만드는사람들, 천금기독만물행복상담연
구소, 총회세계선교회선교연구소, 총회한국교회연구원, 침례교신학연구소, 케리그마신학연구원, 크리스찬
연애대책연구소, 크리스챤가정사역센타전인치유연구소, 페트라성경원어연구원, 평신도사역연구소, 평양
신학연구원, 평화인권기독교교육연구소, 프리셉트성경연구원, 하이패밀리사랑의가정연구소, 한국강해설
교연구원, 한국교회문제연구소(총신대), 한국교회문제연구소(한국교회연합), 한국교회발전연구원, 한국교
회사문헌연구원, 한국교회언론연구소, 한국교회연구소, 한국교회음악연구원, 한국교회헌법연구소, 한국교
회환경연구소, 한국기독교공동체연구소, 한국기독교교육교역연구원,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연구소, 한국기독교장로회신학연구소, 한국기독교정
치연구소, 한국기독교학술원, 한국디아코니아연구소, 한국선거연구소, 한국선교전략연구소, 한국성경교육
연구소, 한국성경연구원, 한국성경적신학연구원, 한국성서학연구소, 한국신학연구소(아우내재단), 한국신
학정보연구원, 한국예배설교연구소, 한국장애인사역연구소, 한국학교교육연구원, 한려신학연구원, 한신신
학연구소(기장측), 행복신앙연구소, 헤스론크리스천연구소, 협성신학연구소, 홍은경희신학연구원

종교 명칭

천주교계
(75)

가정교리연구소, 가정사목연구소,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호스피스연구소, 가톨릭문화연구소, 가톨릭사상
연구소(대구가톨릭대), 가톨릭조형예술연구소, 가톨릭청소년문화연구소, 겨레문화연구소, 광주교회사연구
소, 교회사연구소(강원춘천교구),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나우청소년가족치료연구소, 내포교회사연구소, 대
구가톨릭학술원, 대구대교구사목연구소, 대전 가톨릭 대학교 부설 전례 음악 연구소, 돈보스코청소년영성사
목연구소, 동북아평화연구소, 동아시아복음화연구원, 맘도교리연구소, 문화와영성연구소, 미래사목연구소, 
바오로몬테소리연구원, 배론문화영성연구소, 복음화연구소, 부산교회사연구소, 사회사목연구소, 생명문화
연구소, 성음악연구소, 성음악연구소(부산교구), 세정가족상담연구소, 수원가톨릭교회음악연구소, 수원교구
가정사목연구소, 수원교회사연구소, 신학연구소, 안동교회사연구소, 양업교회사연구소, 영남교회사연구소, 
영성생활연구소(인천가톨릭대),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우리신학연구소, 원주교구가톨릭성음악연구소, 
은행나무부부상담연구소, 의정부교구사목연구소, 이냐시오영성연구소, 이콘연구소, 인보성체수도회가정교
리연구소, 인천교구미래사목연구소, 인천교구전례음악연구소, 인천교구토착화연구소, 인천교회사연구소, 
전례음악연구소(대전가톨릭대), 조형미술연구소, 진애인아동가족치료연구소, 천주교부산교구교회사연구
소, 천주교서울대교구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천주교이콘연구소, 천주교전주교구호남교회사연구소, 청소년
사목연구소, 청주교구복음화연구소, 청주교구양업교회사연구소, 춘천교구교회사연구소, 통합사목연구소,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국그리스도
사상연구소(서울센터),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수원본부), 한국성토마스연구소, 한국에니어그램연구소, 
한국여성생활연구원, 한국천주교성음악토착화연구원, 한국천주교회창립사연구소, 한님성서연구소

기타
(13)

국학연구소, 단군사상연구회, 대순사상학술원(대진대), 대순종교문화연구소(대순진리회), 대종교종학연구
원(대종교), 동학무극사상연구회, 둥근마음상담연구소(원불교), 마음인문학연구소(원불교), 원불교사상연구
원(원불교), 유교문화연구소(성균관대), 종교문제연구소(원광대), 증산도사상연구회, 증산도상생문화연구소

종교연구
/실천(7)

아시아종교연구원, 종교문제연구소(서울대), 종교문화연구소(전남대), 참누리(구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종교연구소(서강대), 종교와문화연구소(한신대) 

* 출처: 문체부 비영리법인현황, 불교포커스(불교114), 한국천주교주소록, 개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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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대순진리회 기타 계

요양·의료기관 72 102 186 34 5 399

호스피스 기관 및 단체 23 94 38 3 1 2 161

9. 종립 요양․의료기관 현황

1) 총괄표

* 출처: doctor114; 대순진리회복지재단; 대순진리회여주본부도장; 대한기독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보건복지부; 복지넷; 불교포커스(불교114);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한
기장복지재단; 요양114; 원불교사회복지협의회; 종단대순진리회;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한국불교호스
피스협회; 한국호스피스협회; 호스피스완화의료 홈페이지 참조. 그 외 한국기독교사회복지총람 등 참조.

2) 종교별 통계 현황

① 불교(72)

연번 의료기관명 소재지 전화 홈페이지

1 고운실비노인요양원 경북 의성군 054-833-1254 www.gounnoin.or.kr

2 관음대비원 경기도 파주군 031-958-3043 　

3 관자재요양병원 부산 금정구 051-516-9898 http://www.kjj9988.co.kr/

4 광주불교병원 광주 동구 062-234-1511 　

5 군포광명의원 경기도 군포시 031-54-5617 　

6 단양노인보금자리요양원 충북 단양군 043-421-1331 　

7 단양노인전문요양원 충북 단양군 043-421-1060 　

8 대전광명의원 대전 동구 042-634-5820 　

9 덕화노인요양원 인천 연수구 032-833-2300 　

10 동국대학교경주병원 경북 경주시 054-748-9300 　

11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경북 경주시 054-770-1200 http://www.dumc.or.kr/

12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경기도 성남시 031-710-3700 web.dumc.or.kr/boondang_H

13 동국대학교서울한방병원 서울 서초구 02-599-3519 　

14 동국대학교의료원 경기도 고양시 1577-7000 www.dumc.or.kr

15 동국대학교의료원 경북 경주시 054-748-9300 web.dumc.or.kr/kyongju_H

16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경기도 고양시 1577-7000 http://www.dumc.or.kr/i

17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경기도 고양시 031-961-7004 http://www.duih.org

18 동국대학교포항병원 경북 포항시 054-273-8111 　

19 동국로얄대학교한방병원 U.S.(Los Angeles) 213-487-0110 　

20 동아대학교의료원 부산 서구 051-24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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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동양한의원 서울 강남구 02-577-2040 　

22 동제의원 충북 보은군 043-544-2105 　

23 동화사노인요양원 대구 동구 053-985-2115 www.jabione.co.kr

24 마하병원 경남 거제시 055-633-3000 http://maha.naewon.org/

25 마하재활병원 경남 거제시 055-633-3000 maha.naewon.org

26 방부불교병원 광주 동구 062-221-3300 www.bangbu.co.kr

27 백양실버타운 전남 나주시 061-333-5621 　

28 병상심방원 서울 동작구 02-823-7443 www.bomunsa.org

29 보은광명의원 충북 보은군 043-544-2105 　

30 보은노인요양원 대구 서구 053-357-3469 　

31 보은노인전문요양원 대구 서구 053-521-0741 　

32 부산시립의료원 부산 동래구 051-864-2137 　

33 불교한방병원 대구 수성구 053-749-1010 www.bulkyooh.co.kr

34 불국성림원 경북 경주시 054-746-9900 www.sunglimwon.org

35 생림의원 경남 김해시 055-323-7082 　

36 서울광명의원 서울 송파구 02-414-6408 　

37 성문노인전문요양원 강원도 원주시 033-745-9179 www.sungmuncare.or.kr

38 송파노인전문요양원 서울 송파구 02-2202-8733 www.spnh.net

39 수원광명의원 경기도 수원시 031-245-3676 　

40 신안군노인전문요양원 전남 신안군 061-271-6100 　

41 심의한의원 서울 동대문구 02-966-5725

42 안양경로의원 경기도 안양시 031-443-3677 

43 안양광명의원 경기도 안양시 031-388-6534 

44 에덴요양병원 경기도 남양주시 031-590-7575

45 여래원 대구 남구 053-472-2222 www.yearw.or.kr

46 연꽃피는집 경북 칠곡군 054-971-6063

47 연산관자재요양병원 부산 연제구 051-257-9898 http://www.kjj9988.co.kr/

48 연화노인전문요양원 울산 울주군 052-262-9038

49 연화복지의원 경기도 의정부시 031-844-1080 

50 열경한방병원 대구 달서구 053-65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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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영은원 충남 논산시 041-734-9331

52 용인노인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031-334-3677

53 울타리무료진료원 부산 부산진구 051-893-5034

54 월정사노인요양원 강원도 평창군 033-334-9595 www.wjsilver.com

55 은해사포근한집 경북 영천시 054-335-3314

56 인덕원붓다마을 서울 은평구 02-3156-7500 www.idw.or.kr

57 인애노인방문요양센터 부산 동래구 051-501-5555

58 인천동구경로의원 인천 동구 032-765-3677 

59 자비요양병원 경남 창원시 055-288-6300

60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울산 울주군 052-255-8400 http://jajaeclinic.cafe24.com/

61 제주태고원 제주도 제주시 064-726-5225 www.tegowon.kr

62 직지사노인요양원 경북 김천시 054-431-9801 www.jikjisilver.or.kr

63 창생한방병원 경남 창원시 055-241-8288

64 청주광명의원 충북 청주시 043-221-0836 

65 파라밀요양병원 경기도 안성시 031-677-2613 www.paramil.net

66 파라밀요양원 경기도 안성시 031-671-3677 http://lotusvill.co.kr/

67 평택남부회관경로의원 경기도 평택시 031-653-3677 

68 평택북부경로의원 경기도 평택시 031-611-3677 

69 한마음심성과학연구원 경기도 안양시 031-471-6296 http://www.hannamu.com/

70 해양병원 부산 중구 051-463-4456

71 환희노인요양원 부산 사하구 051-203-9461
w w w . 환 희 노 인 요 양
원.kr/main.html

72 효성양방한방병원 울산 울주군 053-655-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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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신교(102)

연번 의료기관명 소재지 전화 홈페이지

1 가야기독병원 대구 달서구 053-620-9557 　

2 강화은혜요양원 인천 강화군 032-937-6676 　

3 계명대학교경주동산병원 경북 경주시 054-770-9400 www.kjds.or.kr

4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대구 중구 053-250-7114 www.dsmc.or.kr

5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부산 서구 051-990-6001 www.kosinmed.or.kr

6 공주벧엘정신요양원 충남 공주시 041-855-6342 www.btysw.or.kr

7 광주기독병원 광주 남구 062-650-5000 www.kch.or.kr/

8 구세군실비요양원 경기도 과천시 02-502-2015 www.ilovesa.kr21.net

9 구세군안성평화마을 경기도 안성시 031-674-8968 www.sanpeace.net/

10 군산예수병원 전북 군산시 063-440-3113 　

11 그리스도정신요양원 부산 서구 051-257-0103 www.happymental.net

12 기독교복음노인전문병원 전북 남원시 063-620-8740 　

13 기독교복음병원 전북 남원시 063-620-8888 　

14 기독교영광의집 전북 김제시 063-545-1223 　

15 기독성심원 충남 천안시 041-553-0990 　

16 기독정신병원 광주 동구 062-234-8575 www.cmh.or.kr

17 김해복음병원 경남 김해시 055-330-8808 　

18 늘사랑노인복지센터 대전 서구 042-542-1440 www.lovewelfare.or.kr

19 다일천사병원 서울 동대문구 02-2213-8004 www.dail.org/1004/

20 대구기독병원 대구 달서구 053-606-1616 www.kidokh.com

21 대구기독요양병원 대구 달서구 053-606-1616 www.kidokh.com/

22 대전기독요양병원 대전 동구 042-670-1200 www.tjch.co.kr/

23 로뎀노인전문병원 서울 강동구 02-473-0675 www.rodem75.or.kr

24 로뎀실버텔 경기도 오산시 031-376-2750 rothemsilvertel.co.kr

25 로뎀클리닉 서울 강남구 02-556-4113 www.rodemclinic.org

26 마산복음요양병원 경남 창원시 055-290-3000 masanhospi.alltheway.kr/

27 마석기독재활요양병원 경기도 남양주시 031-511-5800 www.msch.co.kr/

28 맥켄지화명일신기독병원 부산 북구 051-363-2331 　

29 명성기독병원 Ethiopia 　 www.mcmet.org

30 명지병원 경기도 고양시 031-810-5114 www.kdmc.or.kr

31 명지성모병원 서울 영등포구 02-829-7777 www.myongji-sm.co.kr

32 명지춘혜병원 서울 영등포구 02-3284-7777 mjchoonhey.co.kr

33 목포기독병원 전남 목포시 061-280-7500 　

34 박애병원 경기도 평택시 031-652-2121 www.bagaehospital.com

35 복음병원 전남 광양시 061-763-7575 　



- 207 -

연번 의료기관명 소재지 전화 홈페이지

36 부산위생병원 부산 서구 051-600-7769 www.bah.kr

37 사랑의동산 전남 여수시 061-684-6873
home.freechal.com/oldcarlo
ve

38 삼육서울병원 서울 동대문구 1577-3675 www.sah.co.kr

39 삼육치과병원 서울 동대문구 02-3407-2875 www.sadh.co.kr

40 샘병원 경기도 안양시 031-467-9114 www.samhospital.com

41 샘여성병원 경기도 안양시 031-467-1000 women.samhospital.com

42 샘한방병원 경기도 안양시 031-463-4310 oriental.samhospital.com

43 생수의집 경기도 포천군 031-536-0585 pcss0585.com

44 서울로뎀요양원 서울 강동구 02-480-2758 www.s.rodem75.or.kr

45 서울복음요양병원 경기도 파주시 031-950-3600 blog.naver.com/sgh_hong

46 서울예수요양병원 서울 금천구 02-857-2001 www.homemedi.co.kr/

47 서울재활병원 서울 은평구 02-6020-3000 www.seoulrh.com

48 선린병원 경북 포항시 054-245-5101 www.sunlin.com

49 선한이웃병원 서울 노원구 02-255-2225 www.sunhan.or.kr

50 세계로병원 부산 동래구 051-500-6004 www.sgrh.org

51 세명기독병원 경북 포항시 054-289-1783 www.phgidok.com

52 신망애치매전문요양원 부산 금정구 051-516-7881 　

53 실로암노인전문병원 경기도 양주시 031-867-3131 www.smwf.or.kr/

54 실로암병원 전북 완주군 063-261-7080

55 실로암사랑요양병원 전북 익산시 063-830-6000

56 실로암안과병원 서울 강서구 02-2650-0700 www.siloam.co.kr

57 아하브병원 부산 북구 051-333-8600

58 안동성소병원 경북 안동시 054-850-8212 www.sungso.com

59 안산기독병원 경기도 안산시 031-411-9911

60 애양평안요양원 전남 여수시 061-682-9595 peace.wlc.or.kr

61 여수애양병원 전남 여수시 061-640-8888 www.wlc.or.kr

62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 강남구 02-2019-3200 gs.iseverance.com

63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서울 서대문구 02-2228-5000 sev.iseverance.com

64 연세대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 경기도 광주 031-760-9400 mh.iseverance.com

65 연세대 영동세브란스병원 서울 강남구 1599-6114 yd.iseverance.com

66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경기도 용인시 031-331-8888 yi.iseverance.com

67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도 원주시 033-741-0114 www.ywmc.or.kr/

68 연세대 의대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 강남구 02-2019-2114

69 연세대학교의료원 서울 서대문구 02-2228-0004 www.yuhs.or.kr

70 연세대 치과대학병원 서울 서대문구 1599-1004 sev.iseverance.com/d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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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영광기독병원 전남 영광군 061-350-3000 www.ygch.co.kr

72 영광기독신하병원 전남 영광군 061-350-7000 www.ygchs.co.kr

73 영남대학교영천병원 경북 영천시 054-338-9000 yumc.ac.kr/yc

74 영남대학교의료원 대구 남구 053-623-8001 yumc.ac.kr

75 영월노인전문요양원 강원도 영월군 033-374-7118

76 영월실로노인전문병원 강원도 영월군 033-374-8901 www.sillo75.org

77 영주기독병원 경북 영주시 054-635-6161

78 예수병원 전북 전주시 063-230-8114 www.jesushospital.com

79 예수요양병원 강원도 강릉시 033-534-1391

80 왈레스기념침례병원 부산 금정구 051-580-2000

81 용인복음병원 경기도 용인시 031-321-6262

82 울산기독병원 울산 울주군 052-263-5111 www.uscmh.co.kr

83 은혜기독병원 세종 연서면 044-868-5004
w w w . 은 혜 기 독 병
원.com/main/

84 이화여자대학교목동병원 서울 양천구 02-2650-5114

85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서울 양천구 02-2650-5100 www.eumc.ac.kr/mokdong

86 인천기독병원 인천 중구 032-763-5487 www.goich.co.kr

87 인천신생전문요양원 인천 서구 032-566-0580 www.shinseng.or.kr

88 일산복음병원 경기도 고양시 031-977-5000 www.isgh.co.kr

89 일산복음요양병원 경기도 고양시 031-977-6633 http://isgrh.kr/

90 일신기독병원 부산 동구 051-630-0300 www.ilsin.or.kr

91 전주신기독병원 경남 진주시 063-220-7000 www.jghospital.com

92 전주예수병원 전북 전주시 063-230-8114 www.jesushospital.com

93 진주복음병원 경남 진주시 055-743-2580 www.jghospital.com

94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강원도 철원군 033-452-9133

95 축령복음병원
경기도 남양주
시

031-592-6661
~4

www.creh.or.kr

96 충북기독병원 충북 괴산군 043-833-1004 http://충북기독병원.kr/

97 친구병원 서울 강동구 1588-9414 www.friend0675.org

98 침례병원 부산 금정구 051-580-2112 www.wmbh.co.kr

99 포항세명기독병원 경북 포항시 054-275-0005 www.phgidok.com

100 한동대학교선린병원 경북 포항시 054-245-5000 www.sunlin.com

101 호산기독요양병원 부산 연제구 051-503-7871 www.ehosan.com/

102 화명일신기독병원 부산 북구 051-630-0331 www.hmils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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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인천 서구 1600-8291 www.ish.or.kr/

2 가톨릭대 가톨릭중앙의료원 서울 서초구 1588-1511 www.cmc.or.kr/

3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대전 중구 042-220-9114 www.cmcdj.kr 

4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경기도 부천시 1577-0675 www.cmcsungga.or.kr

5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서울 서초구 1588-1511 www.cmckangnam.or.kr

6 가톨릭대 성모자애병원 인천 부평구 032-510-5500 www.cmcolmh.or.kr

7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서울 동대문구 02-958-2114 www.cmcbaoro.or.kr

8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경기도 수원시 031-249-7114 www.cmcvincent.or.kr

9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서울 영등포구 02-3779-1114 www.cmcsungmo.or.kr

10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031-820-3000 www.cmcujb.or.kr

11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인천 부평구 032-510-5500 www.cmcism.or.kr/

12 가톨릭병원 강원도 원주시 033-732-5412 　

13 가톨릭병원 대전 서구 042-537-0222 www.dcoh.co.kr/

14 가톨릭피부과의원 대구 북구 053-320-2000 www.csc1140.co.kr

15 가평꽃동네 노인요양원 경기도 가평군 031-589-0225 senior.kkotgp.or.kr/

16 가평꽃동네 사랑의집요한의집 경기도 가평군 031-589-0150 happylog.naver.com/

17 가평꽃동네 심신장애인요양원 경기도 가평군 031-589-0265 　

18 가평꽃동네 정신요양원 경기도 가평군 031-589-0210 　

19 가포국립결핵병원 경남 마산시 055-223-7979 　

20 갈바리의원 강원도 강릉시 033-644-4992 www.calvary65.co.kr/

21 강동가톨릭병원 서울 강동구 02-470-1211 www.catholichospital.co.kr

22 강동성모요양병원 서울 강동구 02-488-0020 www.gangdongsm.com/

23 강북성모병원 서울 서대문구 02-335-2277 　

24 강서성모요양병원 서울 강서구 02-3663-9090 www.ksmh.co.kr/

25 강화꽃동네요양원 인천 강화군 032-930-8500 www.kkotgh.or.k

26 괴산성모병원 충북 괴산군 043-830-5400 　

27 구미가톨릭요양병원 경북 구미시 054-455-8883 www.homemedi.co.kr/

28 글라라의집 경기도 시흥시 031-484-7407 www.fmmclara.com

29 김해성모병원 경남 김해시 055-320-2000 　

30 꽃동네노숙인요양원 충북 음성군 043-879-0430 cafe.daum.net/kkotbulang

31 꽃동네노숙인재활원 충북 음성군 043-879-8551 cafe.daum.net/kkotjae

32 꽃동네노인요양원 충북 음성군 043-879-8573 https://www.kkot.or.kr/

33 꽃동네노인전문요양원 충북 음성군 043-879-0350 www.kkot.or.kr

34 꽃동네심신장애인요양원 충북 음성군 043-879-0265 cafe.daum.net/HopeInKkot

35 꽃동네정신요양원 충북 음성군 043-879-0210 cafe.daum.net/kkot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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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나자렛노인전문요양원 경북 영천시 054-334-2006 www.nzsilver.co.kr

37 남강성모요양병원 경북 구미시 054-716-0044 　

38 노체리안드리자애병원 경기도 가평군 031-589-0300 www.kkotgp.or.kr

39 논공가톨릭병원 대구 달성군 053-615-4871 　

40 뉴서울성모병원 서울 영등포구 02-2679-5118 　

41 뉴서울성모요양병원 서울 영등포구 02-3667-3101 www.nssh.co.kr/

42 늘열린성모병원 대구 중구 053-422-0911 www.esungmo.com

43 다미안의원 경북 영주시 054-633-6761 　

44 다사랑요양원 경기도 이천시 031-649-6776 www.pyunganhome.or.kr

45 달서구정신보건센터 대구 달서구 053-637-7851 　

46 당진성모병원 충남 당진군 041-351-0200 　

47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 남구 053-650-3000 www.dcmc.co.kr

48 대구가톨릭대 칠곡가톨릭병원 대구 북구 053-320-2500 www.tcmcch.co.kr

49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부설성
심복지의원

대구 중구 053-256-9494 www.ssholy.com

50 대구가톨릭치매센터 대구 달성군 053-616-2141 www.cdcdc.co.kr

51 대구마리아 대구 동구 053-943-6555 www.mariababy.com/

52 대구요양원 대구 달성군 053-616-3110 　

53 대구정신병원 대구 달성군 053-630-3000 www.daegumental.co.kr

54 대구파티마병원 대구 동구 053-940-7114 www.fatima.co.kr

55 대림성모병원 서울 영등포구 02-8299-000 　

56 대연성모병원 부산 남구 051-621-2312 　

57 대전마리아 대전 서구 042-522-6555 www.mariababy.com/

58 도티기념병원 서울 은평구 02-385-2300 　

59 동두천성모병원 경기도 동두천시 031-864-9200 　

60 동두천중앙성모병원 경기도 동두천시 031-863-0550 　

61 동래성모병원 부산 동래구 051-559-8888 　

62 동탄성모병원 경기도 화성시 031-8003-4315 　

63 디모테오꿈마을요양원 강원도 양양군 033-673-0933 　

64 리라병원 충북 청주시 - 　

65 마리아병원 서울 동대문구 02-2250-5555 www.mariababy.com/

66 마리아성모요양병원 서울 영등포구 02-2069-0000 www.mariasm.co.kr/

67 마리아수녀회구호병원 부산 서구 051-256-3045 　

68
마리아수녀회알로이시오기념
병원

부산 서구 051-256-3046 　

69 마리아에스 서울 중랑구 02-2218-7555 www.mariababy.com/

70 마리아요양원 경기도 포천시 031-531-9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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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마리아플러스 서울 송파구 02-2152-6555 www.mariababy.com/

72 마태오요양원 강원도 고성군 　 　

73 메리놀병원 부산 중구 051-465-8801 www.maryknoll.co.kr

74 모현센터노인전문요양원 경기도 포천시 031-535-2519 　

75 문경가톨릭병원 경북 문경시 054-556-1001 　

76 백선바오로의집 광주 광산구 062-943-3300 　

77 보금자리 경북 칠곡군 054-973-7447 　

78 보라매성모요양병원 서울 동작구 02-812-7777 www.boramaesm.com

79 보훈병원 대전 대덕구 042-939-0484 　

80 부산가톨릭의료원 부산 남구 051-933-7114 　

81 부산마리아 부산 연제구 051-441-6555 www.mariababy.com/

82 부산성모병원 부산 남구 051-933-7114 www.bsm.or.kr

83 부안성모병원 전북 부안군 063-581-5100 　

84 부여성요셉병원 충남 부여군 041-835-7582 　

85 부천마리아 경기도 부천시 032-361-6555 www.mariababy.com/

86 사천성모병원 경남 사천시 055-852-8002 　

87 상주성모병원 경북 상주시 054-532-5001 www.ssmh.co.kr

88 서울성모안과병원 경기도 수원시 031-226-8321 　

89 서울시립영보노인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031-323-5705 　

90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031-323-5703 　

91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충남 서천구 041-950-1000 　

92 성가롤로병원 전남 순천시 061-720-2000 www.stcarollo.or.kr

93 성가복지병원 서울 성북구 02-940-1500 　

94 성가요양원 경기도 부천시 032-349-2168 　

95 성골롬반의원 강원도 춘천시 033-254-3498 　

96 성모가톨릭병원 경북 문경시 054-556-1001 　

97 성모꽃마을 충북 청원군 043-211-2113 www.flowermaul.com

98 성모다인병원 경기도 수원시 031 -8014-1311 　

99 성모샘병원 서울 도봉구 02-951-0552 　

100 성모안과병원 부산 해운대구 051-743-0775 www.sungmo.co.kr

101 성모여성병원 대구 달서구 053-640-1000 www.smwomen.co.kr

102 성모요양병원 경기 성남시 031-707-9100 www.dwsilver.co.kr/

103 성모요양병원 경남 김해시 055-320-2080 　

104 성모요양병원 울산 남구 052-261-5033 　

105 성모요양병원 전북 전주시 063-270-5000 www.sungmo.bestb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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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성모윌병원 인천 남구 032-421-0075 　

107 성모자애원햇빛마을 경북 포항시 054-274-7744 www.sunlight.or.kr

108 성모전문요양원 전북 군산시 063-453-7501 　

109 성모척관병원 경기도 수원시 031-242-2266 　

110 성바오로복지병원 전북 완주군 063-245-5118 　

111 성분도어버이집노인요양원 부산 수영구 051-752-2982 www.bundojip.or.kr

112 성분도치과병원 부산 수영구 051-752-9023 www.sungbundo.com

113 성빈첸시오의집 경기도 양주시 031-864-0927 vincent-home.org

114 성심복지의원 대구 중구 053-256-9494 　

115 성심어머니집 부산 금정구 051-515-0834 www.mscshm.com

116 성심요양원 경북 구미시 054-481-3289 www.sungsim70.or.kr

117 성안드레아신경정신병원 경기도 이천시 031-639-3700 www.standrew.co.kr

118 성요셉병원 경기도 안성시 031-671-7000 http://www.stjoseph.co.kr/

119 성요셉병원 인천 남동구 032-814-7555 　

120 성요셉병원 충남 부여군 041-835-7582 

121 성요셉요양병원 대구 달성군 053-615-4871 www.stjose.kr/

122 성요셉요양원 광주 남구 062-672-1134 ezhome.or.kr

123 성요셉요양원재활원 경북 고령군 054-954-4176 www.kukje.or.kr

124 성요셉의원 강원도 철원군 033-458-6115 　

125 성이시돌복지의원 제주도 제주시 064-796-2244 　

126 성이시돌요양원 제주도 제주시 064-796-0037 　

127 성프란치스꼬의집 부산 남구 051-622-1652 www.franciscohome.or.kr

128 소화누리 광주 남구 062-675-4024 www.sohwaj.or.kr

129 소화영아재활원 부산 남구 051-644-0272 　

130 송파성모병원 서울 송파구 02-406-3580 www.songpasungmo.com

131 수원성모병원 경기도 수원시 031-256-3121 　

132 수지마리아 경기도 용인시 031-8019-5555 www.mariababy.com/

133 시몬의집 경기도 파주시 031-947-2319 　

134 안산빈센트병원 경기도 안산시 031-407-9780 www.ansanvincent.or.kr

135 안성성모병원 경기도 안성시 031-675-6007 www.ansmc.com

136 안성성요셉병원 경기도 안성시 031-671-7000 　

137 안양성모병원 경기도 안양시 031-443-8651 　

138 영주가톨릭병원 경북 영주시 054-639-8100

139 영천성모병원 경북 영천시 054-337-8900 　

140 옥천꽃동네성모노인요양원 충북 옥천군 043-733-7505 www.kkor.or.kr



- 213 -

연번 의료기관명 소재지 전화 홈페이지

141 옥천성모병원 충북 옥천군 043-730-7000 www.okhospital.co.kr

142 요셉의원 서울 영등포구 02-2634-1760

143 우리성모병원 경기도 시흥시 031-311-0700 　

144 원주가톨릭병원 강원도 원주시 033-743-5412

145 월명성모요양 경북 김천시 054-435-5579 　

146 월명성모요양병원 경북 김천시 054-435-5579 www.wms.or.kr

147 월명성모의집노인전문요양원 경북 김천시 054-435-8122 www.wms.or.kr

148 익산성모병원 전북 익산시 063-841-0714 www.issm.co.kr/

149 인곡자애병원 충북 음성군 043-879-0300 www.kkot.kr

150 일산마리아 경기도 고양시 031-924-6555 www.mariababy.com/

151 장성성모요양병원 전남 장성군 061-394-6336

152 장주기요셉재활원 강원도 원주시 033-731-7857 www.jjkr98.com

153 장호원성모병원 경기도 이천시 031-642-8871 jsungmo.com/

154 장호원요양병원 경기도 이천시  031-641-3080 www.mmjhw.co.kr/

155 재생마을 전남 함평군 061-323-6934 함평한센인마을재생원

156 전․진․상의원-복지관 서울 금천구 02-802-9311

157 전주성모병원 전북 전주시 063-270-5000 www.seongmo.co.kr

158 조치원성모병원 충남 연기군 041-867-2100

159 중앙병원 대전 대덕구 042-670-5299

160 증암성심병원 경남 의령군 -

161 진천성모병원 충북 진천군 043-533-1711~4

162 창원파티마병원 경남 창원시 055-270-1000 www.fatimahosp.co.kr

163
천주교대전교구대지학원성요셉
병원

충남 부여군 041-836-2479

164 천주성삼병원 대구 수성구 053-790-1000 www.trinityhosp.com

165 천주의성요한병원 광주 북구 062-510-3114 www.yohanhos.or.kr

166 천주의성요한정신병원 광주 북구 062-510-3114 www.johnofgod.or.kr

167 철원성모요양병원 강원도 철원군 033-455-3131 www.silver75.com/

168 청량성모병원 서울 동대문구 02-969-0501

169 청주성모병원 충북 청주시 043-219-8000 www.ccmc.or.kr

170 충북재활의원 충북 청주시 043-271-8150 www.saranges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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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충주성모요양병원 충북 충주시 043-844-2000 www.smhs.kr/

172 카프성모병원 경기도 고양시 031-810-9200

173 파주성모병원 경기도 파주시 031-8071-1661 www.pjsungmo.co.kr/

174 파주성모요양병원 경기도 파주시 031-8071-3321 www.pjsungmo.co.kr/

175 평촌마리아 경기도 안양시 031-426-6555 www.mariababy.com/

176 평택성모병원 경기도 평택시 1800-8800 http://www.ptsm.co.kr/

177 포항성모병원 경북 포항시 054-272-0151 www.pohangsmh.co.kr

178 프란치스코의집 전남 장성군 061-390-9600 francisco.or.kr

179 한국가톨릭레드리본 서울 중구 02-779-4769

180 해뜨는마을 경기도 화성시 031-227-8182 www.ybsun.or.kr

181 행복의집 충북 청주시 043-260-3536 www.hhome.kr

182 현애마을 전남 나주시 061-335-8294

183 혜원성모병원 경북 칠곡군 054-979-7114 www.hwhospital.co.kr

184 호혜마을 전남 나주시 061-336-2670

185 흰돌요양센터 부산 수영구 051-751-0561 http://care.rosa.or.kr/

186 흰돌의원 부산 수영구 051-758-8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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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원불교(34)

연번 의료기관명 소재지 전화 홈페이지

1 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 전북 군산시 063-450-0700 www.hyodohosp.com/

2 나주원광요양병원 전남 나주시 061-335-9944 　

3 나주원광한방병원 전남 나주시 061-335-9944 　

4 삼정원 전북 익산시 063-835-7021 　

5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경기도 수원시 031-257-0130 www.wonsilver.or.kr

6 원광대학교광주한방병원.원광병원 광주 남구 062-670-6700
www.wonkwangmed.c
o.kr

7 원광대학교군산의료원 전북 군산시 063-472-5000 www.kunmed.or.kr

8 원광대학교대전치과병원 대전 서구 042-366-1100

9 원광대학교병원 전북 익산시 063-859-1114 

10 원광대학교산본병원 경기도 군포시 031-390-2300 

11 원광대학교산본의대학병원 경기도 군포시 031-390-2500 www.wmcsb.co.kr

12 원광대학교산본치과병원 경기도 군포시 031-390-2800 www.wmcsb.co.kr

13 원광대학교산본한방병원 경기도 군포시 031-390-2600 www.wmcsb.co.kr

14 원광대학교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경기도 안산시 031-8040-5114 www.bumomam.or.kr

15 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전북 익산시 063-859-2001 wmc.wonkwang.ac.kr

16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경기도 군포시 031-390-2751 www.wmcsb.co.kr

17 원광대학교익산한방병원 전북 익산시 063-859-2800 www.wom.or.kr

18 원광대학교전주한방병원.원광병원 전북 전주시 063-270-1114 www.hanbangok.or.kr

19 원광대학교치과대학병원 전북 익산시 063-859-3900 www.wkdh.ac.kr

20 원광한방병원 전남 여수시 061-640-3333

21 원광한의원 경기도 부천시 032-321-8680 www.homemedi.co.kr/

22 원광한의원 경기도 성남시 031-715-4700 www.homemedi.co.kr/

23 원광한의원 경기도 수원시 031-224-8851 www.homemedi.co.kr/

24 원광한의원 경기도 안산시 031-401-6300 www.homemedi.co.kr/

25 원광한의원(원불교호계) 경기도 안양시 031-477-6164 www.homemedi.co.kr/

26 원광한의원 경기도 안양시 031-468-6161 www.homemedi.co.kr/

27 원광한의원 전북 진안군 063-432-9996 www.homemedi.co.kr/

28 원병원 전북 익산시 063-843-3582 www.wonhospice.co.kr

29 월산원광한방병원 광주 남구 062-720-0001

30 익산원광효도요양병원 전북 익산시 063-850-9900 www.hyodohosp.com/

31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전북 전주시 063-220-9700

32 정읍시립요양병원 전북 정읍시 063-531-0075

33 정읍원광한방병원 전북 정읍시 063-536-9600

34 청주원광효도요양병원 충북 청주시 043-267-0301 
www.hyodohosp.com/
Cheongju/

*주식회사로 ‘(주)원광제약’(전북 익산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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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순진리회(5)

연번 의료기관명 소재지 전화 홈페이지

1 고성 제생병원 강원도 고성군 　 　

2 대순진리회노인전문병원 경기도 여주군 031-887-0900 ssh.dsswf.co.kr

3 대진요양병원 경기도 여주시 031-887-0089 http://daejinhp.co.kr/

4 동두천 제생병원 경기도 동두천시 　 　

5 분당제생병원 경기도 성남시 031-779-0114 www.dmc.or.kr

⑥ 호스피스 기관 및 단체(161)

종교별 기관명

개 신 교
(94)

(사)대전호스피스선교회, (사)인천광역시호스피스센터, C.C.C.사랑의호스피스, 겨자씨나눔선교회
호스피스, 경남기독호스피스, 계명대학교동산병원호스피스, 고신대학교호스피스교육센터, 고신의
료원, 고양호스피스, 공주사랑의호스피스, 과천호스피스, 광림교회호스피스, 광주겨자씨교회호스
피스, 광주기독병원호스피스, 군산호스피스, 굿피플호스피스, 나자렛집, 남서울교회호스피스, 남양
주호스피스회, 남원기독호스피스, 대전실로암호스피스, 대전호스피스회, 대흥호스피스, 땅끝교회
호스피스선교회, 로뎀호스피스, 복있는요양병원호스피스, 봄내호스피스, 부산고신의료원호스피스, 
분당우리교회호스피스, 분당중앙교회호스피스, 사랑의교회호스피스, 사랑의호스피스, 새문안호스
피스, 새오름호스피스, 샘물호스피스선교회, 샘호스피스, 성실호스피스, 세브란스호스피스, 소망호
스피스, 소망호스피스연합회, 수영로교회호스피스, 수원기독호스피스, 수원기독호스피스회, 순복
음강남교회호스피스, 시화병원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안양호스피스선교회, 양주동두천호스피스, 
엠마오사랑병원호스피스, 여의도순복음호스피스, 연세암병원완화의료센터, 염광호스피스, 영동교
회호스피스, 영동세브란스, 영락교회호스피스, 온누리호스피스, 우리호스피스, 울산호스피스, 울진
호스피스선교회, 원주C.C.C.사랑의호스피스, 원주기독병원사랑의호스피스, 이대호스피스, 이화여
대목동병원호스피스, 익산호스피스, 인천사랑호스피스, 일신기독병원호스피스, 일원동교회호스피
스, 잠실중앙교회호스피스, 전북크로스호스피스, 전주엠마오사랑병원, 전주예수병원, 전주예수병
원호스피스, 정릉교회다비다호스피스, 정읍소망호스피스, 제주호스피스, 제주호스피스선교회, 주
님의교회호스피스, 중앙호스피스센터, 지구촌호스피스, 창조호스피스, 청주성서신학원호스피스, 
청주엘림호스피스, 춘천호스피스, 충북지역선교협의회, 충신교회호스피스, 충주호스피스, 태백호
스피스, 평강호스피스, 평안호스피스, 평촌호스피스, 평택호스피스, 하늘다리호스피스, 한사랑교회
호스피스, 할렐루야호스피스, 호산나교회호스피스

천 주 교
(38)

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호스피스, 가톨릭대학교성가병원,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호스피스, 가
톨릭대학교성모자애병원,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갈바리호스피스, 강남성모병원호스피스, 남
원의료원호스피스, 대구가톨릭가정호스피스, 대구가톨릭의료원, 대구파티마병원, 모현센터의원호
스피스완화의료병동, 모현호스피스, 부산메리놀병원호스피스, 살트르성바오로회가정호스피스, 성
가롤로병원, 성가복지병원호스피스, 성루카호스피스병원, 성루카호스피스자원봉사자회, 성모꽃마
을, 성바오로가정호스피스센터, 성바오로병원호스피스, 성바오로복지병원, 성이시돌복지의원, 원
주가톨릭병원, 의정부성모병원호스피스, 전진상의원, 천주교제주교구자원봉사회, 천주의성요한호
스피스, 청주성모꽃마을, 청주성모병원호스피스, 춘천성골롬반의원, 평화호스피스, 포항성모병원,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호스피스(청주시), 호스피스(제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불교(23)

능인종합사회복지관, 대구불교  호스피스센터, 동국대학교경주병원불교회, 마하보디센터, 법해사,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아미타호스피스의집, 아미타호스피스회, 영남보현봉사단, 자비신행회, 정토
마을,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정토마을호스피스, 제주바라밀호스피스회, 제주불교호스피스봉사단, 
제천호스피스, 청주청원불자연합교육센터, 충남대학교병원법당, 충북불교자원봉사센터, 통도사자
비원,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원불교(3) 원병원&원호스피스, 원호스피스의원, 은혜호스피스

대순진리
회(1)

대순진리회노인전문병원, 

기타(2) 청주참사랑병원, 희연호스피스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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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불  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그 밖의

종교
계

사회복지법인과 주요 
단체 152 259 97 14 7 529

10. 종교단체 관련 사회복지사업 주요 현황

* 출처: 대순진리회복지재단; 대순진리회여주본부도장;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보건복지부; 복지넷; 
불교포커스(불교114);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원불교사회복지협의회; 
종단대순진리회(하동방면);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170630기준)법인대장(보건복지부_최
종_0801)>; <한국천주교주소록>; 한국기독교사회복지총람. 

‘사회복지사업’은 각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 관련 사업과 사회복

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주요한 단체가 ‘사회복지법인’이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은 동일 목적

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의 기반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해결하기 위해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려는 사회복지관(시설)과 구분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 단체는 주로 자연인처럼 법인격(=권리능력; 권리·의무의 주체)이 인정되는 

법인 형태를 취한다. 법인의 종류는 국가 공권력이 설립이나 관리에 관여한 공법인과 

그렇지 않는 사법인, 사업 본질상의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영리법인(사업 이익을 구

성원=社員=주주에게 분배, 상법 적용을 받는 회사)과 비영리법인(학술·종교·자선·기

예·사교 등), 목적 달성을 위한 단체 결합 요소가 사람인지 재산인지에 따라 사단법인

과 재단법인으로 구분된다. 참고로, 재단법인의 직원과 법인의 구성원은 다르며, 재단

법인은 이익을 분배할 사원(=주주)이 없어 기본적으로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의 종류에는 <민법>에 의거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개별법에 의거한 재

단법인(<사립학교법>-학교법인, <의료법>-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인)

이 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 유사단체로는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각각 사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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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질을 가진 ‘법인 아닌 사단·재단’, 구성원 전원 또는 그 대리권자에 의해 단체 행

동이 이루어지고 그 법률 효과도 단체 자체가 아니라 구성원 모두에게 귀속되어 사단

의 실질을 가지지 않은 조합 등이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여러 법인 가운데 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법인

과 <민법>에 의거한 비영리법인(사단·재단법인)이 수행한다. 이 법인들의 허가권 및 

관리·감독권을 보면, 대체로 사회복지법인(시설법인과 지원법인)의 경우는 지자체, 재

단법인은 사업 범위에 관계없이 중앙부처가, 그리고 사단법인은 사업 범위가 1개 시도

일 때 지자체, 사업 범위가 2개 시도에 거쳐 있을 때 중앙부처가 맡는다(<민법> 제31

조-제9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6조). 다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부처의 행정권한이 지자체에게 위임되기도 한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설립이 시·도지사 허가 사항이고, 법인의 기본 정보는 정관 

기재 사항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7조). 그렇지만 정관의 

기재 사항에 종교 항목이 없어, 종교계 사회복지법인을 파악하려면 여러 자료를 종합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종교계 법인을 파악하

는 작업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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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교(152)

　 사회복지 법인과 단체명 종
류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1 감천복지재단 재단 대구 동구 053-986-5522 www.gamchun.com

2 강진자비원 복지 전남 강진군 061-433-3289
http://cafe.daum.net/PR
AYTOGOD

3 경수봉사단 사단 대전 유성구 042-826-8090 　

4 공덕향 재단 부산 북구 051-363-2063
http://www.jabinanum.o
r.kr/

5 관음재단 재단 대구 북구 053-382-2804 　

6 국제연꽃마을 사단 서울 종로구 02-730-5534 　

7 귀복복지재단 복지 울산 울주군 052-238-9720 　

8 금강 복지 경남 창원시 055-221-8445 www.gkswc.com

9 금강원 복지 경남 고성군 055-673-8517 　

10 금산사복지원 재단 전북 전주시 064-277-3497 　

11 기림원 재단 경북 청도군 054-373-9119 　

12 기원 복지 서울 은평구 02-353-1367 　

13 꿈을이루는사람들 사단 경북 구미시 054-458-0755 www.maha108.net/

14 나눔의집 복지 경기 광주시 031-768-0064 www.nanum.org

15 낙산사복지재단 재단 강원 양양군 033-672-9784 www.naksanwf.org

16 날마다좋은날 사단 서울 종로구 02-732-7272 www.everygoodday.org

17 내원 복지 부산 서구 051-241-0691 www.naewon.org

18 내원청소년단 재단 부산 서구 051-241-0691 naewon.org

19 늘기쁜마을 복지 부산 사하구 051-203-9436
http://cafe.daum.net/gw
anumsa1

20 능인선원 복지 서울 강남구 02-577-5800 　

21 대성사회복지재단 복지 경북 안동시 054-821-7591 www.ds-21.com

22 대전광역시청소년교화연합회 사단 대전 중구 042-585-0035 　

23 대전자혜원 복지 대전 동구 042-672-8262 www.jahyewon.or.kr

24 대한불교감로심장회 사단 경남 진주시 055-747-0106 www.kamro.org

25 대한불교보현회 재단 경기 파주시
0348-958-304
3

　

26 대한불교삼보회 사단 서울 성북구 02-943-2858 www.sambobuddha.org

27 대한불교심우회 복지 충북 청주시 043-266-2222 　

28 대한불교조계종금산사복지원 복지 전북 전주시 063-277-3497 　

29 대한불교조계종나눔의집 복지 경기 광주시 031-768-0064 　

30
대한불교조계종낙산사복지재
단

복지 강원 양양군 033-672-9784

31 대한불교조계종대각회 복지 서울 종로구 02-765-2701 　

32 대한불교조계종마곡 복지 충남 공주시 041-841-6221 　

33 대한불교조계종백상 복지 충남 공주시 041-865-5420 　

34 대한불교조계종봉은 복지 서울 강남구 02-3218-4836 　

35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재단 서울 종로구 02-723-5101 www.mahayan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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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법인과 단체명 종
류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36 대한불교조계종석왕사룸비니 재단 경기 부천시 063-668-0076 
https://blog.naver.com/r
oombini108

37
대한불교조계종신흥사복지재
단

복지 강원 속초시 033-635-9445 　

38 대한불교조계종아름다운세상 복지 충북 청주시
043-218-9995
~6

　

39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재단 서울 관악구 02-873-3405 www.with9.org

40 대한불교청년회 복지 서울 종로구 02-738-1920 　

41 대한불교총화종사회복지재단 재단
경기 남양주
시

031-592-8891 www.chonghwajong.org

42 대한불교충효자비원 복지 경북 포항시 054-338-8196 　

43 대한생활불교회 사단 대전 서구 042-531-9542 www.dharma.or.kr

44 동광장애인복지재단 재단 강원 원주시 033-766-8234 　

45 동원어린이집 복지 대구 중구 053-554-6765 　

46 둥근나라 복지 서울 강북구 02-985-6960 　

47 마곡 복지 충남 공주시 041-841-6221 www.magoksa.or.kr

48 마야의집 복지 대구 수성구 053-744-4399 www.mayahouse.or.kr

49 마하야나불교문화원 복지 대구 남구 053-629-9500 　

50 만월 복지 경남 통영시 055-648-1186 www.manwol.kr

51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재단 강원 인제군 033-462-2304 www.manhae.com

52 명법사복지재단 재단 경기 평택시 031-657-6779 www.myungbubsa.net

53 무일복지재단 복지 대구 남구 053-471-0991 help.tvbuddha.org

54 미륵복지원 사단 경남 창원시 275-9875 　

55 미륵원 복지 경남 김해시 055-345-6775
http://mireukwon.org/su
b/introduce/purpose.asp

56 미애원 복지 부산 동구 051-468-0293 www.miewon.net

57 바라밀 복지 광주 광산구 062-953-4408
http://www.baramilsilve
r.or.kr/index.php?

58 바른법연구원 복지 경기 고양시 031-963-2872 　

59 범어 복지 부산 금정구 051-508-0243 www.bmswc.or.kr

60 범어청소년동네 재단 부산 금정구 051-508-0243
http://www.bmswc.or.kr
/idt/cb_idt01.php

61 보람의뜨락 복지 강원 강릉시 033-647-2900 　

62 보령시불교청소년연합회 복지 충남 보령시 041-936-3894 　

63 보림 복지 대구 수성구 053-759-1080 http://www.borim.or.kr/

64 보문복지회 복지 전남 여수시 061-644-8877 　

65 보현도량 복지
부산 부산진
구

051-531-9887 　

66 보현어린이집 복지 충북 청주시 043-213-1173 　

67 보현재단 재단 경북 경산시 053-851-8661 　

68 보현행원 복지 경남 김해시 055-329-1733 www.bohyun.kr

69 보현회 복지 경기 파주시 031-958-3043 www.jininsw.or.kr/

70 봉은 복지 서울 강남구
02-511-4836  
   

http://www.bongeun.net
/sub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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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법인과 단체명 종
류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71 부처님마을자광원 복지 경기 성남시 031-759-5320 www.jkw.or.kr

72 불교사회복지성양원 복지 경남 진주시 055-744-2181

73 불교자비원 복지 제주 제주시 064-747-8337 www.jejunoin.com

74 불교자제공덕회 사단 경기 화성군 031-356-5799 　

75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재단 서울 강남구 02-552-1080 www.chongji.or.kr

76 불국토 복지 부산 수영구 051-753-9907 www.bulgukto.or.kr

77 불이원 재단 서울 중구 02-316-7523 　

78 사람과희망 복지 전북 남원시 063-636-0770 　

79 사홍서원 복지 대구 남구 053-656-5267 　

80 삼원 복지 경남 창원시 275-9875 www.31care.net/

81 상림복지재단 복지 경남 함양군 055-963-9956 　

82 새생명광명회 사단 경남 진주시 055-758-6611 　

83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단 서울 종로구 02-734-8050 www.lisa.or.kr

84 서울복지원 재단 서울 종로구 02-763-0054 www.kwanum.or.kr

85 석왕사룸비니 복지 경기 부천시 032-668-0076 www.seokwangsa.com

86 선양 복지 부산 기장군 051-711-0102 www.sycare.or.kr

87 선양복지원 사단 부산 부산진구 051-896-8528 www.sywelfare.or.kr

88 선재재단 복지 부산 중구 051-244-3362 　

89 성불복지회 복지 강원 원주시 033-762-8131 　

90 성파원 복지 경기 파주시 031-953-4805 　

91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재단 서울 종로구 02-2198-5022 knt.jhost.co.k

92 세원아청문화육성회 사단 충남 보령시 041-936-3894 www.dongmuya.or.kr

93 송광 복지 전북 완주군 063-243-1212 www.skjsw.org

94 송암재단 재단 경기 시흥시 031-498-5326 www.songaml.com

95 수산자비선원 복지 경남 창원시 055-277-7626 　

96 수효사효림원 복지 서울 서대문구 02-313-5124 www.hyolimwon.or.kr

97 승가원 복지 서울 성북구 1688-0750 www.sgwon.or.kr

98 시니어랜드 복지 충북 괴산군 043-833-3396

99 시민모임맑고향기롭게 사단 서울 성북구 02-741-4696 www.clean94.or.kr

100 신흥사복지재단 재단 강원 속초시 033-635-9445 www.shwelfare.com

101 아름다운세상 복지 충북 청주시 043-218-9995 www.cjbukbu.or.kr/

102 아름다운세상대해복지회 사단 광주  동구 062-234-2209

103 연꽃 복지 경남 함양군 055-964-5576

104 연꽃마을 복지 경기 용인시 031-898-1486 www.lotusvill.org

105 연화원 복지 서울 송파구 02-2202-5831 www.yeonhwaw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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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열린가람 복지 경북 포항시 054-247-6355 www.welfare21c.or.kr

107 영불원 복지 경북 칠곡군 054-971-6063

108 영산정각원 복지 전남 목포시 061-279-7388

109 예천연꽃마을 복지 경북 예천군 054-653-2266

110 우리는선우 복지 서울 중구 02-2278-8672

111 운가자비원 복지 서울 강북구 02-993-6940 www.suyu6940.or.kr/

112 원각선원 복지 울산 울주군 052-262-9038 www.yangrowon.or.kr

113 월정사복지재단 재단 강원 강릉시
033-655-0510~
1

114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재단 서울 서초구 02-515-9351 www.eunjung.or.kr

115 이웃을돕는사람들 사단 서울 종로구 02-722-9066 www.bcej.org

116 인덕원 복지 서울 은평구 02-3156-7500 www.idw.or.kr

117 자비동산 복지 경북 영주시 054-635-5777

118 자비복지원 복지 강원 강릉시 033-642-3555
www.jabiwon.or.kr/sm
ain.html

119 자제공덕회 복지 경기 화성시 031-356-9230

120 정도원 복지 인천 중구 032-889-3114

121 정암사복지원 복지 경남 창원시 055-544-0365

122 정토만일회 복지 경남 고성군 055-673-5321
www.borisudongsan.o
r.kr

123 정화 복지 경남 합천군 055-931-2233

124 제주태고복지재단제주태고원 재단 제주 제주시 064-726-5225 www.tegowon.kr

125 죽림원 복지 충남 논산시 041-742-4524

126 지구촌공생회 사단 서울 광진구 02-3409-0302 www.goodhands.or.k

127 지장원 복지 충남 공주시 041-852-5629

128 직지사복지재단 재단 경북 김천시 054-432-2552

129 진각복지재단 재단 서울 성북구 02-942-0144 www.jgo.or.kr

130 진관무위원 복지 서울 은평구 02-389-1080 jkmuwiwon.or.kr/

131 천마 복지 부산 서구 051-247-4084

132 천수천안 사단 경기 고양시 031-969-0108

133 천우자애원 복지 경북 경주시 054-745-4900

134 충남옥련청소년개발원 복지 충남 아산시 041-545-5228

135 충남옥련청소년육성개발원 사단 충남 아산시 041-545-5228

136 통도사자비원 복지 경남 양산시 055-383-2800 www.jabiwon.org

137 한국불교교화원 사단 서울 동대문구 02-2695-4611

138 한국불교태고원 재단 서울 성북구 02-739-3450

139 한국제이티에스 사단 서울 서초구 02-587-8995 www.jts.or.kr

140 한생명 사단 전북 남원시 063-636-5388
www.indramang.org/h
an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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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함께걸음 복지 경남 김해시 055-345-5553

142 함께하는마음재단 재단 대구 남구 053-476-6631 www.withmind.or.kr

143 함께하는사람들 복지 울산 중구 052-249-2334

144 해월 복지 부산 동래구 051-552-7900 www.muryangsu.net

145 해인사자비원 복지 경남 합천군 055-934-0805 www.hijabiwon.kr/

146 향적원 복지 경남 창원시 055-231-9433

147 혜명복지원 복지 서울 금천구 02-806-1372 www.hmyeong.or.kr

148 혜원 복지 부산 연제구 051-868-0138 www.bokhyewon.or.kr

149 화방복지원 복지 경남 남해군 055-863-1313

150 화성복지재단 재단 대구 수성구 053-767-1189 www.hwasung.or.kr

151 화엄도량 복지 부산 부산진구 051-807-8300 www.hedr.or.kr

152 효능원복지재단 재단 경남 김해시 055-342-4441 www.ihnw.or.kr

* 출처: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http://www.mahayana.or.kr); 보건복지가족부 (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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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C.A지역사회복지원 사단
서울 서대문
구

02-926-5600 　

2 가나안복지재단 재단 경기 성남시
031)703-0543  
  

http://foundation.cana1
004.or.kr/

3 가나안우리집 복지 서울 서초구 02-780-2010 www.gracevill.or.kr/

4 가브리엘의집 복지 서울 용산구 02-757-1511 　

5 가스펠재단 재단 서울 강남구 02-3452-0250 　

6 가정복지회 복지 대구 북구 053-957-8310 www.fwa.or.kr/

7 감리회태화복지재단 재단 서울 종로구 02-733-9597 www.taiwhafound.org/

8 감사의집 복지 경남 양산시 055-383-7750 www.gamsahouse.com/

9 강릉중앙재단 재단 강원 강릉시 033-646-6435 　

10 경신재단 재단 경남 진해시 055-545-9928 www.kyungsin.or.kr

11 고앤두 사단 경기 평택시 031.683.6491 www.gdiwelfare.org/

12 공생복지재단 재단 서울 강남구 02)795-7773 gong2007.cafe24.com

13 과천교회복지재단 재단 경기 과천시 02-502-2353 　

14 광림복지재단 재단 서울 강남구 02-2056-5626 　

15 광명복지재단 재단 인천 부평구 032-514-1956 　

16 교남재단 재단 서울 강서구 02-2602-3880 　

17 굿네이버스 복지
서울 영등포
구

02-6717-4000 www.goodneighbors.kr/

18 굿프랜드복지재단 재단 경기 안산시 031-484-7976 www.dream10.org/

19 굿피플 사단
서울 영등포
구

02-783-2291 www.goodpeople.or.kr

20 권정순재단 재단 경북 경주시 054-746-0176 　

21 그리스도구원선 복지 부산 서구 051-257-0103 　

22 그리스도의집 복지 서울 강서구 02-2662-3457 www.geonhome.or.kr/

23 근애복지재단 재단 경기 가평군 031-581-4430 　

24 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 재단 서울 중구 02-339-4324 　

25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재단 서울 중구 02-399-4312 www.kmc.or.kr

26 기독교대한감리회태화복지재단 재단 서울 종로구 02-733-9597 　

27 기독교대한성결교회복지재단 재단 충남 천안시 041-564-2007 　

28
기독교대한성결교회사회사업유
지재단

재단 서울 강남구 02-501-7094 　

29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 재단 서울 강남구 02-3459-1111 　

30 기독교아산사회복지재단 재단 충남 아산시 041-532-2308 www.asanwc.co.kr

31 기독교연합봉사회 복지 대전 중구 042-254-2323 www.ucsc.or.kr

32 기독교이선복지재단 재단 충남 아산시 　 　

33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 재단 대전 동구 042-673-1295 www.koreabaptist.or.kr/

34 기독복지회 복지 광주 북구 062-267-3700
www.gjw.or.kr/mudeun
g/?gmcode=51

35 기독삼애원 복지 전북 익산시 063-835-3659 www.기독삼애원.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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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기독성심원 복지 충남 천안시 041-553-6031 www.gdssw.or.kr/

37 기쁨의복지재단 재단 경북 포항시 054-231-7711 www.bokji119.or.kr

38 기쁨의집 복지 전남 담양군 061-382-0626 　

39 기아대책 사단 서울 강서구  02-544-9544 www.kfhi.or.kr/#none

40 기장실버웰 재단 부산 기장군 　

41 길보른재단 재단 전북 김제시 063-545-1923

42 나눔과기쁨 사단 서울 중구 1544-9509 www.joyofsharing.org

43 나눔과베품 복지 경남 밀양시 055-351-3512 www.craypas.or.kr/

44 나자레원 복지 경북 경주시 054-746-4827 www.nazarewon.com

45 난원 복지 전남 영광군 061-352-9913 www.nanwon.or.kr

46 남원동북복지재단 재단 전북 남원시 063-626-9191 　

47 다일복지재단 재단 서울 동대문구 02-2212-8004 www.dail.org/dail

48 달리다굼장애인선교회 사단 서울 용산구 02-798-4648 www.tkmission3.org

49 대동시온재활원 복지 경북 경산시 053-853-3779 www.dedong.org

50 대전밀알선교단 복지 대전 중구 042-221-0813

51 대전벧엘원 복지 대전 동구 042-283-7691 www.djbew.or.kr/

52
대한성공회서울교구사회복지재
단

재단 서울 중구 02-735-7169 　

53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재단 서울 중구 02-738-8952 　

54
대한예수교장로회대전노회유지
재단

재단 대전 대덕구 042-621-7354 　

55
대한예수교장로회실로암시각장
애인복지회

복지 서울 관악구 02-880-0560 　

56 대한예수교장로회유지재단 재단 서울 강남구 02-559-5681 www.gapck.org

57
대한예수교장로회전남노회유지
재단

재단 광주 동구 062-232-0025 　

58
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유지
재단

재단 제주 제주시 064-722-3091 　

59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 재단 서울 종로구 02-763-9441 www.pckug.or.kr

60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
열방교회

재단 경남 함안군 055-587-7994

61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복지재
단

재단 서울 강남구 02-558-5696 　

62 도시빈민사회복지선교회 사단 부산 북구 051-466-4004

63 동방사회복지회 복지 서울 서대문구 02-332-3941 www.eastern.or.kr

64 동산재단 재단 서울 중랑구 02-2208-0208 　

65 렘넌트 복지 서울 강서구 02-2649-4263 　

66 로뎀복지재단  영천희망원 복지 경북 영천시 054-335-3633 www.e-rodem.org/

67 마당 복지 충북 괴산군 043-832-9565

68 말아톤복지재단 재단 경기 성남시 031-717-9476 www.malaton.or.kr

69 목포소망복지재단 재단 전남 목포시 061-272-0550 　

70 밀알 복지  대전 동구 042)627-0900  www.milalb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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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밀알복지재단 재단 서울 강남구 02-3411-4664 www.miral.org

72 밥상공동체복지재단 재단 강원 원주시 033-766-3522 www.babsang.or.kr

73 베다니성화원 복지 경북 김천시 054-436-4773 　

74 베데스다 복지 부산 강서구 051-971-0330 http://www.btsd.co.kr/

75 베데스다 복지 광주 서구 062-373-6302 www.gjw.or.kr/

76 베데스다복지재단 재단 서울 노원구 02-3391-2123 http://www.btsd.kr/

77 베데스다예수마을 복지 충남 논산시 041-735-3321 www.bdsd.or.kr/

78 벧엘복지재단 재단 전남 여수시 061-684-6873
home.freechal.com/oldc
arlove

79 벧엘영생원 복지 충남 공주시 041-855-6342 http://www.btysw.or.kr/

80 벧엘의집 복지 경기 고양시 031-962-2788 www.bethelhouse.co.kr/

81 보아스사회복지재단 재단 경기 양주시 031-867-7045 　

82 복음재단 재단 대구 북구 053-321-0129

83 부산YMCA 재단 부산 동구 051-440-3333 www.psymca.or.kr/

84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사단 서울 용산구 02-365-1265 www.busrugy.or.kr

85 부활원 재단 충북 옥천군 043-732-5353 www.boohw.or.kr

86 분당우리교회복지재단 재단 경기 성남시 031-701-5377 www.woorichurch.org

87 빛과소금재단 재단 부산 동구 051) 466-5522 www.thesarang.org/

88 사랑의교회사회복지재단 재단 서울 서초구 02-535-9456 　

89 사랑의복지재단 재단 서울 서초구 02-535-9456 　

90 사랑의집 복지 경기 광주시 02-444-2212 www.jinsegol.or.kr/

91 사랑의채널 재단 서울 구로구 02-866-8038 　

92 복지  SRC 복지 서울 관악구 02-871-3636 www.srcdream.com/

93 복지구세군복지재단 재단 서울 서대문구 02-6364-4060 http://swf.sarmy.or.kr/

94 복지기쁜우리월드 복지 서울 강서구 02-3665-3831
www.joyfulworldtogeth
er.org/

95 복지나눔의사람들 복지 인천 서구 032-542-0321 www.nanuum1.or.kr/

96 복지삼육재단 재단 서울 동대문구 02-3299-5272
https://happylog.naver.c
om/swfn.do

97 복지세교복지재단 재단 경기 오산시 031-290-8501 www.osgwc.or.kr/

98 복지수원중앙복지재단 재단 경기 수원시 031-224-6691 http://icentral.or.kr/

99 복지에덴원 복지 전남 무안군 061-454-7992 www.edenwon.com/

100 복지우봉재단에덴원 재단 대구 남구 053-471-1612 www.iedenwon.or.kr/

101 복지훼미피아 복지 서울 강서구 02-2664-0682 www.famipia.org/

102
삼보장애인복지선교재단(예
지원)

복지 경기 김포시 031-996-0678
w w w . 삼 보 장 애 인 복
지.org/ 

103 삼육재단 재단 서울 동대문구 02-3299-5288 www.swfn.or.k

104 상주교회 사단 경북 상주시 054-535-1123 www.sangjuch.org

105 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 재단 서울 종로구 02-733-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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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새빛기독보육원 복지 부산 남구 051-623-4011 　

107 샘복지재단 재단 서울 구로구 02-521-7366 lovebag.org

108 샘솟는기쁨 재단 경기 동두천시 031-862-8822
http://샘솟는기쁨복지재단.
한국/main/ko/index.html

109 샬롬복지재단 재단 전남 장성군 061-393-0008 　

110 선교복지재단 재단 광주 동구 062-234-5682 　

111 선덕원 복지 서울 은평구 02-359-4282 www.sundukhome.or.kr

112 선린복지재단 재단 경남 창원시 055-286-1117 www.pulip.org

113 선한목자재단 재단 서울 송파구 02-422-1010 　

114 선한사마리아 사단 서울 영등포구 02-2268-7119 　

115 선한사마리아원 복지 경기 용인시 031-332-6054 www.sunhansaram.or.kr

116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
부

사단 서울 영등포구 2268-7119 　

117 섬김과나눔회 사단 인천 계양구 032-555-4138 www.sumna.or.kr

118 섬김복지재단 재단 전북 임실군 063-642-1935 　

119 섬김의집 복지 제주 제주시 064-757-9117
http://cafe.daum.net/jejus
bw

120 성결원 재단 경기 안성시 031-671-0631 　

121 성락원 복지 경북 경산시 053-801-3577 www.sungracwon.co.kr/

122 성민 복지 서울 노원구 02-3391-4240 http://wfsm.or.kr/rb/

123 세계선교복지협회 재단 부산 사하구 070-8728-5680 cafe.daum.net/wmwas

124 세교복지재단 재단 경기 오산시 070-4004-8311 　

125 세석밀알 복지 경기 김포시 031-984-3130 http://www.ssmilal.or.kr/

126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복지 서울 마포구 02-6900-4400 https://www.sc.or.kr/

127 소리나눔 사단 서울 서초구 1566-1202 www.sorinanum.kr

128 소망복지재단 재단 서울 강남구 02-3445-8420 www.somangwf.net

129 소망원 복지 경기 포천군 031-536-6292 http://www.ihope.or.kr/

130 소원의항구 복지 강원 영월군 033-374-8905 　

131 송암선교복지원 복지 전남 해남군 061-534-0542 　

132 순천기독결핵재활원 재단 전남 순천시 061-752-2074 　

133 숭실재단 재단 서울 동작구 02-820-0114 　

134 스완슨기념관유지재단 재단 경기 수원시 031-291-2166 　

135 시온보육원 복지 대전 서구 042-523-1283 www.daejeonshion.or.kr/

136 시온복지재단 재단 강원 원주시 033-747-0908

137 시온육아원 복지 전북 익산시 063-291-2118 www.zionhome.org

138 시온회 복지 전북 김제시 063-547-0431 www.jeilwelfare.or.kr/

139 신망애복지재단 재단 경기 남양주시 031-594-7100 www.shinmang.org

140 신명재단 재단 인천  부평구 032-522-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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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신애복지재단 재단 서울  동대문구 02-964-1558

142 아가페정양원 복지 전북  익산시 063-856-4671

143 아드라코리아 사단 서울  동대문구 02-3299-5258

144 아시아복지재단 재단 대구  수정구 053-791-0811

145 안동시온재단 재단 경북  안동시 054-841-5862 www.andongzion.com

146 안산제일복지재단 재단 경기  안산시 031-413-2565

147 애린복지재단 재단 경북 포항시 054-272-2243

148 애양원 재단 전남 여수시 061-682-9595 www.aeyangwon.org/

149 양림 복지 광주 남구 062-673-1919
www.yangjibokji.or.kr/
1sub/2_2.html

150 에덴 복지 경남 사천시 055-853-5550

151 에덴보육원 복지 충남 논산시 041-741-4183

152 에덴복지재단 재단 경기 파주시 031-946-7035 www.edenwelfare.org 

153 에스더직업보도소 복지 서울 금천구 02-804-1957

154 엘리엘동산 복지 경기 이천시 031-631-6644 www.lel.or.kr

155 엘림복지타운 복지 전남 무안군 061-452-9915

156 엘림복지회 복지 서울 영등포구 02-785-3000 www.elimtown.org/

157 엘림사회복지재단 재단 울산 북구 052-295-0003

158 여의도순복음연합 재단 서울 영등포구 02-782-0933

159 여전도회작은자재단 재단 전남 보성군 061-857-8221

160 열린문교회복지재단 재단 서울 서초구 02-3481-5004

161 열린문청소년재단 재단 서울 중랑구 02-432-0114 www.opencenter.or.kr

162 영낙복지원 사단 서울 은평구 02-355-9550 www.ynw.or.k

163 영락복지재단 재단 대구 서구 053-567-0657

164 영락사회복지재단 재단 서울 중구 02-2265-7023 www.ynswf.co.kr

165 영산조용기자선재단 재단 서울 강남구 02-787-2009 www.cyg.or.kr

166 영생애육원 복지 대구 남구 053-653-0032

167 영신복지재단 재단 경남 창원시 055.223.9980 www.youngsin.or.kr/

168 영진복지재단 재단 부산 해운대구 051-529-0005 www.yjswc.or.kr/

169 예닮 복지 인천 강화군 032-934-0619

170 예닮복지재단 재단 부산 금정구 051-529-9091

171 예담 복지 제주 서귀포시 064-762-0211 www.sgpwelfare.or.kr/

172 예망원유지재단 재단 대구 수성구 053-763-7363

173 예수재활원 복지 전북 완주군 063-244-7660

174 예향 사단 경남 창원시 055-275-5831

175 오순절복지재단 재단 강원 춘천시 033-251-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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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온누리복지재단 재단 서울 용산구 02-793-9655

177 우리모두복지재단 재단 서울 강서구 02-747-9787 www.urimodoo.or.kr/

178 우봉재단 재단 경북 경주시 054-745-7938

179 울타리 복지 경남 진주시 055-762-3810
http://jsj1791.cafe24.co
m/

180 월드복음선교협의회 사단 인천 남동구 032-434-3798

181 월드비전 복지 서울 영등포구 02-2078-7000 www.worldvision.or.kr/

182 은성복지회 복지 광주 동구 062-234-4563 www.euns.or.kr/

183 은총복지재단 재단 경북 청도군 054-373-9004

184 은평천사원 복지 서울 은평구 02-357-1701 www.angelshaven.or.kr

185 은혜복지재단 재단 경남 진주시 055-754-7303

186 은혜원 복지 경북 경주시 054-762-9100 www.eunhyewon.com/

187 은혜의집 복지 경기 양평군 031-774-5630 http://www.gh365.com/

188 이랜드복지재단 재단 서울 마포구 02-2012-5245

189 이랜드재단 재단 서울 양천구 02-3142-1900

190 이천한나원 복지 경기 이천시 031-632-1357 www.hannawon.or.kr

191 인본의료재단 재단

192 인애동산 복지 광주 남구 062-653-0369 www.swinae.org/

193 인천영락원 복지 인천 연수구 032-831-6075 http://iloveyr1.co.kr/

194 인터내셔널에이드한국본부 사단 서울 강남구 02-3444-3855

195 임마누엘 복지 전북 군산시 063-445-5947

196 임마누엘복지재단 재단 전북 익산시 063-852-1794
http://임마누엘노인복지센
터.com/

197 임마누엘복지재단 복지 서울 송파구 02-407-0067 www.im21.org/

198 임마누엘복지재단 재단 서울 영등포구 02-3667-0805 http://immanuelwf.co.kr/

199 임마누엘원 복지 경북 김천시 054-434-2821

200 자선단 복지 서울 강남구 02-3413-0009 www.jasundan.org/

201 전국여교역자연합회 복지 경기 양평군 031-773-3498

202 전주중앙복지원 복지 전북 전주시 063-285-1330

203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한
국연합회유지재단

재단 서울 동대문구 02-3299-5200 www.adventist.or.kr/

204 주라복지재단 재단 경기 이천시 031-634-6684 jura2000.com

205 주안복지재단 재단 인천 부평구 032-502-1999 www.juanwf.or.kr/

206 중앙엘림복지재단 재단 경북 포항시 054-275-2151

207 지구촌사랑나눔 사단 서울 구로구 02-863-6622 www.g4w.net

208 참사랑선교복지재단 재단 서울 강서구 02-2606-8990 www.chamlove.org

209 창신모자원 복지 서울 구로구 02-2612-7142
www.changshinsarang.or
.kr/

210 천사복지재단 재단 서울 강서구 02-2602-2443 cheon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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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청십자사회복지회 복지 부산 사상구 051-304-9877 http://moraswc.or.kr/xe/

212 청주소망복지재단 재단 충북 청주시 043-216-1996

213 충남기독교사회봉사회 복지 충남 홍성군 041-632-2007 http://hsswc.kr/

214 충북현양복지재단 재단 충북 청주시 043-253-6107 www.hyunyang.org/

215 충현복지재단 재단 서울 강남구 02-501-2252

216 코스모스재단 재단 경기 의왕시 031-451-9654
www.cosmoswelfare.or.
kr

217 크리스찬복지재단 재단 전북 임실군 063-643-1888

218 큰소망 복지 경기 과천시 02-504-7600 www.gsm.or.kr

219 태화복지재단 재단 서울 종로구 02-733-9597 www.taiwhafound.org

220
티엘엠코리아(구 티엘엠선교
회)

재단 대구 달서구 053-623-1001

221 평강재단 재단 전남 완도군 061-554-2214

222 평안밀알복지재단 재단 경기 안성시 031-654-6511

223 평안복지원 복지
제주 서귀포
시

064-733-9005 www.pyungan98.or.kr

224 평안의집 복지 경기 이천시 031-643-6776

225 평화원 복지 서울 구로구 02-2614-4303 www.peacehome.or.kr

226 포항선린복지재단 선린애육원 재단 경북 포항시 054-252-4404 www.phsunrin.org/

227 하늘사랑복지재단 재단 경북 문경시 054-571-8266

228 하트하트복지재단 재단 서울 송파구 02-430-2000 www.heart-heart.org

229
한국YMCA(한국기독교청년
회전국연맹유지재단)

재단 서울 마포구 02-754-7891

230 한국YWCA연합회 사단 서울 중구 02-774-9702 www.ywca.or.kr

231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 사단 서울 종로구 02-3675-0711

232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사단 서울 강서구 02-2085-8284

233 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 사단 서울 종로구 02-765-9576

234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사단 서울 종로구 02-743-5064 www.kcsw.or.kr

235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사단 서울 종로구 02-763-8309 www.charity.or.kr

236 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지재단 재단 서울 종로구 02-763-8427 www.kncc.or.kr

237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단 서울 종로구 02-741-2782 http://www.cck.or.kr/

238 한국노인샬롬복지원 사단 서울 성북구 02-763-5532

239
한국복음주의학원(성서대학
교)

사단 서울 노원구 02-950-5401 www.bible.ac.kr/

240 한국생명의전화 복지 서울 종로구 02-763-9195 www.lifeline.or.kr

241 한국선의복지재단 재단 서울 관악구 02-884-5510

242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재단 서울 종로구 02-762-0989 wel.pck.or.kr

243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사단 서울 노원구 02-471-9106 www.kmad.or.kr

244 한기장복지재단 재단 서울 강북구 02-3499-7614

245 한나복지재단 재단 경기 파주시 031-943-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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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한림소망의집 복지 제주 제주시 064-796-8163
http://hanlimch.onmam.
com/bbs/viewPage/2

247 한민족복지재단 재단 서울 서초구 02-3471-9814 www.hankorea.or.kr

248 한밭제일교회복지재단 재단 대전 유성구 042-541-3990

249 한빛재단 재단 서울 강북구 02-988-1465

250 한서기독재단 재단 부산 해운대구 051-747-5106

251 한서복지재단 재단 충남 서산시 041-660-1820

252 할렐루야 복지 서울 강북구 02-987-6286

253 함께하는  사랑밭 사단 서울 구로구 02-2612-4400 www.withgo.or.kr

254 함평시온원 복지 전남 함평군 061-322-6600 www.jncsw.org/sion

255 호산나복지재단 재단 부산 사하구 051-293-8286 www.hsnwel.or.kr

256 홀트아동복지회 복지 서울 마포구 02-322-8102 http://www.holt.or.kr

257 화이트아동복지회 복지 충북 제천시 043-648-1236

258 휴먼복지회 복지 경기 남양주시 031-575-2715 www.human2008.or.kr/

259 희망의복지재단 재단 서울 구로구 02-2681-0692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www.mw.go.kr); 종단 협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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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주교(97)

　 사회복지 법인과 단체명 종
류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1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복지 광주 동구 062-230-9600 www.gjcaritas.or.kr/

2 가톨릭큰빛복지재단 재단 부산 동구 051-464-3909 　

3 경애원 복지 전남 목포시 061-281-2255 www.gyungaewon.or.kr/

4 광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재단 광주 서구 062-380-2823 　

5 그리스도수도회 복지 서울 서대문구 02-379-6278 
http://christ-brothers.o
r.kr/

6 기쁨나눔재단 재단 서울 마포구 02-3276-7710 www.joyofsharing.co.kr/

7
꼰벤뚜알성프란치스코수도
회

재단 서울 용산구 02-793-2070 www.ofmconv.or.kr

8 나지르마을 재단 경기 포천시 031-533-0032 　

9 대건카리타스 복지 경기 의정부시 031-850-1481 www.caritasdaegun.or.kr/

10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복지 대구 중구 053-253-9991 www.caritasdaegu.or.kr/

11 대구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재단 대구 중구 053-254-3000 　

12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복지 대전 대덕구 042-635-5111 www.tjcaritas.or.kr

13 대전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재단 대전 동구 042-630-7736 www.djcatholic.or.kr

14 라파엘복지재단 재단 경기 양평군 031-775-1886 　

15 로사리오카리타스 복지 부산 금정구 051-516-0815 www.rscaritas.com

16 로사사회봉사회 복지 부산 수영구 051-758-6237 www.rosa.or.kr

17 릴리회 사단 대구 북구 053-322-9697 　

18 마뗄암재단 재단 서울 종로구 02-723-4706 www.mcancer.com

19 마리아수녀회 재단 부산 서구 051-256-3901 www.sistersofmary.or.kr

20 마리아의작은자매회 재단 서울 중구 02-2279-4700 mr.catholic.or.kr

21 마산교구사회복지국 재단 경남 마산시 055-249-7041 　

22 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재단 경남 마산시 055-246-0901 www.cathms.or.kr

23 명휘원 복지 경기 안산시 031-406-1134 www.mhw.or.kr

24 무지개공동회 복지 광주 북구 062)528-7701 www.emmausi.com/

25 미리암복지재단 재단 전북 임실군 063-643-0764 　

26 바오로복지재단 재단 경북 김천시 054-435-5579 　

27 백선바오로의집 복지 광주 광산구 062-943-3300 www.100sunpaul.or.kr/

28 복음자리 복지 경기 시흥시 031-317-7116 www.bokumjari.or.kr

29 분도 복지 경북 성주군 054-932-5522

30 빠스카교화복지회 사단 경북 칠곡군 054-972-2664 　

31 사랑의성모공동체 복지 서울 영등포구 02-831-9315 　

32 복지 천주교인보회 복지 경기 용인시 031-323-6054 www.johnhouse.org/

33 복지교육회 복지 경북 안동시 054-481-3201 www.happysister.net/

34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복지 서울 중구 02-776-1314 www.caritasseoul.or.kr

35 서정길대주교재단 재단 대구 중구 053-76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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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성골롬반복지재단 재단 전남 목포시 061-279-4879 　

37 성모성심수도회 재단 경기 안성시 　 　

38 성모의마을 복지 충남 논산시 041-732-2085 www.smo.or.kr/

39 성바오로애덕원 복지 대구 중구 053-659-3304
www.spctaegu.or.kr/b
ubin/01.php

40
성빈센트드뽈자비의수녀회유지
재단

재단 경기 수원시 031-241-2151 www.vincent.or.kr

41 성심원 복지 제주 제주시 064-725-9991 www.love-house.or.kr/

42 성언복지원 복지 전북 군산시 063-453-8400 　

43 성요셉복지재단 재단 경북 고령군 054-954-3475 　

44 성요셉의집 복지 경남 양산시 055-365-1910 　

45 성요한복지재단 재단 대구 동구 053-963-3927 　

46 성요한복지회 복지 서울 강서구 02-3661-3401 www.egreen.or.kr

47 솔뫼베네딕도의집 복지 충남 당진시 041-363-7786 　

48 쌘뽈원 복지 충남 논산시 041-741-4045 www.spyoyangwon.org/

49 씨튼수녀회사회복지원 복지 광주  북구 062-973-1151 www.setonshop.or.kr/

50 아그네스복지재단 재단 경남 마산시 055-271-1871 http://agw.kr/

51 영원한도움의성모회 재단 서울 성북구 02-2171-1500 www.solph.or.kr

52 예수마리아요셉부활의집 복지 광주 북구 062-571-6004 www.gjw.or.kr/

53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재단 부산 금정구 051-581-3104 www.mscsrk.or.kr

54 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재단 충북 음성군 043-879-0100 www.kkot.or.kr

55 오순절평화의마을 복지
부산 해운대
구

051-782-0765 www.osunjel.org

56 요셉복지재단 재단 울산 울주군 052-261-7533

57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복지 강원 원주시 033-731-4557 www.wonju.or.kr/

58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복지 인천 중구 032-765-6966
www.caritasincheon.o
r.kr/

59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재단 인천 중구 032-765-6975 www.caincheon.or.kr

60 자애종합복지원 복지 서울 강남구 02-2226-1571 www.jaaewf.or.kr/

61 작은예수회 복지 서울 중구 02-777-6444 www.littlejesus.org

62
재단법인 예수성심시녀회 성모
자애원

복지 경북 포항시 054-274-7744 www.sunlight.or.kr/

63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복지 전북 전주시 063-284-5290 http://jcatholic.or.kr

64 전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재단 전북 전주시 063-230-1004 www.jcatholic.or.kr

65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 복지 제주 제주시 064-729-9510

66 제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재단 제주 제주시 064-751-0145 www.diocewecheju.org

67 제주황새왓카리타스 복지 제주 제주시 064)729-9512 www.jejuaduk.org/

68 천사의모후원 복지 경기 수원시 031-256-1814

69 천주교군종교구유지재단 재단 서울 02-749-1921 www.gunjong.or.kr

70 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 재단 전남 나주시 061-333-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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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천주교보혈선교수녀회 재단 충북 청원군 043-260-1642

72 천주교부산교구사회복지회 복지 부산 금정구 051-516-0815 http://bcaritas.zc.bz

73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재단 부산 수영구 051-629-8730 www.catholicpusan.or.kr

74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재단 서울 중구 02-727-2024 www.catholic.or.kr

75 천주교석문복지재단 재단 서울 서초구 02-522-5609

76 천주교성가복지회 복지 전북 전주시 063-284-5289 http://caritasjeonju.or.kr/

77 천주교성가회유지재단 재단 서울 성북구 02-914-1960

78
천주교성골롬반외방선교수
녀회

재단 서울 성북구 02-923-9006

79 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 재단 경기 과천시 02-502-3166

80 천주교성체회새감마을 복지 충남 예산군 041-337-4046

81 천주교수원교구사회복지회 복지 경기 수원시 031-268-1996 www.casuwon.or.kr

82 천주교안동교구사회복지회 복지 경북 영주시 054-633-6761 www.adcaritas.or.kr

83 천주교안동교구유지재단 재단 경북 안동시 054-858-3111 www.acatholic.or.kr

84 천주교원주교구유지재단 재단 강원 원주시 033-765-4222 wonju.catholic.or.kr

85 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재단 경기 의정부시 031-870-1700 u.catholic.or.kr

86 천주교진우리 복지 경기 광주시 031-762-1734

87 천주교춘천교구사회복지회 복지 강원 춘천시 033-240-6060 www.cccaritas.or.kr

88 천주의성요한수도회 재단 광주 북구 062-510-3114 www.johnofgod.or.kr

89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재단 충북 청주시 043-253-8161 www.cdcj.or.kr

90 춘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재단 강원 춘천시 033-242-6150 www.cccatholic.or.kr

91 평화의집 복지 경기 양평군 031-774-9901 www.ypoh.co.kr/

92 프란치스코사회복지회 복지 충북 제천시 043-642-8062

93 한국가톨릭레드리본 사단 서울 중구 02-753-2036 www.redribbon.kr

94 한국순교자수녀회 재단 경기 여주군 031-881-2711

95 한국천주교호스피스협회 사단 대전 중구 042-220-9004

96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재단 서울 중구 02-727-2270 www.obos.or.kr

97 환주복지재단 재단 서울 중구 02-757-0218

* 출처: 2010~2011 한국천주교주소록,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0; 보건복지가족부 (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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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불교(14)

　 사회복지 법인과 
단체명

종
류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1 강원삼동회 복지 강원 영월군 033-441-9940 www.wonwelfare.net/

2 부산원광 복지 부산 동래구 051-554-4438 http://won-kwang.or.kr/

3 삼동회 복지 전북 익산시 063-832-9481 www.sdw.or.kr/

4 섬나기 복지 제주 제주시 064-799-3999 http://jjwonkwang.or.kr

5 원광효도마을 복지 전북 익산시 063-850-9700 www.wonhyodo.co.kr

6 원봉공회 복지 서울 용산구 02-823-4438 www.wbga.or.kr/

7 원봉회 복지 제주 서귀포시 064-787-3270

8 원불교창필재단 재단 경기 양주군 031-855-5036

9 원빛골 복지 광주 북구 062-232-7223 

10 유린보은동산 복지 서울 중랑구 02-433-5672 www.wonyurin.or.kr/

11 은혜원 복지 충북 진천군 043-532-9962 www.eunhyewon.or.kr

12 중도원 복지 전북 익산시 063-857-1201 www.joongdowon.com

13 청운보은동산 복지 서울 동작구 02-816-5131 www.iboeun.org/iboeun/

14 한울안 복지 전북 전주시 063-231-1010

* 출처: 종단 협조 자료.

5) 기타 종교(10)

　 종교
사회복지 
법인과 
단체명

종
류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1 대순진리회
대순진리회복
지재단

재단 경기 여주군 031-887-0515 www.dsswf.com

2 상생복지회 복지 경기 여주시 031-885-3313 www.sangseng.kr/

3
세계평화통
일가정연합

애원복지재단 복지 서울 중구 02-713-7869

4 청심복지재단 복지 경기 가평군 031-589-5300 www.csvillage.com/

5 천부교 SANC 사단 서울 서대문구 02-363-5014 www.chunbukyo.or.kr/ 

일관도 미륵복지재단 재단 부산 동래구 051-501-5555

6 연합 무진복지재단 재단 경기 양평군 031-775-1450 http://mujin.or.kr/g5/

7 연합
한국종교계사
회복지협의회

사단 서울 서대문구 02-365-7434 　

* 출처: 각 종단 협조 자료.



- 236 -

11. 국방부 군종장교의 종교별 현황

국방부는 병역법 과 동 시행령에 따라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11. 30. 국방부령 제907호, 2016. 11. 29., 타법개정)을 운영한다. 또한 군 종교활동 

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 (시행 2017. 11. 24. 국방부훈령 제2085호, 2017. 11. 24., 일부

개정)을 운영한다. 그리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약칭: 군인복무기본법,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타법개정) 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

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군종업무에 관한 훈

령 (시행 2018. 5. 11. 국방부훈령 제2160호, 2018. 5. 11., 일부개정) 등을 운영한다. 이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에 따르면, 군종업무는 장병, 군무원, 군인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종교활동·교육활동·선도활동·대민활동 및 기타활동’ 등으로 구분된다(제4조, 

제5조). 

2018년 4월 현재 군종장교가 편성된 종교단체는 개신교․천주교․불교․원불교 등 4개 

종교이다. 각 종교단체는 군종장교와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시 소속 성직자를 국방부

에 추천하고, 군 종교시설 건립을 위한 기부 채납, 군 장병 신앙심 함양 및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종교 활동 보장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구 분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계

258 134 97 3 492

* 출처: 국방부(www.mnd.go.kr/, 2018.4.13. 보도자료) 
* 2018년 4월 기준이며, 총492명에 여성 군종장교 10명이 포함됨(개신교 6명, 불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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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신교 천주교 불교 연합(천주교/
불교) 계

허가법인 12 3 1 1 17

12. 법무부 허가 법인의 종교별 현황

* 출처: 법무부(www.법무부.한국/search/jsp/search.jsp, 비영리법인현황)

종교 명칭 홈페이지 종류 사업목적

개신교

1 (사)피난처
www.pnan.o
rg/

사단 국내외 난민과 북한난민의 구호 등 

2 (재)아가페 　 재단 소망교도소 설립. 운영

3 기독교세진회 　 사단 수용자 선교 및 봉사

4 담안선교회 자활원 　 사단 갱생보호사업

5
사단법인 새희망교
화센터

www.kangs
anews.kr/

사단
수용자와  출소자에게 심리적, 물질적, 환경적 
도움을 주고, 효율적인 교정교화 기법 연구

6
사단법인 한국교회
법학회

　 사단
교회 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교회재판에 대
한 기준 제시

7 새생명운동본부 　 사단 복음주의 신앙에 입각한 수용자 선교

8 세계교화갱보협회
www.afterc
are.or.kr/

사단 갱생보호사업

9 한국교정복지회 　 사단 기독교를 통한 수용자 교화 및 사회복귀 지원

10 한국교정선교회 　 사단 수용자 복음 전도와 교정교화사업

11 한국교화복지재단
www.pici.co
.kr/

재단 갱생보호사업

12
함께하는 다문화 
네트워크

www.damun
hwa.or.kr/

사단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천주교

1 빠스카교화복지회 　 사단 갱생보호사업

2 양지뜸
www.1004h
ome.co.kr/

사단 갱생보호사업

3
천주교사회교정사
목위원회

　 사단
수용자 선교 및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사목 활
동

불교 1
한국불교교화복지
선도회

　 사단 불교 자비정신 구현으로 수용자 교화

불 교 /
천주교 
연합

1 행복공장
www.happit
ory.org/

사단

법문화 체험기회 제공, 재소자  및 가족에 대한 
치유지원 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고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일익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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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무부 교정위원 내 종교위원 현황

법무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교정위원 운영지침 (시행 

2016. 1. 4. 법무부예규 제1104호, 2016. 1. 4., 일부개정)에 근거해 교정위원과 준교정위

원 제도를 운영한다. 여기서 교정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고, 준교정위원은 교

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지소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용자 교육 및 교화활동에 참

여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제2조). 이 가운데 교정위원은 3년 단위로 위촉과 재

위촉이 이루어지는데, 참여하는 분야가 ‘교화분야, 종교분야, 교육분야, 의료분야, 취업·

창업분야’ 등으로 구분된다(제4조, 제5조). 이들은 각 교정기관별 ‘교정협의회’, 각 지방

교정청별 ‘교정연합회’, 그리고 전국 각 교정기관 교정협의회장 등을 대의원으로 하여 

‘교정위원중앙협의회’를 구성해 활동한다(제15조-제21조). 

2012년까지 가장 많은 수의 교정위원은 교화위원이다. 그렇지만 2013년부터 가장 많

은 수의 교정위원은 종교위원이 차지하고 있다.  

1) 교정위원 현황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4,682 4,656 4,574 5,220 5,069 4,915 4,833 4,688 4,706 4,765

교화위원 2,304 2,313 2,255 2,232 2,070 1,971 1,915 1,778 1,804 1,790

종교위원 1,921 1,910 1,925 1,963 1,962 1,942 1,967 1,924 1,895 1,931

교육위원 269 263 241 248 225 218 211 246 275 315

의료위원 188 170 153 140 123 112 108 98 102 98

취업위원 - - - 637 689 672 632 642 630 631

2) 종교위원 활동실적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교리지도(명) 44,239 48,150 38,201 44,678 37,072 39,667 41,207 37,790 29,560 36,876

자매결연(명) 6605 6,962 13,428 12,466 9,652 2,920 3,989 3,448 3,828 3,333

수용생활지원(명) 24535 2,4939 25,309 24,891 26,093 27,305 24,780 22,336 22,170 23,962

교화도서기증(권) 2908 994 9,028 3,429 2,361 1,782 401 670 346 3,441

* 출처: 대한민국 법원(http://www.scourt.go.kr/portal/main.jsp, 자료→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2017 
사법연감(2016.1~2016.12), 법원행정처, 2017, 477-4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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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사찰수 시도별 사찰수 시도별 사찰수

서울특별시 60 울산광역시 11 전라북도 118
부산광역시 34 세종특별자치시 8 전라남도 96
대구광역시 18 경기도 104 경상북도 178
인천광역시 8 강원도 48 경상남도 103
광주광역시 6 충청북도 84 제주특별자치도 12
대전광역시 5 충청남도 74 계 967

14. 전통사찰, 향교, 서원 현황

1) 전통사찰 현황

⑴ 총괄표

<시도별>, 2018.7.30.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제공(<시도별 전통사찰 현황>)
 

<종단별>, 2018.7.30.
종단수 사찰수

조계종 781
태고종 98
천태종 1
법화종 17
기타 70
계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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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서울시(60) / 부산시(34)

연
번

시군구
(서울)

사찰명
(소속종단)

연
번

시군구
(서울)

사찰명
(소속종단)

연
번

시군구
(부산)

사찰명
(소속종단)

1 강남구 봉은사(조) 41 성북구 경국사(조) 1 강서구 청량사(조)

2 강남구 불국사(태) 42 성북구 내원사(조) 2 금정구 국청사(조)

3 강북구 화계사(조) 43 은평구 수국사(조) 3 금정구 정수암(조)

4 강북구 삼성암(조) 44 은평구 진관사(조) 4 금정구 미륵사(조)

5 강북구 도선사(조) 45 은평구 삼천사(조) 5 금정구 범어사(조)

6 강북구 보광사(선학원) 46 은평구 용암사(선학원) 6 기장군 안적사(조)

7 강북구 용덕사(조) 47 은평구 심택사(조) 7 기장군 월명사(승가종)

8 강북구 신검사(법화선종) 48 종로구 조계사(조) 8 기장군 묘관음사(선학원)

9 강북구 본원정사(대각회) 49 종로구 금선사(조) 9 기장군 척판암(조)

10 강서구 약사사(조) 50 종로구 승가사(조) 10 기장군 장안사(조)

11 강서구 미타사(조) 51 종로구 문수사(조) 11 기장군 고불사(조)

12 강서구 법성사(조) 52 종로구 인왕사(본원종) 12 기장군 해광사(조)

13 관악구 관음사(조) 53 종로구 대각사(조) 13 남구 불곡암(조)

14 관악구 약수암(조) 54 종로구 청룡사(조) 14 남구 성암사(조)

15 관악구 자운암(태) 55 종로구 묘각사(관음종) 15 동구 묘심사(조)

16 관악구 성주암(태) 56 종로구 감로암(조) 16 동구 연등사(조)

17 광진구 영화사(조) 57 종로구 일선사(선학원) 17 동구 금수사(원효종)

18 금천구 호압사(조) 58 종로구 소림사(조) 18 동래구 금정선원(선학원)

19 노원구 학림사(조) 59 종로구 안양암(정안종) 19 동래구 법륜사(조)

20 노원구 용굴암(조) 60 서대문구 봉원사(태) 20 사상구 선광사(법화종)

21 노원구 학도암(조) 21 사상구 약수암(법화종)

22 노원구 도안사(조) 22 사상구 운수사(조)

23 도봉구 원통사(조) 23 서구 내원정사(조)

24 도봉구 천축사(조) 24 수영구 영주암(조)

25 도봉구 만월암(조) 25 수영구 옥련선원(옥련선원)

26 동대문구 청량사(조) 26 연제구 금용암(조)

27 동대문구 연화사(조) 27 연제구 감천사(조)

28 동작구 호국지장사(조) 28 연제구 혜원정사(조)

29 동작구 사자암(조) 29 연제구 마하사(조)

30 동작구 달마사(조) 30 영도구 복천사(조)

31 서대문구 옥천암(조) 31 진구 광명사(조)

32 서초구 대성사(대각회) 32 진구 선암사(조)

33 성동구 미타사(조) 33 해운대구 해운정사(선학원)

34 성북구 흥천사(조) 34 해운대구 관음정사(조)

35 성북구 적조사(조)

36 성북구 미타사(조)

37 성북구 보문사(보문종)

38 성북구 정법사(선학원)

39 성북구 개운사(조)

40 성북구 봉국사(조)

* 소속종단 표기: (조)=조계종, (태)=태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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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대구시(18) / 인천시(8) / 광주시(6)

연
번

시군구
(대구)

사찰명
(소속종단)

연
번

시군구
(인천)

사찰명
(소속종단)

연
번

시군구
(광주)

사찰명
(소속종단)

1 남구 안일사(조) 1 강화읍 청련사(조) 1 동구 원각사(조)

2 남구 법장사(조) 2 강화군 청수암(조) 2 동구 약사사(조)

3 남구 은적사(조) 3 강화군 전등사(조) 3 동구 증심사(조)

4 달서구 임휴사(조) 4 강화군 적석사(조) 4 동구 문빈정사(조)

5 달성군 운흥사(조) 5 강화군 보문사(조) 5 북구 원효사(조)

6 달성군 남지장사(조) 6 강화군 백련사(조) 6 북구 신광사(조)

7 달성군 용연사(조) 7 강화군 정수사(조)

8 달성군 유가사(조) 8 중구 용궁사(태)

9 달성군 소재사(조)

10 달성군 현풍포교당(조)

11 달성군 용문사(조)

12 달성군 화장사(조)

13 동구 관암사(태)

14 동구 관음사(조)

15 동구 동화사(조)

16 동구 북지장사(조)

17 동구 부인사(조)

18 동구 파계사(조)

⑷ 대전시(5) / 울산시(11) / 세종시(8)

연
번

시군구
(대전)

사찰명
(소속종단)

연
번

시군구
(울산)

사찰명
(소속종단)

연
번

시군구
(세종)

사찰명
(소속종단)

1 동구 고산사(조) 1 동구 동축사(조) 1 전의면 비암사(조)

2 동구 심광사(선학원) 2 동구 월봉사(조) 2 전의면 청안사(조)

3 서구 내원사(태) 3 북구 신흥사(조) 3 서면 연화사(태)

4 중구 복전암(선학원) 4 북구 옥천암(조) 4 서면 학림사(선학원)

5 대덕구 비래사(조) 5 북구 도솔암(조) 5 조치원읍 관음암(태)

6 울주군 석남사(조) 6 조치원읍 신광사(선학원)

7 울주군 내원암(조) 7 동면 황룡사(조)

8 울주군 문수사(조) 8 장기면 영평사(조)

9 중구 해남사(조)

10 중구 백양사(조)

11 중구 관음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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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경기도(104)

연
번

시군구
(경기)

사찰명
(소속종단)

연
번

시군구
(경기)

사찰명
(소속종단)

연
번

시군구
(경기)

사찰명
(소속종단)

1 가평군 대원사(조) 41 수원시 수원사(조) 81 이천시 신흥사(조)

2 가평군 현등사(조) 42 수원시 청련암(조) 82 이천시 연화정사(해동종)

3 고양시 국녕사(조) 43 수원시 팔달사(선학원) 83 이천시 영원사(조)

4 고양시 노적사(조) 44 안산시 쌍계사(조) 84 이천시 영월암(조)

5 고양시 무량사(법화종) 45 안산시 화림선원(선학원) 85 파주시 검단사(조)

6 고양시 봉성암(조) 46 안성시 석남사(조) 86 파주시 보광사(조)

7 고양시 상운사(조) 47 안성시 용화사(조) 87 파주시 용상사(일승종)

8 고양시 아미타사(선학원) 48 안성시 운수암(조) 88 파주시 용암사(조)

9 고양시 중흥사(조) 49 안성시 청룡사(조) 89 평택시 만기사(조)

10 고양시 태고사(태) 50 안성시 청원사(조) 90 평택시 보국사(태)

11 고양시 흥국사(조) 51 안성시 칠장사(조) 91 평택시 서천사(해동종)

12 과천시 보광사(조) 52 안양시 망해암(조) 92 평택시 수도사(조)

13 과천시 연주암(조) 53 안양시 삼막사(조) 93 평택시 심복사(조)

14 광주시 개원사(조) 54 안양시 안양사(태) 94 평택시 약사사(조)

15 광주시 극락사(조) 55 안양시 염불사(조) 95 평택시 자비사(조)

16 광주시 망월사(조) 56 양주시 백화암(조) 96 포천시 왕산사(조)

17 광주시 명성암(조) 57 양주시 석굴암(조) 97 포천시 흥룡사(조)

18 광주시 백련암(태) 58 양주시 회암사(조) 98 포천시 자인사(조)

19 광주시 장경사(조) 59 양평군 대성사(조) 99 화성시 만의사(조)

20 김포시 광은사(조) 60 양평군 사나사(조) 100 화성시 봉림사(조)

21 김포시 금정사(조) 61 양평군 상원사(조) 101 화성시 신흥사(조)

22 김포시 문수사(태) 62 양평군 용문사(조) 102 화성시 용주사(조)

23 김포시 용화사(조) 63 여주시 대법사(태) 103 부천시 석왕사(조)

24 군포시 수리사(조) 64 여주시 대성사(법상종) 104 하남시 선법사(태)

25 남양주시 견성암(조) 65 여주시 신륵사(조)

26 남양주시 내원암(조) 66 여주시 흥왕사(조)

27 남양주시 묘적사(조) 67 연천군 원심원사(조)

28 남양주시 보광사(조) 68 오산시 보적사(조)

29 남양주시 봉선사(조) 69 용인시 동도사(불이종)

30 남양주시 봉영사(조) 70 용인시 백련사(조)

31 남양주시 불암사(조) 71 용인시 법륜사(조)

32 남양주시 석천암(조) 72 용인시 용덕사(조)

33 남양주시 수종사(조) 73 의왕시 백운사(조)

34 남양주시 천보사(조) 74 의왕시 청계사(조)

35 남양주시 흥국사(조) 75 의정부시 망월사(조)

36 동두천시 자재암(조) 76 의정부시 미륵암(조)

37 성남시 망경암(조) 77 의정부시 석림사(조)

38 성남시 봉국사(조) 78 의정부시 성불사(조)

39 성남시 약사사(여래종) 79 의정부시 원효사(조)

40 수원시 봉녕사(조) 80 의정부시 회룡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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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 강원도(48)

연번
시군구
(강원)

사찰명
(소속종단)

연번
시군구
(강원)

사찰명
(소속종단)

1 강릉시 낙가사(조) 41 춘천시 청평사(조)

2 강릉시 법왕사(조) 42 춘천시 상원사(조)

3 강릉시 관음사(조) 43 평창군 극락사(조)

4 강릉시 용연사(조) 44 평창군 월정사(조)

5 강릉시 보현사(조) 45 홍천군 수타사(조)

6 강릉시 청학사(지암불교문화재단) 46 홍천군 쌍계사(조)

7 고성군 극락암(조) 47 횡성군 봉복사(태)

8 고성군 건봉사(조) 48 횡성군 보광사(조)

9 고성군 화암사(조)

10 동해시 삼화사(조)

11 동해시 감추사(태)

12 삼척시 영은사(조)

13 삼척시 신흥사(조)

14 삼척시 천은사(조)

15 삼척시 삼장사(조)

16 속초시 신흥사(조)

17 속초시 계조암(조)

18 속초시 보광사(조)

19 양양군 진전사(조)

20 양양군 낙산사(조)

21 양양군 홍련암(조)

22 양양군 영혈사(조)

23 양양군 명주사(조)

24 영월군 법흥사(조)

25 영월군 보덕사(조)

26 영월군 금몽암(조)

27 원주시 구룡사(조)

28 원주시 입석사(조)

29 원주시 상원사(조)

30 원주시 영천사(조)

31 원주시 영원사(조)

32 원주시 국형사(조)

33 원주시 보문사(조)

34 인제군 백담사(조)

35 인제군 오세암(조)

36 인제군 봉정암(조)

37 인제군 백련정사(조)

38 정선군 정암사(조)

39 철원군 도피안사(조)

40 철원군 심원사(조)



- 244 -

⑺ 충청북도(84)

연
번

시군구
(충북)

사찰명
(소속종단)

연
번

시군구
(충북)

사찰명
(소속종단)

연
번

시군구
(충북)

사찰명
(소속종단)

1 청주시 용화사(조) 41 보은군 동암(조) 81 음성군 가섭사(조)

2 청주시 보살사(조) 42 보은군 중사자암(조) 82 단양군 원통암(조)

3 청주시 복천암(태) 43 보은군 상고암(조) 83 단양군 구인사(천태종)

4 청주시 보현사(태) 44 보은군 탈골암(조) 84 단양군 미륵대흥사(조)

5 청주시 연화사(태) 45 보은군 여적암(조)

6 청주시 청룡사(태) 46 보은군 관음암(조)

7 청주시 화림사(태) 47 옥천군 구절사(조)

8 청주시 백족사(태) 48 옥천군 가산사(조)

9 청주시 안심사(조) 49 옥천군 대성사(태)

10 청주시 동화사(태) 50 옥천군 송림사(태)

11 청주시 월리사(조) 51 옥천군 용암사(조)

12 청주시 현암사(조) 52 옥천군 대성사(태)

13 청주시 운용사(태) 53 옥천군 문수암(조)

14 충주시 단호사(태) 54 영동군 영암사(선교종)

15 충주시 정심사(태) 55 영동군 영국사(조)

16 충주시 대원사(조) 56 영동군 금성사(조)

17 충주시 창룡사(조) 57 영동군 중화사(조)

18 충주시 봉학사(태) 58 영동군 지장사(선교종)

19 충주시 청룡사(법화종) 59 영동군 영천사(조)

20 충주시 백운암(조) 60 영동군 반야사(조)

21 충주시 신흥사(법화종) 61 영동군 영축선원(선학원)

22 충주시 석종사(조) 62 증평군 미륵사(조계혜능종)

23 충주시 미륵세계사(조) 63 증평군 보타사(태)

24 제천시 복천사(육주회) 64 증평군 광덕사(법화종)

25 제천시 원각사(태) 65 진천군 성림사(태)

26 제천시 장락사(선학원) 66 진천군 용화사(조)

27 제천시 무암사(조) 67 진천군 대흥사(조)

28 제천시 고산사(조) 68 진천군 문수암(조)

29 제천시 신륵사(조) 69 진천군 영수사(조)

30 제천시 백련사(조) 70 괴산군 개심사(조)

31 제천시 월명사(태) 71 괴산군 보광사(태)

32 제천시 강천사(선학원) 72 괴산군 백운사(선학원)

33 제천시 정방사(조) 73 괴산군 채운암(조)

34 제천시 덕주사(조) 74 괴산군 공림사(조)

35 제천시 한산사(조) 75 괴산군 석천암(조)

36 제천시 경은사(조) 76 괴산군 각연사(조)

37 보은군 법주사(조) 77 음성군 대경사(태)

38 보은군 수정암(조) 78 음성군 미타사(조)

39 보은군 상환암(조) 79 음성군 수도사(태)

40 보은군 복천암(조) 80 음성군 화암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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⑻ 충청남도(74)

연번
시군구
(충남)

사찰명
(소속종단)

연번
시군구
(충남)

사찰명
(소속종단)

1 공주시 신원사(조) 41 서산시 일락사(조)

2 공주시 갑사(조) 42 서산시 송덕암(태)

3 공주시 영은사(조) 43 서산시 죽사(조)

4 공주시 동학사(조) 44 서산시 간월암(조)

5 공주시 마곡사(조) 45 서천군 영수암(조)

6 공주시 동혈사(조) 46 서천군 봉서사(조)

7 금산군 신안사(조) 47 아산시 봉곡사(조)

8 금산군 태고사(태) 48 아산시 용담사(태)

9 금산군 보석사(조) 49 아산시 인취사(조)

10 금산군 서대사(조) 50 아산시 세심사(조)

11 금산군 영천암(조) 51 아산시 오봉사(조)

12 금산군 미륵사(선학원) 52 예산군 대련사(조)

13 논산시 용암사(조) 53 예산군 수덕사(조)

14 논산시 관촉사(조) 54 예산군 보덕사(조)

15 논산시 쌍계사(조) 55 예산군 법륜사(법륜종)

16 논산시 송불암(조) 56 예산군 화암사(조)

17 논산시 개태사(조) 57 예산군 향천사(조)

18 당진시 영랑사(조) 58 천안시 광덕사(조)

19 당진시 영탑사(조) 59 천안시 은석사(조)

20 당진시 보덕사(조) 60 천안시 만일사(조)

21 보령시 윤창암(법륜종) 61 천안시 성불사(조)

22 보령시 중대암(조) 62 청양군 장곡사(조)

23 보령시 금강암(조) 63 청양군 정혜사(선학원)

24 보령시 백운사(조) 64 청양군 봉정사(조)

25 보령시 선림사(조) 65 태안군 태국사(조)

26 부여군 금지암(조) 66 태안군 태을암(조)

27 부여군 조왕사(조) 67 태안군 흥주사(조)

28 부여군 고란사(조) 68 홍성군 고산사(조)

29 부여군 정각사(조) 69 홍성군 정암사(조)

30 부여군 무량사(조) 70 홍성군 석련사(조)

31 부여군 무진암(조) 71 홍성군 내원사(조)

32 부여군 대조사(조) 72 홍성군 산혜암(조)

33 부여군 오덕사(조) 73 홍성군 용봉사(조)

34 부여군 화암사(태) 74 홍성군 구절암(태)

35 서산시 개심사(조)

36 서산시 부석사(조)

37 서산시 서광사(조)

38 서산시 천장사(조)

39 서산시 망일사(조)

40 서산시 문수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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⑼ 전라북도(118)

연
번

시군구
(전북)

사찰명
(소속종단)

연
번

시군구
(전북)

사찰명
(소속종단)

연
번

시군구
(전북)

사찰명
(소속종단)

1 고창군 문수사(조) 41 남원시 용담사(태) 81 임실군 상이암(조)

2 고창군 상원사(조) 42 남원시 관음사(태) 82 임실군 신흥사(조)

3 고창군 용화사(태) 43 남원시 극락암(조) 83 임실군 해월암(조)

4 고창군 소요사(태) 44 남원시 백련사(조) 84 임실군 죽림암(조)

5 고창군 도솔암(조) 45 무주군 향산사(선학원) 85 장수군 원흥사(태)

6 고창군 석상암(조) 46 무주군 북고사(조) 86 장수군 영월암(조)

7 고창군 선운사(조) 47 무주군 백련사(조) 87 장수군 미륵암(태)

8 고창군 참당암(조) 48 무주군 원통사(조) 88 장수군 성관사(조)

9 군산시 지장암(태) 49 무주군 안국사(조) 89 장수군 팔성사(조)

10 군산시 불주사(조) 50 부안군 월명암(조) 90 장수군 신광사(조)

11 군산시 운심사(태) 51 부안군 성황사(조) 91 전주시 서고사(조)

12 군산시 상주사(조) 52 부안군 개암사(조) 92 전주시 일출암(태)

13 군산시 성흥사(태) 53 부안군 내원암(조) 93 전주시 약수암(태)

14 군산시 은적사(조) 54 부안군 내소사(조) 94 전주시 선린사(태)

15 군산시 보천사(조) 55 부안군 용화사(태) 95 전주시 실상사(태)

16 김제시 혜봉사(태) 56 부안군 실상사(조) 96 전주시 승암사(태)

17 김제시 학선암(조) 57 순창군 만일사(조) 97 전주시 동고사(태)

18 김제시 금산사(조) 58 순창군 구암사(조) 98 전주시 남고사(조)

19 김제시 청룡사(조) 59 순창군 대모암(조) 99 전주시 불정사(태)

20 김제시 쌍룡사(태) 60 순창군 실상암(조) 100 전주시 학소암(조)

21 김제시 귀신사(조) 61 순창군 강천사(조) 101 전주시 정혜사(보문종)

22 김제시 조앙사(태) 62 순창군 일광사(태) 102 정읍시 유선사(조)

23 김제시
성모암(진묵대사유
적진흥회)

63 완주군 화암사(조) 103 정읍시 법인사(태)

24 김제시 원각사(태) 64 완주군 대원사(조) 104 정읍시 내장사(조)

25 김제시 용봉사(태) 65 완주군 학림사(조) 105 정읍시 남산사(태)

26 김제시 망해사(조) 66 완주군 정수사(조) 106 정읍시 보림사(조)

27 김제시 청운사(태) 67 완주군 위봉사(조) 107 정읍시 일광사(태)

28 김제시 문수사(조) 68 완주군 송광사(조) 108 정읍시 정혜사(태)

29 김제시 흥복사(조) 69 완주군 원등사(조) 109 정읍시 정토사(조)

30 남원시 미륵암(태) 70 완주군 봉서사(태) 110 정읍시 석탄사(심우회)

31 남원시 선원사(조) 71 완주군 안심사(조) 111 정읍시 다천사(태)

32 남원시 선국사(조) 72 익산시 사자암(조) 112 진안군 보흥사(태)

33 남원시 실상사(조) 73 익산시 심곡사(조) 113 진안군 금당사(조)

34 남원시 귀정사(조) 74 익산시 석불사(화엄종) 114 진안군 은수사(조)

35 남원시 창덕암(태) 75 익산시 태봉사(태) 115 진안군 탑사(태)

36 남원시 승련사(선학원) 76 익산시 남원사(조) 116 진안군 옥천암(조)

37 남원시 심경암(관음종) 77 익산시 백운사(조) 117 진안군 천황사(조)

38 남원시 덕음암(조) 78 익산시 문수사(조) 118 진안군 고림사(조)

39 남원시 대복사(조) 79 익산시 자명사(조)

40 남원시 연화사(태) 80 익산시 숭림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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⑽ 전라남도(96)

연
번

시군구
(전남)

사찰명
(소속종단)

연
번

시군구
(전남)

사찰명
(소속종단)

연
번

시군구
(전남)

사찰명
(소속종단)

1 강진군 고성사(조) 41 담양군 보리암(조) 81 함평군 보광사(조)

2 강진군 옥련사(조) 42 담양군 용흥사(조) 82 해남군 은적사(조)

3 강진군 금곡사(태) 43 목포시 달성사(조) 83 해남군 성도사(원효종)

4 강진군 화방사(조) 44 무안군 법천사(조) 84 해남군 태영사(조)

5 강진군 정수사(조) 45 무안군 약사사(법화종) 85 해남군 성도암(태)

6 강진군 백련사(조) 46 무안군 도덕사(조) 86 해남군 대흥사(조)

7 강진군 무위사(조) 47 무안군 원갑사(조) 87 해남군 미황사(조)

8 강진군 옴천사(선각종) 48 보성군 대원사(조) 88 해남군 진흥사(태)

9 고흥군 송광암(조) 49 보성군 송광사포교당(조) 89 해남군 서동사(조)

10 고흥군 흥덕사(조) 50 보성군 일월사(조) 90 해남군 도장사(조)

11 고흥군 수도암(조) 51 순천시 금둔사(태) 91 화순군 유마사(조)

12 고흥군 봉래사(조) 52 순천시 동화사(조) 92 화순군 운주사(조)

13 고흥군 능가사(조) 53 순천시 도선암(태) 93 화순군 규봉암(조)

14 고흥군 금탑사(조) 54 순천시 정혜사(조) 94 화순군 쌍봉사(조)

15 곡성군 서산사(조) 55 순천시 향림사(태) 95 화순군 개천사(조)

16 곡성군 도림사(조) 56 순천시 송광사(조) 96 화순군 만연사(조)

17 곡성군 관음사(조) 57 순천시 선암사(조/태)

18 곡성군 수도암(조) 58 순천시 흥륜사(조)

19 곡성군 태안사(조) 59 신안군 금산사(법륜종)

20 곡성군 성륜사(조) 60 신안군 서산사(선각종)

21 광양시 보광사(조) 61 신안군 일심사(태)

22 광양시 백운사(조) 62 여수시 석천사(조)

23 구례군 천은사(조) 63 여수시 은적사(조)

24 구례군 화엄사(조) 64 여수시 향일암(조)

25 구례군 사성암(조) 65 여수시 한산사(조)

26 구례군 연곡사(조) 66 여수시 흥국사(조)

27 구례군 죽림정사(조) 67 여수시 용문사(조)

28 구례군 백련사(조) 68 영광군 연흥사(조)

29 나주시 다보사(조) 69 영광군 불갑사(조)

30 나주시 죽림사(조) 70 영암군 도갑사(조)

31 나주시 태평사(태) 71 영암군 천황사(법화종)

32 나주시 불회사(조) 72 영암군 법흥사(조)

33 나주시 문성암(조) 73 완도군 학서암(조)

34 나주시 운흥사(조) 74 완도군 신흥사(조)

35 나주시 복암사(조) 75 장성군 백양사(조)

36 나주시 심향사(조) 76 장흥군 천관사(조)

37 나주시 미륵사(조) 77 장흥군 보림사(조)

38 담양군 보광사(조) 78 장흥군 신흥사(조)

39 담양군 용화사(태) 79 진도군 쌍계사(조)

40 담양군 용추사(조) 80 함평군 용천사(조)



- 248 -

⑾ 경상북도(178)

연
번

시군구
(경북)

사찰명
(소속종단)

연
번

시군구
(경북)

사찰명
(소속종단)

연
번

시군구
(경북)

사찰명
(소속종단)

1 경산시 경흥사(조) 41 군위군 지보사(조) 81 성주군 임정사(태)

2 경산시 하양포교당(조) 42 군위군 인각사(조) 82 성주군 감응사(조)

3 경산시 보문사(조) 43 군위군 법주사(조) 83 성주군 선석사(조)

4 경산시 안흥사(조) 44 군위군 수태사(조) 84 성주군 심원사(조)

5 경산시 불굴사(조) 45 군위군 석굴암(조) 85 안동시 용담사(조)

6 경산시 원효암(조) 46 김천시 계림사(조) 86 안동시 선찰사(조)

7 경산시 선본사(조) 47 김천시 신흥사(조) 87 안동시 모운사(조)

8 경산시 천성암(법화종) 48 김천시 고방사(조) 88 안동시 일출암(조)

9 경산시 반룡사(조) 49 김천시 봉곡사(조) 89 안동시 용수사(조)

10 경산시 제석사(조) 50 김천시 직지사(조) 90 안동시 영봉사(조)

11 경산시 혜광사(영화종) 51 김천시 용화사(조) 91 안동시 석탑사(조)

12 경산시 환성사(조) 52 김천시 청암사(조) 92 안동시 봉서사(조)

13 경주시 골굴사(조) 53 김천시 구화사(조) 93 안동시 옥산사(태)

14 경주시 금정사(조) 54 문경시 봉암사(조) 94 안동시 광흥사(조)

15 경주시 기림사(조) 55 문경시 원적사(조) 95 안동시 개목사(조)

16 경주시 도덕암(조) 56 문경시 심원사(조) 96 안동시 봉정사(조)

17 경주시 망월사(원효종) 57 문경시 혜국사(조) 97 안동시 석수암(조)

18 경주시 백율사(조) 58 문경시 운암사(조) 98 안동시 유하사(조)

19 경주시 보덕암(조) 59 문경시 김용사(조) 99 안동시 연미사(조)

20 경주시 보리사(조) 60 문경시 대승사(조) 100 안동시 봉황사(조)

21 경주시 분황사(조) 61 봉화군 청량사(조) 101 안동시 서악사(조)

22 경주시 불국사(조) 62 봉화군 축서사(조) 102 영덕군 유금사(조)

23 경주시 석굴암(조) 63 봉화군 지림사(무소속) 103 영덕군 장육사(조)

24 경주시 연지암(조) 64 봉화군 천성사(태) 104 영주시 부석사(조)

25 경주시 주사암(조) 65 봉화군 홍제암(조) 105 영주시 성혈사(조)

26 경주시 천룡사(대각회) 66 봉화군 각화사(조) 106 영주시 초암사(조)

27 경주시 천룡사(조) 67 상주시 남장사(조) 107 영주시 영주포교당(조)

28 경주시 감산사(대각회) 68 상주시 북장사(조) 108 영주시 흑석사(조)

29 고령군 관음사(조) 69 상주시 동해사(조) 109 영주시 진월사(조)

30 고령군 반룡사(조) 70 상주시 상락사(조) 110 영주시 비로사(조)

31 구미시 대둔사(조) 71 상주시 연수암(조) 111 영주시 희방사(조)

32 구미시 도리사(조) 72 상주시 광덕사(법화종) 112 영주시 유석사(조)

33 구미시 보천사(조) 73 상주시 황령사(조) 113 영천시 영천포교당(조)

34 구미시 수다사(조) 74 상주시 청룡사(법화종) 114 영천시 죽림사(조)

35 구미시 약사암(조) 75 상주시 용흥사(조) 115 영천시 신흥사(조)

36 구미시 원각사(조) 76 상주시 갑장사(조) 116 영천시 영지사(조)

37 구미시 죽장사(무소속) 77 상주시 용화사(조) 117 영천시 신녕포교당(조)

38 구미시 해운사(조) 78 상주시 신흥사(조) 118 영천시 부귀사(조)

39 군위군 신흥암(조) 79 상주시 청계사(법화종) 119 영천시 수도사(조)

40 군위군 압곡사(조) 80 상주시 극락암(조) 120 영천시 진불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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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시군구
(경북)

사찰명
(소속종단)

연번
시군구
(경북)

사찰명
(소속종단)

121 영천시 한광사(법왕종) 161 칠곡군 금곡사(조)

122 영천시 거동사(조) 162 칠곡군 도덕암(조)

123 영천시 묘각사(조) 163 칠곡군 송림사(조)

124 영천시 은해사(조) 164 칠곡군 선봉사(선학원)

125 영천시 봉림사(조) 165 칠곡군 영명사(조)

126 예천군 한천사(조) 166 포항시 해봉사(법화종)

127 예천군 보문사(조) 167 포항시 선암사(미륵종)

128 예천군 명봉사(조) 168 포항시 몽운사(조)

129 예천군 서악사(조) 169 포항시 일출선원(선학원)

130 예천군 동악사(대한미륵불교) 170 포항시 진불사(태)

131 예천군 장안사(조) 171 포항시 오어사(조)

132 예천군 용문사(조) 172 포항시 고석사(조)

133 예천군 청룡사(조) 173 포항시 무학사(조)

134 울진군 불영사(조) 174 포항시 보경사(조)

135 의성군 정수사(조) 175 포항시 법광사(법화종)

136 의성군 수정사(조) 176 포항시 임허사(조)

137 의성군 대곡사(조) 177 포항시 천곡사(조)

138 의성군 고운사(조) 178 포항시 죽림사(조)

139 의성군 만장사(조)

140 의성군 주월사(조)

141 의성군 지장사(조)

142 의성군 옥련사(조)

143 의성군 운람사(조)

144 청도군 대산사(조)

145 청도군 용천사(조)

146 청도군 대비사(조)

147 청도군 불령사(조)

148 청도군 운문사(조)

149 청도군 보현사(태)

150 청도군 적천사(조)

151 청도군 대운암(조)

152 청도군 신둔사(조)

153 청도군 덕사(조)

154 청도군 대적사(조)

155 청도군 죽림사(조)

156 청송군 대전사(조)

157 청송군 보광사(조)

158 청송군 청송포교당(조)

159 청송군 수정사(조)

160 칠곡군 대둔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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⑿ 경상남도(103) / 제주도(12)

연
번

시군구
(경남)

사찰명
(소속종단)

연
번

시군구
(경남)

사찰명
(소속종단)

연
번

시군구
(경남)

사찰명
(소속종단)

1 거제시 세진암(조) 41 사천시 다솔사(조) 81 창원시 불곡사(법화종)

2 거제시 총명사(조) 42 사천시 백천사(관음회조계종) 82 창원시 우곡사(조)

3 거창군 고견사(조) 43 산청군 심적사(조) 83 창원시 성주사(조)

4 거창군 금봉암(조) 44 산청군 지곡사(조) 84 통영시 안정사(법화종)

5 거창군 연수사(조) 45 산청군 심적정사(조) 85 통영시 용화사 (조)

6 거창군 송계사(조) 46 산청군 대원사(조) 86 하동군 양천암(조)

7 고성군 옥천사(조) 47 산청군 법계사(조) 87 하동군 한산사(조)

8 고성군 장의사(조) 48 산청군 정취암(조) 88 하동군 학방암(조)

9 고성군 문수암(조) 49 산청군 율곡사(조) 89 하동군 칠불사(조)

10 고성군 계승사(조) 50 산청군 내원사(조) 90 하동군 쌍계사(조)

11 고성군 운흥사(조) 51 양산시 용화사 (조) 91 하동군 칠성사(조)

12 김해시 원명사(조) 52 양산시 원효암(조) 92 함안군 원효암(조)

13 김해시 영구암(조) 53 양산시 홍룡사(선학원) 93 함안군 장춘사(조)

14 김해시 은하사(조) 54 양산시 미타암(조) 94 함양군 금대암(조)

15 김해시 성조암(조) 55 양산시 신흥사(조) 95 함양군 영원사(조)

16 김해시 백운암(조) 56 양산시 계원사(조) 96 함양군 벽송사(조)

17 김해시 모은암(조) 57 양산시 내원사(조) 97 함양군 상연대(조)

18 김해시 구천암(조) 58 양산시 통도사(조) 98 함양군 영각사(조)

19 김해시 해은사(조) 59 양산시 법천사(조) 99 함양군 용추사(조)

20 김해시 흥부암(조) 60 의령군 백련암(조) 100 함양군 보림사(조)

21 김해시 장유암(조) 61 의령군 운암사(조) 101 함양군 안국사(조)

22 김해시 선지사(조) 62 의령군 유학사(조) 102 합천군 해인사(조)

23 남해군 화방사(조) 63 의령군 수도사(조) 103 합천군 연호사(조)

24 남해군 법흥사(조) 64 진주시 청곡사(조) 연
번

시군구
(제주)

사찰명
(소속종단)25 남해군 망운사(조) 65 진주시 호국사(조)

26 남해군 보리암(조) 66 진주시 두방사(조) 1 제주시 천왕사(조)

27 남해군 용문사(조) 67 진주시 의곡사(조) 2 제주시 불탑사(조)

28 남해군 운대암(조) 68 진주시 연화사(조) 3 제주시 관음사(조)

29 창원시 의림사(조) 69 진주시 성전사(조) 4 제주시 월정사(선)

30 창원시 정법사(조) 70 진주시 응석사(조) 5 제주시 제석사(조)

31 창원시 성덕암(조) 71 진주시 총림선원(선학원) 6 제주시 보덕사 (조)

32 창원시 광산사(조) 72 창원시 성흥사(조) 7 제주시 월성사(조)

33 밀양시 무봉사(조) 73 창녕군 청련사(조) 8 제주시 월영사(태)

34 밀양시 표충사(조) 74 창녕군 삼성암(조) 9 서귀포시 법화사(조)

35 밀양시 홍제사(조) 75 창녕군 법화사(조) 10 서귀포시 약천사(조)

36 밀양시 대법사(조) 76 창녕군 창녕포교당(조) 11 서귀포시 남국선원(대각회)

37 밀양시 석골사(조) 77 창녕군 석불사(법화종) 12 서귀포시 선광사(태)

38 밀양시 만어사(조) 78 창녕군 도성암(조)

39 밀양시 부은사(태) 79 창녕군 관룡사(조)

40 밀양시 용궁사(조) 80 창녕군 극락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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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교 현황

■ 향교 :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중앙의 성균관과 함께 지방에서 교육을 담당하던 

시설이다. 향교에서 향(鄕)은 일반적으로 수도를 제외한 지방 행정구역을, 교(校)는 학

교를 의미한다. 향교는 지방의 학교로서 향학(鄕學), 학관(學官), 재관(齋官) 또는 교관

(敎官) 등으로 불렸는데, 오늘날의 국립 고등 교육기관에 해당된다. 향교에서는 고을별

로 학생 수를 정하여 양반 자제에게 유교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곳에서 공부한 후 1

차 시험에 합격하면 생원이나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현재 234개 향교가 남아 있고, 특히 198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청소년인성교육 현장교

실’ 등을 개설하는 등 사회교화(社會敎化) 및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⑴ 총괄표

             구분
시․도별

향교수 2011년 
대비

              구분
시․도별

향교수 2011년 
대비

서 울 특 별 시 1 강 원 도 16

부 산 광 역 시 2 충 청 북 도 18

대 구 광 역 시 3 충 청 남 도 34 -2
인 천 광 역 시 4 전 라 북 도 26
광 주 광 역 시 1 전 라 남 도 28

대 전 광 역 시 2 경 상 북 도 40

울 산 광 역 시 2 경 상 남 도 27

제 주 도 3세종특별자치시 2 +2

계 234경 기 도 25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제공(<향교 서원 현황 자료>); 성균관 제공(<2017 전국 향교 주소록>)
* 성균관 홈페이지의 ‘성균관소식→ 공지사항’(http://www.skk.or.kr/board/?mid=notice)에서 ‘2017 전국 

향교 주소록’에서 향교의 한자 표현, 신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향교 대표자인 전교의 이름은 개인 
인적 사항에 속하므로 성균관 담당자 요청에 따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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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연번 시도 향교명 소재지 창건연도 연번 시도 향교명 소재지 창건연도

1 서울 양천향교 강서구 1411년 1 광주 광주향교 남구 　

1 부산 기장향교 기장군 1398년(추) 1 대전 회덕향교 대덕구 1406년

2 부산 동래향교 동래구 1397년 2 대전 진잠향교 유성구 조선초기

1 대구 현풍향교 달성군 1785년 1 울산 언양향교 울주군 1696년

2 대구 칠곡향교 북구 1398년 2 울산 울산향교 중구 1652년

3 대구 대구향교 중구 1398년 1 세종 연기향교 연기면 1407~13년(추)

1 인천 강화향교 강화군 1127년 2 세종 전의향교 전의면 1407~13년(추)

2 인천 교동향교 강화군 1127년

3 인천 부평향교 계양구 1127년

4 인천 인천향교 남구 1127년

* 2018. 10. 현재, (추)=추정

⑶ 경기도 / 강원도

연번 시도 향교명 소재지 창건연도 연번 시도 향교명 소재지 창건연도

1 경기 가평향교 가평군 1398년 1 강원 강릉향교 강릉시 1313년

2 경기 고양향교 고양시 1646년 2 강원 간성향교 고성군 1420년

3 경기 과천향교 과천시 1398년 3 강원 동해향교 동해시 1999년

4 경기 김포향교 김포시 1771년 4 강원 삼척향교 삼척시 1398년

5 경기 통진향교 김포시 1127년 5 강원 양구향교 양구군 1110년

6 경기 수원향교 수원시 1969-02-25 6 강원 양양향교 양양군 1330년

7 경기 안성향교 안성시 1553년 7 강원 영월향교 영월군 1398년

8 경기 양성향교 안성시 1533년 8 강원 원주향교 원주시 1358년

9 경기 죽산향교 안성시 1413년 9 강원 인제향교 인제군 1430년

10 경기 양주향교 양주시 1983년 10 강원 정선향교 정선군 1733년

11 경기 양근향교 양평군 1398년 11 강원 철원향교 철원군 1568년

12 경기 지평향교 양평군 1773년 12 강원 춘천향교 춘천시 조선초기

13 경기 여주향교 여주시 조선초기 13 강원 평창향교 평창군 조선시대

14 경기 연천향교 연천군 1398년 14 강원 홍천향교 홍천군 조선시대

15 경기 양지향교 용인시 1523년 15 강원 화천향교 화천군 고려말

16 경기 용인향교 용인시 1652년 16 강원 횡성향교 횡성군 태조  때

17 경기 이천향교 이천시 1401년

18 경기 교하향교 파주시 1407년

19 경기 파주향교 파주시 1398

20 경기 적성향교 파주시 　

21 경기 진위향교 평택시 1398년

22 경기 평택항교 평택시 1413년

23 경기 포천향교 포천시 1173년

24 경기 광주향교 하남시 　

25 경기 남양향교 화성시 13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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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충북 / 충남

연번 시도 향교명 소재지 창건연도 연번 시도 향교명 소재지 창건연도

1 충북 괴산향교 괴산군 조선시대 1 충남 서천향교 서천군 1413년

2 충북 연풍향교 괴산군 조선시대 2 충남 한산향교 서천군 1518년

3 충북 청안향교  괴산군 조선초기 3 충남 정산향교 청양군 조선시대

4 충북 단양향교 단양군 1416년 4 충남 청양향교 청양군 조선시대

5 충북 영춘향교 단양군 1399년 5 충남 공주향교 공주시 1301년

6 충북 보은향교 보은군 조선시대 6 충남 금산향교 금산군 조선초기(추)

7 충북 회인향교 보은군 조선시대 7 충남 진산향교 금산군 조선시대

8 충북 영동향교 영동군 1754년 8 충남 노성향교 논산시 1380년

9 충북 황간향교 영동군 　 9 충남 연산향교 논산시 1398년

10 충북 옥천향교 옥천군 1390년대 10 충남 은진향교 논산시 1380년

11 충북 청산향교 옥천군 1390년대 11 충남 당진향교 당진시 1407년

12 충북 음성향교 음성군 1560년 12 충남 면천향교 당진시 1366년

13 충북 제천향교 제천시 1389년 13 충남 남포향교 보령시 조선전기

14 충북 청풍향교 제천시 1779년 14 충남 보령향교 보령시 조선전기

15 충북 진천향교 진천군 조선초기 15 충남 오천향교 보령시 조선전기

16 충북 문의향교 청원군 1609년 16 충남 임천향교 부여군 조선 인조 초

17 충북 청주향교  청주시 조선시대 17 충남 홍산향교 부여군 1517년

18 충북 충주향교 충주시 1398년 18 충남 부여향교 부여군 　

19 충남 석성향교 부여군 인조원년

20 충남 서산향교 서산시 1652년

21 충남 해미향교 서산시 1407년

22 충남 비인향교 서천군 1398년

23 충남 신창향교 아산시 조선시대

24 충남 아산향교 아산시 조선시대

25 충남 온양향교 아산시 조선시대

26 충남 대흥향교 예산군 1405년

27 충남 덕산향교 예산군 　

28 충남 예산향교 예산군 1413년

29 충남 목천향교 천안시 세종 연간(추)

30 충남 직산향교 천안시 조선전기(추)

31 충남 천안향교 천안시 1398년

32 충남 태안향교 태안군 1720년

33 충남 결성향교 홍성군 1010년

34 충남 홍주향교 홍성군 1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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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전북 / 전남

연번 시도 향교명 소재지 창건연도 연번 시도 향교명 소재지 창건연도

1 전북 고창향교 고창군 1512년 1 전남 강진향교  강진군 1400년대(추)

2 전북 무장향교 고창군 1420년 2 전남 고흥향교  고흥군 1441년

3 전북 흥덕향교 고창군 1407년 3 전남 곡성향교  곡성군 1570년

4 전북 옥구향교 군산시 1403년 4 전남 옥과향교  곡성군 1392년

5 전북 임피향교 군산시 1403년 5 전남 광양향교  광양시 1398년

6 전북 금구향교 김제시 1405년 6 전남 구례향교  구례군 조선시대

7 전북 김제향교 김제시 1404년 7 전남 나주향교  나주시 987년

8 전북 만경향교 김제시 1407년 8 전남 남평향교  나주시 1420년

9 전북 남원향교 남원시 1971년 9 전남 담양향교  담양군 1398년

10 전북 운봉향교 남원시 1984년 10 전남 창평향교  담양군 1399년

11 전북 무주향교 무주군 1398년 11 전남 무안향교  무안군 1394년

12 전북 부안향교 부안군 1414년 12 전남 보성향교  보성군 1397년

13 전북 순창향교 순창군 1413년 13 전남 낙안향교  순천시 1397년

14 전북 고산향교 완주군 1398년 14 전남 순천향교  순천시 987년

15 전북 여산향교 익산시 조선시대 15 전남 지도향교  신안군 1897년

16 전북 용안향교 익산시 조선시대 16 전남 돌산향교  여수시 1897년

17 전북 익산향교 익산시 조선시대 17 전남 여수향교  여수시 1897년

18 전북 함열향교 익산시 조선시대 18 전남 영광향교  영광군 1582년

19 전북 임실향교 임실군 1410년 19 전남 영암향교  영암군 1402년

20 전북 장수향교 장수군 1407년 20 전남 완도향교  완도군 1897년

21 전북 전주향교 전주시 고려말 21 전남 장성향교  장성군 1658년

22 전북 고부향교 정읍시 1597년 22 전남 장흥향교  장흥군 1398년

23 전북 정읍향교 정읍시 1638년 23 전남 진도향교  진도군 1437년

24 전북 태인향교 정읍시 1421년 24 전남 함평향교  함평군 　

25 전북 용담향교 진안군 1391년 25 전남 해남향교  해남군 1482년

26 전북 진안향교 진안군 1414년 26 전남 능주향교  화순군 1392년

27 전남 동복향교  화순군 1444년 

28 전남 화순향교  화순군 14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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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 경북 / 경남 / 제주

연번 시도 향교명 소재지 창건연도 연번 시도 향교명 소재지 창건연도

1 경북 경산향교 경산시 　 1 경남 거제향교 거제시 1432년

2 경북 자인향교 경산시 　 2 경남 거창향교 거창군 1415년

3 경북 하양향교 경산시 　 3 경남 고성향교 고성군 1398년

4 경북 경주향교 경주시 　 4 경남 김해향교 김해시 1408년

5 경북 고령향교 고령군 1413년 5 경남 남해향교 남해군 1450년

6 경북 선산향교 구미시 1450년 6 경남 밀양향교 밀양시 1127∼1146년

7 경북 인동향교 구미시 1634년 7 경남 곤양향교 사천시 조선초

8 경북 군위향교 군위군 1861년 8 경남 사천향교 사천시 1421년

9 경북 의흥향교 군위군 1601년 9 경남 단성향교 산청군 1127년

10 경북 개령향교 김천시 1473년 10 경남 산청향교 산청군 1440년

11 경북 금산향교 김천시 1392년 11 경남 양산향교 양산시 1397년

12 경북 지례향교 김천시 1426년 12 경남 의령향교 의령군 조선시대

13 경북 문경향교 문경시 1872년 13 경남 진주향교 진주시 987년

14 경북 봉화향교 봉화군 　 14 경남 영산향교 창녕군 조선시대

15 경북 상주향교 상주시 　 15 경남 창녕향교 창녕군 조선시대

16 경북 함창향교 상주시 　 16 경남 마산향교 창원시 1414년

17 경북 안동향교 안동시 　 17 경남 창원향교 창원시 1276년

18 경북 예안향교 안동시 　 18 경남 통영향교 통영시 1901년

19 경북 영덕향교 영덕군 1403년 19 경남 하동향교 하동군 1415년

20 경북 영해향교 영덕군 1346년 20 경남 칠원향교 함안군 1760년

21 경북 영양향교 영양군 1683년 21 경남 함안향교 함안군 조선시대 효종

22 경북 영양향교 영양군 1683년 22 경남 안의향교 함양군 1473년

23 경북 순흥향교 영주시 고려말(추) 23 경남 함양향교 함양군 1398년

24 경북 영주향교 영주시 1371년 24 경남 강양향교 합천군 1965년

25 경북 풍기향교 영주시 1542년 25 경남 삼가향교 합천군 1612년

26 경북 순흥향교 영주시 　 26 경남 초계향교 합천군 1628년

27 경북 영천향교 영천시 　 27 경남 합천향교 합천군 1881년

28 경북 예천향교 예천군 　 1 제주 대정향교 서귀포시 1416년

29 경북 용궁향교 예천군 　 2 제주 정의향교 서귀포시 1416년

30 경북 울진향교 울진군 　 3 제주 제주향교 제주시 1329년

31 경북 평해향교 울진군 　

32 경북 비안향교 의성군 1737년

33 경북 의성향교 의성군 1394년

34 경북 청도향교 청도군 　

35 경북 진보향교 청송군 1404년

36 경북 청송향교 청송군 1426년

37 경북 연일향교 포항시 1507년

38 경북 장기향교 포항시 1398년

39 경북 청하향교 포항시 1398년

40 경북 흥해향교 포항시 13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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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원 현황

■ 서원 : 조선 중기부터 민간에 보급된 사학(私學) 기관으로서 주요기능은 기본적

으로 향교와 동일하며, 교육기능과 교화기능으로 구성된다. 서원의 교육기능은 유교 

학습을 통하여 성현을 본받고 관리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있었다. 서원의 교화

기능은 주로 선현에 대한 제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제사 이외에 서원의 교화기능에

는 지방 풍속의 규찰(糾察)기능도 포함되어 있었다. 

⑴ 총괄표

2018. 10. 자료
           구분

시․도별
서원수 비 고

            구분
시․도별

서원수 비 고

서 울 특 별 시 1 강 원 도 10

부 산 광 역 시 1 충 청 북 도 31
대 구 광 역 시 24 충 청 남 도 36
인 천 광 역 시 0 전 라 북 도 96
광 주 광 역 시 8

전 라 남 도 54
대 전 광 역 시 2 경 상 북 도 131

울 산 광 역 시 9 경 상 남 도 125

제 주 도 1세종특별자치시 2

계 581 -27경 기 도 23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제공(<향교 서원 현황 자료>) 
* 한국서원연합회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서원 현황 자료와 사우 현황 자료도 받을 수 없었음. 성균관의 

회신(2018.11.12.)에 따르면, 서원과 사우 현황은 거의 변동이 없어 2011년 한국의 종교 현황 자료를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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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연번 시도 서원명 소재지 창건/중건 연번 시도 향교명 소재지 창건연도

1 서울 도봉서원 도봉구 1573년 1 광주 무양서원 광산구 1927년

1 부산
충렬사  안
락서원

동래구 1652년 2 광주 월봉서원 광산구 1671년

1 대구 낙동서원 달서구 1965년 3 광주 유애서원 광산구 1754년

2 대구 병암서원 달서구 1786년 4 광주 포충사 남구 1601년

3 대구 용강서원 달서구 1639년 5 광주 두암사 북구 1962년

4 대구 이양서원 달성군 1707년 6 광주 운암서원 북구 1708년

5 대구 낙빈서원 달성군 1675년 7 광주 임계서원 북구 1986년

6 대구 녹동서원 달성군 1789년 8 광주 병천사 서구 1924년

7 대구 도동서원 달성군 1604년 1 대전 도산서원 서구 1693년

8 대구 송담서원 달성군 1694년 2 대전 숭현서원 유성구 16세기후반(추)

9 대구 예연서원 달성군 1618년 1 울산 용연서원 남구 　

10 대구 용호서원 달성군 1704년 2 울산 반구서원 울주군 1712년

11 대구 이강서원 달성군 1639년 3 울산 석계서원 울주군 1737년

12 대구 인흥서원 달성군 1825년 4 울산 원강서원 울주군 　

13 대구 한천서원 달성군 1838년 5 울산 자암서원 울주군 　

14 대구 구암서원 북구 1665년 6 울산 치산서원 울주군 　

15 대구 구천서원 북구 1936년 7 울산 구강서원 중구 1678년

16 대구 매양서원 북구 1831년 8 울산 태화서원 중구 1953년

17 대구 서계서원 북구 1781년 9 울산 학산서원 중구 2005년

18 대구 화암서원 북구 1936년 1 세종 덕성서원 연기면 1885년

19 대구 고산서당 수성구 1500년대 2 세종 합호서원 연동면 1716년

20 대구 덕산서원 수성구 1926년

21 대구 독무재 수성구 1826년

22 대구 봉산서원 수성구 1766년

23 대구 오천서원 수성구 1747년

24 대구 청호서원 수성구 16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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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경기도 / 강원도

연번 시도 서원명 소재지 창건/중건 연번 시도 향교명 소재지 창건/중건

1 경기 행주서원 고양시 1841년 1 강원 송담서원 강릉시 1905년

2 경기 대포서원 김포시 1973년 2 강원 오봉서원 강릉시 1556년

3 경기 우저서원 김포시 1648년 3 강원 용산서원 동해시 1705년

4 경기 소산서원 시흥시 1995년 4 강원 산양서원 삼척시 1824년

5 경기 덕봉서원 안성시 1695년 5 강원 동명서원 양양군 1628년

6 경기 수곡서원 양평군 1498년 6 강원 창절사 영월군 168년

7 경기 운계서원 양평군 1654년 7 강원 구은사 철원군 1818년

8 경기 기천서원 여주시 1580년 8 강원 충렬서원 철원군 1650년

9 경기
대로사(강
한사)

여주시 1785년 9 강원 포충사 철원군 1665년

10 경기 매산서원 여주시 조선시대(세조) 10 강원 노동서원 홍천군 숙종년대(추)

11 경기 임장서원 연천군 1700년

12 경기 심곡서원 용인시 1650년

13 경기 충렬서원 용인시 1576년

14 경기 노강서원 의정부시 1695년

15 경기 설봉서원 이천시 2007년 준공

16 경기 용주서원 파주시 1598년

17 경기 자운서원 파주시 1615년

18 경기 파산서원 파주시 1568년

19 경기 옥병서원 포천시 1713년

20 경기 용연서원 포천시 1691년

21 경기 화산서원 포천시 1631년

22 경기 사충서원 하남시 1726년

23 경기 안곡서원 화성시 16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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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충북 / 충남

연번 시도 서원명 소재지 창건/중건 연번 시도 향교명 소재지 창건/중건

1 충북 계담서원 괴산군 1824년 1 충남 고로서원 공주시 1808년

2 충북 화암서원 괴산군 1622년 2 충남 명탄서원 공주시 1490년

3 충북 화양서원 괴산군 1709년 3 충남 용문서원 공주시 1808년

4 충북 금화서원 보은군 1815년 4 충남 충현서원 공주시 1581년

5 충북 상현서원 보은군 1555년 5 충남 용강서원 금산군 조선후기

6 충북 목담서원 옥천군 1936년 6 충남 금곡서원 논산시 1687년

7 충북 운곡서원 음성군 1661년 7 충남 노강서원 논산시 1672년

8 충북 지천서원 음성군 1740년 8 충남 노성 궐리사 논산시 1716년

9 충북 충용사 음성군 1964년 9 충남 봉곡서원 논산시 1712년

10 충북 태교사 음성군 1906년 10 충남 죽림서원 논산시 1626년

11 충북 금당서원 증평군 1813년 11 충남 충곡서원 논산시 1680년

12 충북 검암서원 청원군 1694년 12 충남 행림서원 논산시 1867년

13 충북 국계서원 청원군 1701년 13 충남 효암서원 논산시 1713년

14 충북 기암서원 청원군 1699년 14 충남 휴정서원 논산시 1699년 

15 충북 덕천서원 청원군 1694년 15 충남 화암서원 보령시 조선 전기

16 충북 묵정서원 청원군 1942년 16 충남 간곡서원 부여군 1740년

17 충북 백록서원 청원군 1710년 17 충남 남산서원 부여군 1770년

18 충북 송천서원 청원군 1695년 18 충남 낭산사 부여군 　

19 충북 쌍천서원 청원군 1695년 19 충남 도강영당 부여군 조선말

20 충북 옥화서원 청원군 1717년 20 충남 동곡서원 부여군 조선말

21 충북 우록서원 청원군 1717년 21 충남 동절사 부여군 1962년

22 충북 죽계서월 청원군 1738년 22 충남 부산서원 부여군 1719년

23 충북 체화서원 청원군 1701년 23 충남 부풍사 부여군 1954년

24 충북 구계서원 청주시 　 24 충남 세양사 부여군 1958년

25 충북 송계서원 청주시 　 25 충남 왕의영당 부여군 1930년

26 충북 신항서원 청주시 1569년 26 충남 의열사 부여군 1575년

27 충북 운곡서원 청주시 　 27 충남 창강서원 부여군 1629년

28 충북 표충사 청주시 1731년 28 충남 창열사 부여군 1717년

29 충북 충렬사 충주시 1697년 29 충남 청일사 부여군 1621년

30 충북 팔봉서원 충주시 1582년 30 충남 칠산서원 부여군 1687년

31 충북 하강서원 충주시 1786년 31 충남 퇴수서원 부여군 1957년

32 충남 성암서원 서산시 1719년

33 충남 송곡서원 서산시 1694년

34 충남 문헌서원 서천군 1594년

35 충남 화산서원 서천군 1871년

36 충남 검계서원 천안시 17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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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전북 / 전남

연번 시도 서원명 소재지 창건/중건 연번 시도 향교명 소재지 창건/중건

1 전북 계산서원 고창군 1982년 41 전북 숭모서원 부안군 1812년

2 전북 도동서원 고창군 1924년 42 전북 유천서원 부안군 1652년

3 전북 만화서원 고창군 1949년 43 전북 청계서원 부안군 1707년

4 전북 운곡서원 고창군 1905년 44 전북 효충서원 안군 1652년

5 전북 월암서원 고창군 　 45 전북 구호서원 완주군 1730년

6 전북 정산사 고창군 1972년 46 전북 대승서원 완주군 정조연간

7 전북 화강서원 고창군 1955년 47 전북 반곡서원 완주군 1668년

8 전북 화동서원 고창군 1912년 48 전북 백현서원 완주군 1668년

9 전북 문창서원 군산시 1941년 49 전북 보광서원 완주군 1720년

10 전북 염의서원 군산시 1685년 50 전북 봉강서원 완주군 1754년

11 전북 치동서원 군산시 1917년 51 전북 봉양서원 완주군 1701년

12 전북 구암서원 김제시 1827년 52 전북 삼현서원 완주군 　

13 전북 남산서원 김제시 1574년 53 전북 용진서원 완주군 1680년

14 전북 두곡서원 김제시 1634년 54 전북 천곡서원 완주군 1941년

15 전북 백산서원 김제시 1928년 55 전북 학천서원 완주군 1825년

16 전북 백석서원 김제시 1652년 56 전북 호산서원 완주군 1805년

17 전북 벽성서원 김제시 1965년 57 전북 화산서원 완주군 1580년

18 전북 승방서원 김제시 1856년 58 전북 단군성묘 익산시 　

19 전북 율산서원 김제시 1984년 59 전북 백산서원 익산시 1915년

20 전북 저산서원 김제시 1577년 60 전북 오강서원 익산시 1852년

21 전북 지음서원 김제시 1634년 61 전북 현동사 익산시 　

22 전북 팔효사 김제시 1629년 62 전북 화산서원 익산시 1657년

23 전북 학당서원 김제시 1654년 63 전북 관곡서원 임실군 　

24 전북 매계서원 남원시 1781년 64 전북 덕암서원 임실군 1607년

25 전북 용장서원 남원시 1984년 65 전북 신안서원 임실군 1558년

26 전북 용호서원 남원시 고려시대 66 전북 영천서원 임실군 1619년

27 전북 유천서원 남원시 1984년 67 전북 주암서원 임실군 1654년

28 전북 정충서원 남원시 1649년 68 전북 학정서원 임실군 1656년

29 전북 창주서원 남원시  1984년 69 전북 현주서원 임실군 　

30 전북 풍계서원 남원시 1984년 70 전북 효충서원 임실군 1985년

31 전북 호암서원 남원시 1984년 71 전북 화산서원 장수군 　

32 전북 환봉서원 남원시 2003년 72 전북 도암서원 장수군 1765년

33 전북 덕천서원 무주군 1919년 73 전북 사동서원 장수군 1847년

34 전북 도산서원 무주군 1813년 74 전북 압계서원 장수군 1789년

35 전북 백산서원 무주군 1821년 75 전북 용암서원 장수군 1818년

36 전북 분양서원 무주군 1398년 76 전북 월강서원 장수군 　

37 전북 죽계서원 무주군 1713년 77 전북 창계서원 장수군 1815년

38 전북 계양서원 부안군 1934년  78 전북 용강서원 전주시 1822년

39 전북 보령서원 부안군 1862년 79 전북 청하서원 전주시 1968년(재)

40 전북 사산서원 부안군 　 80 전북 황강서원 전주시 18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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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시도 서원명 소재지 창건/중건 연번 시도 향교명 소재지 창건/중건

81 전북 고암서원 정읍시 1689년 25 전남 옥천서원 순천시 1564년

82 전북 남고서원 정읍시 1577년 26 전남 용강서원 순천시 1821년

83 전북 노양서원 정읍시 1958년 27 전남 율봉서원 순천시 1824년

84 전북 도계서원 정읍시 1673년 28 전남 이천서원 순천시 1827년

85 전북 동죽서원 정읍시 1844년 29 전남 광남서원 순천시 1827년

86 전북 두암서원 정읍시 1977년 30 전남 계송서원 영광군 1966년

87 전북 무성서원 정읍시 1483년 31 전남 무령서원 영광군 1933년

88 전북 옥산서원 정읍시 1786년 32 전남 이흥서원 영광군 　

89 전북 용계서원 정읍시 1701년 33 전남 내산서원 영광군 1702년

90 전북 창동서원 정읍시 1965년 34 전남 묘장영당 영광군 1934년

91 전북 구산서원 진안군 1828년 35 전남 녹동서원 영암군 1630년

92 전북 영계서원 진안군 1649년 36 전남 죽정서원 영암군 1681년

93 전북 옥천사 진안군 1945년 37 전남 가산서원 장성군 1498년

94 전북 주천서원 진안군 1924년 38 전남 고산서원 장성군 1878년

95 전북 지선당 진안군 1772년(추) 39 전남 봉암서원 장성군 1697년

96 전북 화산서원 진안군 1927년 40 전남 죽림서원 장성군 1590년

1 전남 강덕사 강진군 1966년 41 전남 필암서원 장성군 1672년

2 전남 군자서원 강진군 1820년 42 전남 강성서원 장흥군 1643년

3 전남 금산원 강진군 1842년 43 전남 연곡서원 장흥군 1698년

4 전남 남강서원 강진군 　 44 전남 예양서원 장흥군 1610년

5 전남 명곡서원 강진군 1974년 45 전남 죽천서원 장흥군 1688년

6 전남 박산서원 강진군 1590년 46 전남 사산사 함평군 1670년

7 전남 수암서원 강진군 1624년 47 전남 자산서원 함평군 1616년

8 전남 주봉서원 강진군 1624년 48 전남 미산서원 해남군 1630년

9 전남 덕양서원 고흥군 1725년 49 전남 해남 방춘정 해남군 1871년

10 전남 재동서원 고흥군 1795년 50 전남 해촌서원 해남군 1652년

11 전남 덕양서원 곡성군 1589년 51 전남 도원서원 화순군 1668년

12 전남 영귀서원 곡성군 1694년 52 전남 죽수서원 화순군 1570년

13 전남
신재서원
(봉양사

광양시 2005년 53 전남 지곡서원 화순군 1584년

14 전남 방산서원 구례군 1702년 54 전남 해망서원 화순군 1508년

15 전남 경현서원 나주시 1583년

16 전남 미천서원 나주시 1690년

17 전남 설재서원 나주시 1688년

18 전남 월정서원 나주시 1664년

19 전남 대계서원 보성군 1704년

20 전남 겸천서원 순천시 1711년

21 전남 곡수서원 순천시 1827년

22 전남 미강서원 순천시 1974년

23 전남 송천서원 순천시 1954년

24 전남 옥계서원 순천시 18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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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 경북 / 경남 / 제주

연번 시도 서원명 소재지 창건/중건 연번 시도 향교명 소재지 창건/중건

1 경북 남천서원 경산시 　 41 경북 도동서원 김천시 1771년

2 경북 남호서원 경산시 　 42 경북 섬계서원 김천시 1802년

3 경북 도천서원 경산시 1946년 43 경북 원계서원 김천시 1971년

4 경북 동산서원 경산시 1813년 44 경북 자동서원 김천시 1811년

5 경북 용산서원 경산시 1865년 45 경북 춘천서원 김천시 1756년

6 경북 원계서원 경산시 1927년 46 경북 하로서원 김천시 1984년

7 경북 임호서원 경산시 1823년 47 경북 근암서원 문경시 1544년

8 경북 옥산서원 경주시  1572년 48 경북 소양서원 문경시 1712년

9 경북 직천서원 경주시  1979년 49 경북 의산서원 문경시 1756년

10 경북 경산서원 경주시 　 50 경북 구만서원 봉화군 1558년

11 경북 서악서원 경주시 1563년 51 경북 구양서원 봉화군 1914년

12 경북 구강서원 경주시 1686년 52 경북 도계서원 봉화군 1610년

13 경북 귀산서원 경주시 1786년 53 경북 봉산서원 봉화군 1796년

14 경북 나산서원 경주시 1780년 54 경북 삼계서원 봉화군 1558년

15 경북 단구서원 경주시 1862년 55 경북 송록서원 봉화군 2006년

16 경북 동강서원 경주시 1695년 56 경북 행계서원 봉화군 1804년

17 경북 동강서원 경주시  1695년 57 경북 도안서원 상주시 2000년

18 경북 용산서원 경주시 1699년 58 경북 봉강서원 상주시 1817년

19 경북 운곡서원 경주시 1784년 59 경북 연악서원 상주시 1553년

20 경북 장산서원 경주시 1780년 60 경북 임호서원 상주시 1823년

21 경북 서악서원 경주시 1563년 61 경북 낙암서원 상주시 1796년

22 경북 도암서원 고령군 　 62 경북 도남서원 상주시 1606년

23 경북 매림서원 고령군 1707년 63 경북 봉산서원 상주시 1688년

24 경북 금오서원 구미시 1572년 64 경북 옥동서원 상주시 1518년

25 경북 낙봉서원 구미시 1647년 65 경북 옥성서원 상주시 1551년

26 경북 동락서원 구미시 1655년 66 경북 장천서원 상주시 1759년

27 경북 문산서원 구미시 1868년 67 경북 청암서원 상주시 1752년

28 경북 옥계서원 구미시 1893년 68 경북 효곡서원 상주시 1685년

29 경북 현암서원 구미시 1692년 69 경북 흥암서원 상주시 1702년

30 경북 남계서원 군위군 1581년 70 경북 기양서원 안동시 1780년

31 경북 남곡서원 군위군 2002년 71 경북 동산서원 안동시 1962년

32 경북 문양서원 군위군 1793년 72 경북 구봉서원 영덕군 1665년 

33 경북 봉강서원 군위군 1861년 73 경북 운계서원 영덕군 1824년 

34 경북 북산서원 군위군 1684년 74 경북 운산서원 영덕군 1812년 

35 경북 송호서원 군위군 1798년 75 경북 소수서원 영주시 1542년

36 경북 양산서원 군위군 1711년 76 경북 오계서원 영주시 1570년

37 경북 양천서원 군위군 1786년 77 경북 고천서원 영천시 1705년

38 경북 제동서원 군위군 1946년 78 경북 덕강서원 영천시 1621년

39 경북 화계서원 군위군 1726년 79 경북 도계서원 영천시 1707년

40 경북 경양서원 김천시 숙종 대 80 경북 도잠서원 영천시 16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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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경북 무원서원 영천시 세종 때 121 경북 덕림서원 포항시 1740년

82 경북 물계서원 영천시 1921년 122 경북 라곡서원 포항시 1938년

83 경북 성남서원 영천시 1735년 123 경북 봉덕서원 포항시 　

84 경북 송곡서원 영천시 1702년 124 경북 삼명서원 포항시 1553년

85 경북 연계서원 영천시 2001년 125 경북 서산서원 포항시 　

86 경북 용계서원 영천시 1782년 126 경북 수성서원 포항시 1954년 

87 경북 임고서원 영천시 1554년 127 경북 안산서원 포항시 1939년

88 경북 창대서원 영천시 1696년 128 경북 오천서원 포항시 1588년

89 경북 금곡서원 예천군 1568년 129 경북 입암서원 포항시 1657년

90 경북 기천서원 예천군 1665년 130 경북 중양서원 포항시 1954년 

91 경북 노봉서원 예천군 1794년 131 경북 학삼서원 포항시 1592년

92 경북 도정서원 예천군 1640년 1 경남 반곡서원 거제시 1704년

93 경북 소천서원 예천군 1692년 2 경남 구연서원 거창군 1694년

94 경북 신천서원 예천군 1643년 3 경남 기동서원 거창군 1985년

95 경북 옥천서원 예천군 1667년 4 경남 덕천서원 거창군 1811년

96 경북 완담서원 예천군 1568년 5 경남 덕천서원 거창군 1979년

97 경북 죽고서원 예천군 1771년 6 경남 성천서원 거창군 1703년

98 경북 덕양서원 의성군 1625년 7 경남 영빈서원 거창군 1744년

99 경북 금호서원 청도군 1814년 8 경남 영승서원 거창군 1932년

100 경북 남강서원 청도군 1998년 9 경남 오례사 거창군 1870년

101 경북 봉양서원 청도군 1905년 10 경남 용원서원 거창군 1868년

102 경북 석강서원 청도군 1943년 11 경남 용천서원 거창군 1588년

103 경북 선암서원 청도군 1577년 12 경남 포충사 거창군 1752년

104 경북 용강서원 청도군 1814년 13 경남 학림서원 거창군 1780년

105 경북 임호서원 청도군 1921년 14 경남 화산서원 거창군 1980년

106 경북 자계서원 청도군 1518년 15 경남 갈천서원 고성군 1712년

107 경북 지산서원 청도군 　 16 경남 국산서원 고성군 1979년

108 경북 차산서원 청도군 1950년 17 경남 덕산서원 고성군 1823년

109 경북 학남서원 청도군 1977년 18 경남 도산서원 고성군 1623년

110 경북 황강서원 청도군 1900년 19 경남 도연서원 고성군 1687년

111 경북 훈령서원 청도군 　 20 경남 수림서원 고성군 1856년

112 경북 병암서원 청송군 1702년 21 경남 위계서원 고성군 1844년

113 경북 사양서원 청송군 1800년 22 경남 거연정 김해시 1936년

114 경북 송학서원 청송군 1702년 23 경남 구천서원 김해시 1642년

115 경북 곤산서원 칠곡군 1773년 24 경남 미양서원 김해시 1832년

116 경북 사양서당 칠곡군 1694년 25 경남 송담서원 김해시 1871년

117 경북 소암서당 칠곡군 1803년 26 경남 신산서원 김해시 1588년

118 경북 화산서원 칠곡군 1651년 27 경남 예강서원 김해시 1875년

119 경북 광남서원 포항시 1791년 28 경남 예암서원 김해시 1708년

120 경북 금산서원 포항시 1707년 29 경남 월봉서원 김해시 19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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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경남 칠탄서원 밀양시 1884년 70 경남 태암서원 의령군 1789년

31 경남 광천서원 밀양시 1862년 71 경남 가호서원 진주시 1973년

32 경남 남계서원 밀양시 1704년 72 경남 광제서원 진주시 조선시대

33 경남 덕남서원 밀양시 1592년 73 경남 남악서원 진주시 680년

34 경남 삼강서원 밀양시 1563년 74 경남 대각서원 진주시 조선시대

35 경남 신남서원 밀양시 1822년 75 경남 운강서원 진주시 1981년

36 경남 예림서원 밀양시 1567년 76 경남 임천서원 진주시 1702년

37 경남 오봉서원 밀양시 1780년 77 경남 창렬사 진주시 1607년

38 경남 용산서원 밀양시 1957년 78 경남 청계서원 진주시 1833년

39 경남 용안서원 밀양시 1822년 79 경남 관산서원 창녕군 1900년대

40 경남 표충서원 밀양시 1839년 80 경남 광산서원 창녕군 1835년

41 경남 혜산서원 밀양시 1753년 81 경남 구니서당 창녕군 1916년

42 경남 경백사 사천시 1926년 82 경남 동산서원 창녕군 1923년

43 경남 구계서원 사천시 1611년 83 경남 물계서원 창녕군 1724년

44 경남 도양서원 산청군 2001년 84 경남 소곡서당 창녕군 1856년

45 경남 대포서원 산청군 1693년 85 경남 구암서원 창원시 1858년

46 경남 덕천서원 산청군 1576년 86 경남 도남서원 창원시 1976년

47 경남 도천서원 산청군 1461년 87 경남 도봉서원 창원시 1713년

48 경남 목계서원 산청군 1877년 88 경남 두곡서원 창원시 1864년

49 경남 문산서원 산청군 1791년 89 경남 운암서원 창원시 1702년

50 경남 배산서원 산청군 1606년 90 경남 저산서원 창원시 1989년

51 경남 봉산서원 산청군 1693년 91 경남 증산서원 창원시 1866년 

52 경남 서계서원 산청군 1606년 92 경남 첨두서원 창원시 1731년

53 경남 신계서원 산청군 1839년 93 경남 회원서원 창원시 1634년

54 경남 완계서원 산청군 1788년 94 경남 충렬사 통영시 1606년

55 경남 우계당서원 산청군 1862년 95 경남 옥동서원 하동군 1917년

56 경남 청곡서원 산청군 1702년 96 경남 옥산서원 하동군 1830년

57 경남 평천서원 산청군 1788년 97 경남 인천서원 하동군 1710년

58 경남 효산서원 산청군 　 98 경남 종천서원 하동군 1635년

59 경남 남강서원 양산시 1783년 99 경남 기양서원 함안군 1701년

60 경남 소계서원 양산시 1783년 100 경남 남강서원 함안군 1842년

61 경남 소노서원 양산시 1832년 101 경남 덕연서원 함안군 1660년

62 경남 송담서원 양산시 1717년 102 경남 도계서원 함안군 1780년

63 경남 기강서원 의령군 1630년 103 경남 도암서원 함안군 1679년

64 경남 낙산서원 의령군 1802년 104 경남 두릉서원 함안군 1832년

65 경남 덕곡서원 의령군 1654년 105 경남 상봉서원 함안군 1696년

66 경남 미연서원 의령군 1825년 106 경남 서산서원 함안군 1703년

67 경남 신계서원 의령군 1861년 107 경남 신암서원 함안군 1780년

68 경남 예동서원 의령군 　 108 경남 청계서원 함안군 1670년

69 경남 의양서원 의령군 1861년 109 경남 홍포서원 함안군 17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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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경남 황곡서원 함안군 1633년 1 제주 귤림서원 제주시 1578년

111 경남 송호서원 함양군 1830년

112 경남 구천서원 함양군 1701년

113 경남 남계서원 함양군 1552년

114 경남 도곡서원 함양군 1701년

115 경남 정산서원 함양군 1951년

116 경남 청계서원 함양군 1921년

117 경남 화산서원 함양군 1966년

118 경남 덕원서원 합천군 1806년

119 경남 송호서원 합천군 1777년

120 경남 옥계서원 합천군 1867년

121 경남 옥전서원 합천군 1799년

122 경남 용암서원 합천군 1601년

123 경남 운구서원 합천군 1796년

124 경남 중동서원 합천군 1691년

125 경남 청계서원 합천군 15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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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우 현황

■ 사우 : 사우(祠宇)는 향교나 서원 외에 선조나 선현의 신주(神主)·영정을 모셔두

고 배향하는 공간을 말하며 사당(祠堂)이라고도 한다. 고려 말 주자학이 도입되면서 

사우는 주자학의 이념에 입각한 향촌교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서원·사우라는 

명칭은 제향 인물의 위상에 따라 구별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서원이 사우보다 격이 높

은 것으로 간주된다.

⑴ 총괄표

2018.11. 성균관 측 확인 자료
           구분

시․도별
사우수 비 고

            구분
시․도별

사우수 비 고

서 울 특 별 시 3 +3 강 원 도 7

부 산 광 역 시 2 +2 충 청 북 도 20 +1

충 청 남 도 15대 구 광 역 시 0

전 라 북 도 27인 천 광 역 시 1

전 라 남 도 72 -4광 주 광 역 시 22 +2

경 상 북 도 8대 전 광 역 시 4

경 상 남 도 32 -2울 산 광 역 시 1

세종특별자치시 0 제 주 도 0

경 기 도 20 -2 계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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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시․도별 현황

                                                               
지역 사우명 주소 비고

강원도
(7)

九隱祠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書巖祠 강원도 양구군 동면

藥泉祠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烏竹軒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忠烈祠 강원도 철원군 서면

褒忠祠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鄕賢祠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경기도
(20)

경숙공사당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景湖齋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關里祠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金陵大聖院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大老祠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東峴壇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牧隱影堂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文襄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42

不祧廟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로

不遷之位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77

聖師影廟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松山祠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麗忠祠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永慕齋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로

玉城祠宇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月桂壇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충렬전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寒齊堂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顯節祠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華忠烈祠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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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우명 주소 비고

경상남도
(32)

澗松祠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景白祠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景賢堂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桂陽祠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觀德祠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茶川祠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大德祠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德峯祠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德巖祠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道山齋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望月祠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某里齋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慕亭祠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聞巖祠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盤溪祠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聖巖祠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松風祠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愼巖祠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尋源亭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藥山祠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影忠祠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畏齊祠 경상남도 창녕군 길

一源祠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鵲島精祠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直樹祠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서동

忠義祠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鷲棲祠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七賢祠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동 161-1번지

褒忠祠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霞山祠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黃巖祠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孝敬祠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경상북도
(8)

景慕齋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九龍齋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龜山齋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龜藏祠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東山齋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玉洞祠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竹城齋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後山祠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 269 -

지역 사우명 주소 비고

광주광역시
(22)

景烈祠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大東祠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道林祠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림하길

道林祠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가산안길

東湖祠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량남동길

斗巖祠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登臨祠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晩洲祠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武侯祠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盤溪祠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2동 동산로

秉天祠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瑞岡祠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3동

莘湖祠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동로

義烈祠 광주광역시 북구 환벽당길

壯烈祠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節孝祠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忠愍祠 광주광역시 동구 밤실로

忠壯祠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褒忠祠 광주광역시 남구 포충로

鶴山祠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花潭祠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花岩祠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가산안길

대전광역시
(4)

南簡祠 대전광역시 중구 충무로

遯坡祠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文忠祠 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

崇禮祠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부산광역시
(2)

石泉齋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2로

蘇溪祠 부산광역시 금정구 학산로

서울특별시
(3)

東津祠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2동

襄肅祠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隱山祠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울산광역시
(1) 隱月祠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인천광역시
(1) 江華忠烈祠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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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우명 주소 비고

전라남도
(72)

冠峯祠 전라남도 영암군 서호면

冠岩祠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龜谷祠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龜山祠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龜巖祠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國巖祠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錦江祠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金山祠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琴城祠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岐川祠 전라남도 영광군 영관읍

南崗祠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蘆洞祠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老松祠 전라남도 해남군 신이면

大鷄祠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大山祠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大成祠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德林祠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德林祠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德鼎祠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德湖祠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道山祠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東溪祠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柳川祠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茅山祠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射山祠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上谷祠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西湖祠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星山祠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松林祠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松陽祠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松亭祠 전라남도 영암군 서호면

松川祠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송춘사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陽林祠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英山祠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靈湖祠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梧峯祠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鰲山祠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五忠祠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玉山祠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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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우명 주소 비고

전라남도 龍淵祠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龍田祠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龍井祠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龍池祠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牛山祠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雲谷祠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雲山祠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雲湖祠 전라남도 영암군 서호면

月峰祠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月山祠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月陽祠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月池祠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月峴祠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驪興祠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壬辰守成祠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長洞祠 전라남도 영암군 서호면

長山祠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長春祠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竹峰祠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竹山祠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竹山祠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竹山祠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竹陰祠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芝山祠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忠節祠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忠靖祠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忠孝祠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忠孝祠 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

平山祠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合敬堂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杏亭祠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花岩祠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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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우명 주소 비고

전라북도
(27)

琴巖祠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箕山祠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盧山祠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潭月祠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德川祠 전라북도 익산시 동천로

德川祠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豆川祠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白山祠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碧山祠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屛巖祠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崇慕祠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玉川祠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遺愛祠 전라북도 정읍시 초산로

隱泉祠 전라북도 익산군 왕궁면

鼎山祠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旌忠祠 전라북도 정읍시 정문들목길

造山祠 전라북도 정읍시 상사4길

止善堂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淸德祠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忠烈祠 전라북도 정읍시 상사4길

忠烈祠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忠烈祠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八峯祠 전라북도 익산시 용제동

八孝祠 전라북도 김제시 신월동

玄洞祠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華川祠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皇 壇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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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우명 주소 비고

충청남도
(15)

南山祠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同節祠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晩全堂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慕德祠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文節祠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文憲祠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社村祠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世陽祠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崇敬祠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義烈祠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伊山祠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彰烈祠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淸德祠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淸逸祠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太師廟 충청남도 당진군 면천면

충청북도
(20)

景仰祠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孤峰祠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

蘭溪祠 충청북도 영동군

盧侯祠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道莊祠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博約齊 충청북도 제천시 두학동

栢峯祠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玉山祠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紫陽影堂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淸簡祠 충청북도 충주시 지현동

淸節祠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忠烈祠 충청북도 충주시 모시래2길

忠龍祠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忠愍祠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忠義祠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泰喬祠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鴻陽祠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孝忠祠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孝忠祠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後栗祠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 사우 현황은 성균관 측의 확인을 통해 2011년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되, 개인의 인적 정보를 제외함. 



15. 종교별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

* 통계표명 : 종교별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 통계표ID : TX_15002_A017

* 수록․조회 기간 : [년] 2008~2017 / 출처: 문화재청, 문화재관리현황

* 자료다운일자 : 2018.11.10 22:28 (단위: 건)

종교
별 연도 총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
기념
물

국가무
형문화

재

국가민
속문화

재

등록
문화
재

합계

2017 4,663 331 2,106 500 110 457 138 297 724

2016 3,877 328 2,060 495 109 456 135 294 　

2015 4,287 317 1,842 491 109 455 122 286 665

2014 4,240 315 1,813 488 109 454 120 284 657

불교

2017 1,503 176 1,244 24 16 1 8 2 32

2016 1,440 173 1,216 24 16 1 8 2 　

2015 1,402 171 1,150 23 16 1 8 2 31

2014 1,381 171 1,128 23 16 1 10 2 30

유교

2017 99 6 54 23 2 0 4 5 5

2016 93 6 54 22 2 - 4 5 　

2015 95 6 53 22 2 - 4 4 4

2014 89 6 53 20 2 - 4 - 4

천주
교

2017 38 0 0 8 0 0 0 0 30

2016 8 - - 8 - - - - 　

2015 34 - - 8 - - - - 26

2014 32 - - 8 - - - - 24

개신
교

2017 33 0 0 2 0 0 0 0 31

2016 2 - - 2 - - - - 　

2015 26 - - 2 - - - - 24

2014 25 - - 2 - - - - 23

단군
신앙

2017 3 0 0 1 0 0 0 1 1

2016 2 - - 1 - - - 1 　

2015 2 - - 1 - - - 1 -

2014 4 - - 1 - - - 1 2

원불
교

2017 - - - - - - - - -

2016 - - - - - - - - 　

2015 2 - - - - - - - 2

2014 - - - - - - - - -

기타(
비종
교포
함)

2017 2,987 149 808 442 92 456 126 289 625

2016 2,332 149 790 438 91 455 123 286

2015 2,726 140 639 435 91 454 110 279 578

2014 2,709 138 632 434 91 453 106 281 574

* 출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자료는 지면상 생략함. 
**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많은 부분이 종교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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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종교박물관, 종교미술관 등 종교시설 현황

1) 총괄표

문화재청의 <종교별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2017)에 따르면 종교 관련 문화재

는 불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유교, 천주교, 개신교, 단군신앙, 기타 순이다. 다만, 

향후 근․현대 문화재의 발굴․확정에 따라 개신교와 천주교 관련 문화재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017년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총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
물

국가무
형문화

재

국가민
속문화

재

등록문화
재

합계 4,663 331 2,106 500 110 457 138 297 724
불교 1,503 176 1,244 24 16 1 8 2 32
유교 99 6 54 23 2 0 4 5 5

천주교 38 0 0 8 0 0 0 0 30
개신교 33 0 0 2 0 0 0 0 31

단군신앙 3 0 0 1 0 0 0 1 1
기타(비종교 

포함)
2,987 149 808 442 92 456 126 289 625

*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0&tblId=TX_15002_A017)

종교계는 박물관, 전시관, 역사관, 기념관 등을 통해 유관 문화재나 사건이나 인물 

등을 홍보하고 있다. 여러 종립대학에서도 다양한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현

황을 조사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그 밖의 
종교 종립대학 계

박물관․전시관․역사
관

62 25 11 5 7 29 139
기념관․미술관 6 20 3 0 0 0 29

계 68 45 14 5 7 29 168
 * 주요 출처: 대한불교조계종(성보박물관, http://www.buddhism.or.kr/), 마리아사랑넷(https://www.mariasarang.net/), 불

교중앙박물관(http://museum.buddhism.or.kr/), 사단법인 인천광역시박물관협의회(http://www.inmuseum.or.kr/), 사단법인 한
국사립미술관협회(http://www.artmuseums.or.kr/), 한국박물관협회(http://www.museum.or.kr/), 한국사립박물관협회
(http://pmuseums.org/), 한국천주교주소록(http://directory.cbc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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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교

⑴ 박물관․유물전시관(62)

명칭 대표/관리 설립/개관
일 주소 전화 비고

1 갑사보장각 갑사 　 충남 공주시 041-857-8981 http://www.gapsa.org/

2 관문사성보박물관
관문사(천
태종)

2004.04 서울시 서초구 02-3460-5300 　

3 구인사유물전시관
김영춘(천
태종)

　 충북  단양군 043-423-7100 www.guinsa.org

4
국립미륵사지유물전
시관

이병호관장 1997.5.9 전북  익산시 063-830-0900
http://iksan.museum.g
o.kr/

5 금산사성보박물관 금산사 2011 전북 김제시 063-548-4441
http://www.geumsans
a.org/default.asp

6 기림사성보박물관 기림사 2005.12.25 경북 경주시 054-744-2292 www.kirimsa.com

7 대원사성보박물관 대원사 2001.6.21 전남 보성군 061-852-3038
www.tibetan-museum
.org

8 대원사티벳박물관 대원사 2001.07.08 전남  보성군 061-852-3038
www.tibetan-museum
.org

9 대흥사성보박물관 대흥사 1998.11.17 전남 해남군 061-534-5502
www.daeheungsa.co.k
r

10 도갑사성보박물관 도갑사 2002.3.12 전남 영암군 061-473-5122 　

11 동화사성보박물관 동화사 2007.10.20 대구시 동구 053-980-7900 www.donghwasa.net

12 마곡사성보박물관 마곡사 미개관 충남 공주시 041-841-6221 www.magoksa.or.kr

13 만해문학박물관 동국대학교 　 강원 인제군 033-462-2304

https://manhae2003.d
ongguk.edu/bbs/board
.php?bo_table=manhae
2_5

14 목아불교박물관 박찬수 1989.11.18 경기 여주군 031-885-9952 www.moka.or.kr

15 무위사성보박물관 무위사 2006.4.26 전남 강진군 061-432-4974 www.muwisa.com

16 백양사성보박물관 백양사 2004.11.30 전남 장성군 061-392-7502 www.baekyangsa.kr

17 범어사성보박물관 범어사 2006.3.26 부산시 금정구 051-508-6139
www.beomeomuseum.
org

18 범패박물관
김종형(구
양사)

2006.07. 인천시  남구 032-884-8904
http://www.nunghwa.o
rg/xe/

19 법주사성보박물관 법주사 1990.3.16 충북  보은군 043-543-3615 www.beopjusa.or.kr

20 보경사성보박물관 보경사 　 경북  포항시 054-262-1117
http://www.bogyeong
sa.org/bbs/board.php?
bo_table=01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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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대표/관리 설립/개관
일 주소 전화 비고

21 보림사성보박물관 보림사 　 전남  장흥군 061-864-2055
http://www.borimsa.or
g/bbs/board.php?bo_ta
ble=sb_01

22 봉정사유물전시관 봉정사 경북  안동시 054-853-4181 www.bongjeongsa.org

23 부석사성보박물관 부석사 2011 경북  영주시 054-632-1550 www.pusoksa.org

24 불갑사수다라박물관 불갑사 2009.8.17 전남  영광군 061-351-1680 www.bulgapsa.kr

25 불교중앙박물관
대한불교조
계종

2007.3.27 서울시  종로구 02-2011-1960
http://museum.buddhi
sm.or.kr/

26 불교천태중앙박물관
구인사(천
태종)

2013.8.25 충북  단양군 (043)423-9103 　

27 불국사성보박물관 불국사 미개관 경북  경주시 054-746-9912 www.bulguksa.or.kr

28 불영사성보박물관 불영사 2009 경북  울진군 054-783-5004 http://bulyoungsa.kr/

29 서광사사리박물관 서광사 2002.10.16 인천시  남구 032-865-2384 www.sarimuseum.com

30 서산대사유물관
대한불교조
계종

1996
전남  해남 삼산
면 구림리 799
군

　 　

31 선암사성보박물관 선암사 2001.03.23 전남  순천시 061-754-6062
www.seonammuseum.
co.kr

32 선운사성보박물관 선운사 2007.9.10 전북  고창군 063-561-1421
cafe.daum.net/susmus
eum

33 송광사성보박물관 송광사 1997.10.3 전남  순천시 061-755-0407
www.songgwangsa.or
g

34 송화사성보박물관
경암(불입
종)

1996.4.8 충북  제천시 043-653-4800 　

35 수덕사근역성보관 수덕사 2000.4.11 충남  예산군 041-330-7777
www.sudeokmuseum.
or.kr

36 수타사성보박물관 수타사 2005.5.10 강원  홍천군 033-436-6611 www.sutasa.org

37 신흥사유물전시관 신흥사 2017.5.10. 강원  속초시 033-636-7044
http://www.sinheungs
a.kr/sub01_2_1munhw
a.htm

38 쌍계사성보박물관 쌍계사 2002.4.14 경남  하동군 055-883-1901 www.ssanggyesa.net

39 약사사성보관
약사사(여
래종)

　 경기  성남시 031-734-3205
cafe.daum.net/yaksas
a1

40 오어사유물전시관 오어사 2000.6. 경북  포항시 054-292-2083 없음



- 278 -

명칭 대표/관리 설립/개관
일 주소 전화 비고

41
옥천사보장각(유물
전시관)

옥천사 1999.10.1 경남  고성군 055-673-4951 www.okcheonsa.or.kr

42 용문사성보유물관 용문사 2007.12.31 경북  예천군 054-655-8695
http://www.yongmuns
a.kr/museum/

43 용주사효행박물관 용주사 2005.1.28 경기 화성시 031-234-0040 www.yongjoosa.or.kr

44 용화사묵담유물관
용화사(태고
종)

　 전남 담양군 061-381-2683
http://www.담양용화
사.kr/4-1.htm

45 월정사성보박물관 월정사 1999.10.13 강원  평창군 033-339-7000
www.woljeongsamuse
um.or.kr

46 은해사성보박물관 은해사 2005.12.25 경북  영천시 054-335-6991 www.eunhae-sa.org

47
직지사직지성보박물
관

직지사 1995.10.5 경북 김천시 054-429-1720 www.jikjimuseum.org

48
직지성보박물관사이
버박물관

　 　
경상북도 김천
시

054-429-1720
www.jikjimuseum.org/
cyber/main.asp

49 청곡사성보박물관 청곡사 2008.5.12 경남  진주시 055-762-9751
www.chunggoksa.or.k
r

50 태안사유물전시관 태안사 　 전남  곡성군 061-363-4441 없음

51 통도사성보박물관 통도사 1999.4.11 경남  양산시 055-382-1001
www.tongdomuseum.o
r.kr

52 표충사성보박물관 표충사 2002.11.20 경남  밀양시 055-352-1150
www.pyochungsa.or.k
r

53 한국미술박물관
권대성(안동
권씨  종중)

1993.05.05 서울시  종로구 02-766-6000
www.buddhistmuseum
.co.kr

54 해인사성보박물관 해인사 2002.7.5 경남  합천군 055-934-3150
www.haeinsamuseum.
com

55 화엄사성보박물관 화엄사 　 전남  구례군 061-783-7600
http://www.hwaeomsa
.com/bbs/board.php?b
o_table=sub19

56
흥국사의승수군박물
관

흥국사 2003.4.3 전남  여수시 061-685-5633
http://www.여수흥국
사.kr/

⑵ 기념관․미술관(6)

명칭 대표/관리 설립/개관
일 주소 전화 비고

1 동인갤러리 신용범 2005.9.27 경남 창원시 055-238-4038
http://www.donginn.c
o.kr

2 만해기념관 전보삼 1998.05.20 경기 광주시 031-744-3100 www.manhae.or.kr

3 불교선미술관 　 2010 충남 예산군 　

4 선미술관 수덕사 2010.3.26 충남 예산군 041-337-6565
http://www.sudeoksa.
com/

5 신라불교미술관 김 건 2004
부산시 부산진
구

051-808-1273
http://zerobj1273.allth
eway.kr/

6 여진불교미술관 이진형
2005.10.14
.

대전시 유성구 042-934-8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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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신교

⑴ 박물관․역사관(25)

명칭 대표/관리 설립/개관
일 주소 전화 비고

1 구세군역사박물관 강종권 2003.1 서울  중구 02-720-9432
www.salvationarmy.or
.kr/museum

2 국제성서박물관 임봉대 1995.4.30 인천  미추홀구 032-867-0301
http://www.jooan.or.k
r/

3
대한성서공회성서전
시실

　 1995 서울  서초구 02-2103-8700 www.bskorea.or.kr

4 배재학당역사박물관 배재대학 2008.7.24 서울  중구 02-319-5578
https://appenzeller.pc
u.ac.kr/

5 백령기독교역사관 중화동교회
2001.11.20
.

인천  옹진군 032-836-0388

6 백령기독교역사관
옹진군/중
화동교회

2001.11.20 인천  옹진군 　 　

7 새문안교회역사관 　
2018  완공
예정

　 　 　

8 성경유물관 김남철 2007.7.7 충남  태안군 010-6358-9805 　

9 세계기독교박물관 김종식 2010.9.18 충북  제천시 043-651-0191
http://www.segibak.or
.kr/

10
순천기독교선교역사
박물관

　 2004.1. 전남  순천시 061-749-4420 
https://www.facebook.
com/

11
순천기독교역사박물
관

　 2012.11.20 전남  순천시 061-749-4420 

12
아펜젤러순교기념교
회

임춘희 2007.6.16 전북  군산시 063-467-2478
http://appenzeller.co.k
r/ 

13
애양원역사박물관
(손양원목사순교기
념관)

이광일 　 전남  여수시 061-682-9534 www.aeyangwon.org

14
전주서문교회역사자
료실

　 2000.7.2 전북  전주시 　
http://www.i-seomoo
n.or.kr/ 

15
전주예수병원의학박
물관

예수병원 2010.10.3 전북 전주시 063-230-8778
http://museum.jesush
ospital.com/

16 지적(향토지)박물관 이진호 1999.10.16 충북 제천시 043-651-5115 www.forjijeok.com

17 창조자연사박물관 박승식 2005.3.26 경기 시흥시 031-435-1009 www.cjmuseum.net

18 창조자연사박물관
새하늘의교
회

2005.3.26 경기 시흥시 031-435-1009
http://www.cjmuseum.
net/coding/sub1/sub1.
asp

19 평강성서유물박물관 김영록 1998.11.07 서울 구로구 02-2686-9496 www.apm.or.kr

20
하나님의교회기독교
역사관

김주철 2007.2.12 경기 성남시 031-739-5998
www.watv.org/index.a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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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대표/관리 설립/개관
일 주소 전화 비고

21
한국교회역사자료박물
관

장영학 2009.6.27 경기 고양시 031-965-2553
https://cafe.naver.com
/kcham

22 한국기독교박물관 숭실대 1967.10.10 서울 동작구 02-820-0752
http://museum.ssu.ac.
kr/

23
한국기독교선교역사박
물관

2001.11.30 경기 이천시 031-632-1391
http://www.kchmuseu
m.org/

24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2001.11.30
.

경기 이천시 031-632-1391 www.kchmuseum.org

25 호남기독교박물관 전북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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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기념관․미술관(20)

명칭 대표/관리 설립/개관
일 주소 전화 비고

1 고신역사기념관
고려신학대
학원

2006.9.16 충남 천안시 041-560-1974
http://www.kts.ac.kr/
www/khistory/

2
광양시기독교선교백
주년기념관

사)광양시기
독선교100
주년기념관

2008.5.28 전남  광양시 061-772-7441 　

3 남궁억기념관 홍천군 2004.6.29 강원  홍천군 033-430-4488 　

4
문준경전도사순교기
념관

김헌곤관장 2013.5.21. 전남 신안군 061-271-3455
http://www.mjk1004.
org/

5 밀알미술관 원경자 1999.7.30. 서울 강남구 02-3412-0061
http://www.milalmus
eum.or.kr/

6 선화기독교미술관 정명희 2000.6.21. 대전 서구 041-525-3141
http://www.heavenga
te.or.kr/

7 아주미술관 이재홍 2004.5.31 대전 유성구 042-863-0055
www.asiamuseum.asi
a

8
양화진외국인선교사
묘원(한국기독교순교
자기념관)

한국기독교
선교100주
년기념교회

2006.5. 서울  마포구 02-332-9174
www.yanghwajin.net/
v2

9 언더우드가기념관 　 2003.10.28 서울  서대문구 　
http://museum.yonsei
.ac.kr/museum/index.
do

10
여수애양병원  한센
기념관

애양병원 2015.4.15 전남  여수시 061-640-8888 http://www.wlc.or.kr/

11
유관순열사기념관/유
관순기념매봉교회전
시실

　 　 충남  천안시 041-564-1813 　

12 이기풍선교기념관 김정서 　 제주  제주시 064-782-6969
http://www.kp6969.c
om/

13
제암리3․1운동순국기
념관

최종오 2001.1.10 경기  화성시 031-369-1663 　

14 주기철목사기념관 창원시 2015.3. 경남  창원시 055-545-0330

15
한경직목사사이버기
념관

　 2001.12.29 　 　 　

16
한국교회이기풍선교
기념관

　 1998.5. 제주  제주시 064-782-6969
http://www.kp6969.c
om/

17 한국기독교미술관 이기복 2000.6.21 충남  논산시 041-733-2751 대전 선화교회 수양관

18
한국기독교순교자기
념관

100주년기
념교회

1989.11.18
.

경기  용인시 031-336-2825 www.martyr.or.kr

19 한국선교역사기념관 장희열
2008.12.22
.

인천  부평구 032-515-5995 www.cmmk.or.kr

20 함석헌기념관 도봉구청 2015.9 서울  도봉구 02-905-7007
http://hamsokhon.dob
ong.go.kr/intro.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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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주교

⑴ 박물관․유물전시관(11)

명칭 대표/관리 설립/개관일 주소 전화 비고

1 가톨릭천호성물박물관 　 　 전북 완주군 02-3142-4434 www.jeoldusan.or.kr

2 매괴박물관 감곡성당 2002 충북  음성군 02-3706-3255
http://www.spcseoul
.or.kr/

3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역사박물관

김영희 1988.07.22. 서울  종로구 031-762-5953
www.chonjinam.or.k
r

4
신앙사적지  유물 전시
관 

언양성당 1990.12.4. 울산  울주군 033-343-6142 　

5 영월종교미술박물관 최바오르 2009 강원  영월군 051-583-2923
http://oryundaemus
eum.com

6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
관

배선영 1982.9. 부산 금정구 033-378-0153
http://www.paulart.c
o.kr/

7 옹청박물관 수원교구 2002 경기 여주시 　 　

8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
관

절두산순교
성지

1967.10. 서울 마포구 　 　

9 천진암박물관 변기영 1992.02.15. 경기 광주시
052-262-5312
~3

http://eonyang.pbcb
s.co.kr

10 최익철신부우표전시관 　 2017.1.20 서울  중구 02-727-2196 　

11 풍수원성당유물전시관 원주교구 강원 횡성군 031-881-4157 

⑵ 기념관․미술관(3)

명칭 대표/관리 설립/개관일 주소 전화 비고

1 관덕정순교기념관 대구대교구 1991.5.31 대구 중구 053-254-0151
http://www.daegusai
nt.com

2
성김대건신부 제주표
착기념관

제주교구 2006.11.1 제주 제주시 064-772-1252
http://kimdaegun.net
/

3
한국레지오마리애기
념관

광주대교구 1998.5.23 전남 목포시 061-279-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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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대표/관리 설립/개관일 주소 전화 비고

1
사이버유교박물
관

한국국학진
흥원

2002.9 대구 북구 053-950-3043 www.yugyo.org

2 소수박물관 신영호 2004.9.22 경북 영주시 054-639-7694
http://www.yeongju.go.kr/
open_content/sosuseowon/
page.do?mnu_uid=3339&

3
전통문화콘텐츠
박물관

김순자 2007.9.1 경북  안동시 054-843-7900 www.tcc-museum.go.kr

4 충현박물관 함금자 2003.10.24. 경기  광명시 02-898-0505 www.chunghyeon.org 

5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

임노식 2006.6.20. 경북  안동시 054-851-0800 www.confuseum.org

5) 유교

⑴ 박물관(5)

6) 기타 종교

⑴ 박물관(7)

명칭 대표/관리 설립/개관
일 주소 전화 비고

1 사이버유교박물관
한국국학진
흥원

2002.9 대구 북구 053-950-3043 www.yugyo.org

2 소수박물관 신영호 2004.9.22 경북 영주시 054-639-7694

http://www.yeongju.go.kr
/open_content/sosuseow
on/page.do?mnu_uid=333
9&

3 원불교역사박물관 신성해 1979.03.02 전북 익산시 063-850-3240

www.wonmuseum.net
*1979년 원불교중앙박물관
으로 개관. 2002년 원불교
역사박물관으로 개명. 2003
년 문화관광부 1종 전문박
물관 등록(제261호).

4
우리삶문화옥당박
물관

신성해(원불
교)

2007.09.20 전남 영광군 070-7011-6887 www.okdangmuseum.net

5
전통문화콘텐츠박
물관

김순자 2007.9.1 경북  안동시 054-843-7900 www.tcc-museum.go.kr

6 충현박물관 함금자 2003.10.24. 경기  광명시 02-898-0505 www.chunghyeon.org 

7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

임노식 2006.6.20. 경북  안동시 054-851-0800 www.confuseum.org

* 원불교 박물관 2건은 문화체육부 종무실이 제공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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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종립대학의 박물관(29)

운영 박물관 종교 홈페이지

1 가톨릭대학교 전례박물관 천주교 http://museum.catholic.ac.kr

2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개신교 http://hengsomuseum.com

3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의료선교박물관 개신교
http://www.dsmc.or.kr/jsp/introduction/introducti
on06_01.jsp

4 대구가톨릭대학교박물관 천주교 http://museum.cu.ac.kr

5 동국대학교 경주박물관 불교 http://www.museum.dongguk.ac.kr

6 동국대학교박물관 불교 http://www.dgumuseum.dongguk.ac.kr

7 명지대학교박물관 개신교 http://museum.mju.ac.kr

8 삼육대학교박물관 개신교 http://museum.syu.ac.kr/

9 서강대학교박물관 천주교 http://sogmuse.sogang.ac.kr

10 선문대학교박물관 통일교
http://tulip.sunmoon.ac.kr/sub/info.do?m=010404
&s=sm

11 성균관대학교박물관 유교 http://museum.skku.edu

12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 개신교 http://www.moonshin.or.kr

13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개신교 http://museum.sookmyung.ac.kr

14 숙명여자대학교 정영양자수박물관 개신교 www.chungyoungyang.com

15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개신교 http://www.ssu.ac.kr

16 연세대학교박물관 개신교 http://museum.yonsei.ac.kr

17 원광대학교박물관 원불교 http://www.museum.wonkwang.ac.kr

18 위덕대학교박물관 불교 http://www.uu.ac.kr

19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개신교 http://museum.ewha.ac.kr

20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 개신교 http://nhm.ewah.ac.kr

21 장신역사박물관 개신교
http://www.pcts.ac.kr/main2011/sub2011/sub_1.a
sp?m1=1&m2=2&m3=10&m4=6

22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기독교선교자료실) 개신교 http://bakmul.hannam.ac.kr

23 한남대학교 자연사박물관 개신교 http://museum.hannam.ac.kr

24 한신대학교박물관 개신교 http://www.hsmuseum.org

25 협성대학교 성서고고학박물관 개신교
http://www.uhs.ac.kr/uhs1/uhs106/uhs10603/uhs
1060201/uhs1060201.jsp

26 전주대학교 호남기독교박물관 개신교 http://blog.naver.com/honammuseum

27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의료선교박물관 개신교
http://www.dsmc.or.kr/content/07museum/01_01.
php

28 연세대학교신촌캠퍼스 언더우드가기념관 개신교
http://museum.yonsei.ac.kr/museum/memorial/un
der_history.do

29 고신대학교 고신역사기념관 개신교 http://www.kts.ac.kr/k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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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국 종교문화축제 현황

1) 종교 축제 (26건)

연
번

명칭
(가나다순)

성격
(키워드)

개최기간
(최근 기준) 

지역

1 가스펠 페스티벌 개신교 08월 31일(2015)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세종대극장

2 감자축제 천주교 07월 20일(2018) 강원도 춘천시(천주교 춘천교구)

3
거창크리스마스트리문화
축제

개신교
12월 10일~1월  14일
(2017-2018)

경상남도  거창군(거창크리스마스트
리문화축제위원회)

4 경주동학문화축제 천도교 10월 27일~28일(2017) 경북 경주시

5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한
마음 축제

불교 05월 20일(2018)
경기도 부천시(대한불교조계종 석왕
사)

6 대장경 세계문화축전 불교
10월 20일~11월 5일
(2017)

경남 합천군(해인사 일원)

7 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 종교연합 11월 24일(2018)
서울 청계광장(사단 한국종교지도자
협의회)

8 만해축전 불교 08월(매년) 충남 홍성군

9 법등축제 원불교 04월경(매년) 전북 익산

10 부산 연등축제 불교 05월 1일~13일(2018)
부산시 부산진구(사단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11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
축제

개신교
12월 2일~1월  7일
(2017-2018)

부산 중구(사단 부산기독교총연합
회)

12 산사음악회 불교 연중수시 각 사찰

13 서울국제사랑영화제 기독교 04월 20일~25일(2017) 이화여자대학교  ECC내 삼성홀 등

14 서울연꽃문화대축제 불교 08월 11일(2018)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사

15 세계종교문화축제 종교연합 10월 8일~11일(2018) 전북 전주시

16 연등회 불교 04월~5월(매년 음4.8) 전국 사찰

17 영산재 불교 06월 6일(매년/현충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본산 봉원사

18 오대산문화축전 불교 08월 12일~19일(2017) 오대산 월정사

19 요안루갈다제 천주교 05월 26일(2018)
천주교 전주교구(치명자산 성지  요
안루갈다제 제전위원회)

20
진각의 이름으로 월곡을 열
다! Open  Festival

불교 05월 21일~22일(2018) 서울시 성북구(대한불교진각종)

21 태고문화축제 불교 11월 4일(2017) 경기도 고양시(한국불교태고종)

22 통일음악예술제 불교 10월 24일(2017) 부산시(불교총지종)

23 해남 초의문화제 불교 10월 20일~21일(2017)
전라남도 해남군(초의문화제집행위
원회 )

24
행복바라미 봉선사연꽃축
제 

불교 07월 14일~22일(2018) 남양주 봉선사

25 회당문화축제 불교 06월 14일(2017) 울릉도

26 효문화축제 불교 11월경 각 지역(대한불교천태종)

* 출처: 한국관광공사 축제정보(http://korean.visitkorea.or.kr/); 관련 홈페이지; 종무실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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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축제 (87건)

연
번 명칭(가나다순) 축제의  종교적 요소 개최기간 지역

1 강릉단오제
지정문화재행사 (제례, 굿, 관
노가면극) 등 

2018.6.14~6.21(음 
5.3.~5.7.)

강원도 강릉시

2 강화 마니산 개천대축제 마니산, 단군 10.3.(개천절) 인천시 강화군

3 강화고려문화축전 팔만대장경 이운 및 팔관회 등 2018.7.28~7.29(2일간) 인천광역시 강화군

4 개천대축제 개천대제 봉행 등 2018.10월중 인천광역시 강화군

5 경산갓바위소원성취축제 다례봉행, 갓바위 음악회 등 2018.9월중(3일간) 경상북도 경산시

6 계룡산산신제
유.불.무가식 산신제, 점사체
험, 기체험 등

2018.4월중 충청남도 공주시

7 고성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수성제례 등
2018.9. 22~9. 23(2일
간) 

강원도 고성군

8 고창갯벌축제 풍어제 등 2018.5~6월중 전라북도 고창군

9 광주 남한산성 문화제 대동굿 등 2018.10월 중(3일간) 경기도 광주시

10 군산용왕굿 풍어 2015.10.15 전북 군산시

11 낙동민속예술제
당산제, 길놀이, 구포별신굿 
등

2018.5.11~5.13(3일간) 부산광역시 북구

12 남명선비문화축제 남명제례 등 
2018.10.19~10.20(2일
간)

경상남도 산청군

13 남양주다산문화제
고유제: 헌화ㆍ헌다례, 서원
제사 등

2018.9.14. ~ 9.16(3일
간)

경기도 남양주시

14 단종문화제 제사 4월 강원도 영월군

15 대현 율곡이선생제 율곡 10월 강원도 강릉

16 도봉산 서원마을축제
도봉서원 춘향제 및 추향재 봉
행

2018.4월, 10월 서울특별시 도봉구

17 독산성문화제 석전대제, 산신제 등
2018.10.12~10.14(3일
간)

경기도 오산시

18 동명제 동명제 2018.9.12 서울특별시 송파구

19 동해무릉제 제례 등 2018.10월 중(3일간) 강원도 동해시

20 마곡사 신록축제 명상길 걷기, 템플스테이 등 2018.4월중 충청남도 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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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명칭(가나다순) 축제의  종교적 요소 개최기간 지역

21 마곡사토요무대 문화예술공연 산사음악회 2018.7월~8월 충청남도 공주시

22 마산만날제
당산제, 고유제, 축고제, 우리
굿 한마당 등

2018.9.25~9.27(3일간) 경상남도 창원시

23 마한문화축제 소도제(일종의 제천행사) 등
2018.10.19~10.21.(3
일간)

전라남도 나주시

24 마한축제 남해신사해신제 등 2018.10월중(2일간) 전라남도 영암군

25 백제문화제 10여 가지의 제례불전 등 2018.9.14~9.22(9일간) 충청남도 부여군

26 보성다향대축제 다신제 등 2018.5.18.~22.(5일간) 전라남도 보성군

27 부곡온천축제 산신제 등 2018.4. 6~4. 8(3일간) 경상남도 창녕군

28 비슬산 참꽃문화제 기우제 2018.4.21~4.22 대구시 달성군

29 산수유축제 풍년기원제,육현추모제 등 2018.4월초 경기도 이천시

30 삼동굿축제 삼동굿 7.15.(음력 백중날) 전북 남원시

31 삼랑성역사문화축제 다례재 및 영산대제 등
2018.10.6~10.14(9일
간)

인천광역시 강화군

32 삼척 환선제 2017.10.19 강원도 삼척시

33 선농대제 제례행렬, 선농제향　 2018.4월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34 설악문화제 산신제 등
2018.9.29~30/10.12~
14

강원도 속초시

35 속리축전 산신제, 탑돌이 등 2017.10.20~10.22. 충북 보은군

36 수달래축제 수달래제례 등 2018.4.28~4.29(2일간) 경상북도 청송군

37 수안보 온천제 온정수신제 등 2018.4월중(3일간) 충청북도 충주시

38 신라문화제 불교행사 등 2018.10.3~10.9 경북 경주시

39 안동민속축제
성황제, 서제, 양로연, 향사례 
등

2018.9.28~10.7(10일
간)

경상북도 안동시

40 양양문화제 일반 2018.6.21~6.23.
강원도 양양군(양양
현산문화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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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명칭(가나다순) 축제의  종교적 요소 개최기간 지역

41 양양송이축제 용왕제 등
2018.9.28 ~ 10.01(4일
간)

강원도 양양군

42 양양연어축제 용왕제 등 2018.10.18~10.21 강원도 양양군

43 양양해맞이축제 용왕, 불교 2017.12.31.~2018.1.1. 강원도 양양군

44 양주소놀이굿 무형문화재 4월 경기도 양주

45 영광법성포단오제 제전행사(용왕제 외 5) 등
2018.6.15~6.18(매년 
음 5.5.단오 전후)

전남 영광군 법성포 
뉴타운

46 영동난계국악축제 종묘제례 등
2018.9월~10월중(4일
간)

충청북도 영동군

47 영일만축제 동해별신굿 10월 경북 포항시

48 영주무섬외나무다리축제
상여행렬 재현, 전통혼례 재현 
등

2018.9.23 경상북도 영주시

49 영취산 진달래축제 불교, 산신제 2018.3.30~4.1(3일간) 전라남도 여수시

50 용화축전 산신제 10월 강원도 화천군

51 위도띠뱃놀이 풍어, 용왕 2018.2.18(매년 음 1.3.) 전북 부안군

52 유성온천문화축제
온천수신제, 전민동 상여놀이 
등

2018.5.11~13(3일간) 대전광역시 유성구

53 율곡문화제 율곡, 제례 10월 경기도 파주시

54 은산별신제 무형문화재, 별신당 3월경
충남 부여군(은산별
신제보존회)

55 인천 원도사제
원도사제 제의(일종의 지방관 
제사) 등

2018.10.6~10.7(예정) 인천광역시 남구

56 장성백양단풍축제 백양사 산사음악회 등 2018.10.26~28(3일간) 전라남도 장성군

57 정선 두위봉철쭉제 산제 2018.5.26~5.27 강원도 정선군

58 정선 아리랑제 신령굿 10월 강원도 정선군

59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달집태우기, 지신밟기 등 2018.3.1. 서울특별시 서초구

60 정월대보름 회촌달맞이굿
2018.3.2(음 1.15., 정월
대보름)

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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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정월대보름제 산신제 음 1.15(정월대보름) 대전시

62 제주마축제 말놀이 큰 굿 등
2018.10.19. ~ 10.21.(3
일간)

제주도 도

63
종로청계천관광특구 육의전
축제

전통혼례<회혼례>
2018.9.21. ~ 9.23.(3일
간)

서울특별시 종로구

64
지리산남악제 및 군민의날 행
사

남악제례 및 행렬 등 2018.4.18~20(3일간) 전라남도 구례군

65 지리산평화제 산신제 2018.10.10~10.11 경남 산청군

66 지훈예술제 승무, 길놀이(거리굿) 공연 등
2018.미정(9월~10월)(2
일간)

경상북도 영양군

67 진도문화예술제 국제 상장례 페스티벌 등 2018.10.18~21.(4일간) 전라남도 진도군

68 진주논개제 의암별제 등 2018.5.25~5.27(3일간) 경상남도 진주시

69 창녕낙동강유채축제 낙동강용왕대제 등 2018.4.13~4.17(5일간) 경상남도 창녕군

70 청룡문화제 청룡제향 2018.10월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71 최남단 방어축제 풍어제 등 2018.11월중(4일) 제주도 도자체

72 칠갑장승문화축제 장승대제, 장승깍기 등
2018.4.14~15(2일간)-
예정

충청남도 청양군

73 탐라국입춘굿
동ㆍ서미륵제, 세경제, 입춘굿 
등

2018.1. 25. ~ 2. 4.(10
일)

제주도 제주시

74 탐라문화제 2017.9.20~9.24 제주도 제주시

75 태강릉·초안산 궁중문화제 안골치성제(일종의 산신제)　2018.4.7. 서울특별시 노원구

76 태백제 제사, 천제단 10월 강원도 태백시

77 팔공산 산중장터‘승시’
승시 재연, 사찰문화・음식 체
험,  불교 공연 등

2018.10.5~10.8(4일간) 대구광역시 시자체

78 평택호풍어제 및 물빛축제 풍어제 제례의식 등 2018.9.15~16 경기도 평택시

79 필봉마을굿축제 2018.8월중 전라북도 임실군

80 한성백제문화제 동명제(제천의례) 등 2018.9.13-9.16 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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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할미성대동제
산신제, 할미성대동굿12거리 
등

2018.10월 중(2일간) 경기도 용인시

82 향일암일출제
제야의 종 타종, 대동한마당 
등

2018.12.31~1.1(2일간) 전라남도 여수시

83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 및 연등
행렬, 관등놀이 등

2018.4.22~4.30(8일간) 대구광역시 시자체

84 호남 넋풀이 굿 무형문화재 등 2017.5.13 전라북도 군산시

85 화순운주문화축제 운주사 와불 세우기 등 2018.5.21~5.22(2일간) 전라남도 화순군

86 황도붕기풍어제 풍어, 무형문화재
2018. 2 . 17~18(음
1.2~3.)

충남  태안군

87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 동학혁명 2018.5.11~5.12 전북 정읍시

* 출처: 한국관광공사 축제정보(http://korean.visitkorea.or.kr/); 관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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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종교별 축일, 주요 기념일 현황

1) 불교

불교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불타(佛陀)의 탄생, 출가, 성도, 열반을 중시하여 출가일(음 

2.8), 열반일(음 2.15), 불탄일(4.8), 성도일(12.8)을 4대 명절로 지정한다. 대한불교 조계종

에서는 우란분일(盂蘭盆日)까지 포함하여 5대 명절을 말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불교

계에서는 매년 세알법회 및 신년법회, 동안거 해제와 방생, 입춘기도와 삼재소멸기도, 

하안거 결제, 칠석기도, 하안거 해제와 백중, 동안거 결제, 동지기도, 삼짓날과 중양절

의 헌다례, 그리고 약사재일, 지장재일, 관음재일 등을 준수한다.4)

구분 행사명 일자(음) 행사 내용 비고

5대 명
절

부처님출가일 2. 8 ㅇ 부처님 출가하신 날

부처님열반일 2. 15 ㅇ 부처님 열반에 드신 날

부처님오신날 4. 8 ㅇ 부처님 오신 날

우란분일 또는 
백중일

7.15 ㅇ 천도재 (하안거 해제)

부처님성도일 12. 8 ㅇ 부처님 성불하신 날

구분 행사명 일자(음) 행사 내용 비고

기타
기념일

세알법회 및 
신년법회

(1.1)
ㅇ 통알(通謁) 또는 세알(歲謁). 새해 첫
날 불․법․승 삼보와 호법신중, 대중에게 
드리는 신년하례식 

약사재일 1.8 ㅇ 매월 8일 약사기도

방생
(동안거 해제)

1.15

지장재일 1.18 ㅇ 매월 18일 지장기도

관음재일 1.24 ㅇ 매월 24일 관음기도

입춘기도와 
삼재소멸기도

2.4(양)

삼짇날 3.3 ㅇ 헌다례
삼사일(三巳日)·중삼(重三). 강남에 
간 제비가 돌아와 추녀 밑에 집을 짓
는, 즉 온화한 날씨의 시작을 의미.

(하안거 결제) 4.15

칠석기도 7.7

중양절 9.9
ㅇ 헌다례. 명칭의 의미는 양수(陽數)인 
9의 중복.

제비가 강남으로 간다는, 즉 추위의 
시작을 의미

(동안거 결제) 10.15

동지기도 12.22(양)

4) 정각(문상련), 한국의 불교의례, 운주사, 2001, 263-364쪽; 부다피아(http://buddha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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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행사명 시기(일자) 행사 내용 비고

교회력
대림절, 대강절 
/ Advent

성탄절 4주 전부터 
성탄절 전일까지. 

ㅇ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는 강림을 기다림

성탄절(聖誕節) 12.25. ㅇ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는 강림 기념

현현절, 주현절, 
공현절 
/Epiphany

1월 6일부터 성회
수요일까지 
약 8주간.

ㅇ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과 함께 교회의 선교 
   사명 강조

사순절 / Lent
부활절 4주 전인 
성회수요일부터 
약 40일간

ㅇ 부활절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예수의 수난과 죽음을
   생각하며 금식과 회개 강조
ㅇ 한편 사순절의 첫 번째 날이 성회수요일 (Ash 
   Wednesday)로  지켜지기도 함.

2) 개신교

교회력 가운데 특히 강조되는 절기는 성탄절, 부활절, 성령강림절이다. 교회력도 이

들 의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가령 대림절은 성탄절, 사순절은 부활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을 위한 준비 기간에 해당된다. 특히 대부분의 교단에서 강조하는 축제는 성탄

절과 부활절이다. 성령강림절 또는 오순절에 대한 강조는 교단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이외에도 교단에 따라 신년주일(1월),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5월), 맥추감사주일(7월 

6일), 종교개혁주일(10월), 추수감사주일(11월 16일) 등이 지켜진다.

한국 개신교단들이 교회력을 가운데 강조하는 것은 종교개혁자들, 스코틀랜드 교회

와 17세기 청교도들이 강조한 성탄절과 부활절이다. 개신교의 교회력은 대림절에서 시

작되는 전반부와 성령강림절 다음 주인 삼위일체주일에서 시작되는 후반부로 구분된

다. 교회력에 따른 한국 개신교의 종교문화축제일은 다음과 같다.5)

5) 문화체육부 편, 한국종교의 의식과 예절, 화산문화, 1996, 276-280쪽(내용 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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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행사명 시기(일자) 행사 내용 비고

교회력
고난[수난] / 
Passion Week

부활절 1주전, 
사순절 마지막 
주간

ㅇ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성찬식, 금식, 
   성서 묵상 등 진행
ㅇ 이 일주간 끝의 주일을 고난주일 또는 종려주일
   (棕櫚主日)로 표현됨.

부활절 / 
Easter Eve

3~5월

ㅇ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며 죽음에서 승리의 영원한 약속
   을 다짐 
ㅇ 춘분(3.20일경)이 지난 만월 다음 첫째 주일
* 시기: 2007.4.8., 2008.3.23., 2009.4.12., 2010.4.4., 
        2011.4.24.

오순절, 성령강림
절 / 
Pentecost, 
Whitsuntide 

부활절 이후 
50일째 날

ㅇ 성령 강림 사건과 그 후의 교회 탄생 축하. 신자들의 
   삶에서 성령 강조.
ㅇ 특히 오순절 계통에서 성령강림절이 중시됨
* 맥추감사절(麥秋感謝節, 2008년은 7월 6일):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에 감사.

삼위일체 주일 / 
Trinity Sunday

성령강림일 
다음 주일

ㅇ 성령강림으로 인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 
ㅇ 이후부터 대강절까지를 삼위일체절(Trinity Season)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일

ㅇ 첫 수확에 대한 감사
* 1621년 미국 청교도가 수확기의 감사예배 후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 정착.
* 한국은 1908년 예장에서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감사절
  로 지정.

송구영신예배 12.31. ㅇ 지난해에 대한 참회와 새로운 해에 대한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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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주교

‘그리스도의 신비’를 기념하는 가톨릭의 일년주기 또는 전례주년(典禮周年)은 새해의 

시작점인 대림시기를 시작으로 성탄, 연중, 사순, 부활, 연중 등의 시기로 구성된다. 대

림시기는 주님 성탄 대축일, 사순시기는 주님 부활 대축일의 준비 기간이다. 대림시기

와 사순시기는 각각 해당 대축일 직전의 4주간과 6주간이며, 부활시기는 성령 강림 대

축일 직전까지이다. 연중시기는 각 시기에 포함되지 않는 33~34주간으로 성령 강림 

이후에 생겨난 교회 공동체가 예수 재림 때까지 순례 여정을 하며 하느님 나라를 선

포하는 시기이다. 

전례주년은 ‘교회가 하느님께 바치는 공적 예배’인 전례들이 교회력 또는 전례력에 

따라 배치된 것이다. 중심 전례는 주님성탄대축일(12.25.)과 주님부활대축일(이동대축일)

이다. 전례일에는 대축일, 축일, 기념일 순으로 등급 순위가 있다. 대축일과 축일은 전

례일의 변동 여부에 따라 고정 대축일과 축일, 이동 대축일과 축일로 구분된다. 대축

일은 신자의 미사 참례 의무 여부를 기준으로 ‘의무대축일’과 ‘의무가 아닌 대축일’로 

구분된다. 

한국 가톨릭의 의무축일은 모든 주일과 주님 성탄 대축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

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이다. 전례력 규범 제7항에 따라 주님 공현 대축일은 1월 2일

과 8일 사이의 주일로, 주님 승천 대축일은 부활 제7주일로,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

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일체 대축일 다음 주일로 옮겨서 경

축한다. 그리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12월 8일), 성 요셉 대축일(3월 

1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6월 29일), 모든 성인 대축일(11월 1일)은 의

무 축일로 지내지 않으나 미사 참여는 권장한다(교회법 제1246조 2항).6) 그 외에 한국

에는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7. 5)과 성 김

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9.20) 등을 준수한다.  

  가톨릭의 주요 축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2018~2019 전례력,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8,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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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행사명 일자 내용(한국 천주교) 비고

대축일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12.8
ㅇ 하느님께서 성모 마리아를 원죄에서 
보호하셨음을 기리고 찬미하는 날

ㅇ 대림시기

주님 성탄 대축일 12. 25 ㅇ 예수께서 태어나신 날 ㅇ 성탄시기(의무대축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세계평화의 날)

1. 1
ㅇ 분쟁해소 및 세계평화를 위한 교황메
시지 발표

ㅇ 성탄시기(의무대축일)

주님 공현 대축일
* 1월 2~8
일 사이 주
일

ㅇ 아기 예수가 세 명의 동방 박사에 의
해,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이 드러나게 된 
사건을 기념하는 날

ㅇ 성탄시기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

3.19
ㅇ 의인이며 신앙인의 모범인 
   성 요셉을 기리고 찬미하는 날

ㅇ 사순시기

주님 부활 대축일
* 춘분 후
만월 다음
첫째 주일

ㅇ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ㅇ 부활시기

주님 승천 대축일
* 부활 제 7
주일에 지냄

ㅇ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나라로 
올라 가신 날

ㅇ 부활시기

성령 강림 대축일
* 주님부활 
대축일부터
50일째 날

ㅇ 성령이 사도들에게 내린 사건을 기념
하는 날. 

ㅇ 부활시기
* 주일로 이동하여 경축.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일체 대축일

* 성령 강림
대축일 후
첫째 주일

ㅇ 하느님은 한 분이시나 성부,성자,성령
의 세 위격으로 되어 있다는 삼위일체를 
특별히 기념하는 날

ㅇ 연중시기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 삼위 일체
대축일 다음 
주일

ㅇ 그리스도의 몸(성체)과 피(성혈)로 이
루어진 성체성사의 제정과 신비(성변화)
를 기념하는 날

ㅇ 연중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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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행사명 일자 내용(한국 천주교) 비고

대축일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 성체 성혈
대축일 다음 
주의 금요일

ㅇ 예수성심을 특별히 공경하여 기념하
는 날

ㅇ 연중시기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
축일

6.24 ㅇ 성 요한 세례자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ㅇ 연중시기

성 베드로와 성 바오
로 사도 대축일

6.29
ㅇ 교회의 기초를 세운 베드로와 바오로
를 기념하는 날

ㅇ 연중시기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
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7. 5
ㅇ 우리나라의 첫 사제 순교자인 성 김대
건 안드레아 사제의 순교를 기념하는 날

ㅇ 연중시기

성모 승천 대축일 8 .15
ㅇ 성모마리아가 지상에서의 생활을 마
친 후 영혼과 육신이 함게 하늘로 올라갔
음을 기념하는 날

ㅇ 연중시기(의무대축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
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9. 20
ㅇ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을 기리고 찬미
하는 날

ㅇ 연중시기
* 주일로 이동하여 경축. 

모든 성인 대축일 11. 1
ㅇ 축일에서 기념하는 성인 뿐 아니라 기
록되지 않은 모든 성인을 기념하는 날

ㅇ 연중시기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
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

* 전례력의 
마지막주일, 
곧 대림시기 
전 주일

ㅇ 만백성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
한 인식을 촉진하고 민족들 사이에 평화
를 이룩하기 위해 기념하는 날

ㅇ 연중시기



- 297 -

4) 유교

현재 유교에는 정기의례로 석전과 분향례가 있고, 임시의례로 봉심례와 고유례가 

있다.

구분 행사명 일자(음) 행사 내용 비고

정기
의례

석전
5. 11(양)
9. 28(양)

ㅇ 성균관 대성전에서 孔夫子의 학덕을 추모하는
   행사

약 1,000명 참여

분향례
매월 음력 1일과 15
일

ㅇ 대성전에서 孔夫子의 학덕을 추모 약100여명 참여

임시
의례

봉심례 수시
ㅇ 성균관을 견학하는 유림 및 일반인들이 
   대성전에서 孔夫子의 학덕을 추모

고유례
ㅇ 성균관, 유도회 임원의 취임 고유와 성균관
   대학교 입학, 졸업식에 대학 교수진과 학생대표
   가 참여하여 고유 행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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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행사명 일자(양/

음) 행사 내용 비고

신정절 1.1(양) ㅇ 새해 기념일

대각
개교절

4.28(양) ㅇ 교조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가 깨달음을 얻고 원불교를 개교한 날

석존
성탄절

4.8(음) ㅇ 원불교 연원불인 석가모니 탄신 축일

육일대재 6.1(양) ㅇ 소태산 대종사의 열반일로 모든 선영 합동 향례일

법인절 8.21(양) ㅇ 초기 9인 제자가 법계인증을 받은 날

명절대재 12.1(양) ㅇ 공동명절일로 모든 선영 합동 향례일

5) 원불교

원불교의 축일과 재를 사축이재(四祝二齋)라고 한다. 사축은 신정절(新正節), 대각개

교절(大覺開敎節), 석존성탄절(釋尊聖誕節), 법인절(法認節) 등 4차례의 경축 기념일이

며, 이재는 육일대재(六一大齋)와 명절대재(名節大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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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천도교

천도교에는 7대 기념일이 있다. 대신사의 득도일과 해월신사, 의암성사, 춘암상사의 

승통일을 4대 기념일로 정하여 이를 득도(得道) 및 승통 기념(承統紀念)이라 한다. 그

리고 동학을 천도교로 선포한 날을 현도(顯道)기념일, 동학혁명을 기포한 날을 동학혁

명기념일, 3·1 독립운동을 일으킨 날을 3·1절로 정하고 해마다 기념식을 거행한다.7)

구분 행사명 일자 행사 내용 비고

천일기념
(天日紀念)

4.5.
ㅇ 대신사가 한울님으로부터 무극
   대도(無極大道)를 받은 날
   (포덕 1년)

* 천일기념식 식순 :
개식-청수 봉전-심고-주문 3회 병송-경
전 봉독-기념송 합창-기념사-축사(생략
가능) - 천덕송 합창 - 심고 - 폐식. 

지일기념
(地日紀念)

8.14.
ㅇ 해월신사가 대신사로부터 도통
   을 이어 받은 날(포덕 4년)

* 천일기념식 식순에 준한다. 

인일기념
(人日紀念) 

12.24.
ㅇ 의암성사가 해월신사로부터 
   도통을  이어받은 날(포덕 38년)

* 천일기념식 식순에 준한다. 

도일기념
(道日紀念) 

1.18.
ㅇ 춘암상사가 의암성사로부터 
   대도주직을 승통한 날
   (포덕 49년)

* 천일기념식 식순에 준한다. 

현도기념
(顯道紀念, 
포덕의 날)

12.1.
ㅇ 의암성사가 동학을 ‘천도교’로
   세계에 선포한 날(포덕 46년)

* 식순은 위의 기념식에 준한다.

3·1절 
기념식
(三·一節 
紀念式)

3.1. ㅇ 1919년 3·1운동 기념

* 3·1 절 기념식 식순 : 
개식-국민의례-청수 봉전-심고-주문 3
회 병송-독립선언서 낭독-천덕송 합창-기
념사-축사(생략 가능)-포상(생략 가능)-
3·1절 노래 합창-만세 삼창-심고- 폐식 

동학혁명
기념식
(東學革命紀
念式) 

3.21.
ㅇ 동학혁명군이 제폭구민(除暴救
   民)·척양 척왜(斥洋斥倭)의 기치
   로 봉기한 날 (포덕 35년)

식순은 3·1절 기념식에 준한다.

7대 기념일 외에도 천도교는 대신사 탄신일(10.28.), 해월신사 탄신일(3.21.), 의암성사 

7) 천도교의절, 천도교중앙총부, 2000(<제3편 기념식 및 각종 행사 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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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신일(4.8.), 춘암상사 탄신일(2.1.)에 전체 교인이 자택에서 기도식(저녁 9시)을 하며 탄

신을 경축하는 방식으로 탄신기도식(誕辰祈禱式)을 진행한다. 또한 순도(殉道)와 관련

하여 대신사 순도일(3.10.), 해월신사 순도일(6.2.), 의암성사 환원일(5.19.년), 춘암상사 환

원일(4.3.)에 탄신기도식과 같은 방식으로 자택에서 환원기도식(還元祈禱式)을 진행한다. 

그 외에도 자녀의 출생하거나 입학, 취직, 승진 같은 경사가 있을 때, 교회에서 훈

상, 표창 또는 각종 도첩(道帖)을 받았을 때 가정에서 가족 또는 교우들이 모여 진행

하는 감사기도식, 큰 경사나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한울님과 스승님께 그 사실을 봉

고하는 봉고기도(奉告祈禱) 또는 봉고식(奉告式) 등의 사은기도식(謝恩祈禱式)이 있다. 

그리고 매년 3월 10일 대신사를 비롯한 스승님과 교회의 역사에서 순도 순국한 선열

들의 성령을 합동으로 추모하는 순도선열 합동위령식(合同慰靈式), 신년 초하룻날 오

전 11시에 교당에 모여 공동으로 새해를 축복하는 합동배하식(合同拜賀式), 스승님의 

묘소나 동상, 또는 선열들의 위령탑 등을 참례하는 참례식(參禮式)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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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종교

대종교의 4대 경절은 개천절, 어천절, 중광절, 가경절이다. 대종교는 4대 경절 때마

다 아침 6시에 천진(天眞)을 모신 천진전(天眞殿, 교궁)에서 홀기(笏記)에 따라 선의식

을 행한다. 이 때 선의식의 "선(示亶)"자는 "제사지낼 선"으로, 한얼님(하느님)께 제사 

지내는 제천의식(祭天儀式)을 말한다.

구
분 행사명 일자 행사 내용 비고

어천절
음 력 
3.15

◦단군한배검이 황해도 구월산에서 
 신으로 승천한 날

* 선의식 순서: 
①개의식(開儀式) - ②참령식(參靈式) - 
③전폐식(奠幣式) - ④진찬식(進餐式) - 
⑤주유식(奏由式) - ⑥주악식(奏樂式) - 
⑦원도식(願禱式) - ⑧사령식(辭靈式) - 
⑨폐의식(閉儀式)

개천절
음 력 
10.3

◦단군한배검이 하늘에서 인간세계로 내려온
 날이면서 나라를 세운 날

중광절
음 력 
1.15.

◦홍암 나철이 처음 의식을 거행하여 
대종교를 창시한 날

가경절
음 력 
8.15.

◦나철이 순명삼조(殉命三條)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날

* 순명삼조는 대종교를 위해, 한배검을 
  위해, 천하를 위해 죽는다는 내용임.

선의식 외에도 대종교에는 경하식(慶賀式), 경배식(敬拜式), 원단참알례(元旦參謁禮), 

조배식(早拜式) 등 여러 의례가 있다. 경배식은 경일(일요일)과 특정한 날에 드리는 의

례, 원단참알례는 1월 1일에 천진(天眞)에 드리는 배례, 조배식은 매일 아침 6시에 천

진에 참배하는 의례이다. 이외에도 입교의례인 봉교식이 있고, 자신식, 주유식 등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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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순진리회

대순진리회의 의례에는 크게 입도의식, 기도의식, 치성의식이 있다. 입도의식은 신

자가 되기 위한 통과의례이다. 기도의식은 평일기도와 주일기도로 구분된다. 치성의식

은 정기적으로 주요 행사를 기념하면서 상제와 천지신명에게 정성을 바치는 경축 제

례의식(慶祝 祭禮儀式)이다. 

치성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강일순의 영정과 많은 신위가 봉안된 영대(靈臺)

이며, 치성 시각은 축시(丑時)가 시작되는 새벽 1시이다. 단, 사립이지(四立二至: 입춘⋅

입하⋅입추⋅입동⋅하지⋅동지)에 거행되는 절후치성은 해당 절후가 시작되는 입절시

각(立節時刻)이 치성 시작 시간이다.   

치성의 종류에는 ①탄강 치성, ②화천 치성, ③봉천명 치성, ④득도 치성, ⑤영대봉

안 치성, ⑥원단 치성, ⑦중추 치성, ⑧절후 치성(24절기), ⑨납향 치성, ⑩중양절 치성 

등이 있다. 치성 일자와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구
분 행사명 일자(

음) 행사 내용 비고

치성 탄강(誕降)
9.19. ㅇ 강일순의 降世日

12.4. ㅇ 조철제의 탄강일

화천(化天)
6.24. ㅇ 강일순의 화천일

3.6. ㅇ 조철제의 화천일

봉천명
(奉天命)

4.28. ㅇ 조철제 관련 치성 의미 : 교단 역사의 시작일 기념

득도(得道) 2.10 ㅇ 조철제의 득도와 계시

영대봉안
(靈臺奉安)

5.24. ㅇ 서울 중곡도장 각 도장의 영대에 구천상제 眞影을 봉안한 날. 
제주도 수련도장과 포천 수도장의 영대 봉안일은 
강일순 화천치성일과 겹치므로, 여주본부도장에
서 강일순 화천치성으로 일괄 시행함. 
또 전국 200여 개의 회관에서는 각 회관별로 각
기 구천상제 眞影을 봉안한 날짜에 맞추어 각자 
치성을 모심.

6.24. ㅇ 제주도 수련도장

6.24. ㅇ 포천 수도장

10.25. ㅇ 여주본부도장

12.13. ㅇ 금강산 수련도장

원단(元旦) 1.1. ㅇ 전통명절로서 한 해의 시작을 기념

중추(仲秋) 8.15. ㅇ 전통명절로서 결실에 대한 감사

절후(節侯)
해당
절후일

ㅇ 우주 운행이 절기에 따라 변함을 
기념

*四立二至 [입춘⋅입하⋅입추⋅입동⋅하지⋅동
지]에 거행

납향(臘享) 납향일 ㅇ 각 지방의 회관에서만 행함 매년 동지 후 세 번째 未日

중양절
(重陽節)

9.9. ㅇ 제주 수련도장. 중천신 대상. *중천신 : 후사 없는 신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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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슬람교

현재 무슬림의 축제와 절기는 합쳐서 다섯 가지이다. 축제는 이둘 피뜨르와 이둘 

아드하이고, 절기는 무하람과 마울리드 안-나비와 라일랏 알-미라즈이다.8)

구분 행사명 일자 행사 내용 비고

5대
절기

이둘 피뜨르
(파재절)

이슬람력
10. 1

ㅇ 라마단 단식후의 축제  
   예배행사

* 라마단 금식 기간의 마지막에 거행되는 
  ‘소축제’

이둘 아드하
(희생제)

이슬람력
12. 10

ㅇ 아브라함의 하나님 명령 
   복종을 기리기 위한 무슬
   림형제자매들의 축제예배
   행사

* 순례자들이 대순례
  (the great pilgrimage)를 마치고 메카로 
  돌아오는 도중에 진행되는 ‘대축제’이며,
  적절한 동물을 제물로 바치고 그 고기를 
  즐겁게 같이 먹는 축제.

무하람 신년 초 ㅇ 신년 의례

* 쉬아파는 카르발라의 야간 전투에서 
  죽은 알-후세인과 그 아들을 추모한다. 
  처음 10일 동안은 애도 기간이며, 10번
  째 날에 알리의 아들과 손자가 겪은 고
  통과 죽음을 추모하는 수난극을 상연함

마울리드 안-
나비

라비 알-아
왈의 12번째 
날

ㅇ 예언자의 출생 기념

라일랏 알-미
라즈

라잡의 27번
째 날 전날 
밤

ㅇ 예언자의 밤 여행 기념
* 모스크와 첨탑을 불로 환하게 비추며 
  이 사건을 기술한 「하디스」를 경건하
  게 낭송함

8) J. B. 노스, 세계종교사(上)(윤이흠 역), 현음사, 1995, 522-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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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종교계 남북교류, 국제교류 현황

한국의 종교계는 통일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남북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 

허가법인 현황을 보면, 전체 391개 허가법인 가운데 종교계 허가법인 수는 81개로, 약 

20%를 차지한다. 그리고 2018년 대북지원 지정단체 현황을 보면, 전체 108개 지정단체 

가운데 종교계 지정단체 수는 38개로, 약 30%를 차지한다. 

주요 활동 영역은 종교 관련 통일부 허가법인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활동 영

역은 주로 인도협력(27개 법인, 인도개발협력 1개, 인도지원 1개 포함),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21개 법인), 통일 활동 전반(19개 법인, 통일교육 2개 포함), 사회문화협력(11

개 법인), 북한인권 개선(3개 법인) 순이다. 이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법인은 

모두 개신교계가 담당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통일부 허가법인이나 2018년 대북지

원 지정단체는 아니지만,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와 한국종교인평화화의는 종교간 협력

의 차원에서 남북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1) 종교 관련 통일부 허가법인과 2018년 대북지원 지정단체 현황

　 개신
교 불교 천주

교
원불
교

천도
교 유교

세계평화
통일가정

연합

종교
연합 계

1 허가법
인

65 7 1 1 1 4 1 80

2
대북지
원지정
단체

25 5 5 1 1 1 38
계 90 12 6 1 1 1 5 2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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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부 허가법인

⑴ 개신교(65)

　 법인명 구분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1
OGKM(조국을푸
르게)

인도개발협력 서울 종로구 02-888-3970 www.2015newkorea.org/

2 겨레사랑 인도협력 서울 영등포구 02-582-4131 www.lokfoundation.org/

3 구손평화봉사단 인도협력 대전 서구 042-251-9191 없음

4 국제사랑재단 인도협력 서울 종로구 02-744-7607 www.ilf2004.org/

5 국제푸른나무 인도협력 서울 용산구 02-3482-2000 www.greentreekorea.org/

6 글로벌만나재단 인도지원 서울 강남구

7 기독교북한선교회 통일활동 전반 서울 관악구 02-885-7348
http://cmnk2121.cafe24.c
om/

8 기쁜소식 사회문화협력 서울 서대문구 02-314-1004
http://xn--ok0bq85ac0as
1b.doumy114.com/

9 길동무 인도협력 서울 종로구 02-6261-7448 www.wayfriends.org/

10 나이스피플 인도협력 서울 마포구 02-394-0055
http://nicepeoplefoundati
on.kr/?act=main

11 남북나눔 인도협력 서울 종로구 02-745-5763 http://sharing.net/

12 남북누리나눔 인도협력 충북 청주시 043-224-0614 http://sharing.net/

13
남북사랑나누기협
의회

인도협력 서울 서대문구 02-379-2241

14 남북사랑네트워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서울 구로구
070-7721-049
7

www.nambuksarang.org/

15 남북평화재단 통일활동 전반 서울 종로구 02-6261-0615 http://snpeace.or.kr/

16 남북함께살기운동 인도협력 경기 안양시 031-381-0236 www.kltm.org/

17 뉴코리아 통일활동 전반 서울 서초구 02-888-3970 www.2015newkorea.org/

18 느헤미야코리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서울 서초구 02-597-0204
http://nkgobridge.tistory.
com/

19
늦봄평화교육사업
회

통일활동 전반 전남 강진군 061-433-7210

20 두리하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서울 서초구 02-532-2513 www.duri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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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명 구분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21 등대복지회 인도협력 서울 성북구 02-919-8551
http://lighthousekore
a.org/index.html

22 모두함께 인도협력 서울 강남구 02-573-5974

23 민족사랑나눔 인도협력 서울 중구 02-763-0667 http://minsana.or.kr/

24
민족통일복음화운동본
부

통일활동 전반 서울 서초구 031-252-9971

25
민족통일에스라운동협
의회

통일활동 전반 서울 송파구
070-4610-134
5

http://davidcho.org/k
o/

26 반석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서울 서초구 02-3476-0273
www.sarangbanseok.
org/

27
부산YWCA새터민지원
센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부산 동구 051-441-2240 www.psywca.or.kr/

28
북한이탈주민사랑협의
회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서울 영등포
구

02-2671-8535
http://xn--pr3b01dq
10a.com/

29
북한인권과민주화실천
운동연합

북한인권 개선 부산 사하구 051-261-0999 http://nkhrd.org/

30 사랑광주리 인도협력 서울 서초구 02-536-7671 www.iloveubox.org/

31 새일아카데미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서울 동작구 02-537-5545
www.saeilacademy.or
g/

32 선한의료인들 인도협력 광주시 북구 062-227-7009
www.gooddoctors.or.
kr/

33 세이브엔케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서울 강남구 02-3446-7181
http://savenorthkorea
.com/

34 여명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서울 중구 02-3789-1673 www.ymschool.org/

35
온갓네트워크(ON GOD  
NETWORK)

통일활동 전반 서울 성북구 02-923-6481 www.ongod.or.kr/

36 온누리사랑나눔 인도협력 인천 남동구 031-427-0124 www.gsla.or.kr/

37 우리탈북민정착기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서울 강남구 02-557-0390

38 재)민족통일선교협회 사회문화협력 서울 서초구 041-578-4747
http://nums.foundatio
n/

39 좋은씨앗(하늘꿈학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경기 성남시 02-407-9620
www.hdschool.org/ht
ml/main.php

40
참된평화를만드는사람
들

통일활동 전반 서울 종로구 02-3675-7720
www.peacemake.or.k
r/



- 307 -

　 법인명 구분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41 탈북동포사회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경남 창원시 055-255-3427 http://ukmission.org/

42
탈북동포지원한국교회
연합

북한인권 개선 서울 종로구 02-744-4133

43 통일맞이 통일활동 전반 서울 마포구 02-392-3615

44 통일연합종교포럼 인도협력 서울 성북구 02-742-6630 http://cherald.net/

45
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
협회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서울 양천구 02-2061-5555 www.tongzun.co.kr/

46 평화교류협의회 인도협력 서울 노원구 02-3399-3097
www.tongilnews.com
/

47 평화를일구는사람들 인도협력 서울 중구 02-738-8952
http://news.kmib.co.k
r/article/view.asp?arc
id=0005301148

48 평화와통일을위한연대 통일활동 전반 서울 용산구 02-888-3970 http://cnpu.kr/

49 평화의씨앗들 통일교육 강원 철원군 033-910-2012

50 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서울 용산구 02-701-8824 http://pyunghua.com/

51 평화한국 통일교육 서울 강남구 02-515-2633

52 하나누리 사회문화협력 서울 강북구 02-743-4113 www.hananuri.org/

53 하나의코리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경남 창원시

54 하늘우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서울 구로구 02-335-1520 www.huo.or.kr/

55
한국기독교탈북민정착
지원협의회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서울 종로구 02-742-9182
http://hjh.or.kr/index.
php

56 한국자유연합 통일활동 전반 서울 성북구 02-925-6888 없음

57 한꿈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경기 의정부시 031-874-2156
www.greatvision.or.k
r/

58
한민족고구마나눔운동
본부

인도협력 서울 영등포구 02-743-0377 www.goguma.net/

59 한민족밀알공동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서울 종로구 02-765-1171
http://cafe983.daum.n
et/

60 한민족세계선교원 통일활동 전반 경기 남양주시 　 www.slideshare.net/

61 한민족평화나눔재단 인도협력 경기 용인시 031-270-5710

62 한민족평화모임선교원 사회문화협력 서울 종로구 02-739-1313

63 한반도평화연구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서울 종로구
070-8611-710
9

www.koreapeace.or.k
r/

64 한생명살리기운동본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경기 고양시
031-968-4207
~8

www.cls.kr/

65 홍익 인도협력 서울 영등포구 02-2038-2210
http://neighborhongik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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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불교(7)

　 법인명 구분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1 나누며하나되기 사회문화협력 서울 종로구 02-730-2401
http://nanh.cafe24.com
/

2
대한불교조계종민족공
동체추진본부

사회문화협력 서울 종로구 02-720-0531 www.unikorea.or.kr/

3 민족통일불교협의회 통일활동 전반 충남 천안시 02-584-0341 www.minbul.com/

4 위드아시아 사회문화협력 부산 남구 051-322-7902 www.withasia.kr/

5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인도협력 서울 성북구 02-741-9345
http://bubta.cafe24.co
m/default/00/01.php

6 좋은벗들 북한인권 개선 서울 서초구 02-587-8996
www.goodfriends.or.kr
/

7 한국불교자유총연합회 통일활동 전반 서울 종로구 02-763-0054 www.budgate.net/

⑶ 천주교(1)

　 법인명 구분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1 우니타스 인도협력 서울 중구 02-753-0815

*이 외에 다수의 사제들이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는 ‘평화3000’이 있음(http://peace3000.net/)

⑷ 기타: 유교(1), 천도교(1),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4), 종교연합(1)

　 종교 법인명 구분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1 유교
한국정신문
화복지재단

사회문화
협력

서울 동작구 02-2265-8858 http://kfce.or.kr/

2 천도교
동학민족통
일회

사회문화
협력

경기 용인시 02-738-6623
http://dongmintong.c
om/

3
세계평화통
일가정연합

남북통일운
동국민연합

통일활동 
전반

서울 마포구 02-745-7195
http://onekorea.or.kr
/

4
세계평화여
성연합

통일활동 
전반

서울 용산구 02-703-9321 www.wfwp.or.kr/

5
세계평화청
년연합

사회문화
협력

서울 마포구 02-717-5607 www.yfwp.or.kr/

6
한국글로벌
피스재단

통일활동 
전반

서울 마포구 02-3448-8500 www.gpfkorea.org/

7
종교연합성
격

우리민족서
로돕기운동

인도협력 서울 마포구 02-734-7070 http://ksm.or.kr/

*출처: 통일부(www.unikorea.go.kr/) 허가법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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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 대북지원 지정단체 현황

⑴ 개신교(25)

　 지정단체명 소재지 홈페이지 전화번호

1 OGKM(조국을 푸르게) 서울 종로구 www.2015newkorea.org/

2 겨레사랑 서울 종로구 www.lokfoundation.org/ 02-582-4131

3 구세군대한본영 서울 중구 www.salvationarmy.kr/

4 국제사랑재단 서울 종로구 www.ilf2004.org/ 02-744-7607

5 국제푸른나무 서울 용산구 www.greentreekorea.org/ 02-3482-2000

6 굿피플인터내셔널 서울 영등포구 www.goodpeople.or.kr/

7
기독교대한감리회서부
연회

서울 중구 https://kmc.or.kr/

8 기쁜소식 서울 서대문구 http://기쁜소식.doumy114.com/ 02-314-1004

9 남북나눔 서울 종로구 http://sharing.net/ 02-745-5763

10 남북평화재단 서울 종로구 http://snpeace.or.kr/ 02-6261-0615

11 남북함께살기운동 경기 안양시 www.kltm.org/ 031-381-0236

12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서울 종로구 www.pck.or.kr/

13 돕는사람들 경기 안양시 www.sja.or.kr/

14 등대복지회 서울 성북구 http://lighthousekorea.org/ 02-919-8551

15 민족사랑나눔 서울 중구 http://minsana.or.kr/ 02-763-0667

16 사랑광주리 서울 서초구 www.iloveubox.org/ 02-536-7671

17 나이스피플 서울 용산구 http://nicepeoplefoundation.kr/ 02-394-0055

18 샘복지재단 서울 구로구 www.samcare.org/

19 순복음선교회 서울 영등포구 없음

20 통일연합종교포럼 서울 성북구 http://cherald.net/ 02-742-6630

21 평화를일구는사람들 서울 중구 http://news.kmib.co.kr/ 02-738-8952

22 한국YWCA연합회 서울 중구 www.ywca.or.kr/

23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
연맹

서울 마포구 www.ymcakorea.org

24 한국대학생선교회 서울 종로구 http://nh.kccc.org/

25
한반도녹색평화운동협
의회(KGPM)

서울 마포구 https://kgpm.or.kr/



- 310 -

⑵ 불교(5), 천주교(5), 원불교(1),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1), 종교연합(1)

　 종교 지정단체명 소재지 홈페이지 전화번호

1 불교 나누며하나되기 서울 종로구
http://nanh.cafe24.com
/

02-730-2401

2
대한불교조계종민족
공동체추진본부

서울 종로구 www.unikorea.or.kr/ 02-720-0531

3 위드아시아 부산 남구 www.withasia.kr/ 051-322-7902

4
조국평화통일불교협
회

서울 성북구
http://bubta.cafe24.co
m/

5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서울 종로구 www.kboa.or.kr/

6 천주교
천주교서울대교구(민
족화해위원회)

서울 중구 http://caminjok.or.kr/

7
천주교주교회의(민족
화해위원회)

서울 광진구
http://hwahai.cbck.or.k
r/

8 평화3000 서울 종로구 http://peace3000.net/

9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서울 서초구 www.chak.or.kr/

10 한국카리타스 서울 광진구 www.caritas.or.kr/

11 원불교
원불교(은혜심기운동
본부)

전북 익산시 www.won.or.kr/

12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평화대사협의회 서울 마포구

13 종교연합성격
우리민족서로돕기운
동

서울 마포구 http://ksm.or.kr/ 02-734-7070

*출처: 통일부(www.unikorea.go.kr/) 대북지원지정단체 현황



- 311 -

4) 남북 종교인 교류 현황

⑴ 종교계 남북교류 추진현황(2008~2018)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성균관),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이 남북 

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교류의 주요 내용은 공동 종교행사, 인도적 대북 지원, 공

동 성명서 발표, 인적 교류 ·회동 등이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주요 교류를 보면, 북측의 조선불교도연맹(약칭 조불연)과 교

류한 종교단체는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천태종, 원불교이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약

칭 조그연)과 교류한 종교단체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독교대

한감리회서부연회 등이고, 그 외에 (사)기쁜소식, (사)조국평화통일협의회의 경우도 있다. 

조선카톨릭교협회(약칭 조카협)과 교류한 종교는 천주교주교회의 민화위, 천주교정의구

현사제단, 평화 3000 등이다. 조선종교인협의회(약칭 조종협)과 교류한 종교단체는 한국

종교인평화회의, 유교(성균관), 한국민족종교협의회이다. 조선천도교회와 교류한 종교단

체는 천도교중앙총부이다. 그 외에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단통협)는 단군민족통일협의

회와 교류한 바 있다. 

① 총괄표

구 분 불  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
종교

연합단체
(KCRP)

계

계 36 21 12 8 1 7 4 9 98
공동 종교행사 24 5 10 1 5 2 1 48

인도적 대북지원 6 12 1 1 20
공동 성명서 발표 3 2 2 1 1 9
인적 교류 ·회동 3 2 2 4 1 1 1 7 21
* 주) 종교인 개별 접촉, 실무협의 접촉 등은 제외
** 한기총(겨레사랑, 굿피플인터내셔널, (사)기쁜소식, 기독교대한감리회 서부연회 등의 인도적 대북지원 

교류(‘08~’14년)는 사업시작 최초년도 1건으로만 집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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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단체 일 정 추진내용

대한불교조계종
-조불연

‘08.4.10~11(신계사) ㅇ 남북화해와 평화통일 기원 대법회 봉행

‘08.4.22 ㅇ 북녘동포 물품지원(쌀, 감기약, 구충제 등 2천만원 상당 물품)

‘08.5.9(신계사) ㅇ 부처님오신날 남북합동법회 봉행

‘09.4.25 ㅇ 부처님오신날 남북공동발원문 발표

‘09.5.22(광법사)
ㅇ ‘일제의 약탈문화재 반환 촉구’ 남북불교도 합동법회 봉행 및 공동
합의

‘09.8.15
ㅇ 조국통일기원 8․15 남북불교도 동시법회 봉행(남측 봉은사/북측 
광법사 등 70여개 사찰)

‘09.10.13(신계사) ㅇ 신계사 복원 2주년 기념, 조국통일 남북불교도 합동법회 봉행

‘09.12.15 ㅇ 북녘동포 물품지원(쌀, 감기약, 구충제 등 5천만원 상당 물품)

‘10.1.30~2.2(광법사 등) ㅇ 조불연과 불교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3개항 합의/6대 사업 논의)

‘10.10.30
ㅇ 북한 수해피해 복구 물품지원(햅쌀 30톤 수송비 포한 5천만원 
상당)

‘11.5.4(신계사) ㅇ 민족화해와 평화 기원 신계사 공동참배

‘11.6.20(개성 봉동관) ㅇ 북한어린이 돕기 영양제 480통 지원

‘11.8.19
ㅇ 조국통일기원 8․15 남북불교도 동시법회 봉행(남측 봉은사/북측 
광법사)

‘11.9.3~7(보현사) 
ㅇ ‘팔만대장경 판각 1000년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합동법
회 봉행

‘11.10.12 ㅇ 북한 수해지원 밀가루 100톤

‘11.10.13(신계사) ㅇ 신계사 복원 4주년 기념 조국통일 기원 남북합동법회 봉행

‘12.8.15
ㅇ 조국통일 기원 8․15 남북불교도 동시법회 봉행(남측 봉은사/북측 
광법사)

‘12.10.4 ㅇ 10.4선언 5주년 남북불교도 공동선언 발표

‘12.10.13(신계사) ㅇ 신계사 복원 5주년 기념 조국통일 기원 남북합동법회 봉행

‘13.10.12(신계사) ㅇ 신계사 복원 6주년 기념 조국통일 기원 남북합동법회 봉행

‘14.6.29(신계사) ㅇ 만해스님 열반 70주기 합동법회

‘14.10.2∼6(금강산) ㅇ 신계사 복원 기념 합동법회

‘15.3.26(심양) ㅇ 조계종-조불련, 남북불교대표자회담

‘15.4.24(해남 대흥사) ㅇ 서산대사 춘계제향 북측 추도사 낭독

‘15.5.25(조계사/광법사) ㅇ 부처님오신날 남북공동발원문 채택

‘15.8.15(조계사/광법사) ㅇ 광복 70돌 8.15남북불교도동시법회

‘15.10.2(개성) ㅇ 남북불교교류 실무회담

‘15.10.15(금강산) ㅇ 금강산 신계사 복원 8주년 남북합동법회

대한불교천태종
-조불연

‘09.11.21(영통사) ㅇ 대각국사 의천 908주기 열반 다례제 봉행

‘10.11.10(영통사)
ㅇ 대각국사 의천 909주기 열반 다례제 봉행
ㅇ 북한 주민 수해 지원(쌀 10톤 전달)

‘11.5.31(영통사) ㅇ 북한 영유아 지원(분유 1톤 전달)

② 연도별 교류 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8 계

건 수 10 11 9 16 13 10 13 15 1 98

③ 종단별 주요 남북교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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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31(영통사)
ㅇ 대각국사 의천 910주기 열반 다례제 봉행
 - 영통사 성지순례 추진 협조

‘12.11.18(영통사) ㅇ 대각국사 의천 911주기 열반 다례제 봉행

‘13.11.7(영통사) ㅇ 대각국사 의천 912주기 열반 다례제 봉행

‘14.11.26(영통사) ㅇ 영통사 남북 합동법회

‘15.11.3(개성) ㅇ 영통사 복원 10주년 남북합동법회

NCCK-조그연

'08.11.3~6(평양) ㅇ 6․15공동선언 이행과 평화통일 기원 남북기도회 개최

‘09.9.26 ㅇ 북한 어린이돕기 물품 지원(밀가루 36톤, 분유 2톤 지원)

‘09.11.6 ㅇ 북한 어린이돕기 물품 지원(밀가루 56톤, 분유 1톤 지원)

‘10.8.5 ㅇ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밀가루 76톤 지원)

‘11.5.18 ㅇ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밀가루 172톤 지원)

‘11.11.2~5(평양) ㅇ 남북공동 기도회 개최

‘11.11.11 ㅇ 북한 탁아소 등 식량 지원(밀가루 180톤 지원)

‘11.12.10~13(평양) ㅇ 대북 식량 지원 모니터링 방문

‘12.3.15 ㅇ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밀가루 153톤 지원)

‘12.8.12 ㅇ 남북공동 기도주일 예배(남측 : 성천교회, 북측 : 봉수교회)

‘12.9.21 ㅇ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밀가루 154톤 지원)

‘12.9.25 ㅇ 일본 우경화 규탄 남북교회 공동선언문 발표

‘12.10.3 ㅇ 10.4 공동선언 5주년 공동합의문 발표

‘14.8.13∼16(평양) ㅇ 봉수교회 남북 합동기도회

‘15.10.24~30(평양) ㅇ 한반도에큐메니칼 포럼

(사)조국평화통
일협의회-조그
연

‘13.10.16~17(선양)
ㅇ 중국 선양에서 (사)조국평화통일협의회(대표회장 진요한 목사)와 
북측 조선그리스도교연맹(위원장 강명철)은 ’14.4월 평양봉수교회
에서 평화통일 기도회 개최 구두 합의

‘14.10.15∼18(평양)
ㅇ 조국평화통일 기원 기도회
 * 남측 : 조국평화통일협의회

한기총(겨레사
랑)-조그연

‘13년~’14년 ㅇ 영유아 지원, 진료소 건립, 숲 조성 사업 등

한기총(굿피플
인터내셔널)-조
그연

‘13년~’14년 ㅇ 영유아 지원, 진료소 건립 사업 등

(사)기쁜소식-
조그연

‘09년~’14년
ㅇ 봉수교회 분유 지원, 빵재료 지원, 밀가루, 겨울내의, 영양식 지원 
등

기독교대한감리
회서부연회-조
그연

‘08년~’10년
ㅇ 빵 반죽기, 의료기기, 약품, 밀가루, 전지분유 등 지원
ㅇ 평양신학원 운영 지원

천주교주교회의 
민화위-조카협

‘10.2.9~11(평양) ㅇ 장충성당 미사 봉헌 및 성당 점검

‘11.11.29~12.2(평양) ㅇ 장충성당 미사 봉헌 및 성당 점검

‘15.12.1~4(평양) ㅇ 천주교 주교단 방북미사

평화 3000-조
카협

‘08.5.10(평양) ㅇ 남북합동미사 봉헌

‘08.9.27~30(평양/백두
산)

ㅇ 평양 장충성당 미사
ㅇ 백두산 유적지 참관

‘09.12.12~15(평양) ㅇ 장충성당 미사 봉헌

‘10.5.5~8(평양) ㅇ 장충성당 미사 집전

‘11.9.18(평양) ㅇ 남북합동 미사 봉헌

‘12.11.17~21(평양) ㅇ 장충성당 남북합동 위령미사 봉헌

‘13.11.9~13(평양) ㅇ 평양 장충성당 25주년 미사 봉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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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정의구현
사제단-조카협

‘08.9.22~26(평양/백두
산/묘향산)

ㅇ 장충성당 창립 20주년 기념미사 봉헌

‘15.10.23~27(평양) ㅇ 장충성당 미사 봉헌

원불교-조불연

08.01.16~11.11.29 ㅇ 어린이 급식 및 유아용품 지원(밀가루 36톤) 21회

08.09.30 ㅇ 평양교당 봉불식(평양 조선불교도연맹 1층)

14.04.28 ㅇ 원불교대각개교절 기념 공동발표

14.05.25 ㅇ 대산종사탄생100주년기념 공동발표

‘12.10./‘13.8./‘14.3./‘1
4.11월(개성)

ㅇ 금강산 성지순례, 합동법회 추진 등 협의

성균관-조종협 ‘12.9.25
ㅇ 최근덕 성균관장, 장재언 위원장 접촉(고구려 태학 관련 기념행사 
개최 제의)

천도교중앙총부
-조선천도교회

‘09.4.5
ㅇ 창도 150주년 천일기념 대축제 공동 추진(남측 : 경주 용담정 
등 / 북측 : 조선천도교회)

‘10.6.3~7.21
ㅇ 49일 특별기도 공동 추진(남측 : 전국 천도교회 / 북측 조선천도교
회): 이후 매년 2회씩 공동 특별기도 진행

‘11.11.12~15(평양) ㅇ 남북 천도교인 합동 시일식 봉행

‘12.8.29
ㅇ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남북 공동성명서 발표(남측 : 천도교
중앙대교당 / 북측 : 조선천도교회)

‘14.10.2~6 ㅇ 남북천도교 개천절 공동행사

‘15.10.3(서울, 평양) ㅇ 민족동질성 회복위한 개천절 공동행사

‘15.12.4 ㅇ 개성실무접촉(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

한국민족종교협
의회-조종협

‘10.3.2(남포) ㅇ 여성용 위생용품(생리대 30만개), 의약품 전달

‘15.10.3(서울, 평양) ㅇ 개천절 남북공동행사(공동호소문 발표)

단군민족평화통
일협의회(단통
협)-단민협

‘02/‘03/‘05/‘14년 ㅇ 개천절 민족공동행사 개최 (평양 단군릉)

‘10.3.1 ㅇ 3.1절 91주년 기념 남북공동세미나 개최(개성)

KCRP-조종협

‘11.9.21~24(평양, 백두
산 등)

ㅇ ‘7대’ 종단 수장 등 남측 종교지도자 북한 방문 및 남북종교인 
교류: ‘남북 화해와 단합,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종교인 공동성명’ 
발표, 북측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김영남) 면담

‘13.6.7~10(인도네시아)
ㅇ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집행위원회(인도네시아) 시, 남북종교인 
실무접촉)

‘13.6.13~14(북경)
ㅇ 중국베이징에서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김희중 대표)와 조선종교
인협의회(장재언 회장) 접촉

‘13.11.19~24(비엔나)
ㅇ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 총회시
   북측 조선종교인협의회(KCR) 관계자 접촉)

‘14.5.15~17(심양) ㅇ 제8차 ACRP총회 북측 참석 관련 실무협의 등

‘14.11.20~22(북경) ㅇ 남북간 실무접촉 및 2015년 공동대화프로그램 협의 등

‘15.4.14(북경) ㅇ 방북 기도회 사전 논의, ACRP 집행위원회 관련 논의 등

‘15.11.9~10(금강산) ㅇ ‘7대’ 종단 수장단 방북 남북종교인 모임

‘18.5.30~31(북경)
ㅇ KCRP 수장단과 북측 종교지도자와 남북공동 행사를 위한 남북대
표단 회의 등

*사찰명 약어: 신계사=금강산 신계사, 영통사=개성 영통사, 광법사=평양 광법사, 보현사=묘향산 보현사
*지역명 약어: 심양=중국 심양, 북경=중국 북경, 선양=중국 선양
*단체명 약어: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 KCRP=한국종교인평화회의,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조불연=조선불교도연맹, 조그연=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카협=조선카톨릭교협회, 조종협=조선종교인협의
회(KCR), 단민협=단군민족통일협의회

**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제공(통일부 협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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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종교 연합 단체의 남북 교류

종교 연합 차원에서 남북 종교 교류에 관심을 보이는 단체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와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이다. 전자는 목적 사업에 ‘통일 대비 민족동질성과 상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업’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남북교류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종교계 성명서>(2010.11.15.)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의 경우, 1991년 9월 개최된 제4차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ACRP, 네팔 카투만두) 총회에서 조선종교인협의회(KCR)와 조우해 남북 종교인 교류

를 시작한다. 1997년부터 조선종교인협의회와 직접적 교류를 진행했고, 1999년 4월 말 

중국 베이징에서는 남북 간 다양한 만남이 필요하다는 북경선언문을 공동 발표하였다. 

2001년 3월 말에 금강산 남북 종교인 평화모임이 시작되고, 이후 소위 ‘7대 종단’이 

6·15금강산 민족통일대토론회와 8·15평양 민족통일대축전 등에 참여한다. 2003년 ‘3·1민

족대회’의 남북 종교인 공동 주관은 ‘남북 종교교류의 새 이정표’로 평가받기도 하다. 

　 연도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남북 종교인 교류 내용 비고
1 1995 범 종단 북한 수재민 돕기 운동본부 결성

2 1997 북한 조선종교인협의회 대표단 첫 공식회담 [북경]

3 1999 ’99 NGO서울세계대회 참가 [서울]

4 1999 북경 종교인평화모임 [ACRP.  KCRP, KCR]

5 2001 평양 8.15 통일 대축전 참가

6 2001 6.15 1주년 금강산 민족통일 대 토론회 참가

7 2001 남북종교인 평화모임 [금강산]

8 2002 개천절 민족공동행사 [평양]

9 2003 3·1 민족대회 [워커힐호텔]

10 2004.6 남북종교인 평화모임 [스리랑카]

11 2007.5 KCRP·KCR 교류 10주년  기념 대표단 평양방문 [평양]

12 2009.8 남북 종교인 모임 [중국]

13 2009.9 UN 평화의 날 [서울]

14 2009.12 KCRP-KCR 실무회담 [심양]

15 2010.4 KCRP-KCR 실무회담 [개성]

16 2011.5 KCRP-KCR 실무회담 [말레이시아]

17 2011.9 ‘7대’ 종단 수장단  평양방문 [평양]

18 2012.3 KCRP-KCR 실무회담 [북경] 조선종교인협의회(KCR)

19 2013.6 남북 종교지도자교류 [인도네시아  말랑]

20 2013.6 남북 종교지도자교류 [중국 북경]

21 2013.11 남북 종교지도자교류 [오스트리아  비엔나]

2014~ 18 이웃종교화합주간 행사,  이웃종교스테이, 종교인화합한마당

*출처: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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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국제교류

1 1993 세계종교의회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2 1996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제5차 총회 참가 [태국]

3 1998 “국제적 여성지위 향상과 종교평화” 개최

4 1998 WCRP공동의장 Dr. Elizabth Bowen 방한 세미나

5 1999.11 WCRP총회 참가 [요르단]

6 2000 대북지원 국제 NGO회의 참가 [동경]

7 2000 밀레니엄 세계종교지도자회의 참가 [뉴욕]

8 2001 9.11 테러사태관련 세계종교지도자회의 참가 [뉴욕]

9 2002 ACRP 6차 총회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10 2003 아시아종교인 평화선언대회 [세종문화회관]

11 2003.3 ACRP 집행위원회 회의 [안양 아론의 집]

5) 종교의 국제 교류 현황

종교분야 국제 교류는 주로 종교 연합 단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가 추진하

고 있다. 교류 형태로는 단일국가 종교협력기구와 직접교류, 국제세미나, 인도적 지원

을 통한 국제 협력 그리고 종교간 대화회의 참석을 통한 네트워킹 구축 등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국제회의를 통한 네트워크구축 및 협력은 국제종교협력기구(WCRP와 

ACRP, CPWR, ASEM 등)의 EC회의 참석과 총회참석을 통한 종교지도자와의 교류가 

있다. 세미나의 경우 동북아 국제세미나를 통한 한․중․일 종교지도자들과 동북아 평화

를 위한 세미나 및 교류 그리고 한-터키, 한-이란 및 이슬람 국가의 대사들을 초청하

는 세미나를 통해서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단일 국가의 종교협력기구와 직접교류로

는 한·일 종교지도자의 정기적 교류, 중국종교인평화회의(CCRP)와의 정기적 교류, 그

리고 1990년 이후의 한·일 종교청년교환캠프(격년) 등을 추진한다. 또한 인도적 지원을 

통한 저개발 국가와  국제협력지원사업으로는 함께 사는 세상만들기 프로젝트(방글라

데시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캄보디아, 미얀마)를 통해 각 국가의 종교인 평화회의

와 교류를 하고  있다. 특히 한국종교인 평화회의는 국내 종교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

국가의 종교지도자들과 교류를 실시하고 종교간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⑴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국제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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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03.8 한·일종교청년교환캠프 [일본 동경]

13 2004.9 러시아 베슬란 초등학교 희생 어린이들을 위한 위령제 [배재공원]

14 2005.2 한·일종교청년교환캠프 [의정부 YMCA 다락방]

15 2005.11 이라크의사연수사업 [서울대병원, 원광의료원, 가천의대길병원, 연세대병원, 가톨릭병원]

16 2006.2~9 이라크어린이치료사업 [서울대병원, 원광의료원, 가천의대길병원, 연세대병원, 가톨릭병원]

17 2006.5 이라크의사연수사업 [서울대병원, 원광의료원, 가천의대길병원, 연세대병원, 가톨릭병원]

18 2006.8 제8차 WCRP 총회  참가 [일본 쿄토]

19 2006.11 ACRP 집행위원회의 [마닐라]

20 2008.2 한·일 종교청년 교환캠프 [일본 후쿠오카]

21 2008.8~9 이라크어린이프로젝트 [서울대병원, 원광의료원, 가천의대길병원, 연세대병원, 가톨릭병원]

22 2008-현재 동북아 국제세미나 (한, 중, 일)

23 2009.8 갈등극복을 위한 중동순례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24 2009.~2011 베트남 언어교육원 운영지원

25 2009-2012 팔리핀 민다나오 종교와 문명간 대화센터 지원

26 2009.11 한·중 종교지도자 교류모임 [전국]

27 2009.12 세계종교의회(CPWR)참석 [호주 멜버른]

28 2010.2 한·일 종교청년 교환캠프 [서울]

29 2010.5 ACRP EC미팅 [북경]

30 2010.6-현재 힌국종교와 이슬람교간 대화세미나 및 종교문화교류 

31 2011.11 한·중 종교지도자교류 [북경, 청두, 상해]

32 2011.9~ 한 –이란 종교간 대화 및 문화교류 실시(격년 교차 방문)

33 2011-2014 한-스리랑카 평화교육센터 운영(스리랑카,와우니야)

34 2012.9 한·중 종교지도자교류 [서울, 익산, 광주, 경주, 부산]

35 2013.1 한·중 종교지도자교류 [서울, 제주]

36 2013.2 UN 종교화합주간 행사참여 [뉴욕UN본부]

37 2013.2 UN 종교화합주간 행사참여 및 한국 사례 홍보 [뉴욕UN본부, 원달마센터]

38 2013.7 한.일 종교청년교환캠프 [일본 삿포로]

39 2013.10~11 WCC총회 홍보마당 참여 [부산 벡스코]

40 2013.11 WCRP 총회 참석

41 2014~ 18 이웃종교화합주간 행사,  이웃종교스테이, 종교인화합한마당

42 2014 .6 ASEM 종교간 대화회의 참석(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43 2015-2017 함께 가는 세상만들기-캄보디아 미래로학교 지원

44 2018- 함께 가는 세상만들기-미얀마 엔타이공 고등학교지원사업실시

*출처: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자료 보완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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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세계종교연합기구 현황

단체명 내용

세계종교인평화회
의(WCRP)

ㅇ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대교, 시크교 및 각종 민족종교의 성직자 및 신자들이 
참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표적 국제 종교협력 기구로, UN의 종교간 대화기구로서의 
파트너쉽 형성

ㅇ 40여년 간 인류공동의 이익을 위해 종교단체와 정부 간 협력을 이끌고 있으며,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으며 전 세계 100여개국의 종교단체와 종교간 대화기구를 통해 갈등 
방지 및 인류평화를 위해 노력

ㅇ 1970년 일본 교토에서 발족, 54개국 국가 지부 및 50여개국 옵저버 참여

ㅇ 40여개국의 공동의장단 구성(한국 : KCRP 김태성 사무총장)

아시아종교인평화
회의(ACRP)

ㅇ 아시아지역의 종교간 대화와 협력을 위한 기구로, WCRP의 아시아 지역본부 성격으로 
1976년 싱가포르에서 창립

ㅇ 한, 중, 일 포함 22개국* 참여
   * 호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북한,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몽골, 네팔,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등
   * (옵저버 5개국) 베트남, 라오스, 동티모르, 대만, 이란

ㅇ 1986년 ACRP총회의 한국개최를 계기로, ‘7대’ 종단이 참여하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
(KCRP)를 창립, 국내 종교간 대화와 협력활동을 활성화하는 계기 마련

3세계종교의회협의
회(CPWR)

ㅇ WCRP와 함께 전 세계에서 영향력있는 종교간 대화공동체로, 1893년에 설립

ㅇ 1988년 이후 매 5년마다 세계 각국에서 회의를 개최
   * KCRP 산하 (사)종교평화국제사업단이 한국을 대표하는 종교간 대화기구로 참여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자료 제공(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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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계의 종교현황과 국제종교기구 현황

1. 국내 국제 종교연합기구 현황

종교연합단체나 기구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국내단체와 국제단체로 구분될 수 있다. 

다만 국내의 종교연합단체와 외국 종교단체의 교류를 감안하면 국내단체와 국제단체

로 구분하는 기준은 모호하다. 범종교연합단체라고 할 때에도 ‘범종교’가 포괄하는 범

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해외의 경우, 개신교가 ‘태생적

인’ 친화력 때문에 다른 종교보다 천주교나 유대교 등과 연합단체를 구성할 때 그 외

의 종교 입장에서는 이 단체를 ‘범종교’연합단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내단체와 

국제단체의 구분은 자료 정리를 목표로 해서 임의로 정한 것이다. 

1) 총괄표

불교 개신교 천주교 국내외 범종교연합 기타 계

8 16 6 18 3 51

2) 불교(15)

단체명(가나다순) 설립일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1 (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1989.1 강원도  양양군 033-671-7751 kbta.cafe24.com/

2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1995.6.1 서울시 중구 02-756-1227 www.jongjeong.com

3 (사)세계평화불교종단연합회 　 경기도 부천시 　 cbc108.co.kr/

4
(사)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전 
한국불교도총연합회) 

1987.11.23 성남시 수정구
070-7717-227
6

cafe.daum.net/kbgaf

5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1989.12.23 서울 종로구 02-732-4885 www.kboa.or.kr

6 (사)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1977.1 서울시 종로구 02-720-1708 www.kjbuddhism.org

7 세계불교도총연맹 1994.5.17 경기 용인시 031-332-2473 www.wawoo-temple.org/

8 세계불교문화교류협회 1991.5.17 경기 용인시 031-332-2472 www.wawoo-temple.org/

9 한국불교재단 2010 경남 김해시 055-338-0050 www.wkbg.net 

10 사)세계평화불교종단연합회 　 경기도 부천시 02-837-2003 　

11 사)세계평화연합법인회 　 서울시 구로구 　 　

12 사)한국불교종단총연합진흥회 　 강원도 원주시 02-766-6800 　

13 사)전통불교문화예술협회 　 대전시 유성구 　 　

14 사)통합불교법인연대 　 전북 김제시 　 　

15 (사)한국불교종단연합회 　 서울 종로구 02-2198-5022 www.kntg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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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신교(27)

단체명(가나다순) 설립일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1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89.4.28 서울 종로구 02-741-2782 www.cck.or.kr

2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75.7.1 서울시 용산구 02-795-7952 www.c-l.or.kr

3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87.12.14 서울시 강서구 02-2608-2190 www.hankibo.co.kr

4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87. 5.12 서울 영등포구 02-786-1601 www.ccdk87.com

5 (사)한국기독교연합 12.3.29 서울 종로구 02-742-0243 www.ccik.kr/

6 (사)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96.1.23 서울 구로구 02-869-0164 　

7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97.11 서울 종로구 02-764-0950 www.cpck.kr/

8 (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46.9.30 서울 종로구 02-742-8981 www.kncc.or.kr

9 한국기독교오순절협의회 2000 경기 안양시 031-421-9902 www.kpcc.or.kr

10 한국복음주의협의회 81.5.7 서울 종로구 02-337-9945 koreaef.org/

11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 90.6.25 서울 금천구 02-3280-7981 www.kwma.org

12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98.11.26 서울 종로구 02-586-8617 www.kpastor.org

13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84.7.10 서울 종로구 02-747-8478 　

14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97.4.10 서울 서초구 02-3673-1323 kaicam.org/

15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 　 서울 중랑구 02-435-4062 　

16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UBF) 61.9.1 서울 종로구 02-763-7097 ubf.kr/

17 한국대학생선교회(CCC) 58.11. 서울 종로구 02-397-6200 nh.kccc.org/

18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02.1.21 서울 종로구 02-747-1225 www.kcsw.or.kr/

19 한국기독교교육연합회 　 서울 구로구 02-2039-2777 www.nace.or.kr/main

20 사)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52.8 서울시 종로구 02-3674-4431 www.acsk.org/

21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72.5.29 서울시 종로구
02-744-2661~
4

www.v2020.or.kr/

22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회 88 　 　 　

23 기독시민운동중앙 협의회 　 서울 종로구 2294-7114 　

24 사)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81.12.12 서울 강남구 02-3446-5070 www.workmission.net/

25 한국교회총연합
2017.12.
5

서울시 종로구 02-744-6200 https://www.ucck.org/

26 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장로회연합회 1972.7.7 서울시 종로구 02-708-4504 www.elders.or.kr/

27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장로회연합회 1982.2.2 대전시 유성구 　 www.eldprok.org/g5/

* 개신교의 경우, 교단 차원의 연합 외에 영역별로 다양한 연합체가 있다. 



- 321 -

4) 천주교(6)

연
번 단체명(가나다순) 설립일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1 (사)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52.1.11 서울시 광진구 02-460-7500 www.cbck.or.kr

2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74.9.23 서울시 종로구 02-3672-0251 www.sajedan.org

3 한국 남자 수도회 사도 생활단 장상 협의회 67.5.10 서울시 중구 02-776-3189 www.brothers.or.kr

4 한국 천주교 여자 수도회 장상 연합회 62.11.18 서울시 중구 02-757-8941 www.nuns.or.kr

5 한국천주교주교회의 57.3.15 서울시 광진구 02-460-7500 www.cbck.or.kr

6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 68.7.23 서울시 중구 02-777-2013 www.cl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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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외 범종교 연합단체(20)

연
번 단체명(가나다순) 창립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1 (사)한국민족종교협의회 85
서울시 동대문
구

02-741-4091 www.kornra.org/

2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97 서울시 종로구 02-720-8776 www.kcrl.org

3
IAR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ligious Freedom)

1900
U n i t e d 
Kingdom

　 www.iarf.net

4
ICCJ  (International Council of Christians and 
Jews)

94 Heppenheim www.iccj.org

5 IPCR(International  Peace Corps of Religion) 2008 Rep. of Korea 02-736-2251 ipcr.or.kr/

6
IRFWP  (The Inter-Religious Federation for 
World Peace)

91 United States www.irfwp.org

7
KCRP (Korean Conference on  Religion and 
Peace)

86.6. 서울시 종로구 02-736-2250 kcrp.or.kr/

8
RCRC (Religiou  Coalition for Reproductive 
Choice)

73 United States www.rcrc.org

9
Religions for  Peace Asia (also known as 
ACRP)

76 Japan rfpasia.org/

10
RELIGIONS  FOR PEACE(also known as 
WCRP)

70 United States https://rfp.org/

11 TOU  (the Temple of Understanding) 60 United States
www.templeofunderst
anding.org

12
UPF  (Universal Peace Federation) 
International

99 Rep. of Korea www.upf.org/

13 URI  (United Religions Initiative) 2000 United States www.uri.org/

14 URI  Asia (the United Religions Initiative) 　 Rep. of Korea www.uriasia.org/

15 WCF  (World Congress of Faiths) 36
U n i t e d 
Kingdom

www.worldfaiths.org

16 WPR  (World Parliament of Religion) 1893 United States
www.parliamentofreli
gions.org

17 세계종교평화협의회 　
전라북도 전주
시

063-278-1101 www.wrcf.or.kr/

18 종교계자원봉사협의회 2010 서울시 종로구 02-747-1225 www.krnv.org/

19 한국종교연합(URI-KOREA) 99. 서울시 종로구 02-2264-8260
www.urikorea.org/ind
ex_.php

20 한국종교협의회 65 서울시 중구 02-755-4680 www.wkra.or.kr/

*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 소속 회원은 대한불교조계종,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천주교주교회의, 원불교, 
천도교, 성균관, 민족종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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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대표자 창립 소재지 홈페이지

Korean Council of  
Religionists

장재언 1989 북한

WCC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공동회장
단

1948.8
Switzerland

www.oikoumene.org

WFB (World Fellowship 
of Buddhists)

P h a n 
Wannam
ethee

1950.5 Thailand. www.wfb-hq.org

6) 기타 종교 연합단체

* 인터넷상 주소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정한 최상위도메인(TLD)에 의해 표시되고, ISO 
3166-1 표준에 따라 전 세계 국가의 고유번호가 이미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kr, jp, cn, kp는 각각 우리나라, 
일본, 중국, 북한을 나타내는 ISO 3166의 표준 이름이다. 북한은 2007년 조선컴퓨터센터(KCC)를 인터넷주소
관리기관으로 하여 ‘kp’ 도메인 사용권한을 위임받았고, TCP/IP 등의 표준 프로토콜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국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넷을 북한 내부에서만 연결되는 인트라넷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북한 내부의 외국 사이트 접속 차단).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 접속은 대체로 
‘불법유해사이트’로 차단되어 있다(｢북한의 인터넷｣, 법률신문, 2016.2.22.). 

* WCC : 가톨릭을 제외한 개신교계의 세계적 협의회. 아프리카(AACC), 카리브해(CCC), 아시아(CCA), 
유럽(CEC), 라틴아메리카(CLAI), 중동(MECC), 태평양(PC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과 연계된 
조직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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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종교의 권역별 분포 현황

일반적으로 ‘세계 종교(world religions)’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문화권 또

는 국가들에 널리 퍼져서 존재하는 종교를 가리킨다. 세계 종교라는 용어는 19세기부

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 범위는 기독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등으로 확장되었

다.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기독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이외에 유교, 도교, 유대교, 

신도(神道) 등도 포함하게 되었다.9) 

특정 종교를 세계 종교라는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명

확한 범주 설정 기준과 내용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더구나 세계 종교

라는 범주에 ‘옳은 것이라거나 믿을 만한 것, 또는 좋은 것’ 등과 같은 가치를 개입시

킨다면, 예를 들어 세계 종교가 ‘민족 종교’보다 좋은 것이라는 식의 인식이 있다면 범

주 설정의 객관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 세계 종교는 특정 국가에서 볼 때 다른 국가에 있거나 한 국가의 경계

를 넘어 다른 국가까지 전파된 종교를 가리키는 범주이다. 즉 세계 각국의 종교를 가

리키며, 특정 국가에 있거나 ‘민족 종교’로 분류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이와 관련해 

브리태니커사전을 보면 ‘세계 종교’ 범주에는 불교, 중국종교, 동방정교회, 힌두교, 동

방기독교의 독립교회, 토착종교, 이슬람(시아파, 수니파), 일본 종교, 유대교, 한국 종교, 

몰몬교, 개신교, 로마기독교, 시크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 각국의 종교 상황을 파악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특정 기관이 모든 국가를 대

상으로 조사할 여건도 충분하지 않고, 그 필요성도 공유되지 않고 있다. 국가에 따라 

자국의 종교 상황을 파악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국가별 조사 시기가 일

치하지 않는다. 

이상의 여러 이유로 세계 각국의 종교 상황에 대한 최근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은 

수월하지 않다. 그래서 2017년판 브리태니커사전조차도 기존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우선 종교별 세계 분포도는 2008년의 종교 현황 조사 자료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10) 따라서 이 자료로는 세계 각국의 종교 분포 정도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

9) Encyclopedia of World Religions, 2006, p.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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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으로 대륙별 종교 현황 지료는 2016년 중반 자료이다. 이어서 주요 국가의 종

교 현황 자료는 2001년 자료의 일부분을 수정해 사용하고 있다. 

1) 종교별 세계 분포 지도

* 출처: Encyclopedia of World Religions, 2006, p.1148; Britannica Book of the Year 2011(cd); 
Britannica Book of the Year 2017

10) Britannica Book of the Year 2008(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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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륙별 종교 현황

(2016년 기준, 단위: 천명)
Africa Asia Europe

Latin 

America

Northern 

America
Oceania %

Count

ries

Religionists 1,207,812 3,818,132 629,512 616,493 301,132 31,982 88.9 234

 Christians 591,405 384,404 575,674 591,547 276,225 28,733 32.9 234

Roman Catholics 212,659 149,877 273,849 508,306 88,450 9,320 16.7 234

Protestants 222,513 97,186 92,868 66,015 61,019 12,998 7.4 231

Independents 126,564 154,454 15,530 56,743 73,172 2,128 5.8 231

Orthodox 50,968 18,624 204,158 1,307 7,996 1,064 3.8 138

Muslims 506,577 1,191,467 45,949 1,733 5,597 722 23.6 215

Sunnis 499,111 983,652 43,757 1,267 3,881 582 20.6 212

Shi'ites 2,849 198,033 2,158 453 1,111 136 2.8 148

Hindus 3,279 1,011,584 1,173 789 1,959 637 13.7 144

Vaishna vites 1,121 333,606 301 235 497 217 5.2 139

Shai vites 1,107 362,771 487 244 755 257 4.9 141

Buddhists 284 512,967 1,883 819 4,776 763 7 152

Mahayanists 271 366,670 1,175 817 4,114 555 5 142

Theravadins  Chinese 12.8 129,918.2 199 2 598 207 18 47

  C h i n e s e 

folk-religionists
151 439,259 568 204 834 129 5.9 120

 Ethnoreligionists 103,070 157,416 1,212 3,849 1,272 407 3.6 145

 New religionists 219 60,975 651.4 1,988 2,485 132.6 0.9 121

 Sikhs 85.2 24,024.9 632 7.9 869 122 0.3 64

 Jews 129 6,607 1,436 438 6,041 127 0.2 146

 Spiritists 3.2 2.2 148.9 14,130 257 8.7 0.2 59

 Daoists(Taoists) 0 8,670.7 0 0 12.9 7.4 0.1 7

 Confusionists 21.9 8,398.5 16.3 0.5 0 60.8 0.1 17

 Baha’is 2,477 3,680 142 978 610 123 0.1 224

 Jains 110 5,771.5 20.5 1.5 107 5.5 0.1 20

 Shintoists 0 2,742 0 8.4 65.2 0.4 0 9

 Zoroastrians 1.1 163.5 5.9 0 21.9 3.6 0 28

Nonreligionists 8,318 618,092 109,337 24,536 59,397 7,919 11.1 233

 Agnostics 7,642 504,553 94,753 21,405 55,599 7,337 9.3 233

 Atheists 676 113,539 14,584 3,131 3,798 582 1.8 223

Total population 1,216,130 4,436,224 738,849 641,029 360,529 39,901 100 234

* Worldwide Adherents of All Religions by Six Continental Areas, Mid-2016, 브리태니커, 2017, 
pp.256-257. (원자료 상 조사 인구 7,432,663,000명 가운데 약 66억 5백만명이 종교 인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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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국가의 종교 현황

2017년판 브리태니커사전에 따르면, 주요 국가별 종교 인구 현황은 2001년 인구 조

사를 기준으로 종교 통계를 일부분 수정해 사용하고 있어, 2011년 한국의 종교 현황 

자료의 경우와 유사하다. 일부 국가들의 최근 현황은 UN data(data.un.org/), CIA World 

Factbook(www.cia.gov/library/publications/), Pew Research Center(www.pewforum.org/) 등 몇

몇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퓨리서치 센터 사이트 내에서는 세계 종교 인

구의 변화 경향(www.globalreligiousfutures.org/)을 제공하고 있다

브리태니커사전(Religion, Britannica Book of the Year 2017, pp.792-795)에 따르면, 동북․동

남아시아에는 불교, 서․중앙아시아(인도 제외)에는 이슬람(무슬림), 유럽․북미․중남미․오

세아니아에는 그리스도교계 종교 인구, 그리고 아프리카․중동에는 무슬림이 많다. 

⑴ 동북아시아

(2001년 인구 기준, 단위: 천명, 비종교=nonreligious)
국가 불교 개신교

가
톨
릭

무슬
림

힌
두
교

유
대
교

정
교
회

시
크
교

기타 비고

중국/ China 108,110 76,540(기독
교) 18,360

1,280(전통신앙)
256,260(중국민속종

교)
661,390(비종교)
152,990(무신론)

일본/ Japan 88,490 1,470(기독교
)

118,270(신도)
10,250(기타)

몽 골 / 
Mongolia

2,340(tant
ric) 100

대 만 / 
Taiwan

5,100 440 320 50

4,040(도교)
20(신도, Tenrikyo)

20(Baha’i)
990(I Kuan Tao)

210(Tien Te Chiao)
190(Tien Ti Chiao)

150(유교 Li)
140(Hsuan Yuan 

Chiao)

10,670(무종교)

홍콩/ Hong 
kong

4,970(불교
+도교) 290 280 1,200(기타)

※  쩡쯔밍(대만보인대학 교수)에 따르면, 대만의 경우, 한족 종교 범주에 유교․도교․불교, 외래종교 범주에 
기독교․천주교회․제남(濟南)기독교장로회․천주교․이슬람교․진(眞)예수교회, 신종교 범주에 천리교(天理敎)․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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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理敎/在理敎)․천제교(天帝敎)․헌원교(軒轅敎)․천덕교(天德敎)․일관도(一貫道)․대동교(大同敎/바하이교/
巴海大同敎) 등이 포함된다(출처: 쩡쯔밍, ｢대만의 종교문화｣, 신종교연구 33, 2015, 225-257쪽.). 이 
통계에는 천리교, 바하이교(Baha’i, 대동교), 일관도(I Kuan Tao), 천덕교(Tien Te Chiao), 천제교(Tien Ti 
Chiao), 리교(유교 Li), 헌원교(Hsuan Yuan Chiao)의 종교 인구 통계가 실려 있다. 

⑵ 동남아시아

(2001년 인구 기준, 단위: 천명, 비종교=nonreligious)
국가 불교 개신교 가톨릭 무슬림 힌두

교

유
대
교

정
교
회

시
크
교

기타 비고

필 리 핀 / 
Philippines 4,160 65,540(*) 3,500 1,620(기타)

인도네시아/ 
Indonesia 2,190 12,820 7,600 185,060 3,880 660(기타)

말레이시아/ 
Malaysia 1,500 1,880(기독교) 10,770 1,660 5,450(중국민속종교)1,350(기타)

미 얀 마 / 
Myanmar 37,560 2,060(기독교) 1,610 210 480(전통신앙)70(기타)

베 트 남 / 
Vietnam 53,290 6,180

2,810(신종교 Cao Dai)1,690(신종교 Hoa Hao)16,500(기타)

싱 가 포 르 / 
Singapore

1,695(불교+도교) 485(기독교) 495 133 21(기타) 493(비종교)

캄 보 디 아 / 
Cambodia 10,780 290 550(전통신앙)600(중국민속종교)500(기타)

태 국 / 
Thailand 57,920 440(기독교) 2,850 40(기타)

※ 필리핀(Philippines)의 가톨릭 인구 자료에는 아글리파얀 그리스도 교회(Aglipayan Church of Christ) 
2,010,000명이 포함됨. 독립교회(Independent Church)로도 불리는데, 아글리파이(Gregorio Aglipay)가 로마 
가톨릭에 반대해 1900년 초에 독립 국가적인 가톨릭 교회를 설립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베트남(Vietnam)의 까오다이교(Cao Dai)는 베트남의 관광지로 유명한 다낭(Danang)을 근거지로 하여 
성립한 종교인데, 도교, 불교, 기독교, 유교 등 여러 종교의 성인을 모신 곳으로 알려져 있고, 호아하오교(Hoa 
Hao)는 메콩강 주변에서 발원한 불교 계통의 신종교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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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서아시아

(2001년 인구 기준, 단위: 천명, 비종교=nonreligious)
국가 불교 개신

교
가톨
릭 무슬림 힌두교

유
대
교

정
교
회

시크
교 기타 비고

인도/ India 7,290 15,130 13,940 92,380(수니)
30,790(시아) 759,350 22,290

34,930(전통신앙)
30,750(independen

t)
4,160(자이나)
1,190(바하이)

210(조로아스터)
3,000(기타)

1,670(
무신론

)
12,910
(비종

교)
아프카니스탄/ 
Afghanistan

23,090(수니)
2,310(시아) 490(기타)

파 키 스 탄 / 
Pakistan

3,560(
기독교

)

113,950(수니
)

25,101(시아)
1,730 370(기타)

스리랑카/ Sri 
Lanka

13,270 1,300 1,750 2,190 900(기타)
방 글 라 데 시 / 
Bangladesh

112,660 16,260 2,360(기타)

네팔/ Nepal 2,050 600(기
독교) 970 19,180 2,350(전통신앙)

140(기타)
※ 인도(India)의 경우, 남쪽은 기독교 교세가 강한 편인데, independent는 기성 교파에 속하지 않는 독립 

교회(independent churches)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⑷ 중앙아시아

(2001년 인구 기준, 단위: 천명, 비종교=nonreligious)
국가 불

교
개신
교

가톨
릭 무슬림 힌두

교
유대
교 정교회 시크

교 기타 비고

우즈벡키스탄
/Uzbekistan

19,156(대부
분 수니) 195(Russian) 5,804(기타/대부

분 비종교)
카자흐스탄/ 
Kazakhstan

318 6,988(대부분 
수니)

1,216(Russian
)

6,345(기타/대부
분 비종교)

키르기즈스탄/ 
Kyrgyzstan

3,701(대부분 
수니) 276(Russian) 958(기타/대부

분 비종교)
타지키스탄/ 
Tajikistan

4,920(수니)
310(시아) 90(Russian) 820(기타/대부

분 비종교)
120(무

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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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유럽

(2001년 인구 기준, 단위: 천명, 비종교=nonreligious)
국가 불

교 개신교 가톨릭 무슬
림

힌
두
교

유
대
교

정교회 시크
교 기타 비고

독일/ German

29,330(대부
분 evangelical 

Lutheran)
27,590 3,660 20,020(기타/대

부분 비종교)
1,880(무신

론)

프 랑 스 / 
France

720 38,690 4,180 590 3,290(기타)
9,230(비종

교)
2,380(무신

론)
영국/ United 
Kingdom

43,550(기독
교) 5,590 1,220 440 310 370(Easte

rn) 240
8,240(기타/대부

분 비종교와 
무신론)

러 시 아 / 
Russia

1,320 10,980 590 23,580(R
ussian)

107,960(기타/대
부분 비종교)

루 마 니 아 / 
Romania

1,140 19,460(R
omanian) 1,810(기타)

우크라이나/ 
Ukraine

1,736 3,993(*
) 423 14,569(*) 28,044(기타/대

부분 비종교)
불 가 리 아 / 
Bulgaria

940(대
부분 

수니)
5,690(Bul

garian) 1,320(기타)

그 리 스 / 
Greece

360 10,010(Gr
eek) 500(기타)

헝 가 리 / 
Hungary

2,470 6,120 850(기타) 750(비종교)

※ 영국(United Kingdom)의 기독교 인구 자료(49,510,000명)는 Anglican(영국 성공회교도) 26,140,000
명, Roman Catholic 5,590,000명, Protestant 5,020,000명, Eastern Orthodox 370,000명, other Christian 
12,390,0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신교 부분의 수치는 이 가운데 가톨릭과 정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수치를 
합한 것임. 

※ 우크라이나(Ukraine)의 정교회 인구 자료는 Ukrainian Orthodox(Russian patriarchy) 9,491,000명, 
Ukrainian Orthodox(Kiev patriarchy) 4,746,000명, Ukrainian Autocephalous Orthodox 332,000명으로 구
성되어 있어 이를 합한 수치이고, 가톨릭 인구 자료는 Ukranian Catholic(Uniate) 3,417,000명과 Roman 
Catholic 57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합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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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 북미

(2001년 인구 기준, 단위: 천명, 비종교=nonreligious)
국가 불교 개신교 가톨릭 무슬

림
힌두
교

유대
교 정교회 시크

교 기타 비고

캐 나 다 
/Canada

190 11,110(*) 14,010 290 180 360 440(East
ern) 170 380(기타) 3,880(

비종교)

미국/ United 
States

2,515 398,565(*
) 59,542 4,242 1,059 5,771 5,915 240

44,056(비기독
교)

832(신종교)
773(바하이)
447(Ethnic 

종교)
80(중국민속종

교)
1,171(기타)

25,745
(비종교

)
1,181(
무신론)

※ 캐나다(Canada)의 개신교 인구 자료(49,510,000명)는 Protestant 8,620,000명과 Anglican 2,490,000
명 수치를 합한 것임. 

※ 미국(United States)의 기독교 인구 자료는 Christian (professing) 242,011,000명, Christian 
(affiliated) 196,929,000명, Christian (unaffiliated) 45,082,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 외에 
non-Christian 44,056,000명이 별도의 통계 수치로 설정되어 있음.  

※ 미국(United States)의 기독교 인구 자료 가운데 Christian (affiliated) 196,929,000명은 “independent 
80,639,000명, Protestant 66,287,000명, Roman Catholic 59,542,000명, Eastern Orthodox 5,915,000명, 
Anglican 2,464,000명, other Christian 10,348,000명, multi-affiliated Christians –28,266,000명,”으로 구성
되어 있음. 

※ 미국(United States)의 개신교 인구 수치(398,565,000명)는 Christian (professing) 242,011,000명, 
Christian (affiliated) 196,929,000명 가운데 Roman Catholic 59,542,000명과 Eastern Orthodox 5,915,000
명을 제외한 나머지 수치, 그리고 Christian (unaffiliated) 45,082,000명을 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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⑺ 중남미

(2001년 인구 기준, 단위: 천명, 비종교=nonreligious)
국가 불교 개신교 가톨릭 무슬

림
힌두
교

유대
교

정교
회

시크
교 기타 비고

엘살바도르 /
El Salvador

1,070 4,880 290(기타)
니 카 라 과 / 
Nicaragua

810 3,590 520(기타/대부
분 비종교)

브 라 질 / 
Brazil

39,850(ev
angelical)

124,470(*
) 7,800(기타)

아르헨티나/ 
Argentina

2,040 29,920 730 500 3,430(기타) 880(비
종교)

페루/ Peru 1,730 23,170 1,190(기타/대
부분 비종교)

칠레/ Chile
1,910(eva
ngelical) 11,810 1,690(기타)

볼 리 비 아 / 
Bolivia

770 7,540 210(기타)

※ 브라질(Brazil)의 Roman Catholic에는 영적 믿음과 의례를 보유한 syncretic Alro-Catholic cults를 
포함. 

⑻ 아프리카

(2001년 인구 기준, 단위: 천명, 비종교=nonreligious)
국가 불

교 개신교 가톨
릭 무슬림 힌두

교
유대
교 정교회

시
크
교

기타 비고

이집트/ Egypt
58,060(수니

)
6,520(C

optic) 660(기타)

잠비아/ Zambia 2,240 1,650
2,640(전통신

앙)
3,240(기타)

수단/ Sudan
6,020(기

독교)
25,360(수니

)
4,300(전통신

앙)
390(기타)

남아프리카공화국
/ (Republic of) 
South Africa

30,900(*
) 3,090 1,050 1,050 170

3,660(전통신
앙)

260(바하이)
390(기타)

1,050(
비종교)

에 리 트 리 아 / 
Eritrea

1,920 1,980(Er
itrean) 400(기타)

※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의 개신교 인구 자료(30,900,000명)는 independents 
17,040,000명, Protestant 13,860,000명)을 합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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⑼ 중동 

(2001년 인구 기준, 단위: 천명, 비종교=nonreligious)
국가 불

교 개신교 가톨
릭 무슬림 힌두

교 유대교 정교
회

시
크
교

기타 비고

이스라엘/ Israel
930(대부분 

수니)
4,960(*

) 360(기타)

레바논/ Lebanon 860(*) 1,230(시아)
770(수니) 410(*) 260(Druze)

370(기타)

터키/ Turkey
64,360(대부

분 수니) 530(기타) 1,340(
비종교)

바레인/ Bahrain
420(시아)
140(수니) 140(기타)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840(기독교
)

20,490(수니
)

840(시아)
250 330(기타)

이란/ Iran
340(기독교

)
57,180(시아

)
3,460(수니)

1,780(Zoro
astrian)

430(Baha’i
)

250(기타)

이라크/ Iraq
750(기독교

)
13,890(시아

)
8,510(수니)

180(기타)

아랍에미리트/ 
United Arab 
Emirates

2,490(수니)
500(시아) 120(기타)

※ 이스라엘(Israel)의 유대교 인구 자료에는 the Golan Heights and East Jerusalem이 포함되고, the West 
Bank and Gaza Strip이 배제되어 있음. 

※ 레바논(Lebanon)의 가톨릭 인구 자료에는 Maronite Catholic 690,000명, Greek Catholic(Melchite) 
170,000명이 포함되고, 정교회 인구 자료에는 Greek Orthodox 220,000명, Armenian Apostolic(Orthodox) 
190,000명이 포함되어 있음. 드루즈(Druze)는  이슬람 시아의 분파로 알려져 있음(출처: 주레바논 대한민국대
사관 overseas.mofa.go.kr/lb-ko/brd/m_10826/view.do?seq=86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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⑽ 오세아니아

(2001년 인구 기준, 단위: 천명, 비종교=nonreligious)
국가 불교 개신교 가톨

릭
무슬
림

힌두
교

유대
교

정교
회

시크
교 기타 비고

뉴 질 랜 드 / 
New Zealand

1,394(*
) 505

39(Ratana
)

969(기타)
954(비종교)

파푸아뉴기니/ 
Papua New 
Guinea

3,390(*
) 1,500 420(기타)

오스트레일리
아/ Australia

7,860(*
) 5,230 540 2,510(기

타)
3,220(비종교

)
괌( 미국령) / 
Guam

19 118 21(기타)

※ 뉴질랜드(New Zealand)의 개신교 인구 자료에는 Anglican 674,000명, Presbyterian 489,000명, 
Methodist 130,000명, Baptist 57,000명, Mormon 44,000명이 포함된 수치임. 라타나(Ratana)는 20세기 
초 타후포티키 위레무 라타나(Tahupōtiki Wiremu Rātana)가 창립한 교회이자 범부족적인 마오리 기독교 
정치 운동으로 알려져 있음(출처: www.onechurch.nz/church_news/14510). 

※ 파푸아뉴기니(Papua New Guinea)의 개신교 인구 자료에는 Protestant 3,180,000명, Anglican 210,000
명이 포함된 수치임. 

※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호주)의 개신교 인구 자료에는 Anglican 4,260,000, Uniting Church 
1,460,000, Presbyterian 740,000명, other Protestant 1,400,000명이 포함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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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2018년 한국의 종교현황 조사는 2011년 자료의 업데이트(수정 보완)에 해당한다. 따

라서 2011년 조사 양식을 유지하면서 일부 자료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확인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수정 보완한 내용은 종교별 교세 및 법인․단체 현황부터 마지막 부

분의 주요 국가별 종교 현황에 이르기까지 전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교 현황 조사는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며 많은 시간과 정성을 요구한다. 예를 들

어, 이 조사를 위해서는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한 다양한 영역에서 최근 자

료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수집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고 확정해야 한다. 주소도 가

능한 한 신주소로 바꾸어야 하고, 가능한 한 같은 자료라도 다양한 경로로 자료를 입

수해 대조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나 공문 발송에 필요한 주

소, 전화번호 등을 별도로 확인하고 수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당연히 많은 시간

과 정성을 필요로 하며, 좀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다. 

2018년 종교 현황 자료 조사 방식으로는 공인된 기관 또는 정부 부서의 자료를 우

선 활용하되, 각종 홈페이지 자료, 서면 질의를 통한 자료 수집, 전화상의 자료 수집, 

방문 조사 등을 활용하였다. 조사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출처를 명시해 자료 내용의 이

해뿐만 아니라 향후 종교 현황 조사를 진행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018년 조사는 2008년이나 2011년 자료에 비해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 번째는 

종교별 교세 현황(제Ⅱ장)에 포함된 종교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교인의 사회 참여 현황 

부분을 확대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단체 참여,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 현금기부 횟

수, 현금기부 금액, 현금기부 인구, 전국 기부대상 인지 경로, 자원봉사활동 인지 경로, 

휴일에 참여한 여가활동, 경제적 또는 일상생활 상의 어려움 시 주변의 도움 여부, 사

회단체 활동 정도,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한 집단별 노력정도에 대한 인식, 행복

한 삶을 위한 요건, 무학력자의 한글 학습 경로, 종교별 이민자’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종무행정을 진행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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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수집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해, 이번 조사에서는 종교문화재 현

황을 별도로 기술하였고, ‘통일부의 허가법인과 2018년 대북지원 지정단체 현황, 종립 

초․중등학교와 대안학교 현황, 종교계 호스피스 기관 및 단체 현황, 종교단체별 군종장

교 현황, 법무부 허가 법인 현황, 교정위원 현황과 종교위원 활동실적’ 등 새로운 자료

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종교 영역이 문화 영역뿐만 아니라 통일, 교육, 보건

복지, 국방, 법무 영역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018년 종교 현황 조사 자료의 목차를 2011년의 경우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018년 목차 2011년 목차

Ⅰ. 서론 Ⅰ. 서론

Ⅱ. 종교계 개관
  1. 한국 종교계의 현재
  2. 종교별 주요 연혁, 조직, 활동 현황

Ⅲ. 국내 종교 관련 기초 통계 자료
  1. 종교별 교세 현황
  2. 종교별 교단(종단) 현황
  3. 종교별 법인 현황
  4. 국내외 선[포]교사 현황
  5. 종교인의 사회참여 현황
  6. 종교언론 현황
  7. 종립학교 현황
  8. 종교계 연구소 현황
  9. 종립 요양․의료기관 현황
  10. 종교단체 관련 사회복지사업 주요 현황
  11. 국방부 종교단체별 군종장교 현황
  12. 종교단체 관련 법무부 허가 법인 현황
  13. 법무부 교정위원 현황과 종교위원 활동실적
  14. 전통사찰, 향교, 서원 현황
  15. 종교별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
  16. 종교박물관, 종교미술관 등 종교시설 현황
  17. 전국 종교문화축제 현황
  18. 종교별 축일, 주요 기념일 현황
  19. 종교계 남북교류, 국제교류 현황

Ⅱ. 종교별 교세 및 법인․단체 현황
  - 1.종교별 교세 현황, 2.종교별 교단(종단) 현황, 
    3.종교별 법인 현황, 4.국내외 선(포)교사 현황
Ⅲ. 종교 관련 사회조사 
  - 1.2011년 이전 사회조사, 2.2011년 사회조사
Ⅳ. 종교별 제반 사업 현황
   - 1.종교언론 현황, 2.종립학교 현황, 
     3.종교계 연구소 현황, 4.종립의료기관 현황, 
     5.종교단체 관련 사회복지사업 주요 법인 현황

Ⅴ. 전통사찰․향교․서원․사우 현황
  - 1.전통사찰 현황, 2.향교 현황, 3.서원․사우 현황
Ⅵ. 종교박물관․종교미술관 현황
  - 1.총괄표, 2.불교, 3.개신교, 4.천주교, 5.유교, 
    6.그 밖의 종교
Ⅶ. 종교문화축제 현황
  - 1.종교 축제, 2.지역 축제
Ⅷ. 종교별 축일 및 주요 기념일
  - 1.불교, 2.개신교, 3.천주교, 4.유교, 5.이슬람교,
    6.원불교, 7.천도교, 8.대종교

Ⅳ. 세계의 종교현황과 국제종교기구 현황
  1. 국내 국제 종교연합기구 현황
  2. 세계 종교의 권역별 분포 현황

Ⅸ. 국내․국제 종교연합 기구 (단체) 현황
  - 1.총괄표, 2.불교, 3.개신교, 4.천주교, 
    5.범종교 연합단체, 6.기타 종교 연합단체
Ⅹ. 세계의 권역별 종교 분포 현황Ⅺ. 주요 국가별 종교 현황

Ⅺ. 결론 Ⅻ. 결론

향후 종교현황 조사에서 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은 종교교단의 교세 현황을 제도적

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종교단체의 교세 현황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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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 배경에는 종교단체 또는 연합조직 내부에 갈등이 있어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 외부에 비협조적인 경우, 교세의 축소로 정보 밝히기를 꺼려

하는 경우 등 여러 상황이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종류의 조사를 진행하면서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광범위한 자료 조사 범

위에 비해 제도적 차원의 자료 수집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이 어려움은 2008년이

나 2011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다행히 이번 조사에서는 자료 제공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연합체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이하 종무실)의 여러 

협조가 있었다. 그렇지만 자료 수집의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은 종무행정의 기

획·시행에 필요한 기본 자료 파악을 어렵게 할 수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이 맥락에서 향후 과제는, 2011년에도 간략하게 제안한 바 있지만, 다음과 같다. 첫

째, 종무행정용 기초 자료를 확보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종

교단체와 종교법인 현황의 경우,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유관 부서에서 현황을 파

악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내용을 중앙부처에서 취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

진다면 정기적으로 자료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다. 특히 종교 교세 현황 조사는 몇몇 

연구자가 많은 종교단체를 접촉해 수행하기보다 종무실 차원에서 각 종교 연합체와 

협조해 정기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종교계의 사회적 활동 및 현안과 관련, 종무실과 종교연합단체들 사이의 상호 

연락망을 좀 더 긍정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종무실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등 여러 종교연합단체와 연락망을 구축하

고 있지만, 현안 관련 사항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긍정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정도의 관

계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물론 기존의 연합체와 달리, 새롭게 결성되는 종교연합단체

들도 연락망 구축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는 종교계가 노숙

인 돌봄사업 강화 등 외부에 알리고 싶은 활동도 있었고, 정부에 대해 교도소 교화활

동이나 노인복지시설 법회 등에 대한 지원,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정신과 

전통을 지키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바 있는데, 상호 연락망 구축은 이러한 

사항들을 파악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종무실과 다른 정부 기관 사이에 정보 공유 또는 협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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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종교계의 활동 영역은 문화 영역을 넘어서 있다. 그렇지만 종무실이 종교계의 

활동 영역 모두에 대한 현황 자료를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지만 유관 

정부 부처들 사이에 정보 공유 시스템을 긴밀히 구축해 교육, 사회복지, 의료, 군종, 

교화위원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종합적 차원의 종무행정

이 가능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통계청과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갖춘다면 종교 관련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특정 통계 조사에 종교 관련 항목의 추가를 요청할 수도 

있다. 

넷째,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종교 현황 조사뿐만 아니라 종교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종교 실태 조사는 한국 종교의 현실, 즉 종교 영역과 역사, 문화, 언론, 교육(학교), 국

방, 법무, 의료, 사회복지, 축제 등 다른 영역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기반을 

제공해줄 수 있다. 

이 연구가 한국 종교의 모든 현황 자료를 담은 것도 아니고, 각종 통계자료를 조합

해 수작업으로 정리해 완벽할 수도 없지만, 2018년을 전후로 한국의 종교 현실과 경향

을 파악하는 데에, 종교와 관련된 각종 민원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에, 그리고 종

무행정 관련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향후 종교 현황 조사와 종교 실

태 조사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8년 한국의 종교현황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인쇄일    2018년 12월
발행일    2018년 12월
인쇄처    새 성균기획

ISBN 979-11-6357-044-8 93200

연구책임
고병철(한국학중앙연구원 수석연구원)

공동연구
강돈구(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조현범(한국학중앙연구원 부교수)


	2019년 선교통계 보고서.pdf



